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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2년 6개월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음을 되돌아볼 때 결코 쉽지만
은 않았던 이 길에서 이제는 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방에서 서울까지 단걸음에 쫒아 다니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어떻게 논문을 시작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했지만 교수님들의
도움에 큰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기로 해서 결정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 저에게 논문을 쓰기까지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용기를 복 돋아 주신 신동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저의 숍까지 방문해 주시면서 논문의 틀을 잡아주

시고 논문의 주제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신 임영욱 교수님께,그리고 양
지연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아울러 저와 함께 조사를 하고 아
낌없이 도와주신 산업보건학과의 박창수 선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는 사업 분야에서 평소 궁금함이 많아 목마름을 달래고자 대학원

을 진학하게 되었고,많은 분들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제가 후
배들을 양성하는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해 줄 수 있음을 큰 기쁨으로 생각
합니다.아직도 많이 부족 하지만 이 논문을 기틀로 더욱 더 정진하고 노
력해서,좀 더 많은 학식을 갖추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학위과정동안 서로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며 조언을 주었던 동

기들,선배님들,후배님들 덕분에 대학원 생활이 즐거웠습니다.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또한 실험에 협조해 주신 네일숍 원장님들,사랑
하는 직원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 중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그 중 큰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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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저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고, 또한 저의 소중한 2세가 생긴 것
입니다.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서울에서 지방까지 새벽 운전을 해주면서
뒷바라지 해준 저의 남편 너무 고맙고,논문을 쓰기까지 깊은 배려와 격려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후원자이며 사랑하는 남편.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기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08년 6월
심 정 희 사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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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이 연구는 네일 숍 내 근무환경에 대한 실내 환경조사와 이에 따른 자
각증상에 대한 조사이다.
연구 대상 및 방법으로 2008년 3월 서울지역 네일숍 2곳을 대상으로 예

비조사를 진행하였고,4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서울지역의 네일숍 10곳,경기 3곳 및 인천 2곳을 대상으로 근무자 54명에
대한 환경 조사 및 근무자 설문을 실시하였다.사전 조사에서 VOCs물질
toluene등 9가지 물질과,aldehyde물질 formaldehyde등 4가지 물질 선정
하여,본 조사를 진행하였다.설문조사 내용으로 일반적,근무적,조사자 특
성,건강자각증상,건강상태에 대해 조사 하였다.
연구결과로서 네일 숍에 따른 평균 온도 24.9oC,평균 습도 41.2%,평균

면적 38.9m3,일평균 이용자 19.7명,평균 근무자는 4명,여성 평균 27.6세
였으며,72.2%가 시력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실내 환경조사에
서 일반적 항목인 일산화탄소가 평균 1.4ppm,이산화탄소 948.9ppm,먼지
76ug/m3으로 이산화탄소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유해화학물질 중 발암
물질로 알려진 benzene의 평균농도는 12.39ug/m3 이며,trichloroethylene
의 평균농도는 4.33 ug/m3, formaldehyde 평균농도는 77.49 ug/m3,
acetaldehyde21.17ug/m3으로 조사되었다.
화학물질 중 비발암 물질로 toluene의 평균농도는 302.12 ug/m3이며,
2-propanal7278.42 ug/m3,ethylacetate354.05 ug/m3,n-butylacetate
2533.19ug/m3,ethylbenzene18.11ug/m3,hexamethyldisiloxane가 35.09
ug/m3로 조사되었다.
오전과 오후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서 환경농도를 측정한 결과 toluene,
n-butylacetate,hexamethyldisiloxane,formaldehyde,acetaldehyd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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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비해 오후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환경 중 농도와 건강자각증상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목자극에 대해서는
2-propanal,benzene,toluene,n-buthylacetate,ethylbenzene,xylene에서
유의하게 상관성을 보였다(p<0.01).Benzene은 코,목,기침,손 자극에서만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으며(p<0.05),toluene는 목,기침,피로 증상에서 상관
성을 보였다(p<0.05).
결론 및 제언으로서 본 연구에서 네일아트 활동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유발할 수 있는 실내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네일 숍의 환경노출과 근무자들의 자각증상으로 위해요인을
판단해 본 연구로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핵심되는 말 :네일숍,VOCs,Aldehydes,건강자각증상,노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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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생활수준 향상과 미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최근 미용 산업이 21세기를 주도할 산업으로 새롭
게 각광받고 있다.또한 사회가 발달할수록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증가하게
되고,이에 네일 산업은 더욱 활기를 띄고 점점 다양화,세분화 되어 자연
스럽게 일상생활에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미용의 한 분야인 네일은 예술적 감각과 도구를 다루는 기술이 인체 일
부분에 조화되는 기술이다.‘네일 아티스트’란 손톱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네일 산업은 창의력과 전문화 시대를 바탕으로 한 21세기 선진국형 산

업으로 새롭게 떠오르면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하였다.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미적본능을 바탕으로 초고속 성장을 하여 오늘날 국내
의 네일 산업은 전문적 직업의 분업화로 인해 토탈패션의 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기술적으로나 산업의 규모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여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네일 아티스트들의 세분화에 따라 각 네일 숍 환경에서의 화

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들은 대부분이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compounds,VOCs)들로서 사용도중 쉽게 확산되어 공기중으로 전
이되고,이들의 분해시간이 비교적 짧다고 하더라도,연속적인 사용과 작업
장의 환기조건이 부적절한 경우 VOCs들이 작업장 공기중에 고농도로 존
재할 수 있다.VOCs들은 대부분은 증기압이 높아 상온의 환경중에 노출되
는 즉시 휘발되어 공기중에 존재하게 되며,특히 실내공기에는 분해시간이
지연된다.작업장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체노출경로로 호흡을 통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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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작업형태에 따라 피부침투를 통한 노출과 경구노출도 가능하다(이효
민,1997)
네일 아트란 손톱이라는 좁은 공간 위에서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예술

작업으로 알려져 있지만,네일 작업은 물리,화학,생물학 및 인간공학적인
유해인자 즉,직업적인 유해인자에 쉽게 노출 가능성이 있다(윤정순과 한
돈희,2006).이중에서도 인자의 노출은 매우 복잡한데 이는 네일팁,네일
랩,아크릴 네일,그리고 젤 네일 등을 시술할 때 발생하는 화학물질들은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노출된다. 이와 같이 네일 아티스트들
의 세분화에 따라 각 네일 숍 환경에서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많이 나
타나고 있다.
1970년대 초부터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물의 밀폐화가 진행되고,건축

자재,실내 장식가구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두통,어지러
움,안질환 및 알레르기성 질환 등의 빌딩관련 증상이 증가하고 있다.실내
에서의 유해물질 노출이 실외 대기노출 보다 실제적 건강 유해영향을 유
발 할 수 있다.(Jones,1999)실내공기 질(IndoorAirQuality;이하 IAQ)은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나,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운 문제이다.VOCs가 증가되면 호흡기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등 건
강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Wieslanderetal.,1996;Diezet
al.,2000;Rehwagenetal.,2001)특히 VOCs는 건축 마감재를 통해 실내
로 방출될 수 있어,신축건물에서의 이들 물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Rehwagenetal.,2003)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생활거주공간과 관련하여 밀폐된 건물에서
생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통,현기증,메사꺼움,졸음,눈의 자극,집중력
감소 등을 호소하는 빌딩증후군(SickBuildingSyndrom,SBS)이나,최근
에 복합화학물질민감증(MultipleChemicalSensitivity:MCS)등이 환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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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문제 시 되고 있다(김윤신,2003).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발전에 따라 미에 대한 관심과 탐구가 늘어감

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네일아티스트와 네일숍의 실내공기오염에 관한 조
사나 보고가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는 네일숍의 실내환경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조사 및 근무
자들이 느끼는 자각증상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네일 숍의 VOCs,Aldehyde에 대한 실내환경 노출량 조사
둘째,네일 숍 근무자들의 화하물질에 대한 자각증상 조사
셋째,네일 숍의 실내환경 농도와 자각증상과의 상관관계 조사
넷째,실내환경조사와 근무자의 자각증상에 따른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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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틀틀틀틀

본 연구에서 네일숍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및 노출량을 확인하기 위해
서 서울,경기 및 인천 지역의 백화점,지하상가 및 로드숍을 대상으로 환
경조사를 실시 하였으며,근무자들의 자각증상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
였다.네일 숍에서 사용되는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로 2곳을 대상
으로 실시하여 물질을 선별하였으며,오전과 손님이 많이 오는 시간대인
저녁때를 대상으로 2회 측정을 실시하였다.그리고 외부적 요인과의 비교
를 위해 외부환경농도도 측정하여 비교평가를 하고자 하였다.또한 근무자
들의 실내환경에 대한 자각증상을 조사하여 환경농도와의 상관성을 평가를
하여 분석결과에 따른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한다.

그림 1.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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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본 연구는 서울(10곳),경기(3곳)및 인천(2곳)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2008년 3월 서울지역(2곳)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하였
고,4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 본 조사를 진행하여 근무자 54명 근무자
노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림 2.연구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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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조사방법조사방법조사방법조사방법

111)))현현현장장장조조조사사사 및및및 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내내내용용용

네일숍의 환경 측정 농도와 건강자각증상에 대한 반응 및 SBS와의 관련
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개요를 작성하였다.
현장조사 양식은 조사대상 숍의 일반적특성을 조사하기위해 작성되었으며,
근무자 들에 대한 조사로서 근무적 특성,건강자각증상 ,건강상태 및 조사
대상자 특성 5항목으로 구성된다.그 구체적인 사항은 표 1과 같다.

구분 조사 내용

숍 일반적
특성

개점년도,지역,입주형태,층수,숍 면적,숍 형태,
근무직원 수,평균이용자 수

근무적 특성 총경력,근속년수,평균근무시간,평균시술손님,
문개방 여부

건강 자각
증상

눈자극,두피자극,코자극,목자극,머리증상,집중,기
침,메스꺼움,얼굴증상,머리무거움,피곤,손증상

건강상태 증상발현 시기,증상 소멸 시기,휴무,건강상태,시력
상태,질병과거력

조사대상자
특성

성별,생년,키,몸무게,결혼여부,학력,직급,주된업
무,콘택트렌즈,흡연유무,월 소득

표 1.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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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자자자료료료의의의 처처처리리리 및및및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12.0forwindows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가)조사대상 숍의 환경농도 및 일반사항을 빈도,백분율,평균을 기술

통계분석으로 파악하였다.
나)종속변수인 환경 농도와 자각증상과의 상관성분석을 하였다.
다)종속변수인 환경측정 농도와 각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하여 t-test,ANOVA,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였다.

변수 분석방법

환경측정 농도
숍 일반적 특성
근무적 특성
건강 자각 증상

건강상태 및 과거질병력
조사대상자 특성

기술통계분석

조사대상숍의 환경농도와 건강자각증상 상관관계분석

표 2.통계적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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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측측측정정정 및및및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가가가)))휘휘휘발발발성성성유유유기기기화화화합합합물물물류류류(((VVVOOOCCCsss)))시시시료료료채채채취취취 및및및 보보보관관관

시료채취용 샘플러(Personalair sampler(Sibata,Japan))를 사용하여
stainlesssteel재질의 Tenax흡착관(1/4"×20㎝,Supelco,USA)으로 채취
하였다.샘플링 유량과 시간은 200㎖/min에서 30min채취하였으며,시료
채취 후 흡착관을 swagelok에 넣어 양쪽 끝에 tefloncap을 씌워 밀봉하여
시료 분석 전까지 냉장보관(4℃ 이내)하였다.측정기간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다.

나나나)))VVVOOOCCCsss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채취방법으로는 용기
채취법,고체채취법,저온응축법 등이 있다.미국 EPA에서 지정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채취 방법에는 흡착물질을 이용하여 대기를 채취한
후 탈착하여 GC/MSD로 분석하는 방법과 현장이나 공기 시료를 냉각 응
축한 후 바로 기화시켜서 GC/MSD로 분석하는 방법,대기를 용기에 채취
한 후 분석실에서 냉각 응축한 후 기화시켜 GC/MSD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본 연구에서는 흡착물질을 이용하여 대기를 채취한 후 탈착하여
GC/MSD로 분석하는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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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알알알데데데히히히드드드류류류 시시시료료료채채채취취취

본 연구에서는 personalairsampler(Sibata,Japan)를 사용하여 350mg의
DNPH-silica(1.0mg DNPH)를 충전한 1.0㎝(i.d.)×2.0㎝(o.d.)×4.3㎝(total
length)의 cartridge인 DNPH-silicacartridge(WatersCorp,USA)에 오존
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한 0.46㎝(I.D.)×10㎝의 coppertube에 KI(Potassium
iodide)결정을 채운 오존 scrubbercartridge를 DNPH-silicacartridge앞
에 장착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그림3).각 네일숍에 대푯점을 선별하여
1m~1.5m 높이에서 0.5ℓ/min의 유량으로 30min동안 알데히드류를 채취하
였다.시료 채취 후 cartridge의 양쪽 끝에 플라스틱의 캡을 씌워 밀봉하여
시료 분석 전까지 -7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Air
Sampling

in

O3 Scrubber
Cartridge

DNPH-
silica

Cartridge

Vacuum
Sampling

Pump

그림 3.실내 중 포름알데히드의 시료 채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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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 ) ) 시료 시료 시료 시료 전처리전처리전처리전처리

유도체를 형성하여 포집 된 시료의 cartridge를 manifold(SupelcoInc,
USA)에 부착하여 펌프를 장착하여 압력을 건 후 1㎖/min의 유속에서
HPLC gradeacetonitrile5㎖로 탈착하였으며,탈착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vial을 acetonitrile로 세척하여 60℃에서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용출액은 2㎖ vial에 담은 후 휘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링 필름으로
밀봉한 후 냉동 보관하였다.
폼알데히드 같은 알데히드류는 DNPH-silicacartridge(WatersCorp,USA)
내 코팅된 DNPH(2,4-dinitrophenylhydrazone)에 흡착되어 hydrazone의 안
정한 유도체를 형성한다.Aldehydes의 정성 및 정량을 위한 표준시약은
supelco사 제품으로 TO11/IP-6A aldehyde/ketoneDNPH mix.(15㎍/㎖)를
사용하였으며,추출에 사용한 SPE manifolder는 supelco사 제품을 사용하
였고,추출 용매로 사용한 시약은 순도 99.9%의 Duksan사 제품으로
HPLC용 acetonitrile을 이용하였다.
이동상으로 사용하는 HPLC용 acetonitrile은 순도 99.9%의 Duksan사,
HPLC용 tetrahydrofuran은 J.T.Baker사,증류수는 탈이온 증류장치
(Milipore,Milford)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마마마마)))분분분석석석 조조조건건건

용출된 DNPH 유도체화된 aldehydes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은 미량으로
존재하는 성분을 높은 감도와 선택성을 가진 HPLC alliance(separation
module2690)/(dualabsorbancedetector2487)(WatersCorp,USA)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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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정상으로는 LC-C18column(4.6㎜×25㎝,I.D.5㎛ Supelcosil)을
사용하였고, 이동상으로는 1.2㎖/min의 유량으로 acetonitrile과 water,
tetrahydrofuran을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Column의 온도와 sample의 온
도는 20℃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분석하였다.흡광 파장은 DNPH 유도체가
350～380nm의 흡광 영역에서 최대의 감도를 가지므로 자외선의 파장을
360nm에 고정시키고,2AUFS(AbsorbanceUnitsFullScale)의 감도로 분
석하였으며 그 결과,알데히드류의 체류 시간은 35분이었다.시료 주입은
자동시료 주입기로 20㎕씩 주입하였다.HPLC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항목 조 건
칼럼 LC-C18(4.6mm×25mm,I.D.5㎛ Supelcosil)

칼럼 온도 20℃
시료 온도 20℃

이동상 A :water/acetonitrile/tetrahydrofuran=60:30:10(V/V)
B:water/acetronitrile=40:60(V/V)

분석 단계
0min～2min:A/B=100%/0%
3min～32min:A/B=0%/100%
33min～35min:A/B=100%/0%

유량 1.2㎖/min
시료 주입 용량 20㎕
검출 조건 Absorbanceat360nm

표 3.포름알데히드의 HPLC분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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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 구구구 결결결 과과과

111...현현현장장장조조조사사사 및및및 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결결결과과과 및및및 논논논의의의

111)))조조조사사사 대대대상상상건건건물물물 개개개요요요

조사대상 시설의 지역은 구성은 서울 10곳,경기 3곳,그리고 인천지역이
2곳으로 구성되었다.개점년도는 2000년부터 2008년으로 8년내에 개점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입주형태는 지하상가 4곳,로드숍 5곳,백화점 6곳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층수는 지하 7곳,지상 8곳으로 조사되었다.숍의 형
태는 폐쇄형이 9곳,개방형이 6곳으로 조사되었으며,백화점의 경우 숍의
문이 없는 개방형으로 조사되었다.숍의 평균 면적은 39.4m3이며,소규모
의 숍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숍에 일일평균 이용자는 19.7명이며 평
균 근로자는 4명으로 조사되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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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개점년도 ‘03 ‘03 ‘05 ‘05 ‘06 ‘07 ‘05 ‘00 ‘07 07 ‘07 ‘07 ‘06 ‘08 ‘07

지 역# 1 1 1 1 1 1 1 1 3 3 2 2 1 1 2

입주형태* 1 1 2 2 2 1 1 3 3 3 3 3 2 2 3

층 수 -1 -1 1 1 2 -2 -2 -2 -1 -3 4 3 1 3 1

숍
면적(m2)39.626.426.46656.159.416.549.542.929.726.429.73339.649.5

샾 형태 ● ● ● ● ● ● ● ◎ ◎ ◎ ◎ ◎ ● ● ◎

평균
이용자(명)40 40 15 15 10 13 10 23 20 24 20 20 15 15 15

근무자(명) 7 5 4 3 5 5 2 4 4 4 2 4 2 3 6

#:1.서울 2.경기 3.인천,*:1.지하상가 2.로드숍 3.백화점
● :폐쇄형 ◎ :개방형

표 4.조사대상 건물 개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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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근근근무무무자자자들들들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

근무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키,연령,결혼유무,학력,직급,건
강상태,시력여부,렌즈 착용유무,흡연유무에 대해하여 조사하였으며,표
5에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키는 163.3Cm,평균

연령은 27.6세,결혼여부는 미혼이 94.4%로 높게 나타났고.학력은 고졸이
28.1%,전문대졸이 37%,대졸이 13%,대학원이상이 1.9%로 조사되어 고
졸 및 전문대 졸업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직급은 스탭 16.7%,중
하 22.2%,중상 38.9%,실장 14.8%,관리자 7.4%로 조사되었다.건강상태
는 보통이다가 68.1%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시력저하
는 72.2%가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조사하였는데,이는 네일 평균 시술 시
간이 40분~1시간으로 20Cm 이내에서 집중하여 시술하다보니 시력이 많이
저하된 것으로 보여진다.이에 따른 렌즈 착용 유무는 40.7%가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당시 눈이 많이 빨개지고 따갑다는 증상을 호소하
는 근무자가 많았다.흡연 유무는 44.4%가 흡연을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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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N %

성 별 남 0 0
여 54 100

키
(Cm)

150이하 1 1.9
151-160미만 14 25.9
161-170미만 36 66.7
170이상 3 5.6
평균 키 163.3

연 령
(세)

23세 이하 16 29.1
24-30세 미만 24 44.4
30세 이상 14 25.9
평균 연령 27.6

결 혼 미혼 51 94.4
기혼 3 5.6

학 력
고 졸 26 48.1
전문대졸 20 37.0
대 졸 7 13
대학원 이상 1 1.9

직 급

스 탭 9 16.7
중 하 12 22.2
중 상 21 38.9
실 장 8 14.8
관리자 4 7.4

건강상태
허 약 10 18.5
보 통 33 61.1
건 강 11 20.4

시 력 시력저하 39 72.2
변화없다 15 27.8

렌 즈 착 용 22 40.7
미착용 32 59.3

흡 연 흡 연 24 44.4
비흡연 30 55.6

표 5.근무자들의 일반특성 n=5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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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근근근무무무자자자들들들의의의 업업업무무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네일숍의 근무자들의 업무적 특성으로 네일 업에 종사한 총 경력,그리
고 지금의 숍에서 근무한 근속년수,근무시간,일평균 시술 수,월 소득,
환기유무에 대해 조사하여 표 6에 나타내었다.
네일 근무자들의 총 경력으로는 1년 이하가 48.1%로 가장 많았으며,평

균 경력이 3년 5개월로 조사되었다.이는 네일 산업 종사자들의 평균나이
가 어리고 미혼이 많아 평균 경력이 짧음을 알 수 있었다.지금의 숍에서
의 근속년수는 12개월 이하가 72.2%로 근속년 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일평균 근무시간은 10.2시간으로 근로자 평균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일인당 일일 평균 시술 수는 6.5명으로
조사되었다.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57.1%로 조사되었다.환기 여부는
하루에 1-3시간 동안이 40.7%로 조사되어 10시간의 근무시간에 비해 환
기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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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변수 N %

총 경력(월)

12월 이하 26 48.1
13-24월 이하 9 16.7
25-48월 이하 6 11.1
49월 이상 13 24.1

평균 근무 경력 41.9개월

근속월수(월)

12월 이하 39 72.2
13-24월 이하 7 13.0
24월 이상 8 14.8

평균 근속 월수 11.9개월

근무시간

9시간 14 25.9
10시간 35 64.8

11시간 이상 5 9.3
평균 근무 시간 10.2시간

일평균
시술 수(명)

1-4명 13 24.1
5-7명 25 46.3
8명 이상 16 29.6

평균 시술 수 6.5명

월 소득
(만원)

60만원 미만 3 5.6
60-80만원 미만 18 33.3
80-100만원 미만 10 18.5
100-150만원 미만 13 24.1
150-200만원 미만 5 9.3
200만원 이상 5 9.3

환기 유무

1시간 미만 7 13
1-3시간 22 40.7
4-9시간 9 16.7
10시간 이상 16 29.6

표 6.업무적 특성 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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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과과과거거거 질질질병병병력력력

시설 근무자들에 대한 과거 표 7과 같은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35.2%가 위장장애,그리고 29.6%가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
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 병 명 N %

과 거
질 병

알레르기성 비염 21 29.6
기관지 천식 3 4.2

아토피성 피부염 13 18.3
위장장애 25 35.2
질병없음 8 11.3
기타 1 1.4

표 7.과거 질병력

그림 4.과거 질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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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자자자각각각증증증상상상 빈빈빈도도도

근무자 52명에 대해 최근 2주간의 근무환경에 대한 자각증상에 대한 설
문을 실시하여 전혀 없음,드물게 있었음,종종 있었음,흔히 있었음에 대
한 check를 하도록하여 빈도 분석한 결과 흔희 나타난 증상이 피로감,코,
목,눈자극 순 이였으며,종종 나타난 증상으로 머리증상,기침,머리무거
움,목자극 순으로 나타났다.

빈 도
증 상 전혀(%) 드물게(%) 종종(%) 흔희(%)

눈 자극 5(9.3) 14(25.9) 19(35.2) 16(29.6)

두피 자극 22(40.7) 14(25.9) 11(20.4) 7(13.0)

코 자극 3(5.6) 10(18.5) 16(29.6) 25(46.3)

목 자극 7(13.0) 10(18.5) 18(33.3) 19(35.2)

머리 증상 5(9.3) 12(22.2) 23(42.6) 14(25.9)

집중 11(20.4) 33(61.1) 7(13.0) 3(5.6)

기침 7(13.0) 22(40.7) 21(38.9) 4(7.4)

메스꺼움 14(25.9) 22(40.7) 15(27.8) 3(5.6)

얼굴 증상 16(29.6) 23(42.6) 9(16.7) 6(11.1)

머리 무거움 10(18.5) 14(25.9) 19(35.2) 11(20.4)

피로감 0(0) 9(16.7) 17(31.5) 28(51.9)

손 증상 17(31.5) 19(35.2) 10(18.5) 8(14.8)

표 8.자각증상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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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환환환경경경 조조조사사사 농농농도도도조조조사사사

111)))VVVOOOCCCsss의의의 농농농도도도 조조조사사사

전체 15개 네일숍에서 조사되어진 실내환경 중 VOCs는 benzene,
toluene,xylene등 9가지 물질이다.
VOCs중 발암 물질로 알려진 benzene의 평균농도는 12.39ug/m3이며,
trichloroethylene의 평균농도는 4.33ug/m3로 나타났다.
VOCs 중 비발암 물질로 toluene의 평균농도는 302.12 ug/m3이며,
2-propanal7278.42ug/m3,ethylacetate354.05ug/m3,n-butylacetate
2533.19ug/m3,ethylbenzene18.11ug/m3,hexamethyldisiloxane가 35.09
ug/m3로 나타났다.
실내외비로 나타냈을때 2-propanal이 13배 높게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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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질

농 도 분 포

실내 검
출
율
(%)

실외 검
출
율
(%)

I/O
ratioMean±SD

(min~max)
Mean±SD
(min~max)

2-Propanal 7278.42±7634.14
(109.86~25965.84) 90.0

553.56±587.18
(20.20~1528.67) 100.013.15

Ethylacetate 354.05±369.96
(5.88~1259.97) 83.3 178.31±301.08

(5.05~819.51) 100.01.99

Benzene 12.39±11.04
(0.63~36.04) 90.0 12.78±10.91

(1.50~33.19) 100.00.97

Toluene 302.12±281.32
(36.63~1005.38) 86.7 166.00±187.79

(18.92~686.54) 100.01.82

N-Butyl
acetate

2533.19±2744.78
(36.43~8183.43) 76.7 543.87±1000.13

(65.12~3351.85) 83.3 4.66

Ethylbenzene 18.11±16.60
(0.85~64.60) 93.3 19.60±13.32

(3.67~37.61) 100.00.92

Xylene 15.11±12.31
(2.52~46.50) 86.7 14.18±10.68

(1.96~32.95) 83.3 1.07

Trichloroethyle
ne

4.33±2.35
(2.66~7.02) 10.0 5.01±6.67

(0.38~14.89) 33.3 0.90

Hexamethyl
disiloxane

35.09±30.88
(3.82~111.59) 56.7 5.01±6.67

(0.38~14.89) 41.7 7.00

표 9.VOCs의 농도 조사 u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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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AAAllldddeeehhhyyydddeee농농농도도도 조조조사사사

aldehyde중 formaldehyde의 실내 평균 농도는 77.49ug/m3이며,검출율
은 93.3%로 나타났다.실외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실내가 3배 높게 나타났
다.acetaldehyde의 실내 평균 농도는 21.17ug/m3이며,실외와 비교하여 2
배 높게 조사되었다.propionaldehyde와 butylaldehyde는 13.3,16.7%로
검출율이 낮게 조사 되었다.

물 질

농 도 분 포
실내 검

출
율
(%)

실외 검
출
율
(%)

I/O
ratio

Mean±SD
(min~max)

Mean±SD
(min~max)

Formaldehyde 77.49±49.66
(15.77~196.95) 93.3 28.29±30.27

(1.00~103.95) 100.0 2.74

Acetaldehyde 21.17±15.89
(0.46~57.04) 96.7 12.62±10.29

(5.13~33.88) 91.7 1.68

Propionaldehyde 5.96±1.46
(4.84~8.11) 13.3 3.69±0.22

(3.54~3.85) 16.7 1.61

Butylaldehyde 8.33±3.52
(4.96~13.23) 16.7 14.09±11.80

(5.75~22.44) 16.7 0.59

표 10.알데히드류의 농도 조사 u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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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오오오전전전///오오오후후후 농농농도도도 조조조사사사

네일숍의 환경 중 VOCs,aldehyde류의 오전과 오후 손님이 많은 시간대
에서 환경농도를 측정한 결과 toluene,n-butylacetate,hexamethyl
disiloxane,formaldehyde,acetaldehyde에서 오전에 비해 오후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물 질
오전 오후 오후/오전

ratioMean±SD
(min~max)

Mean±SD
(min~max)

2-Propanal 7847.44±8814.86
(325.07~25954.84)

6750.05±6649.15
(109.86~23637.04) 0.86

Ethylacetate 385.74±390.06
(22.73~1259.97)

354.02±368.68
(36.30~1110.50) 0.92

Benzene 15.77±12.48
(0.96~36.03)

9.24±8.83
(0.63~27.29) 0.58

Toluene 225.57±162.65
(59.18~655.35)

393.22±346.27
(45.57~1005.38) 1.63

N-Butylacetate 2364.96±3046.64
(64.57~8183.43)

2662.59±2609.36
(36.40~7264.80) 1.13

Ethylbenzene 18.63±15.40
(1.48~48.29)

17.60±18.30
(0.85~64.60) 0.94

Xylene 18.70±13.57
(4.65~46.50)

11.51±10.18
(2.52~37.06) 0.62

Hexamethyl
disiloxane

32.92±34.37
(3.83~111.59)

37.53±28.57
(7.82~92.74) 1.14

Formaldehyde 69.71±45.55
(18.62~174.03)

85.28±54.00
(15.77~196.95) 1.22

Acetaldehyde 19.35±12.83
(4.29~50.25)

23.12±18.94
(0.46~57.04) 1.20

표 11.VOCs,Aldehyde류의 오전/오후 농도 조사 u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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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일일일반반반적적적 항항항목목목 조조조사사사

항목 평균 오전 저녁 외기
평균
I/Oratio

오전
I/Oratio

오후
I/Oratio

CO
(ppm)

1.4±2.7
(-0.6~12.8)

0.9±0.6
(-0.4~3.0)

1.9±3.5
(-0.6~12.8)

1.2±2.6
(-0.5~10.8) 1.2 0.7 1.6

CO2
(ppm)

948.9±427
(460~1900)

902.1±409.9
(460~1900)

993.9±445.7
(500~1800)

792.3±380.4
(420~1620) 1.2 1.1 1.3

먼지
(ug/m3)

76±57.9
(9.1~218)

88.6±62.3
(9.1~218)

64.9±52.2
(13~197.6)

74±47
(14.6~146.9) 1.0 1.2 0.9

온도
(OC)

24.9±2.4
(20~28)

24.3±2.4
(20~28)

25.7±2
(23~27.7)

23.5±2.3
(20~26.6) 1.0 1.0 1.0

습도
(%)

41.2±2.9
(22.3~47)

41.3±2.9
(36~47)

39±1
(39~40)

40.4±2.9
(36~46) 1.0 1.0 1.0

네일 숍을 대상으로 실내환경의 온도,습도,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및
dust를 직독식으로 오전과 이용자가 많은 저녁,그리고 외기를 측정한 결과
를 표 12에 나타내었다.
외부 이산화탄소 농도를 확인해본 결과 평균 792.3ppm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백화점에서의 실내와 백화점 실외가 아닌 숍의 실외를 측정 해보니 백
화점 실내의 농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인 외기의 농도가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일반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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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환환환경경경농농농도도도와와와 건건건강강강자자자각각각증증증상상상과과과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네일숍의 환경 중 농도와 건강자각증상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목자극에 대해서
는 2-propanal,benzene,toluene,n-buthylacetate,ethylbenzene,xylene에
서 유의하게 상관성을 보였다.(p<0.01)
formaldehdyde,acetaldehylde,propionaldehylde,butyladehyde물질들은
증상들과 거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benzene은 코,목,기침,손 자극에
서만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으며(p<0.05),toluene는 목,기침,피로 증상에서 상
관성을 보였다(p<0.05).trichloroethylene은 코,메스꺼움,머리 무거움,피로
증상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5).

눈
자극

두피
자극

코
자극

목
자극

머리
증상

집중 기침
메스
꺼움

얼굴
증상

머리
무거움

피로감
손
증상

PPa 0.07 0.11 0.29* 0.44** 0.21 -0.03 0.32* 0.06 0.17 -0.03 0.15 0.18
EAb 0.14 -0.12 -0.03 0.21 0.26 -0.14 0.22 -0.09 -0.02 0.07 -0.07 -0.04
Benzene 0.24 0.17 0.36** 0.45** 0.21 0.15 0.36** 0.18 0.17 0.02 0.19 0.28*

Toluene 0.21 -0.04 0.20 0.45** 0.20 0.12 0.40** -0.12 -0.08 0.27 0.32* 0.12
BAc 0.21 0.11 0.21 0.45** 0.07 0.2 0.31* -0.13 0.01 0.14 0.30* 0.15
EBd 0.17 0.06 0.38** 0.50** 0.17 0.06 0.44 0.14 0.14 -0.32 0.15 0.21
Xylene 0.07 0.11 0.29* 0.44** 0.21 -0.03 0.32 0.06 0.17 -0.03 0.15 0.18
TCEe -0.13 0.12 -0.63* -0.48 -0.54 -0.40 -0.48 -0.76** -0.55 -0.76**-0.74** -0.29
HMDf 0.10 -0.27 -0.34 -0.04 0.13 -0.17 0.01 -0.28 -0.31 0.20 0.08 -0.39*

FAg 0.10 -0.02 0.19 0.26 0.23 0.14 0.15 0.16 0.25 0.18 0.13 0.13
AAh 0.22 0.22 0.22 0.18 0.08 0.18 0.13 0.14 0.34* -0.01 0.03 0.20
PAi 0.43 0.53 0.63 -0.66 -0.43 0.32 -0.50 0.16 0.13 0.13 -0.16 0.43
BAi 0.19 0.37 0.46 -0.72* -0.50 0.40 -0.51 0.26 0.33 -0.08 -0.31 0.36

*p<0.05,**p<0.01
a:2-Propanal,b:Ethylacetate,c:N-Butylacetated:Ethylbenzene
e:Trichloroethylene,f:Hexamethyldisiloxane,g:Formaldehyde
h:Acetaldehyde,i:Propionaldehyde,j:Butylaldehyde

표 13.환경중 농도와 자각증상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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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새집증후
군(SickHouseSyndrome:SHS)과 같은 실내공기오염물들이 국민들의 건
강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공동주택 및 사무실등에서 실내공기오염 문제는 마감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가장 많이 방출하며,
우리 인간의 건강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오염 현장측

정 결과를 살펴보면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우 기준치의 2배-3.6배 초
과 하였으며,작은 평형인 15평형보다 큰 평형인 19평형이 더 높게 나타나
고 있다.VOCs의 경우에는 11.8배-70.8배에 이르기 까지 매우 높게 나타나
고 있으며,VOCs또한 작은 평형인 15평보다 19,20평형이 2배-4.5배 가까
이 높게 오염량을 방출하고 있다.그 외 개인연구자나 공공연구기관의 연
구사례를 보면 실내공기오염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상회하
는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실내에 존재하는 많은 VOCs는 발암물질(benzene,TCE),또는 동물 발

암물질(carbon tetrachlotide, chloroform, trichloroethylene, tetra
chloroethylene)로 알려져 있다.1,1,1-tricholroethane,styrene,a-pinene등
의 물질은 돌연변이 유발물질이면서 발암가능 물질이다(한국공기청정협회,
2003).
미국 환경청(US EPA,1991)에서는 학교건물의 실내에서 150여종의

VOCs가 측정되었고 사무실 건물의 경우에는 600여 종류의 VOCs가 측정
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VOCs에 대하여
종류별로 정량/정성적으로 위해성이나 기준 농도 등을 제시하고 각각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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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근무자 52명에 대해 최근 2주간의 근무환경에 대한 자각증상에 대한 설

문을 실시하여 전혀 없음,드물게 있었음,종종 있었음,흔히 있었음에 대
한 check를 하도록하여 빈도 분석한 결과 흔희 나타난 증상이 피로감,코,
목,눈자극 순 이였으며,종종 나타난 증상으로 머리증상,기침,머리무거
움,목자극 순으로 나타났다.김보경(2000)의 선행연구에서 미용실 종업원
의 증상호소율은 목이아프다(50.0%),머리가 아프다(46.7%)순으로 나타났
으며,송미라(2005)의 연구에서 목이 아픈 경우(50.0%),머리가 아프다
(46.7%),눈이 침침한 경우(70%)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종종 나타나
는 증상으로 피로감(51.9%),코(46.3%),목(35.2%)로 목이 아픈경우가 공통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 원인으로 네일 숍 실내환경 내 사용하는 각종
화학물질과 네일숍 주변의 백화점,지하상가,도로변 위치가 주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유해화학물질 중 발암 물질로 알려진 benzene의 평균농도는 12.39

ug/m3이며,trichloroethylene의 평균농도는 4.33ug/m3,formaldehyde평
균농도는 77.49ug/m3,acetaldehyde21.17ug/m3으로 조사되었다.
화학물질 중 비발암 물질로 toluene의 평균농도는 302.12ug/m3이며,

2-propanal7278.42ug/m3,ethylacetate354.05ug/m3,n-butylacetate
2533.19ug/m3,ethylbenzene18.11ug/m3,hexamethyldisiloxane가 35.09
ug/m3로 조사되었다.
윤정순(2006)의 미용실 연구에서 기하평균 toluene 68.5 ug/m3,ethyl

benzene18.1ug/m3,xylene30.1ug/m3,formaldehyde49.8ug/m3으로 조사
보다 높게 검출되었다.이는 미용실과는 다르게 소규모의 공간에서 공간
대비 노출량과 근무자수,이용자수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미용실 평균
면적 247.5m2,네일숍 평균 면적 39.4m2으로 6배의 차이에 따라 면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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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따른 노출농도 조사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진다.
Merete(2006)의 연구에서 2-propanol6744.28ug/m3와 비슷하게 조사

되었으며 etylacetate721ug/m3,hexamethyldisiloxane1667.91ug/m3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적게 조사되었다.
John(2007)의 연구에서 formaldehyde53.57ug/m3로 본 연구와 비슷

하게 조사 되었으며,toluene은 887.59ug/m3본 조사에서 낮게 조사되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VOCs노출에 대한 건강자각증상 상관성 평가에서 목증상에 대해 유의

한 상관성이 조사되었으며 aldehydes에서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
았다.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수용성이라 유의한 상관성을 기대하였지만 나
타나지 않아 다른 방향의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위의 결과에 따라 VOCs,formaldehyde의 농도가 미용실에 비해 높게 조

사되어 큰 규모의 미용실보다 소규모의 네일숍에서의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많고,미용실 평균면적 체적대비로 확인 할 시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
되어진다.
또한,네일숍에서의 자각증상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와의 관계에서
목이 따끔거리는 증상에서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이에 따른 화학물
질과의 접촉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근로자들의 화학물질 사용
시에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지며,네일숍
15곳 54명에 대한 조사로서의 제한성이 있었으며,실내공기질 측면에서 보
면 보다 많은 시료수를 채취하는 것이 연구의 신뢰성을 높였을 것으로 사
료되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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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네일 숍 내 근무환경에 대한 실내 환경조사와 이에 따른 자각
증상에 대한 조사로서 서울지역의 네일숍 10곳,경기 3곳 및 인천 2곳을
대상으로 근무자 54명에 대한 환경 조사 및 근무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첫째,네일 숍에 따른 평균 온도 24.9oC,평균 습도 41.2%,평균 면적

38.9m3,일평균 이용자 19.7명,평균 근무자는 4명,여성 평균 27.6세,미
혼이 94.4%,전문대졸이 37%,건강상태 68.1%가 양호,시력에서 72.2%가
저하되었다.
둘째,일반적 항목인 일산화탄소가 평균 1.4ppm,이산화탄소 948.9

ppm,먼지 76ug/m3으로 이산화탄소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I/O ratio
결과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가 1.2배 높게 조사되었다.먼지와 온습도는
네일숍이 백화점,지하상가에 위치하여 실외(복도)와 비슷한 농도로 조사되
었다.
셋째,유해화학물질 중 발암 물질로 알려진 benzene의 평균농도는 12.39

ug/m3이며,trichloroethylene의 평균농도는 4.33ug/m3,formaldehyde평균
농도는 77.49ug/m3,acetaldehyde21.17ug/m3으로 조사되었다.
화학물질 중 비발암 물질로 toluene의 평균농도는 302.12ug/m3이며,

2-propanal7278.42ug/m3,ethylacetate354.05ug/m3,n-butylacetate
2533.19ug/m3,ethylbenzene18.11ug/m3,hexamethyldisiloxane가 35.09
ug/m3 로 조사되었다.VOCs 농도평가에서 2-propanal이 실외에 비해
13.15배 높게 조사되었다.
넷째,네일숍의 환경 중 농도와 건강자각증상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목자

극에 대해서는 2-propanal,benzene,toluene,n-buthylacetate,ethylbenzene,
xylene에서 유의하게 상관성을 보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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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dehdyde,acetaldehylde,propionaldehylde,butyladehyde물질들은
증상들과 거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benzene은 코,목,기침,손 자
극에서만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으며(p<0.05),toluene는 목,기침,피로 증
상에서 상관성을 보였다(p<0.05).
이상의 연구에서 네일아트 활동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휘발성 유기화합

물이 유발할 수 있는 실내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독성이 적은 유기용제를 사용하고,근무자당 작업시간
과 빈도를 가능한한 줄이는 작업 시간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작업장의 천장
에 여러 개의 팬과 배출기,또한 작업위치 포집형 후드를 설치하여 직접적
인 노출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근무자 및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본 연구는 네일 숍의 환경노출과
근무자들의 자각증상으로 위해요인을 판단해 본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으
며 향후 위해성 평가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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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건강 자각 증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 하십니까1. ?

- 최근 주 동안2 이러한 증상이 있었는지 체크 해 주세요(V)

증 상
전혀

없었다

드물게

있었다

종종

있었다

흔희

있었다

눈이 가렵거나 눈부시거나 따가웠습니까1) , , ? ① ② ③ ④

두피가 가렵거나 평소보다 비듬이 많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2) , ? ① ② ③ ④

코가 자극되어 콧물이 나오거나 재채기 혹은 코가 막혔습니까3) ? ① ② ③ ④

목이 마르고 따갑거나 목소리가 가라않은 적이 있습니까4) , , ? ① ② ③ ④

머리가 아픈 적이 있습니까5) ? ① ② ③ ④

일하는데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까6) ? ① ② ③ ④

감기와 상관없이 기침한 적이 있습니까7) ? ① ② ③ ④

메스껍고 어지러운 적이 있었습니까8) ? ① ② ③ ④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따가운 적이 있었습니까9) ? ① ② ③ ④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까10) ? ① ② ③ ④

피곤한 적이 많았습니까11) ? ① ② ③ ④

손이 가렵거나 빨개 진 적이 있습니까12) ? ① ② ③ ④

위 번 문항의 증상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 1 번 문항4 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하루 중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2. ?

출근 직후 시 전후 오후 시 전후12 3① ② ③

퇴근 전후 야근 시 수시로 기타④ ⑤ ⑥ ⑦

증상이 사라지는 시기는 언제입니까3. ?

휴식 시간 퇴근 후 다음날 아침 주말 기타① ② ③ ④ ⑤

귀하의 휴무는 언제입니까4. ?

일주일에 한번 일에 한번 주에 한번 한달에 한번 기타10 2① ② ③ ④ ⑤

평소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5. ?

허약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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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숍 근무 전과 비교해서 시력의 상태는 시력저하 변화 없다6. ? ① ②

귀하께서는 과거 또는 현재에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까7. ?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장애① ② ③ ④

폐질환 질병 없음 기타⑤ ⑥ ⑦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귀하께서는 특정 음식 약 화학물질 등에 대한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이8. , ,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구체적인 특징과 대상을 적어주십시오? . ,

다음은 귀하의∎ 업무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 네일 아트 업에 종사하신 경력은9. ? 　　　 년 개월

이 숍에서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10. ? 　 년 개월

하루 중 숍 내에서 하루 평균 근무하는 시간은 몇 시간 입니까 평균11. ? 시간

하루 중 시술 하는 손님은 몇 명 정도 입니까12. ?　　　　　 　 평균　 명

공기조화 설비를 통한 환기 이외에도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를 하십니까 예 아니오13. ? ① ②

숍의 문은 하루에 얼마나 개방 합니까14. ? 평균 시간

귀하의 월 소득은 얼마 입니까15. ?

만원 미만 만원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60 60~80 80~100 100~150① ② ③ ④

만원 미만 만원 이상150~200 200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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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항을 직접 기입하거나 표 해. ‘V'∎
주십시오.

성 별 : 남 여① ②

생 년 : 년19

키 : 통계적인 부분입니다cm ( .)

몸 무 게 : kg 꼭 기입 부탁드립니다( .)

결 혼 여 부 : 미혼 기혼① ②

학 력 :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① ② ③ ④

직 급 : 스탭 중하 중상 실장 관리자① ② ③ ④ ⑤

주 된 업 무 :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콘텍트 렌즈 : 착용 미착용① ②

흡 연 여 부 : 예 아니오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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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AA SSStttuuudddyyyooofffIIInnndddoooooorrrEEEnnnvvviiirrrooonnnmmmeeennntttaaalllaaannndddHHHeeeaaalllttthhh

SSSuuubbbjjjeeeccctttiiivvveeeSSSyyymmmppptttooommmsssiiinnnNNNaaaiiilllSSShhhoooppp

JungHeeSim
DepartmentofEnvironmentalHealth
TheGraduateSchoolof
PublicHealth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DongChunShin,M,D,Ph.D)

Thepurposeofthisstudyistoinvestigatethepotentialexposureof
chemicalsfrom theworkingenvironmentofnailshopsanddetermine
relatedself-reportedsymptomsfrom thenailshopworkers.
A totalof54nailshopworkersfrom 10differentlocationsinSeoul,

3in Kyungki,and 2in Incheon wereasked toconductasurvey
concerning their working environment.VOCs detected during the
pre-testincludingtolueneandnineothersubstancesaswellasatype
ofaldehyde such as formaldehyde and fourothersubstances were
choseninthisstudy.
Theresultsdemonstratedthattheaveragetemperature,humidity,andarea

ofthenailshopwere24.9◦C,41.2%,and38.9m3 respectively.Moreover,the
averagenumberofvisitors,workers,andtheageoffemalewere19.7,4,and
27.6respectively,Theeyesightofthenailshopworkersalsodecreasedby
72.2%.Theanalysisofindoorenvironmentshowedthatthemostfrequently
observedsubstancessuchascarbonmonoxide,carbondioxide,anddust

38



-39-

had concentration of1.4ppm,948.9ppm,and 76ug/m3 respectively,in
which the carbon dioxide revealed the highest concentration.The
concentration of carcinogenic substances including benzene,
trichloroethylene,formaldehyde and acetaldehyde were 12.39ug/m3,
4.33ug/m3,77.49ug/m3 was21.17ug/m3respectively.
In contrast, non-carcinogenic substances including toluene had

average concentration of302.12ug/m3,2-propanolwas 7278.42ug/m3,
ethylacetatewas354.05ug/m3,n-butylacetatewas2533.19ug/m3,ethyl
benzenewas18.11ug/m3,and hexamethyldisiloxanewas35.09ug/m3.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al

concentrationofchemicalsubstancesandtheself-reportedsymptomsof
nailshopworkersdemonstratedthattherewasasignificantrelationship
between theneck pain and substancessuch as2-propanal,benzene,
toluene,n-buthylacetate,ethylbenzene,andxylene(p<0.01).Furthermore,
symptomsinthenose,neck,handsandrecurrentcoughshadsignificant
relationshipwithbenzene(p<0.05),whereas,tolueneshowedsignificant
relationshipwithneckpainandsymptomssuchascoughsandfatigue
(p<0.05).
Inconclusion,itispredictedthatthesubstancesutilizedinthenail

shops have potentialto release various VOCs within the working
environment.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exposure of these
substancesandself-reportedsymptoms,itwouldbecrucialtoimprove
theworking environmentforthehealth andsafety ofthenailshop
workers.

KeyWords:nailshop,VOCs,Aldehydes,self-reportsym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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