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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제가 이처럼 석사논문이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함께 도와주
시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잘못된 점을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바로 잡아 주신 노재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며 저의 부족함을 인내와 자상함으로 격려해주신 원종욱 교수님
께도 감사드립니다.대학원 생활동안 늘 함께하시며 무던히 속썩이던 제자를 항상
곁에서 위로와 격려,학문적 지도를 해 주신 김치년 교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립
니다.
논문의 분석실험을 도와주시며 부족한 저에게 항상 좋은 조언을 해주신 김현

수 선생님과 측정을 도와주시며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김기연 선생님께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립니다.지금은 연구실에는 안계시지만 저에게 산업보건에 대하여 많
은 조언을 주셨던 김형렬 선생님,고동희 선생님,주선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 쓰는 동안 여러 도움을 주었던 연구실 가족들인 최선행선생님과 곽우석선생
님,그리고 본주,철웅,장미,주영에게 감사드립니다.그리고 대학원 생활동안 많
은 도움을 준 대학원 선․후배님들과 동기에게 감사드립니다.내가 힘들 때마다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며 격려해준 소중한 친구들 문종,마태,용복,은혁과 대학
선․후배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석사과정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후

원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기에 이 논문을 저의 가족과 함께 하고자합
니다.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과 신념으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작은 결실의 기쁨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자 합
니다.

2006년 12월
정 우 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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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본 연구는 농민,방역업자,조경업자,농약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
적 노출을 추정하고 각각의 노출계수를 적용하여 건강위험도를 제시함으로써 디
아지논 취급 근로자의 노출 관리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공기 중 시료는 “OSHA MethodNo.62”에 준하였고,피부노출

측정은 피부 세척법을 이용하였다.노출추정을 위한 노출계수로는 일일 평균 호흡
량,노출기간,체중,기대수명은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였고 노출빈도와 노출시간
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중앙값으로 선정하였다.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디아지논 취급 근로자의 공기 중 노출농도는 농민 107.21ug/m3,조

경업자 93.53ug/m3,방역업자 31.40ug/m3,농약판매자 1.04ug/m3순이었다.목 부위
피부노출농도는 농민 121.83ng/cm2,조경업자 23.09ng/cm2,방역업자 7.58ng/cm2,
농약판매자 0.00227ng/cm2순이었고 손 부위 피부노출농도는 농민 206.21ng/cm2,
조경업자 29.87ng/cm2,방역업자 14.68ng/cm2,농약판매자 1.43ng/cm2 순으로 목
부위 피부노출농도 보다 손부위 피부노출농도가 높았다.피부흡수용량은 농민
63.39ug/day,방역업자 10.47ug/day,조경업자4.26ug/day,농약판매자 0.34ug/day
순으로 공기 중 노출농도가 높은 업종이 피부흡수용량도 높았다.
노출 추정은 농민,방역업자,조경업자는 적절한 활동을 하는 직업군으로 가정

하여 일일 평균 호흡량을 46.32m3/day로 하였고 농약판매자는 가벼운 활동을 하는
직업군으로 가정하여 일일 평균 호흡량을 34.8m3/day로 하였다.노출기간은 30.5년
으로 하였으며,체중 60kg,기대수명 76.4년으로 하였다.노출빈도와 노출시간은
설문자료 중앙값을 활용하여 노출빈도는 농민은 7일,방역업자는 240일,조경업자
는 30일,농약판매업자 288일로 하였고 노출시간은 농민 1시간,방역업자 5시간,
조경업자 2시간,농약판매업자 8시간으로 추정하였다.독성학적 참고치는 U.S.
EPA에서 제시한 NOAEL자료를 인용하여 0.26ug/kg-day로 하였다.
인체노출량을 산출한 결과, 방역업자 1329.43ng/kg-day, 조경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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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2ng/kg-day,농약판매소 80.84ng/kg-day,농민 26.74ng/kg-day순이었다.유해성
지수의 평균은 방역업자 5.11,조경업자 0.76,농약판매소 0.26,농민 0.10순으로 방역업
자만이 1을 초과하였으며,유해성지수의 95percentiles는 방역업자와 조경업자에서 1을
초과하였다.
결론적으로 디아지논 노출농도가 높은 직업군은 농민이었으나,노출 추정하여

유해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방역업자,조경업자,농약판매자가 더 위험할 수 있다
고 판단된다.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노출자료의 한계점과 유해성 지수는 단지 건
강장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지표로 여러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해
성 지수가 1을 초과하는 직업군이 건강장해가 일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향
후 장기적으로 더 많은 디아지논 노출자료와 국내 실정에 적합한 노출계수 개발
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디아지논,인체노출량,피부세척법,유해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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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최근 수많은 물질에 대하여 산업보건 분야에서는 노출에 따른 건강 위험도 평
가(healthriskassessment)에 중점을 두고 있다.건강 위험도 평가는 동물실험과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로부터 나온 독성 자료로부터 노출정도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특정한 인구집단에 특정한 건강이상 반응(adversereaction)을 정량적으
로 예측하는 방법으로(환경부,2001),평가과정에서 수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
는 방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강 위험도 평가가 주목받고 이유는 인체
위해성과 유해성관리는 작업장내의 유해화학물질관리 등으로 이루어 질 수 있지
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위해서는 작업환경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작업환경관리를 위해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물질 자체의 독성(toxicity)과,
노출 유발 가능성인 유해성(hazard)그리고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노출되고 그 수
준이 건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위험도(risk)의 개념이
필요하다.
디아지논은 1956년 유기인계 농약으로 미국에서 처음 등록되어 비침투성 살충

제,살선충제로 개발되었다(KoreaAgriculturalChemicalsIndustrialAssociation,
2000).입자,유화성 농축제,침투제,작은 알갱이,미세한 캡슐,압축 스프레이,용
해성 농축제 그리고 가용성 가루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
며(ATSDR,1996;Hayes,1982),국내에서도 유기인계 농약으로 2차 세계대전 후
부터 농작물의 살충제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윤종
만,1996).디아지논의 중독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기인제의 인산기가 콜린에스
트라제에 강력히 결합하여 콜린에스트라제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근신경접합부
에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이 과잉 축적되는데 과잉 축적된 아세틸콜린은 처음
에는 신경 전도를 자극하여(Arena,1986),직업적 노출시 시력흔탁,두통,기관지수
축,구역,설사,경련을 동반한 근연축의 증상이 나타난다(ACGIH,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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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부지역의 유기인계 살충제의 중독사례를 연구한 결과 자살 목적으로
음독한 경구 중독이 26사례(53%)였으며,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하여 유기인계 농
약을 살포한 후 중독증상이 발생한 흡입 중독환자는 23사례(47%)이었다(오범진
등,1998).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국내에서는 유기인계 살충제 살포에 의해 중독증
상이 나타날 정도의 고농도 노출 작업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외국의 디
아지논 노출자료 연구로는 상업용 살충제를 흡입한 사람에서 심장마비가 일어났
고(Wecker등,1985)쌍둥이 신생아의 유기용제 중독 사례가 바퀴벌레 살충제용
스프레이 노출과 관련이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다(English등,1970).해충 관리사
에게 디아지논을 노출시켰을 때 혈중 콜린에스테라제 활성도가 대조군에 비해 낮
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Hayes등,1980).또한 살충제를 판매하는 소매상에서
대기 중 디아지논이 검출된 결과도 있다(Wachs등,1983).그러나 국내에서는 아
직까지 농민을 제외한 디아지논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평가 된 연구가 없어 이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본 연구는 농민,방역업자,조경업자,농약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적

노출을 추정하여 건강위험도를 제시함으로써 디아지논 취급 근로자 노출관리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디아지논 살충제 취급 근로자의 직업적 노출 추정치를 작성한다.
둘째,디아지논 살충제 취급 업종별 건강 위험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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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연구 대상은 2006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농민(famer)14명,방역
업체자(pestcontroloperator,PCO)4명,조경업자(landscaper)6명,농약판매자
(agriculturalchemicalsseller)6명을 대상으로 공기 중 노출농도와 피부 노출농도
를 측정하였고 같은 지역의 농민 30명,방역업체 근로자 16명,조경업체 근로자 18
명,농약판매소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성별,연령,흡연상태,음주상태,근무기간,
노출시간,노출빈도 등의 내용을 설문조사하였다.

222...노노노출출출농농농도도도 조조조사사사

가가가...공공공기기기 중중중 노노노출출출농농농도도도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은 OSHA MethodNo.62에 준하여 흡착튜브(OVS-2

tube:13mm Glassfiberfilter;XAD-2,270mg/140mg)를 저유량 펌프(Gilian,
USA)에 연결하여 유량을 1.0L/min으로 하여 근로자의 호흡기 30cm이내에서 작
업시간동안 측정하였으며,정확성을 위하여 시료채취전후 유량을 1차표준기기인
비누거품미터로 보정하였다(OSHA,1986).포집한 시료는 냉동 보관하여 즉시 실
험실로 옮겨 가스크로마토그래프/펄스불꽃광도검출기(Gas chromatograph/pulsed
flamephotometricdetector,GC/PFPD,CP-3800,Vari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분석조건은 Table1과 같다.디아지논 분석은 각 5개 이상의 표준용액을 조제
하였으며 내부표준물질은 triphenylphosphate(Sigma Aldrich,lotNo.241288,
USA)를 사용하였다.검출한계(limitofdetection,LOD)는 NIOSH (1995)에서 제
시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였다.시료량과 반응 면적간의 선형회귀식(Y=mX+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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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각 시료량에 따른 반응 기대값(y)과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regression,sy)를 식 1을 이용하여 검출한계를 구하였다.이와 같이 구한 검출한
계와 가장 낮은 표준용액의 시료량 또는 절편을 서로 비교하여 가장 높은 값을
최종적인 검출한계로 구하였다.
LOD=3[∑(yi-Y)2/(표준용액 시료수-2)]1/2/m -------------------------------(식1)

Table1.Gaschromatograph/pulsedflamephotometricdetectoroperatingconditions
fordiazinon
Descriptions Conditions
Instrument VarianCP-3800
Detector Pulsedflamephotometricdetector

Photomultipliervoltage:550V
Gatedelay:4.0msec
Gatewidth:10.0msec
Triggerlevel:200mV

Column VF-5mscolumn(30m×0.25㎜×0.2㎛)
Temperature Injectionport:260℃

Detector :300℃
Columnoven:220℃ for3min

25℃ → 280℃ for1.6min
Fuelgas Air1:17.0㎖/min,Air2:10.0㎖/min

H2:14.0㎖/min
Carriergas N2:2㎖/min
Injectionvolume 2㎕
Splitratio 20:1

나나나...피피피부부부 노노노출출출농농농도도도 및및및 피피피부부부흡흡흡수수수용용용량량량
피부 노출농도는 피부 세척법(skinwipemethod)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부흡수용량을 산출하였다.피부 세척 시료는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 또는
긴팔을 입고 있어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목 부위의 40cm2와 손 부위 20cm2

을 작업 전 한번,작업 후 두번 유리 섬유 필터(glassfiberfilter,37mm)에 에탄
올을 묻혀 닦아 내고,10ml폴리에틸렌 병에 차광,냉장 보관하여 즉시 실험실로
옮겨 분석하였다(Stephanie,1994).
시료의 전처리는 탈착용매(톨루엔)로 한 시간 동안 탈착하여 여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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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PFPD로 측정시료를 표 1의 분석조건으로 분석하였다.피부 세척 시료의 계산
법은 다음 식 2와 같다(염혜경,1996;VanRooij등,1994).
Ce=Ca-Cb----------------------------------------------------------------------(식 2)
단,Ce:피부노출농도

Ca:노출 후 피부의 오염 정도
Cb:노출 전 피부의 오염 정도

작업전 후의 피부 오염 정도 알기 위해서는 피부 세척 기술 효율을 식 3과 같
이 계산한다.
We=(1-C2/C3)×100% ----------------------------------------------------------(식 3)
단,C2:두 번째 닦아 낸 양(ug)

C3:세 번째 닦아 낸 양(ug)
We:피부 세척 기술 효율

작업전 노출된 정도의 계산은 다음과 식 4와 같이 한다.
Cb=(100/We×C1/wipearea)-C1/wipearea-----------------------------------(식 4)
단,wipearea:neck40cm2,hand20cm2

C1:첫 번째 닦아 낸 양(ug)

작업 후 노출된 정도의 계산은 다음 식 5와 같다.
Ca=100We×C2/wipearea-----------------------------------------------------(식 5)

일반적으로 피부노출용량은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의 표면적
(cm2)과 노출되고 있는 동안에 피부로 이동되는 양(mg/cm2-event)을 가지고 계산
한다.피부로 흡수된 오염물질의 용량(추정치)은 하루 동안 피부에 노출될 수 있
는 피부흡수용량이 된다.
아래 식 6은 하루에 피부노출로 인하여 피부에 흡수된 오염물질의 용량

(mg/day)을 추정하는 공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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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Q)(FQ)(ABS)(WF)------------------------------------------------------(식 6)
단,DA ;피부흡수용량(mg/day)

S;노출될 수 있는 피부면적(㎠),본 연구에서는 EPA자료를 근거로 머리
부위는 1180㎠,손 840㎠ 적용)

Q;노출 건수당 피부에 침적양(mg/㎠-event),피부노출농도
FQ;하루당 노출 건수,1회 적용
ABS;노출동안의 피부접촉량 중에서 피부에 흡수된 용량비율,20% 가정
WF;혼합물 중에 그 오염물질의 비율,100%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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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건건건강강강 위위위험험험도도도 평평평가가가

가가가...인인인체체체노노노출출출량량량
인체노출량(lifetimeaaveragedailydoses;LADDs)은 식 7과 같다.
LADDs=LADDsair+LADDsskin -------------------------------------------(식 7)

단,LADDs:인체노출량 (mg/kg-day)
LADDsair:호흡노출량 (mg/kg-day)
LADDsskin :피부노출량 (mg/kg-day)

LADDsair와 LADDsskin은 식 8과 식 9와 같이 구하였다.
LADDsair=(AC)(DAIR)(ET)(EF)(ED)/(BW)/(LT)/(AT)/(AF)-------------(식 8)
LADDsskin=(SAD)(ET)(EF)(ED)/(BW)/(LT)/(AT)/(AF)-------------------(식 9)

단,AC:공기 중 디아지논 농도(mg/m3)
DAIR:일일 평균 호흡량(m3/day)
SAD:피부흡수용량(mg/day)
ET :노출시간 (hr/day)
EF:노출빈도 (day/year)
ED:노출기간 (year)
BW :체중 (kg)
LT :기대수명(year)
AT :평균노출시간 (hr/day)
AF:평균노출빈도 (day/year)

나나나...유유유해해해성성성 지지지수수수 및및및 독독독성성성학학학적적적참참참고고고치치치
유해성 지수는 인체노출량과 독성학적참고치(toxicologicalreference value,

TRV)를 이용하여 다음 식 10과 같이 계산한다(환경부,2001).

HI=LADDs/TRV -------------------------------------------------------------------(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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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학적 참고치는 무영향 관찰 유해영향수준(NoObservedAdverseEffect
Level,NOAEL)또는 최저관찰유해영향수준(LowestObserved Adverse Effect
Level,LOAEL)과 불확실성 상수(UncertaintyFactor,UF)을 이용하여 식 11과 같
이 계산한다(환경부,2001).
TRV =NOAELorLOAEL/UF ------------------------------------------------(식 11)

444...연연연구구구틀틀틀

본 연구는 크게 유해성 확인,직업적 노출평가,용량-반응평가,건강 위험도 평
가로 나눌 수 있다.문헌조사를 통해 물리화학적 특성,동물실험결과,역학자료,발
암성과 같은 유해성을 확인하였고 노출대상을 분류하였다.이에 따라 노출경로에
따른 노출그룹별 직업적 노출평가를 하여 인체노출량을 산출하였고 용량-반응 평
가한 자료와 비교하여 유해성지수를 제시하였다.비발암성 물질의 평가과정의 흐
름은 Figure1과 같다(표희수,2000).

Figure1.Healthriskassessmentflow forNon-Carcinogen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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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성별은 농민은 총 30명 중 남성 19명(63.3%)이었고,방역업자는 16명 모두가
남성이었으며,조경업자는 총 18명 중 남성 17명(94.4%),농약판매자 총 20명 중
남성 17명(85.3%)으로 남성이 비율이 여성의 비율 보다 높았다.
근무기간은 농민은 10년이상 20년미만 8명(26.7%),20년이상 30년미만 19명

(63.3%) 조경업자는 10년이상 20년미만 8명(44.4%),20년이상 30년미만 6명
(33.3%),농약판매자는 10년이상 20년미만 8명(40.0%),20년이상 30년미만 8명
(40.0%)으로 농민,조경업자,농약판매자 모두 10년~30년 사이의 근무년수의 비율
이 가장 많았으나 방역업자만이 10년미만 10명(62.5%),10년이상 20년미만 6명
(37.5%)으로 모두 근무기간이 20년미만이었다.
흡연자는 농민이 25명(83.3%),방역업자 흡연자 15명(93.8%),조경업자 14명

(77.8%),농약판매소 흡연자 18명(90.0%)으로 흡연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음주상태는 농민이 24명(80.0%),방역업자 15명(93.8%),조경업자 18명(100.0%)

농약판매자 19명 (95.0%)가 음주를 한다고 하여 음주를 하는 근로자가 음주를 하
지 않는 근로자 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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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Famers PCOs landscapers
agricultural 

chemicals sellers

Sex
Male 19(63.3) 16(100.0) 17(94.4) 17(85.0)

Female 11(36.7) 0(0.0) 1(5.6) 3(15.0)

Age

(yr)

＜ 20 0(0.0) 0(0.0) 0(0.0) 0(0.0)

20 -29 3(10.0) 4(25.0) 4(22.2) 0(0.0)

30- 39 4(13.3) 5(31.3) 9(50.0) 6(30.0)

40 -49 5(16.7) 7(43.8) 4(22.2) 8(40.0)

50 -59 10(33.3) 0(0.0) 1(5.6) 4(20.0)

60 ≤ 8(26.7) 0(0.0) 0(0.0) 2(10.0)

Smoking

Current Smoker 25(83.3) 15(93.8) 14(77.8) 18(90.0)

Non -Smoker 2(6.7) 1(6.3) 2(11.1) 1(5.0)

Ex-Smoker 2(6.7) 0(0.0) 2(11.1) 1(5.0)

Non-response 1(3.3) 0(0.0) 0(0.0) 0(0.0)

Alcohol

Drinking 24(80.0) 15(93.8) 18(100.0) 19(95.0)

Non-Drinking 5(16.7) 1(6.3) 0(0.0) 1(5.0)

Non-response 1(3.3) 0(0.0) 0(0.0) 0(0.0)

Work 

duration

(yr)

＜ 10 2(6.7) 10(62.5) 3(16.7) 2(10.0)

10 - 20 8(26.7) 6(37.5) 8(44.4) 8(40.0)

20 - 30 19(63.3) 0(0.0) 6(33.3) 8(40.0)

30≤ 1(3.3) 0(0.0) 1(5.6) 2(10.0)

Total 30(100.0) 16(100.0) 18(100.0) 20(100.0)

unit : number(%)

Table2.General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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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노노노출출출농농농도도도 조조조사사사

가가가...공공공기기기 중중중 노노노출출출농농농도도도
OSHA 공정시험법에 따라 공기 중 디아지논을 GC/PFPD롤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검량선의 회귀방정식은 Y=0.062X+0.0055이었고,상관계수 0.9998이었다.검출
한계는 NIOSH(1995) 방법에 따라 선형회귀식의 표준오차로 계산한 결과
0.075ug/ml이었으며,분석시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해 탈착률 검정을 실시한 결
과 108.2±1.4%이었다.분석방법에 대한 정밀성 검정을 위해 표준용액에 대해 반복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이계수가 0.03이었다.
디아지논의 호흡기 농도를 알아보기 위해 농민 4회,방역업자 2회,조경업자 2

회,농약판매소 2회로 총 30명의 디아지논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시료로 측
정하였다(Table3).
디아지논의 공기 중 노출농도의 전체 근로자의 산술평균는 73.12ug/m3이었고

기하평균는 17.98ug/m3이었으며 범위는 N.D.-312.23ug/m3이었다.
공기 중 노출농도 결과 농민의 산술평균은 107.21ug/m3 이었고 기하평균은

52.56ug/m3이었으며, 범위는 8.12-312.23ug/m3이었다. 방역업자의 산술평균은
31.40ug/m3이었고 기하평균은 28.36ug/m3이었으며,14.80-53.26ug/m3이었다.조경업
자의 산술평균은 93.53ug/m3,이었고 기하평균은 24.61ug/m3이었으며,범위는
N.D.-308.23ug/m3이었다.농약판매소의 산술평균은 1.04ug/m3이었고 기하평균은
0.80ug/m3이었으며,범위는 N.D.-2.12ug/m3이었다.
공기 중 노출농도가 높은 업종순으로는 산술평균은 농민,조경업자,방역업자,

농약판매자순이었으나,기하평균은 농민,방역업자,조경업자,농약판매자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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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workers
(N) Mean±SD GM±GSD Median Range

Famer 14 107.21±116.11 52.56±3.68 41.25 8.12-312.23

PCOs 4 31.40±16.14 28.36±1.70 28.77 14.80-53.26

landscapers 6 93.53±120.00 24.61±10.01 47.50 N.D.-308.23

agricultural
chemicalssellers 6 1.04±0.68 0.80±2.51 1.11 N.D.-2.12

Total 30 73.12±102.54 17.98±8.28 20.55 N.D.-312.23
unit:ug/m3,N.D.:notdetected(diazinonconcentrationinair<0.15ug/sample)

Table3.Theconcentrationsofdiazinoninairbyexposuregroup

나나나...피피피부부부노노노출출출농농농도도도
피부노출농도를 알아보기 위해 공기 중 노출농도 측정 대상자와 같은 대상자

를 상대로 디아지논이 노출될 수 있는 신체부위인 목과 손 부위를 노출 후 즉시
피부세척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피부흡수용량은 목 부위와 손부위의 노출농도
에 피부면적을 고려하여 식 6에 따라 구하여 합산하였다(Table4).
업종별 피부노출 농도를 높은 순으로 비교해보면 목 부위와 손부위의 피부노

출농도 모두 농민,조경업자,방역업자,농약판매자순으로 높았고 부위별 피부노출
농도는 모든 업종에서 목 부위 노출농도보다 손 부위의 노출농도가 높았다.
피부흡수용량 결과 역시 농민,방역업자,조경업자,농약판매자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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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es Statistics Famers
(n=14)3)

PCOs
(n=4)

landscapers

(n=6)
agricultural 

chemicals sellers
(n=6)

total

(n=30)

Diazinonconcentrationinneckskin1) Mean±SD 121.83±132.83 7.58±6.76 23.09±14.08 0.00227±0.00096 62.77±105.63
GM±GSD 31.61±26.49 0.907±100.641 18.99±2.10 0.00215±1.39 2.99±108.38
Median 82.75 7.40 20.55 N.D. 14.83
Range N.D.-489.12 N.D.-15.53 5.56-43.93 N.D.-0.00423 N.D.-489.12

Diazinonconcentrationinhandskin1) Mean±SD 206.21±175.66 14.68±10.37 29.87±17.13 1.43±3.50 104.16±153.01
GM±GSD 111.46±4.12 12.65±1.80 26.06±1.78 0.0043±41.39 7.11±75.12
Median 175.56 10.03 25.88 0.000938 25.88
Range 9.26-596.53 8.53-30.15 11.27-59.42 N.D.-8.56 N.D.-596.53

Amountofskinabsorption2) Mean±SD 63.39±58.77 4.26±1.18 10.47±5.44 0.34±0.83 32.31±49.39
GM±GSD 32.08±4.53 4.11±1.38 9.51±1.59 0.00212±28.84 2.79±61.08
Median 48.07 4.67 8.38 0.000536 7.31
Range 1.56-215.65 2.59-5.10 5.68-20.35 0.000536-2.02 0.0005363-215.65

unit:1)ng/cm2;2)ug/day,N.D.:notdetected(diazinonconcentrationinneckskin<3.75ng/cm2,diazinonconcentrationinhandskin<1.88ng/cm2),
3):Numberofwokers

Table4.Theconcentrationsofdiazinoninskinbyexposur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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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노노노출출출 추추추정정정

가가가...노노노출출출경경경로로로
디아지논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피부흡수 주의물질 표시 'skin'이 있는 물질로

ACGIH와 노동부에서 피부흡수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물질이다.따라서 노출조사
는 직업적 노출로 인한 호흡노출과 피부노출만을 고려하였다.

나나나...일일일일일일 평평평균균균 호호호흡흡흡량량량
Adam(1993)는 휴식활동(resting),앉은 채 일하는 활동(Sedentary),가벼운 활

동시(light),적절한 활동(moderate),힘이 드는 활동(Heavy)로 분류하여 성별에 따
른 각각의 호흡량을 제시하였다.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디아지논 노출 시 적절
한 활동하는 노출 군으로 농민,방역업자,조경업자로 가정하여 일일 호흡률을
46.32m3/day하였고 가벼운 활동하는 노출 군으로는 농약판매자로 가정하여 일일
호흡률을 34.8m3/day하였다.

다다다...노노노출출출기기기간간간
노출기간은 통계청 자료에서 제공하는 생산노동가능인구조사의 연령분포인 15

세 -64세(50년)으로부터 가장 높은 경제활동인구를 나타낸 40-49세의 중앙값인
44.5세(30.5년)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이철민,2004,통계청,2004).

라라라...체체체중중중
체중은 위험도 평가나 기준 설정시 roundfigure로 된 대표치를 이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국민영양조사보고서 중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5년
간격으로 전 국민 및 남녀별 평균체중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 한국인의 평균체중
은 55kg,성인체중은 60kg으로 권고하고 있다(이서래,1999).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성인체중을 60kg으로 선정하였다.



-15-

마마마...기기기대대대수수수명명명
기대수명은 통계청 자료에서 0세 기대수명 자료의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산술

평균하여 76.4년을 기대수명으로 하였다(통계청,2005).

바바바...노노노출출출빈빈빈도도도 및및및 노노노출출출시시시간간간
노출빈도와 노출시간은 농민 30명,방역업자 16명,조경업자 18명,농약판매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정리하였다(Table5).
본 연구의 노출빈도와 노출시간 선정은 이러한 설문결과를 활용하여 US.

EPA(1996)에서 권고하는 방법에 따라 노출빈도와 노출시간을 설문결과의 중앙값
으로 선정하여 노출빈도는 농민 7day/year,방역업자 240day/year,조경업자
30day/year,농약판매자 288day/year로 선정하였고 노출시간은 농민 1hr/day,방역
업자 5hr/day,조경업자 2hr/day,농약판매자 8hr/day로 선정하였다.

Variable Statistics Famers
(n=30)3)

PCOs
(n=16)

landscapers
(n=18)

agriculturalchemicalssellers
(n=20)

Exposure
frequency1)

Mean 6.9 251.0 28.6 322.0

SD 4.3 90.1 16.4 41.2

Median 7 240 30 288

Range 3-9 192-288 24-36 240-365

Exposure
time2)

Mean 0.9 3.4 2.3 7.6
SD 0.6 3.1 1.6 2.3
Median 1 5 2 8
Range 0.5-1.5 2-6 1-4 6-9

unit:1):day/year,2):hr/day,3)Numberofworkers

Table5.Exposurefrequencyandexposur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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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호호호흡흡흡 노노노출출출량량량
호흡을 통한 평균적인 평생 일일 노출량을 알아보기 위해 공기 중 노출농도를

이용하여 호흡노출량을 식 8에 의하여 산출하였다(Table6).
디아지논의 호흡노출량의 전체 근로자 산술평균는 241.19ng/kg-day이었고 기하

평균는 40.68ng/kg-day이었으며 범위는 1.32-2248.55ng/kg-day이었다.
호흡노출량 결과 농민의 산술평균은 26.40ng/kg-day 이었고 기하평균은

12.94ng/kg-day이었으며,범위는 1.99-76.89ng/kg-day이었다.방역업자의 산술평균
은 1325.55ng/kg-day이었고 기하평균은 1197.01ng/kg-day이었으며,
624.83-2248.55ng/kg-day이었다.조경업자의 산술평균은 197.44ng/kg-day,이었고
기하평균은 51.96ng/kg-day이었으며,범위는 1.32-650.65ng/kg-day이었다.농약판
매소의 산술평균은 63.20ng/kg-day이었고 기하평균은 48.37ng/kg-day이었으며,범
위는 9.52-129.11ng/kg-day이었다.
호흡노출량이 높은 업종순으로는 방역업자,조경업자,농약판매자,농민순이었

다.

Groups
wokers
(N)

Mean±SD GM±GSD Median Range

Famers 14 26.40±28.59 12.94±3.68 10.16 1.99-76.89

PCOs 4 1325.55±681.50 1197.01±1.70 1214.41624.83-2248.55

landscapers 6 197.44±253.31 51.96±10.01 100.27 1.32-650.65

agricultural
chemicalssellers 6 63.20±41.18 48.37±2.51 67.60 9.52-129.11

Total 30 241.19±501.17 40.68±7.54 51.70 1.32-2248.55

unit:ng/kg-day

Table 6. Lifetimeaveragedailydosesby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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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피피피부부부노노노출출출량량량
피부흡수를 통한 평균적인 평생 일일 노출량을 알아보기 위해 피부노출농도를

이용하여 피부노출량을 식 8에 의하여 산출하였다(Table7).
디아지논의 피부노출량의 전체 근로자 산술평균는 0.89ng/kg-day이었고 기하

평균는 0.14ng/kg-day이었으며 범위는 0.00094-4.65ng/kg-day이었다.
피부노출량 결과 농민의 산술평균은 0.34ng/kg-day 이었고 기하평균은

0.17ng/kg-day이었으며,범위는 0.00827-1.15ng/kg-day이었다.방역업자의 산술평
균은 3.88ng/kg-day이었고 기하평균은 3.75ng/kg-day이었으며,
2.36-4.65ng/kg-day이었다.조경업자의 산술평균은 0.48ng/kg-day,이었고 기하평
균은 0.43ng/kg-day이었으며,범위는 0.26-0.93ng/kg-day이었다.농약판매소의 산
술평균은 0.59ng/kg-day이었고 기하평균은 0.0037ng/kg-day이었으며, 범위는
0.00094-3.54ng/kg-day이었다.
피부노출량이 높은 업종순으로는 방역업자,조경업자,농약판매자,농민순이었

다.

Groups
wokers
(N)

Mean±SD GM±GSD Median Range

Famers 16 0.34±0.31 0.17±4.53 0.26 0.00827-1.15

PCOs 4 3.88±1.07 3.75±1.38 4.26 2.36-4.65

landscapers 6 0.48±0.25 0.43±1.59 0.38 0.26-0.93

agricultural
chemicalssellers 6 0.59±1.44 0.0037±28.84 0.00094 0.00094-3.54

Total 30 0.89±1.40 0.14±15.53 0.34 0.00094-4.65

unit:ng/kg-day

Table 7. Lifetimeaveragedailydosesby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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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인인인체체체노노노출출출량량량 및및및 유유유해해해성성성 지지지수수수

가가가...인인인체체체노노노출출출량량량
평균적인 평생 일일 노출량을 알아보기 위해 호흡노출량의 산술평균과 피부노

출량의 산술평균을 합하여 인체노출량을 산출하였다(Table8).
디아지논의 인체노출량의 전체 근로자 산술평균은 242.08ng/kg-day이었고 기

하평균은 41.96ng/kg-day이었으며 범위는 1.73-2253.19ng/kg-day이었다.
인체노출량 결과 농민의 산술평균은 26.74ng/kg-day 이었고 기하평균은

13.21ng/kg-day이었으며,범위는 2.02-78.04ng/kg-day이었다.방역업자의 산술평
균은 1329.43ng/kg-day이었고 기하평균은 1201.50ng/kg-day이었으며,
629.45-2253.19ng/kg-day이었다.조경업자의 산술평균은 197.92ng/kg-day,이었고
기하평균은 54.68ng/kg-day이었으며,범위는 1.73-651.58ng/kg-day이었다.농약판
매소의 산술평균은 63.79ng/kg-day이었고 기하평균은 50.98ng/kg-day이었으며,
범위는 13.06-129.11ng/kg-day이었다.
인체노출량이 높은 업종순으로는 방역업자,조경업자,농약판매자,농민순이었

다.

Groups wokers
(N) Mean±SD GM±GSD Median Range

Famers 14 26.74±28.83 13.21±3.66 10.39 2.02-78.04

PCOs 4 1329.43±681.76 1201.50±1.69 1217.54 629.45-2253.19

landscapers 6 197.92±253.54 54.68±9.17 100.61 1.73-651.58

agricultural 

chemicals sellers
6 63.79±40.28 50.98±2.25 67.60 13.06-129.11

Total 30 242.08±502.26 41.96±7.32 52.14 1.73-2253.19
unit:ng/kg-day

Table8.Lifetimeaveragedaily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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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독독독성성성학학학적적적 참참참고고고치치치
독성학적 참고치를 산출하기 위한 NOAEL의 선정은 U.SEPA(2000)의 자료에

서 만성독성자료이며 호흡독성 실험자료를 활용하여 NOAEL 값으로 0.026
mg/kg/day을 선정하였고(Table9),불확실성 상수는 종간 외삽에 의한 불확실성
(interspeciesextrapolation)10배와 종간의 변이성에 의한 불확실성(intraspecies
variability) 10배를 하여 100배로 식 11에 따라 독성학적 참고치를 0.26
ug/kg-day으로 산출하였다.

Table9.NOAELfortoxicologicalreferencevalue

reference:U.S.EPA,2000
다다다...유유유해해해성성성 지지지수수수
유해성 지수는 단일 평가치 분석방법으로 인체노출량의 산술평균과 독성학적

참고치를 비교하여 산출하였다(Table10).
업종별 유해성지수를 보면 방역업자 5.11,조경업자 0.76,농약판매소 0.26,농민

0.10순으로 방역업자가 1을 초과하였으며,유해성지수의 95Percentiles은 방역업
자와 조경업자에서 1을 초과하였다.

organism Route Dose duration NOAEL End-point

Rat Acutedietary - 0.025mg/kg-dayPlasma cholinesterase
inhibition

Dog chronicdietary 1year 0.02mg/kg-dayPlasma cholinesterase
inhibition

Rabbit Dermal 21day 1mg/kg-day
significantserum and
brain cholinesterase
inhibition

Rat Inhalation 21day 0.026mg/kg-day
significantplasmaand
RBC cholinesterase
in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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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ranking Groups wokers

(N) Mean SD Range
Percentiles

5 25 50 75 95

4 Famers 14 0.10 0.11 7.76×10-3-0.30 0.01 0.02 0.04 0.21 0.28

1 PCOs 4 5.11 2.62 2.421-8.67 2.69 3.79 4.68 6.01 8.13

2 landscapers 6 0.76 0.98 6.66×10-3-2.51 0.07 0.07 0.39 1.08 2.19

3 agricultural
chemicalssellers 6 0.26 0.16 5.02×10-2-0.50 0.07 0.15 0.26 0.28 0.44

Total 30 0.931 1.932 6.66×10-3-8.67 0.01 0.03 0.20 0.45 4.73

Table10.HazardIndexandmanagementrankingbyexposur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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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디아지논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로는 농약제조공장 근로자,농민,방역업체,
조경업체,농약판매소가 있다.농약 제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작업환경측정의
예비조사를 하였으나 평균 년 중 생산일이 5일로 본 연구에서 측정을 하지는 못
하였다.그러나 생산일이 짧고 생산과정이 단순히 밀폐탱크 안에서 물리적 혼합으
로 제조된다는 점에서 농약 생산 근로자보다는 농약 취급 근로자들이 직업적 노
출량이 클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디아지논 노출업종은 디아지논 취급 업
종의 근로자로 농민,방역업자,조경업자,농약판매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에 발표된 디아지논 노출 자료로는 Wright등(1980)연구에서 캘리포니아

의 6개 회사에서 diazinon검출결과 디아지논 창고에서 평균 0.28ug/m3이었고 범
위는 0.085-0.84ug/m3으로 보고하였고 Wachs등(1983)의 연구에서 살충제를 판
매하는 소매상에서 14시간 지역시료로 측정한 결과 3.4ug/m3으로 보고하였다.
Wright등(1983)연구에서 해충관리의 서비스로 사용된 트럭 운전대에서 2시간
시료채취한 결과 8-TWA가 20.6ug/m3 이었다.Currie등(1990)연구에서 7개의
사무실에 diazinon살충제를 살포 4시간후 diazinon이 27-163ug/m3으로 검출되
었고 Hayes(1980)diazinon노출된 22인의 해충관리자의 8시간 노출수준이 131.0
ug/m3이었다.Weissskopf(1988)과립형 diazinon살충제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측
정한 결과 피부 노출은 0.6-11mg/cm2,0.1-0.25mg/cm2이었다.이러한 연구자
료와 이번 연구의 노출농도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범위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디아지논의 발암성 정보로는 U.S.EPA와 IARC에서는 발암성 정보가 없고,

ACGIH 에서는 Group4(인체 발암성 분류 안함)로 정하고 있으며(ACGIH,2001),
ACGIH와 노동부에서는 피부흡수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비발암성 물질의 건강위험도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또한 건강 위험도 평가방

법 중 단일 평가치 분석(pointestimateanalysis:PEA)은 각 노출량 변수에 대해
단일값,예를 들어 산술평균,중앙값,또는 95% UCL(upperconfidencelevel)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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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대표적인 위해성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시
간소모가 적어 선별평가법(screeningmethod)으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으로
(환경부,2001)본 연구에서는 단일변가치 분석을 위한 노출량 변수 적용시 기하
평균은 노출추정이 과소평가 될 우려가 있어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호흡률에 대한 자료는 U.SEPA(1996)자료에서 남성의 경우 휴식시 0.45m3/hr

활동시 1.2m3/hr이고 여성은 휴식시 0.36m3/hr와 활동시 1.4m3/hr으로 일반적인 유
해도 평가시 일일 호흡량을 20m3/hr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며 활동에 대한 호흡률의 분류에 부족함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Adam(1993)
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업 특성에 따라 호흡량을 달리 하여 적용하였다.이는 U.S.
EPA에서 제시한 20m3/day보다는 일반인이 대상이 아닌 작업특성에 따른 직업군
을 고려하여 다소 높은 호흡량을 적용한 결과이다.노출빈도와 노출시간은 국내
직업군에 따른 연구된 자료가 없어 US.EPA(1996)에서 권고하는 방법에 따라 설
문조사하여 결과의 중앙값으로 선정하였다.
Finkel(1990)은 건강 위험도 평가 시 불확실성을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model,

uncertainty),결정규칙에 대한 불확실성(decision-ruleuncertainly),다양성에 대한
불확실성(variabilityuncertainty)등으로 구분하였다.또한 환경부(2001)에 따르면
불확실성 상수는 종내 및 종간 다양성(intraspeciesandinterspeciesvariability),
동물실험의 질(qualiy)및 기간(duration)등을 고려하여 상이한 인구집단에 있어
실제적으로 허용가능한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이에 따라
불확실성 상수는 US.EPA(2000)자료를 활용하여 종간 외삽에 의한 불확실성
(interspeciesextrapolation)10배와 종간의 변이성에 의한 불확실성(intraspecies
variability)10배를 하여 100배로 독성학적 참고치를 0.26ng/kg-day으로 산출하
였다.
건강 위험도 평가에 있어 유해성 지수 산출에 대한 기본개념은 호흡과 섭취

같은 흡입과정에 대한 잠재용량(potentialdose)의 일반식은 오염물질의 흡입비율
로 시간 변화에 따른 오염물질의 농도와 매개체의 흡입율의 곱에 대한 누적양을
나타낸다(환경부,2001).비발암성물질은 여기에 독성학적 참고치와 인체노출량의
비교를 통하여 유해성 지수를 산출한다.유해성 지수는 1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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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한다(환경부,2001).
본 연구의 업종별 유해성지수를 보면 평균은 방역업자 5.11,조경업자 0.76,농

약판매소 0.26,농민 0.10순으로 방역업자가 1을 초과하였으며,유해성지수의 95
Percentiles은 방역업자와 조경업자에서 1을 초과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출추정에서는 직업적 노

출만을 고려하였으며,일반 대기 중 농도나 음식,식수 등에 관한 환경적인 노출은
고려하지 않았다.둘째,노출계수의 자료가 오래된 자료로서 그에 대한 오차가 생
길 수가 있다.셋째,노출자료가 부족하여 그 직업군의 대표성 있는 값을 제시하지
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첫째,보다 장기적으로 많은 디아지논의 노출자료 및 설

문자료가 요구된다.둘째,국내 실정에 적합한 노출계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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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디아지논의 공기 중 노출농도와 피부노출 농도를 조사하여 노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인체노출량과 유해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공기 중 노출농도는 농민 107.21ug/m3,조경업자 93.53ug/m3,방역업자
31.40ug/m3,농약판매자 1.04ug/m3순이었으며,기하평균은 농민 52.56ug/m3,방역
업자28.36ug/m3,조경업자 24.61ug/m3,농약판매자 0.80ug/m3순이었다.

둘째, 피부흡수용량 결과는 산술평균이 농민 63.39ug/day, 방역업자
10.47ug/day,조경업자4.26ug/day,농약판매자 0.34ug/day순이었고 기하평균은 농
민 32.08ug/day, 방역업자 9.51ug/day, 조경업자 4.11ug/day, 농약판매자
0.00212ug/day순이었다.

셋째,노출추정은 일일 호흡량은 농민,방역업자,조경업자로 적절한 활동을 하
는 직업군으로 46.32m3/day으로 가정하였고,농약판매소는 가벼운 활동하는 노출
군으로 가정하여 일일 호흡률을 34.8m3/day으로 하였다.노출기간은 30.5년으로 하
였으며,체중은 60kg,기대수명은 76.4년으로 하였다.노출빈도와 노출시간은 설문
자료의 중앙값을 활용하여 노출빈도는 농민은 7일,방역업자는 240일,조경업자는
30일,농약판매업자 288일로 하였고,노출시간은 1회 살포시 농민 1시간,방역업자
5시간,조경업자 2시간,농약판매업자 8시간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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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업종별 유해성지수를 보면 평균은 방역업자 5.11,조경업자 0.76,농약판
매소 0.26,농민 0.10 순으로 방역업자가 1을 초과하였으며,유해성지수의 95
Percentiles은 방역업자와 조경업자에서 1을 초과하였다.

연구 결과 디아지논 노출농도가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는 농민이었으나,유해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방역업자,조경업자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앞으로 장기적으로 많은 디아지논 노출자료와 국내 실정에 적합한 노출계수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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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HealthRiskAssessment
forDiazinonInsecticideHandlingWorker

Woo-jinJung
Dept.ofPublicHealth
TheGraduateSchool

YonsiUnversity

(DirectedbyProfessorJaehoonRoh,M.D.,Ph.D)

OOObbbjjjeeeccctttiiivvveee:::Thepurposeofthisstudywastomanagethelevelofdiazinon
exposureinthosepeoplehandlingthisagentbyinvestigatingtheamountof
exposuredepending ontherouteofdiazinonexposureandevaluating health
riskassessmentinthesepeople.
MMMeeettthhhooodddsss:::The"OSHA MethodNo.62"wasusedtosampleandmeasure

thelevelintheair.Theskinwipemethodwasusedtomeasurethelevelof
exposuretotheskin.Fortheexposurescenario,theexposurefactorsexamined
weredailyaverageinhalationrateandexposureperiod,bodyweight,lifetime,
exposurefrequency,exposuretime.Theexposurefrequencyandexposuretime
weresetatthemedianvaluesbysurveying.
RRReeesssuuullltttsss:::Theresultsshowedthatthelevelofexposurethroughtheair

was the highest in farmers at 107.21ug/m3,followed by landscapers at
93.53ug/m3,Pest ControlOperaters(PCOs) at 31.40ug/m3,and agr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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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ssellerat0.9ug/m3.Theamountofskinabsorptionwasthehighestin
farmers at63.39ug/day,followed by landscapers at10.47ng/day,PCOs at
4.26ng/day,and agriculturalchemicals sellers at 0.34ng/day.Thus,those
exposedhighlevelsofdiazinon throughtheairalsoshowedhighlevelsof
exposurethroughtheskin.lifetimeaaveragedailydoseswasthehighestin
PCOs at 1329.43ng/kg-day, landscapers at 197.92ng/kg-day, agricultural
chemicals sellers at 80.84ng/kg-day,and farmers at 26.74ng/kg-day. The
hazardousindex calculated using thereferenceconcentration showed thatit
was5.11forPCOs,0.76forlandscapers,0.26foragriculturalchemicalssellers,
and13.21forfarmers.Thus,thehazardindexinPCOswashigherthan1.
Inconclusion,farmerswereexposedhighlevelsofdiazinonthroughtheair

andskin.However,theresultsinhealthriskassessmentsuggestmorethreat
PCOs,landscapersandagriculturalchemicalssellersthanfarmer.But,these
datacannotbeusedtoconcludethathealthrelatedproblemswouldoccurin
thosegroupswiththehazardindexhigherthan1becausethedataareunclear
duetothelimitationofexposuredata.Furtherlong-term studiesareneeded
onthelevelsofdiazinonexposure,andexposurefactorsforKoreansshouldbe
evaluated.

Keywords:diazinon,LADDs,skinwipemethod,hazard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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