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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역주민들의 시멘트 분진에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과의 상관성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설문조사단계의 연구대상자는 노출지역이 276 명이었고, 비노출지역이 

98 명이었다. 2 단계로 노출지역의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35 명과 대조지역 35 명을 

대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설문조사에 응한 대상자 중 중금속 노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변을 채취하여 중금속 생체 노출현황을 알아보았다.  

결과: 노출군은 비노출군에 비해 환경성질환인 호흡기질환, 비염, 피부질환 증상 

유소견자가 많았고, 중금속 생체지표 결과 크롬, 수은 등의 노출이 유의하게 높았다.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노출지역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자가 많았다. 

결론: 시멘트 분진에 노출된 노출군의 높은 증상 유소견율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시멘트 분진에 함유된 크롬 등 유해물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후 기관지 

유발시험 등 정밀진단을 통하여 원인적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핵심단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시멘트분진, 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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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과의 상관성 

 
지도교수 차 봉 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차 경 태 

 

I, 서 론 

 

시멘트는 회색, 무취의 미세한 분말로 직경이 0.05 에서 5 um 에 이르고, 화학적 

성분은 산화칼슘(CaO, 60-70%)과 규산(SiO2, 19-24%)이 주성분이며 삼산화 

알루미늄(Al2O3, 4-7%), 삼산화철(Fe2O3, 2-6%) 및 산화마그네슘(MgO, 

5%이하)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6 가 크롬을 비롯하여 다양한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다양한 폐기물들이 시멘트제조의 연료 및 부원료로 사용되면서 

제조공정을 통하여 혼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  

 시멘트에 의한 건강영향은 주로 분진에 의해 나타나며,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피부질환, 류마티스질환, 신경계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3)

. 우리나라에서는 

시멘트 작업자에서 작업 중 시멘트에 의한 화상, 피부궤양 등에 대한 사례 보고
4-6)

가 

있었다.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멘트 분진에 의한 호흡기질환에 대한 연구보고가 있었다
7-14)

. 그러나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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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일반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급성 대기오염에 의한 일반 주민들의 호흡기질환은 비교적 그 인과관계를 쉽게 

예측할 수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저농도로 노출되는 만성적인 건강장해는 규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호흡기질환은 

대기오염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구에서도 발생하므로 그 원인이 대기오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멘트 공장의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과 시멘트 

공장에 근접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의 비교를 통하여 시멘트 분진의 노출과 

건강수준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멘트 

분진에 노출된 지역주민들의 건강장애를 비노출지역의 주민들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시멘트 분진에 함유된 중금속 생체노출지표를 활용하여 노출지역과 비노출지역 

주민들을 비교하였다. 셋째, 노출지역과 비노출지역 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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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1. 대상 

이 연구에서는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출지역에 거주하는 노출군과 시멘트 공장과 전혀 무관한 비노출지역에 거주하는 

비노출군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노출지역은 반경 4 km 내에 3 개 시멘트 

공장이 밀집해있는 Y 군과 J 시로 각각 시멘트 공장과 1 km 이내 위치한 마을로 

선정하였다. 노출지역으로 선정한 Y 군 A 지역과 B 지역은 시멘트 공장으로부터 500 

m～1 km 이내, J 시 C 지역은 시멘트공장으로부터 500 m 이내 위치해 있다. 반면, 

시멘트 공장과 전혀 무관하고 노출지역과 40 km 이상 거리를 두고 있는 W 시의 D 

지역을 비노출지역으로 하였다. 노출지역과 비노출지역은 시멘트 공장을 제외하면 

다른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농촌지역이다.  

 이번 조사의 목표연구대상자는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즉,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유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이 의심되는 지역의 주민들로서 

1 차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2 차 소변 중금속 분석을 모두 실시한 A 지역 70 명, B 

지역 90 명 및 C 지역 116 명으로 총 276 명을 노출군으로 하였다. 비노출지역은 

W 시 D 지역 98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연구대상자는 374 명 이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을 비교하기 위하여 남자를 대상으로 노출지역  35 명, 

대조지역의 경우 성과 연령을 대응추출하여  35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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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 법 

가. 기초 자료 수집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설문조사는 

연령, 성별, 시멘트회사와의 거리, 흡연, 음주 등 일반적 특성과 건강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호흡기, 비염, 및 피부질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건강조사는 역학조사에서 이미 유용성이 입증된 ISAAC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설문과 진단기준을 적용하였고, 성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수정 번역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호흡기증상에 대한 설문으로는 

“천식이라고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지난 12 개월 동안 숨쉴 때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휘파람 소리가 난적이 있습니까?”, “지난 12 개월 동안 

감기 또는 폐렴이 아니면서 가래가 나오지 않는 마른 기침을 한밤중이나 새벽에 

한적이 있습니까?”, “지난 12 개월 동안 숨쉴 때 숨이 차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난 12 개월 동안 천식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등을 

사용하였다. 비염으로는 “지난 12 개월 동안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재채기 또는 코막힘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 12 개월 동안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와 같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피부질환은 “가려운 피부발진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최소 6 개월 이상 지속된 적이 있었습니까?”, “습진(또는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 12 개월 동안 습진(또는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등의 항목을 사용하였다(설문지 부록 첨부).  

설문조사에 응한 대상자 중 일부 대상자에 대해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금속 노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변을 채취하여 중금속 생체 노출현황을 

알아보았다. 소변 내 중금속 분석은 분석방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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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AAS)와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AS 와 

ICP 를 분석한 결과는 상관성(상관계수: 0.964)이 매우 높았다(Figure 1).  

 

Figure 1. Scatter plo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AAS and ICP  

 

 

나. 통계분석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기술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지역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과거력, 증상유병률의 특성은 X
2
 검정을 실시하였다. 노출지역 및 

비노출지역의 중금속 농도의 차이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을 알아보기 위해 X
2
 

검정, t 검정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시멘트의 대표적인 

중금속인 크롬과 연령, 성별, 음주, 흡연 등을 혼란변수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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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총 대상자 374 명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성별로는 남자가 190 명(50.8%)이었고, 

여자가 184 명(49.2%)이었다. 연령별로는 60 세 이상이 167 명(45.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40 세에서 59 세 사이의 주민이 143 명(38.5%), 19 세 이하가 

32 명(8.6%), 20 세에서 39 세 사이의 주민이 29 명(7.8%) 순이었다. 조사지역으로는 

C 지역 116 명(31.0%)으로 가장 많았고, D 지역 98 명(26.2%), B 지역  

90 명(24.1%), A 지역 70 명(18.7%)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Variables Number Percent(%) 

Gender   

Male 190 50.8 

Female 184 49.2 

Age*   

≤ 19 year 32 8.6 

20 - 39 year 29 7.8 

40 - 59 year 143 38.5 

≥ 60 year 167 45.0 

Surveyed Area   

 A area 70 18.7 

 B area 90 24.1 

 C area 116 31.0 

D area 98 26.2 

*
excluded missing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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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지역에 따른 제 변수의 분포  

 

   성별로는 조사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60 세 이상의 경우 

C 지역, A 지역, B 지역 , 비노출지역( D 지역) 순이었다. 40 세 -  59 세의 경우 

비노출지역(D 지역), A 지역, B 지역, C 지역 순이었다. 19 세 이하는 B 

지역이 14 명(15.7%), C 지역이 17 명(14.8%)이었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exposed area and control area  

Uint: Number(%)  

  A area B area C area D area 

Gender         

   Male 35(50.0) 45(50.0) 58(50.0) 52(53.1) 

   Female  35(50.0) 45(50.0) 58(50.0) 46(46.9) 

Age*         

     ≤ 19 year  1( 1.4) 14(15.7) 17(14.8) - 

  20 - 39 year  5( 7.2)  12(13.5) 12(10.4) - 

  40 - 59 year  28(40.6) 23(25.8)  26(22.6) 66(67.3) 

    ≥ 60 year   35(50.7) 40(44.9) 60(52.2) 32(32.7) 

Smoking*         

  Yes 19(28.8) 28(31.1) 38(33.6) 26(26.5) 

  No 47(71.2) 62(68.9) 75(66.4) 72(73.5) 

Drinking*         

  Yes 36(54.5) 33(36.7) 37(32.5) 54(55.1) 

  No 30(45.5) 57(63.3) 77(67.5) 44(44.9) 

   
*
excluded missing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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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지역에 따른 의사로부터 진단된 질병 과거력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은 C 

리가 가장 높았으며, 뇌졸중, 심장병, 천식/폐질환, 피부질환은 B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당뇨, 폐결핵은 A 지역이 가장 높았다. 간장질환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병의 

과거력이 노출지역에서 높았다(Table 3).  

 

Table 3. Distribution of past history of surveyed area  

Unit: Number(%)  

  A area B area C area D area 

Hypertention
*
 18(28.1) 17(18.9) 32(28.6) 19(19.4) 

Cerebrovascular disease
*
 -  2( 2.2) 2( 1.8)  1( 1.0) 

Heart disease
*
  2( 3.1) 13(14.4)  4( 3.6)  1( 1.0) 

Dyslipidemia
*
  5( 7.8)   7( 7.8)  9( 8.1)  2( 2.1) 

Diabets Mellitus
*
  6( 9.4)  5( 5.6) 10( 8.9)  2( 2.1) 

Liver Disease
*
 -  1( 1.1)  4( 3.6)  5( 5.1) 

Tuberculosis
*
  6( 9.4)  6( 6.7)  5( 4.5)  3( 3.1) 

Respiratory disease
*
  2( 3.1) 22(24.4)  6( 5.4)  2( 2.1) 

Skin disease
*
      6( 9.4) 27(30.0) 21(19.3) 10(10.2) 

   
*
excluded missing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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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지역에 따른 호흡기질환, 비염 및 피부질환 증상의 분포  

 

   조사지역에 따른 호흡기질환, 비염 및 피부질환 증상의 각 개별 항목에 대한 

분포는 모두 노출지역이 비노출지역보다 높았다. 또한 유소견자 분포에서 천식 및 

호흡기질환, 비염, 피부질환의 경우 B 지역, C 지역, A 지역 등 노출지역 모두에서 

비노출지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Table 4. Distribution of respiratory disease, rhinitis and dermatitis by surveyed area  

Unit: Number(%)  

Clinical impression A area B area C area D area 

Respiratory disease 44(62.9) 53(58.9) 55(47.4) 16(16.3) 

Rhinitis 34(48.6) 61(67.8) 62(53.4) 25(25.5) 

Dermatitis 17(24.3) 44(48.9) 28(24.1) 13(13.3)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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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호흡기질환, 비염 및 피부질환 유소견자  

   호흡기질환의 경우 19 세 이하를 제외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피부질환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빈도를 보였고, 연령별로는 60 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5).  

 

Table 5. Comparison of gender, age, smoking and drinking by clinical impression  

Unit: Number(%)  

  Respiratory disease Rhinitis Dermatitis 

Gender       

   Male 87(45.8) 93(48.9) 58(30.5) 

   Female  81(44.0) 89(48.4) 44(23.9) 

Age*       

    ≤ 19 year  9(28.1)*  18(56.3)  6(18.2)* 

  20 - 39 year  6(20.7)  16(55.2)  8(27.6) 

  40 - 59 year  51(35.7) 62(43.4) 23(16.1) 

    ≥ 60 year   100(59.9) 86(51.5) 64(38.3) 

Smoking*       

  Yes 56(50.5) 51(45.9) 35(31.5) 

  No 109(42.6) 130(50.8) 64(25.0) 

Drinking*       

  Yes 71(44.4) 71(44.4) 43(26.9) 

  No 93(44.7) 110(52.9) 56(26.9) 

  *
:p-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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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별 소변 중금속 결과  

 

   노출지역 및 비노출지역의 소변 내 중금속 평균을 비교한 결과 크롬, 수은이 

비노출지역보다 노출지역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6). 특히 노출지역에서 B 지역, 

A 지역, C 지역을 세분화하여 비노출지역과 비교한 결과에서도 크롬과 수은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크레아티닌 보정 값)(Table 7).  

 

Table 6. Urinary levels of metals between exposed area and control area  

Unit; Mean (S. D.)  

Metals Unit Exposed area Control area p value 

Cd ug/L 0.53 (0.57) 0.42 (0.27) 0.05 

  ug/g creatinine 0.64 (0.46) 0.63 (0.37) 0.54 

Mn ug/L 4.91 (3.38) 4.04 (1.16) 0.01 

  ug/g creatinine 6.70 (5.65) 6.68 (2.49) 0.97 

Cr ug/L 0.77 (0.73) 0.30 (0.23) 0.00 

  ug/g creatinine 1.03 (0.98) 0.41 (0.28) 0.00 

Pb ug/dL 0.93 (0.96) 0.71 (0.56) 0.04 

  ug/g creatinine 10.8 (9.4) 10.9 (9.5) 0.86 

Hg ug/L 1.26 (0.56) 0.60 (0.48) 0.00 

  ug/g creatinine 1.70 (1.01) 0.91 (0.7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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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Urinary levels of metals according to surveyed area  

Unit; Mean (S. D.)  

Metals Unit A area B area C area D area p value 

Cd ug/L 0.63(0.44) 0.48(0.56) 0.51(0.65) 0.42(0.27) 0.04 

  ug/g creatinine 0.74(0.43) 0.53(0.49) 0.58(0.45) 0.63(0.37) 0.03 

Mn ug/L 4.14(3.13) 6.33(2.39) 4.32(3.85) 4.04(1.16) 0.00 

  ug/g creatinine 5.10(4.32) 8.29(4.20) 6.45(6.92) 6.68(2.49) 0.01 

Cr ug/L 0.87(0.94) 0.98(0.71) 0.54(0.50) 0.30(0.23) 0.00 

  ug/g creatinine 1.01(1.02) 1.34(1.10) 0.81(0.78) 0.41(0.28) 0.00 

Pb ug/L 0.99(0.76) 0.78(0.83) 1.00(1.14) 0.71(0.56) 0.04 

  ug/g creatinine 1.14(0.86) 0.87(0.70) 1.20(1.10) 1.09(0.95) 0.08 

Hg ug/L 1.38(0.59) 1.44(0.51) 1.03(0.50) 0.60(0.48) 0.00 

  ug/g creatinine 1.72(0.96) 2.06(1.10) 1.42(0.85) 0.92(0.7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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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호흡기질환의 경우 연령이 유의하였고, 크롬은 교차비가 1.74 로 중금속 농도가 

높을수록 호흡기질환 유소견자가 높았다. 비염의 경우 유의한 변수가 없었다. 

피부질환은 연령, 성별이 유의하였고, 크롬의 경우 교차비가 1.41 로 

유의하였다(Table 8).  

 

Table 8. The result of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Respiratory disease Rhinitis Dermatitis 

  O.R.
*
 95% C.I.

†
 O.R. 95% C.I. O.R. 95% C.I. 

Age 1.03 1.02-1.05 1.01 0.99-1.02 1.02 1.01-1.03 

Gender 0.66 0.35-1.21 0.79 0.44-1.42 0.34 0.17-0.66 

Smoking 1.12 0.58-2.15 0.86 0.46-1.61 0.77 0.39-1.53 

Drinking 1.56 0.88-2.77 1.52 0.89-2.62 1.71 0.91-3.18 

Urinary level of Cr 1.74 1.22-2.50 1.27 0.92-1.75 1.41 1.01-1.98 

 
*
O.R.: odds ratio  

  †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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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 비교  

 

   노출지역 대상자 중 최종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35 명과 비노출지역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35 명을 비교한 결과 노출지역의 13 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을 보였고, 

비노출 지역은 5 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보여 노출지역이 3 배정도 높았다(Table 9). 

 

Table 9. Comparison of gender, age, smoking and drinking by clinical impression  

Unit: Number(%)  

  Normal COPD  P value 

   Exposed area 22(62.9)  13(37.1) 0.04 

   Control area 30(85.7) 5(14.3)  

*
:p-value: < 0.05  

 

Ⅳ. 고찰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으로부터의 시멘트 분진 및 중금속에 

의한 대기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시멘트에는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6 가 크롬을 비롯하여 다양한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으며, 시멘트 및 시멘트 분진 노출 시 다양한 건강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시멘트 업계에서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시멘트 분진의 농도는 미미하여 

기준자체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건강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조사는 지역별로 동일한 설문방식을 이용하여 현재의 호흡기 질환, 비염 및 

피부질환 증상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노출지역 주민들은 비노출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유소견자가 많았다. 호흡기질환에 가장 큰 혼란변수인 흡연에 대한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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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보면 지역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시멘트 공장 이외에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것은 시멘트 공장으로부터의 

어떤 요인이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호흡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는 과거 정해관
15)
등이 시멘트 공장 지역주민에게서 호흡기질환과 

피부질환이 많다고 보고하였고, 이는 시멘트 분진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시멘트는 천연의 석회석, 점토, 규석, 산화철 원료를 주 원료로 하고 있지만 자원의 

유효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1999 년 시멘트 소성로를 폐기물 소각시설로 인정한 이후 

각종 부산물과 폐기물이 원료 및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천연 원료나 연료, 

부산물, 폐기물 중에는 시멘트의 주요 구성 성분 외에 6 가 크롬을 비롯한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제조과정을 통하여 최종 시멘트 제품에 포함되게 된다
16)

. 또한 

이러한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을 포함한 여러 유해물질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17)

. 1983 년 시멘트 공장의 분진발생과 대기확산에 관한 연구에서 세정집진기 

설치 전 강하분진량이 시멘트 공장 500 m 이내의 거리에서 서울 시내 상업지역 

강하분진량 평균치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허용기준 자체도 초과하였다
18)

. 외국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시멘트 공장 주변에 인접한 지역의 토양에서 납(Pb), 아연(Zn), 

카드뮴(Cd), 철(Fe), 구리(Cu), 크롬(Cr)등의 중금속 농도가 일반 자연환경 수준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19)

.  본 연구에서도 다른 연구와 일치되게 비노출지역보다 

노출지역의 크롬과 수은이 높았다. 따라서 국내외 시멘트 또는 시멘공장 주변 지역의 

중금속 노출 연구들을 볼 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중금속 등 유해인자의 

노출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본 조사에서는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소견이 

비노출지역과 비교하여 높다는 결과를 보였으므로, 시멘트 공장으로부터의 미세먼지, 

크롬 등 중금속은 호흡기계, 피부계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들이므로 원인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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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지역 주민과 대조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체시료 분석을 

하였다. 생체 시료 분석은 원자흡광도계(AAS)와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ICP)를 

이용하여 소변내의 중금속(Cd, Mn, Cr, Zn, Pb, Hg)을 분석하였다. 

원자흡광도계(AAS)와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ICP)로 분석한 결과는 

상관성(상관계수:0.964)이 매우 높았다. 카드뮴, 망간, 크롬, 아연, 수은 등의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소변농도 및 크레아티닌 보정한 소변 생물학적 노출 

지표가 대조군보다 노출군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은 것은 크롬과 수은이었다. 

뿐만아니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크롬이 호흡기질환 및 피부질환과 

관련성이 있었다. 다른 연구들에 있어서 요중 중금속 결과를 보면 나라별로, 지역별로 

산업별로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폐기물소각장 근로자들의 요중 크롬은 본 

연구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으며, 건강에 주요 원인인자였다
20)

. 외국에서 

시행된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과 비노출지역 주민의 혈중 카드뮴, 크롬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어느 연령대를 보더라도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시멘트 지역 주민에게서 

혈중 카드뮴, 크롬이 높게 측정되었고, 접촉피부염에 대한 첩포시험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은 양성률을 보였다
21, 22)

.  

   호흡기질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을 비교하기 

위하여 남자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여 비교해본 결과 비노출지역보다 

노출지역이 유병률이 높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결과와 연관지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장으로부터 지역주민에로의 노출경로로서 대기오염에 의한 것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을 섭취함으로 노출이 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대기오염측정, 수질, 토양 및 식물 내 중금속측정 등을 함께 진행하지 못한 것이 

제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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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시멘트 분진에 노출된 노출군의 높은 증상 유소견율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시멘트 

분진에 함유된 크롬 등 유해물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후 기관지 

유발시험 등 정밀진단을 통하여 원인적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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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Cement Dusts an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n Rural Population  

 

Kyoung Tae Cha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Bong Suk Cha) 

 

Objectiv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dverse health outcomes an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n the residents exposed to cement 

dust compared to those who were not exposed.  

Methods: A total of 374 residents (276 for the exposed group and 98 for 

the unexposed group) were surveyed in this study. Demographics, health-

related behaviors (smoking and drinking), past history and clinical 

symptoms of the participants were collected using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urinary levels of metals were determined by 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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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and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The 

SPSS for Windows(ver. 12.0) was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es.   

Results: The clinical adverse outcomes like respiratory disease, rhinitis 

and dermatitis were more in the exposed group compared to the 

unexposed group. The urinary levels of chromium and mercury 

concentrat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xposed group compared to 

unexposed group. The prevalence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was higher in the exposed group compared to unexposed group. 

Conclus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exposure of cement dust may 

lead to chronic symptoms and COPD.  

---------------------------------------------------------  

Key Words: Cement dust, Heavy metals,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24 

 

 

 부 록  



25 

 

시멘트 분진 노출 주민들의 건강 평가 설문 
안녕하십니까? 시멘트 분진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설문서는 일반사항, 과거 질병력, 평소 생활 습관, 시멘트 

관련 증상 및 건강수준에 대한 것으로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환경성 질병 

관련요인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설문지 응답 후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호흡기질환여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자료들은 부호로 컴퓨터에 수록되어 

전산 처리되므로 개인적 신상에 대한 정보나 건강 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에 동의하여 주십시오.    

                                                 성명 _____________________  사인 __________ 

 

성     명  실제나이(만)   

주민등록번호       -        의료보험종류 
①지역  ②직장공교 

③의료급여 

주     소          

전화번호  
기타 

전화번호 

                         

(관계:                   ) 

조사 일시 20  년 월 일 설문조사자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현재 결혼상태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  미혼   □2  기혼   □3  별거   □4  이혼 □5  사별 □9  미상 

2. 현재 귀하와 함께 사는 가족의 수는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________명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이하     □3  중학교 졸업 이하   □4  고등학교 졸업 이하 

 □5  대학교(전문대포함) 졸업 이하      □6  대학원 이상        □9  모름 

4. 현재 거주하시는 집의 마시는 물은 무엇인가요? 

  □1  상수도물   □2  우물물    □3  지하수    □4  생수    □5  기타 ____________ □9  모름 

5. 현재 당신의 직업은 ? □1  시멘트관련업     □2  농업     □3  기타   ____________ 

   5-1. 근무기간은 ?                        년  

6. 과거 직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직업을 몇 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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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시멘트 회사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1  100m 이내  □2  500m 이내  □3  1000m 이내  □43000m 이내  □5  3000m 이상 

8.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지낸 기간은 몇 년입니까?  _____ 년  ____ 개월 

9. 과거 거주하였던 곳과, 그 곳에서 지낸 기간을 써주십시오. 

  (예: 농촌지역에서 20년동안 거주하다가 공단지역으로 이사와 3년간 거주한 경우 

  → 농촌지역  20  년. 공단지역  3  년) 

   □1  도시 주택가 → ________ 년        □2  도시 상업지역  → ________ 년 

   □3  다른 공단지역 → ________ 년      □4  일반 농촌지역  → ________ 년 

10. 최근 5년 이내에 이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년 몇 개월 전입니까?  

   □1  있음        있다면 → ____________년 _______ 개월 전 

   □2  없음 

 

귀하의 건강 생활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현재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운동이나 활동이 있습니까?   

□1  아니오     □2  예  ⇨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귀하는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1  아니오  □2  지금은 끊었습니다(끊은지       년 정도 됨) □3  지금도 피운다 

                                (2번과 3번의 경우 아래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12-1. 처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나이는?         만      세부터 피웠다   

  12-2. 지금까지 담배 피운 기간은 몇 년입니까?    총    년 동안 피웠다    

  12-3. 하루에 피운 평균 담배 량은?               평균     개피           

13. 귀하는 원래 술을 못 마시거나 또는 처음부터 술을 안마십니까? 

   □1  예          □2  아니오. 술을 마십니다(아래 문항에 답해주세요) 

 13-1. 지금도 마십니까? □1  아니오 (____년 전에 끊었다. )      □2  예     

 13-2. 지금까지 총 몇 년 간 드셨습니까?  총    년 동안 마셨다   

 13-3. 음주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주      회 

 13-4. 1회 음주량은 얼마나 되십니까?  소주 기준       병 

 

 

 

 

 다음은 과거에 진단 받은 질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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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귀하는 과거에 병, 의원에서 의사로부터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병명 
처음 진단 

받은 나이 
현재 치료 여부  

고혈압 만____세   □1  완치/증상없음   □2  현재 치료 중  □3  치료하지 않음(방치)   

뇌졸중(중풍, 뇌출혈) 만____세   □1   완치/증상없음  □2  현재 치료 중  □3  치료하지 않음(방치)  

협심증/심근경색증 만____세   □1   완치/증상없음  □2  현재 치료 중  □3  치료하지 않음(방치)  

고지혈증 만____세   □1  완치/증상없음   □2  현재 치료 중  □3  치료하지 않음(방치)  

당뇨병 만____세   □1  완치/증상없음   □2  현재 치료 중  □3  치료하지 않음(방치)  

만성간염/간경화 만____세   □1  완치/증상없음  □2  현재 치료 중  □3  치료하지 않음(방치)  

폐결핵  만____세   □1  완치/증상없음   □2  현재 치료 중  □3  치료하지 않음(방치)  

천식/만성 폐질환 만____세   □1  완치/증상없음   □2  현재 치료 중  □3  치료하지 않음(방치)  

피부알레르기 만____세   □1   완치/증상없음  □2  현재 치료 중  □3  치료하지 않음(방치)  

          암 만____세   □1  완치/증상없음   □2  현재 치료 중  □3  치료하지 않음(방치)  

           질환 만____세   □1  완치/증상없음   □2  현재 치료 중  □3  치료하지 않음(방치)  

  

 현재 당신이 겪고 있거나 불편한 증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5. 아래 제시된 내용 중  당신이 최근 겪고 있거나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증  상 아니오 예 증상빈도 

기침    월 _____ 회, 주_____ 회 

가래    월 _____ 회, 주_____ 회 

호흡곤란(숨이 참)    월 _____ 회, 주_____ 회 

흉부 압박감    월 _____ 회, 주_____ 회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    월 _____ 회, 주_____ 회 

혈담    월 _____ 회, 주_____ 회 

피부가려움    월 _____ 회, 주_____ 회 

피부반점    월 _____ 회, 주_____ 회 

코막힘    월 _____ 회, 주_____ 회 

콧물    월 _____ 회, 주_____ 회 

눈이 따가움    월 _____ 회, 주_____ 회 

두통    월 _____ 회, 주_____ 회 

어지러움    월 _____ 회, 주_____ 회 

기타증상 ____________    월 _____ 회, 주_____ 회 

기타증상 ____________    월 _____ 회, 주_____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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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6. 다음은 호흡기질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6-1. 지금까지 어느 때라도 숨쉴 때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휘파람 소리가  

난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6-2. 지난 12개월 동안 숨쉴 때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휘파람 소리가  

난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6-3. 천식이라고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6-4. 지난 12개월 동안 천식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6-5. 지난 12개월동안 감기 또는 폐렴이 아니면서 가래가 나오지 않는 마른 기침을  

한밤중이나 새벽에 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6-6. 지난 12개월 동안 숨이 차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7. 다음은 비염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7-1. 지금까지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재채기 또는 코막힘 증상을 보인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7-2. 지금까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 받은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7-3. 지난 12개월 동안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치료 받은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8. 다음은 피부질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8-1. 지금까지 가려운 피부발진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  

적이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8-2. 지금까지 습진(또는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8-3. 지난 12개월 동안 습진(또는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치료 받은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8-4. 피부병변이 가렵습니까? □1  예          □2  아니오. 

  18-5. 피부병변이 붉은색(빨간색) 입니까? □1  예          □2  아니오. 

  18-6. 붉은색이 아닌 경우 어떤 색 입니까?  (                    ) 

  18-7. 피부병변이 발생하는 곳을 모두 표시 하세요. 

   두피(  ) 얼굴(  ) 목(  ) 몸통(  ) 팔(  ) 손(  ) 다리(  ) 발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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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건강수준과 스트레스수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 평소 귀하의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좋다 □2  약간 좋다 □3  보통이다 □4  약간 나쁘다 □5  매우 나쁘다  □9  모름 

 

20. 평상시 귀하가 아래의 활동을 할 때 지장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입니까?  

문       항 
지장이  

많이 있다 

지장이 

약간 있다 

지장이  

거의 없다 

 1) 탁자 옮기기, 집안 청소, 배드민턴 치기 ① ② ③ 

 2) 한꺼번에 두세 계단씩 오르기 ① ② ③ 

 

 

21. 지난 한달 동안 귀하의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문       항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원하는 만큼 일을 하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들 때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2. 지난 한달 동안 감정적인 어려움(걱정이나 불안감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문       항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원하는 만큼 일을 하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보통 때만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23. 신체적 아픔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었습니까? 

□1  전혀없었다  □2  약간 있었다   □3  보통이었다   □4  많았다   □5매우 많았다 □6  모름 

 

24. 다음의 질문들은 지난 한달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느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문   항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전혀 

없었다 

 1) 나는 안정되고 평온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힘이 넘쳤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울하고 상심했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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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난 한달 동안 몸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친척이나 친구 등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1  항상 그렇다           □2  대부분 그렇다            □3   가끔 그렇다 

□4  조금 그렇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9   모름 

26. 아래의 질문은 최근 몇 주 동안에 경험하셨거나 느끼셨던 육체적 심리적 상태에 대해 

물어본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이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현재 매우 편안하며 건강하다고 느낀다. □1  □2 □3 □4  

② 잠자고 난 후에도 개운한 감이 없다. □1  □2 □3 □4  

③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어 먹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느낀다. □1  □2 □3 □4  

④ 근심걱정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1  □2 □3 □4  

⑤ 정신이 맑고 깨끗하다고 느낀다. □1  □2 □3 □4  

⑥ 기력(원기)이 왕성함을 느낀다. □1  □2 □3 □4  

⑦ 밤이면 심란해지거나 불안해 진다. □1  □2 □3 □4  

⑧ 대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잘 관리해 

 나간다고 생각한다. □1  □2 □3 □4  

⑨ 전체적으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⑩ 내가 행한 일의 방법이나 절차에 만족한다. □1  □2 □3 □4  

⑪ 어떤 일에 바로 착수(시작)할 수 있다. □1  □2 □3 □4  

⑫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 □1  □2 □3 □4  

⑬ 안절부절 못하거나 성질이 심술궂게 되어진다.  □1  □2 □3 □4  

⑭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1  □2 □3 □4  

⑮ 불행하고 우울함을 느낀다. □1  □2 □3 □4  

 ⑯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지고 있다. □1  □2 □3 □4  

⑰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행복감을 느낀다. □1  □2 □3 □4  

⑱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1  □2 □3 □4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