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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최근 국내에서는 미량의 유기화합물질에 의한 전자산업체의 질환(백혈병

등) 발생 여부에 관한 이슈로 종사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공정과 다양한 신규 화학물질의 도입에 따른 위해성이

큰 물질의 미량 사용 또는 부산물 및 불순물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

고, 이에 따른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연구, 개선이 요구

되고 있다. 또한 종사자의 건강에 대한 욕구 향상, 사회적 인식 증대, 사회

적 비용의 지출 여력 확대로 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 전자회사 종사자들의 작업․사무 환경에 대해서 새건

물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 SBS)의 대표적인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이고, 각종 유기화합물질 중합체의 기초 원료로 많이 사용되어 부산물과

불순물로 노출의 가능성이 있고, 위해성은 크지만 벤젠 만큼 알려지지는

않은 폼알데히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작업형태별로 대상군을 나누어

해당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인식도를 설문조사하고, 측정․분석하여 호흡

노출량 산정하고, 환경인식도와 위해성도 간의 상관성 파악하여, 사업장의

유기화합물질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종사자들의 설문을 통한 환경인식조사 결과, 작업․사무 환경별로

직접적인 유기화합물질의 노출로 인한 자극 경험에 대해서 유기화합물질의

취급, 작업강도, 교대근무, 오랜 근무기간에 따른 노출 자극, 불편함과 건강

상의 피해 경험과 근무환경의 오염정도 여부에 따라서, 일반현황 조사

(Part-B) 항목은 성별, 연령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폼알데히드 노출로 인한 자극 경험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일부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는 등 상대적인 강도는 작았다. 이는 직접적인 유기화합물질

사용 대비 간접적(반응 부산물 또는 불순물 형태)으로 노출되는 폼알데히

드의 특성이 종사자의 심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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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종사자의 작업․사무 환경별로 폼알데히드의 노출량 조사와 위해

성평가 결과, 노출량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던 유기화합물질 사용이 많

은 공정A군은 위해도(확률)는 5.25E-06 (3.50±0.68㎍/㎥), 사용량이 적은

공정B군은 4.28E-06 (3.44±1.39)인 반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무

군은 1.20E-05 (14.43±8.24)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환경에서는 포름알데

히드가 유기화합물질의 목적물로 직접 사용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인 반응

부산물 또는 불순물로의 배출 가능성과 제품생산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

철저한 환기․배기 관리가 되는데 반해서, 사무환경에서는 일상적인 환기

관리만 하는데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즉 환경(Area)별 시간당 환기횟수의

차이와 배기 및 제거시설(Chemical Filter 등)의 설치 여부가 중요하다.

셋째, 종사자들의 환경인식도와 위해도 간에는 상관성이 없었다. 종사자

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유기화합물질의 취급(사용) 여부가 각종 자극과 환경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간접적인 비의도덕인 폼알데히드에

의한 노출과 위해성에 대해선 인지가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위해

성이 큰 미량의 물질은 취급과 검출 여부에 따른 농도관리 보다는 총량적

인 노출량 관리와 위해성의 평가․관리․소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금번 조사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폼알데히드에

의한 위해도는 외기수준인 1.07E-05 (9.13±3.70㎍/㎥) 대비 작업환경은 오

히려 낮은 50% 수준인 5.25E-06이므로 지속적인 현상유지와 극단치(헌팅)

관리차원에서 국소배기 강화를, 사무환경은 110% 수준인 1.20E-05이므로

현재보다 적극적인 환기․배기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종사자들의 설문과 작업․사무 환경 측정을 통한 인식도

와 정량적인 위해성평가는 반영하였으나, 조사 대상, 측정 횟수 및 기간을

충분히 확대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객관성과 대표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핵심되는 말 : 폼알데히드, 실내공기질, 환경인식, 노출량산정, 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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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기화합물질의 사용량과 종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소품종 다량사용

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에 위험과 위해 영향을 쉽게 관리 및 통제할 수 있

는 점오염원과 목적물로의 사용에 대해선 취급 주체의 기술역량과 경제적

인 투자 여력 확보 및 관련 제도의 실행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

으나, 소량 다품종 생산체계 또는 극미량으로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반응

부산물과 불순물의 관리 등 간접적인 사용은 현실적으로 관리 및 통제가

어렵고 영향이 광범위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건물의 고

층화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실내공간의 밀폐화, 실내 인테리어의

중요성 부각, 일상생활에서 세정·살균·살충·방향 제품의 급속한 확대 등으

로 이제는 실내에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이 수없이 발생하여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SHS) 및 새건물증

후군(Sick Building Syndrome, SBS)과 같은 광범위한 범위(Area)와 다양

한 계층(종사자 또는 거주자)간의 실내공기질 문제가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국내 전자산업계에서도 최근 미량의 유기화합물질인 벤젠 등에 의

한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작업성 질환의 유발 가능성 여부가 큰 이

슈가 되었다. 해당 업계는 선도적인 생산기술력,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

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로 세계시장에서 월등한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을 갖

고 있는 만큼, 환경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이에 준하는 균형적인 발전과 사

회적 책임 이행 차원의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극미량의 오

염물질도 제품생산 관점에서 철저한 품질관리와 청정실(clean room)이라는

아주 깨끗하고 엄격한 공조(환기․배기) 환경하에서 작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실제 작업․사무 환경에서 종

사자의 노출량 측정과 산정을 통한 위해성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장 단

위의 합리적인 유기화합물질 관리 방안의 연구와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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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로자의 직업적 발암물질 노출 인구 추정 자료에 따르면 작업환경

실태 조사, 발암물질 노출현황(표23)에서 2004년 유기용제부분을 보면, 벤

젠(610개 사업장, 2,752명 노출)- 폼알데히드(249개 사업장, 1,973명) - 1,3

부타디엔 (23개 사업장, 1,250명)- 염화비닐(모노머) (13개 사업장, 250명)-

산화에틸렌(31개 사업장, 169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조사결과에서

도 사업장과 노출근무자의 수치는 감소하였으나, 벤젠-폼알데히드 빈도 순

으로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산업 중분류별 작업환경 측정결과(표123, 표

124)를 보면, 폼알데히드는 년간 0.01∼0.03ppm으로 검출되었고, 특히 보건

업의 평균 노출수준은 0.023ppm으로 가장 높았고, 화학제품, 목재제품, 자

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1차 금속, 전자부품 제조에서도 높게 측정되었다

(김은아 등, 2011).

전자산업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및 쟁점 자료에 의하면, 발암인자 발생

원에 대한 검토 결과, 1) 벤젠은 포토레지스트(PR)에 함유 및 자외선과 열

분해 또는 디캡공정에 의해 발생하고, 신너중 벤젠의 함유가능성과 세정작

업 사용에 의한 확산에 의하고, 2) 폼알데히드는 PR 성분인 노블락 수지

등의 분해산물 또는 불순물, 설비 자체의 잔류물의 확산에 기인한다고 하

였다. 동일 자료에서 해당 발암인자 노출여부 검토 결과, 백혈병 원인으로

알려진 벤젠과 폼알데히드 및 산화에틸렌 등에 유효한 노출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부산물에 의한 발생을 고려한 노출평가 결과는 일반 환경수준과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불순물․부산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노

출량이 현재의 것 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반도체 설비, 클

린룸의 환기상태의 변화가 없으므로 과거와 현재의 측정결과간의 차이 없

다고 하였다(김수근, 2012).

반도체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특성 연구

자료에 의하면, 1) 웨이퍼 가공라인의 공기중 벤젠 농도는 불검출∼0.00038

ppm이며, 외기중의 벤젠농도 수준인 불검출∼0.00030ppm과 차이가 없다.

2) 폼알데히드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노블락수지 등 유기화합물을 많

이 사용하는 포토공정에서 UV 등 빛 에너지에 의한 노광과정에서 2차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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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질로 발생 가능하고, 검출농도는 0.0014∼0.0038ppm 이었다. 유해물질

노출농도 평가결과는 대부분 노출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농도였고, 벤젠과

폼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으며, 각각의 최고 농도는 벤젠의 경

우 노출기준인 1ppm의 1/100 수준, 폼알데히드의 경우에는 0.5ppm의

3/100 수준이었다고 하였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

참조로 한국대기환경학회의 2009 추계 논문집의 서울시 대기중 폼알데히드

농도특성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에 측정한 경기지역 대기중 농도는

0.0010∼0.0110ppm, 평균 0.0045ppm이었다(이준복 등, 2009).

한국 산업위생학회지의 반도체 근로자 질병의 직무 관련 논란으로 본 우

리나라 산업위생활동 개선 방향에서는 직업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유해

인자와 직무 그리고 건강 영향을 적정하게 감시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

해서는 작업환경측정 중심의 산업위생활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

라 산업보건활동을 질병 예방은 물론 직무 관련성, 나아가서는 원인인자를

규명할 수 있는 노출감시 및 질병감시체계로의 개선 및 현재의 작업환경

측정과 함께 직무 등 표준화된 노출정보(표준직무와 공정)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통한 정량적인 위험성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

다. 오랜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직무를 대표할 수 있는 유해인자

에 대한 구체적인 노출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국내외 반도체 근로자 역학조사에서도 정량적인 노출

평가 결과를 활용한 연구가 부족함을 표명하였다(박동욱 등, 2012).

이와 같이 각종 자료에서는 유기화합물질, 특히 벤젠과 폼알데히드 등

발암성물질의 검출여부와 검출량에 대한 논란이 주요 이슈였지, 이것이 건

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는 미흡하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 개별 사업장에서 이런 검출로 작업․사무 환경에 속한 종사

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건강 위해요인을 주는지 정량적인 지표로써 노출량

산정(설문을 통한 근무시간, 근무강도 등 고려)과 위해성평가를 통해서 접

근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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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사자의 환경보건(건강 위해성)에 대한 인식도 설문지를 통하여,

작업․사무 환경별 근로자의 환경인식 상태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둘째, 종사자의 작업․사무 환경별 폼알데히드의 노출량 조사와 건강위

해성을 평가하는데 실제 작업환경별 RRN(Risk Rating Number)에 따른

화학물질 사용과 노출 가능성 정도에 따라서 공정A군, 공정B군, 사무군으

로 구분하여, 측정․분석 및 종사자의 성별과 작업강도와 근로시간을 반영

한 호흡량 산정하고자 하였다.

셋째, 폼알데히드의 위해성평가 결과와 환경인식도 간의 상관성을 파악

하고, 위해성의 평가-관리-소통으로 이어지는 사업장 단위의 유기화합물질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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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작업․사무 환경에 대한 종사자들의 환경인식도 설문과

폼알데히드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실제 근무환경에 따른 정량적인 노출

량 산정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이들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근무환경의 차이가 발생하는 물리적 원인과 함께 종사자의 심리적 인

식을 살펴서 사업장 단위의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리방안을 수립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틀



- 6 -

2. 연구방법

2.1 조사 대상 선정

2.1.1 환경인식도 조사 대상

작업․사무 환경에 따라서 외기를 제외한 종사자가 상주하는 장소별로

근무 인원수를 고려, 3개 그룹 15개소에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42부 회수(8부 미회수)를 회수하였고, 이중에서 유효한 229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내 중요 질문인 일반현황과 근무환경 실태 조사 등이

누락되어 유효성이 떨어지는 13부는 제외하였다.

표 1. 작업․사무 환경별 설문 대상 선정

구분 (그룹) 세부 지역 인원 유효 % 유효 %

공정A군

(n=62)

A-1 11 4.8

27.1

A-2 12 5.2

A-3 12 5.2

A-4 13 5.7

A-5 14 6.1

공정B군

(n=64)

B-1 10 4.4

27.9
B-2 22 9.6

B-3 14 6.1

B-4 18 7.9

사무군

(n=103)

C-1 23 8.7

45.0

C-2 12 5.2

C-3 11 4.8

C-4 21 9.2

C-5 24 10.5

C-6 12 5.2

소계 (설문 활용) 229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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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노출 측정 대상

작업/사무 환경내에서 유기화합물질의 취급 여부와 량, 공정의 온도와

UV 조사 등 조건에 따라서 반응 부산물 또는 불순물의 형태로 미량의 폼

알데히드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을 표 2와 같이 3개의 군으로 구분하

였다. 근거는 영국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의 Risk assessment

for semiconductor manufacture에서 제시한 RRN(Risk Rating Number)

산정 방식을 인용, 본 연구에 그림 2와 같이 활용하였다. 이는 유기화합물

질별 사용량, 공정별 특성과 노출 빈도를 파악하여 노출가능성에 따른 연

구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표 2와 같이 작업환경에서 유기화합물질 사용이 89종, 318톤/년으로 상

대적으로 노출가능성이 많은 공정A군(5개소), 유기화합물질 사용량이 11종,

6톤/년으로 노출가능성이 적은 공정B군(4개소), 이와 대조되는 일반적인

사무환경으로 유기화합물질의 사용은 없으나 건축자재와 실내 사무가구 등

에 의한 노출가능성이 있는 사무군(6개소)으로 나누었다. 또한 외기의 경우

는 사업장 주변의 주통행로와 도로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2. 작업․사무 환경별 측정 대상 선정

구 분 측정개소 기 타

실내

(작업

사무

환경)

공정A군

(RRN⟩3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곳)
5개소 화합물질 특성,

취급량, 공정

조건 차이
공정B군

(RRN⟨20으로 낮은 곳)
4개소

사무군 (일반 사무실) 6개소 건물별 차이

외기 회사 외부 도로변 3개소

총 계 18개소

본 연구의 대상인 폼알데히드는 직접적인 목적물이 아닌 합성의 기초

원료 성분으로 공정의 수행조건인 온도와 자외선 등에 따라 반응 부산물

또는 불순물 형태로 간접적으로 미량 노출될 수 있다고 문헌상 파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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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용량은 노출 가능성이 있는 유기화합물질의 년간 사용량을 기준으

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RRN이 낮은 편이

었다. (공정A군 이외의 공정은 RRN “20” 이하)

그림 2. RRN(Risk Rating Number) 산정식 설명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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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경 인식도 조사

2.2.1 설문 도구 작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NIOSH에서 1988년에 보고된 National Occupational

Exposure Survey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국내 작업장에 종사자를 대상

으로 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5개 부분으로 1) Part-A ‘근무환경 실태 조사’는 근무장소, 기

간, 시간 등 7개 문항으로 구성, 2) Q2 ‘유기화합물질 취급 여부‘는 취급

여부, 빈도, 량과 함께 간접적으로 폼알데히드의 포함여부, 발생여부 및 새

집증후군 등에 11개 문항으로 구성, 3) Q3 ’유기화합물질 또는 폼알데히

드 노출 여부 및 자각증세‘는 노출경로와 자극의 경험 및 세부증상 등을

중복답변이 가능도록 총 11개 문항 구성, 4) Q4 ’유기화합물질에 기인한

환경문제(오염)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관심, 오염에 의한 불편함, 건강상

피해, 개선 노력 정도, 개선 필요성 등 총 9개 문항으로 구성, 5) Part-B

‘일반현황 조사’는 설문자의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등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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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설문 조사

설문 조사에 앞서, 2012년 11월 20∼21일에 사무실 근무자와 엔지니어,

현장근무자 5명에 대해서 예비설문을 진행하여 설문지의 배치와 문항의 표

현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하였다. 이를 반영한 최종 설문지는 11월 29일

에 해당 부서별로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 후에 250부를 배포하였고,

12월 3일에 직접 재방문하여 일괄 수거하였다. 총 242부(8부 미회수)를 회

수하였고, 이중 설문지내 중요 질문인 일반현황과 근무환경 실태 조사 부

분이 누락되어 유효성이 떨어지는 13부 제외한 229부를 유효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표 3. 작업․사무 환경별 설문 대상 현황 요약

구분 (그룹) 인원(명) 비율 (%)

공정A군 62 27.1

공정B군 64 27.9

사무군 103 45.0

소계 (설문 활용) 229 100

2.2.3 설문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는 목적 외

에도 실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에 따른 작업강도(경작업, 중등작업 등)와

남녀의 비율 및 작업시간을 확인하여 노출량(호흡량) 산정에 필수적인 자

료를 얻고자 했다. 설문의 통계 분석은 SPSS Statistics 19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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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작업형태별 폼알데히드 위해성 평가

2.3.1 폼알데히드 측정

(1) 시료채취 방법

1차(2012년 7월)는 작업환경을 중심으로, 2차(2012년 10월)는 사무환경과

외기를 중심으로, 3차(2012년 11월)는 1∼2차 결과의 보완 및 확인 차원에

서 사무환경을 측정하였다. 시료는 작업환경 측정방법(NIOSH 2016)에 따

라서 2,4-DNPH(Dinitro phenyl hydrazone) 코팅된 Silicagel tube (SKC

226-119)를 이용하였다. 시료 채취는 측정 전․후의 유량변화가 비교적 적

은 Personal air sampler(Gilian, USA) 펌프를 이용하여 0.03~1.5ℓ/min, 6

시간을 포집하였으며, 오존에 의한 간섭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DNPH 카

트리지의 앞부분에 오존 스크러버(Ozone Scrubber)를 직렬로 연결하여 사

용하였다.

그림 3. 시료 채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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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분석 방법

작업환경 측정방법 (NIOSH 2016)에 따라서 채취된 시료는 알루미늄 호

일 등으로 카트리지를 싸서 추출 전까지 4℃ 이하에서 냉장보관 하였다.

폼알데히드 농도분석을 위해 DNPH로 코팅된 카트리지에 1㎖의 Acetonit-

rile로 전처리 한 후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Acetonitrile로 용출된 시료를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Thermal U3000, Column, Novapak C18

4㎛ 3.9×150㎚)에 주입하여 자외선 흡광검출기의 흡수파장 360nm에서 검

출되는 크로마토그램의 높이 또는 면적으로 농도를 분석하였다. 검출한계

는 0.015㎍/ℓ, 기타 Mobile Phases_Acetonitrile/Water(45/55 v/v), Injec-

tion Volume_10㎕, Flow rate_1.0㎖/min, Column Temp. 25℃ 조건이었다.

측정과 분석은 외부전문기관 한 곳에 동일한 분석자에 의뢰하여 분석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참조로 폼알데히드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실험 횟수에서 부족함이 있지

만, 1) 작업환경인 공정A/B군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09년,

2012년 선행조사 자료와 비교시 유사, 2) 사무군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

원의 2011년 자료에서 국내 매체별 실내공기 및 대기의 농도와 비교시에

평균값과 오차가 적었다. (고찰에서 별도 설명) 또한 3) 그림 4와 같이 표

준물질의 검량선 상관계수(R²) 0.99 이상으로 신뢰성은 있다고 판단한다.

그림 4. 시료 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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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 녀 평균 비 고

경작업 6.4 3.0 4.8 앉거나 서서 기계 조정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

중등작업 20.0 12.8 16.8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 등

중작업 38.4 23.2 31.2 곡갱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등

2.3.2 폼알데히드 작업자의 노출량 추정

1) 작업형태별 노출 시나리오 구성

노출량 추정을 위해서는 각각의 노출조건에서 노출특성을 확인한 후 노

출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조사대상 매체와 노출경로 등을 선정하고, 노출계

수의 경우 기존문헌을 조사하고 찾을 수 없는 경우 설문조사 또는 관찰조

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먼저 노출 시나리오 설정은 사용 빈도, 기간 또는 시간, 물질의 특성(증

기압 등), 폼알데히드의 취급 공정파악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서 설명한데로 직접적인 사용이 아닌 간접적인 반응 생성물과 불순물에 의

한 노출이므로 특히 공정A/B군 대해서는 공정중 폼알데히드 발생의 개연

성에, 사무군은 실내공기 오염원으로 건축자재나 사무집기류에 의한 것으

로 경로는 호흡노출로 한정하여 설정하였다.

유기화합물질의 사용에 따른 ① 폼알데히드 사용 중합체에서의 발생으로

잔류하고 있는 미반응 폼알데히드에 의한 배출, 폴리머 형성과정은 많은

가역반응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 온도와 빛에너지에 의해 역반응 생성, ②

카보닐기 함유 성분에서의 물질 구조상 일반적인 유기물질들 보다 생성 개

연성이 크고, 특히 높은 온도 또는 강한 빛에너지에 의한 분해시 산화되어

발생, ③ 가능성은 적지만 일반유기화합물질에서도 온도와 빛에너지에 의

해 분해시 산화되어 발생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또한 인체 노출계수로 실측에 의한 자료가 없으므로 표 4와 같이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성별과 작업강도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4. 인체 노출계수중 접촉률(호흡률)

1) 출처: KOSHA GUIDE W-6-2012, 2) 단위: ㎥/8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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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형태별 노출량 추정

작업 종사자의 노출평가는 폼알데히드에 노출되는 종사자의 노출 강도,

빈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출 경로별로 인체 노출량을 정량적으로 산

정한다. 노출평가의 목적과 가용자원의 정도에 따라 노출평가 대상, 노출수

준 추정방법(작업환경측정), 노출량 정량화 방법(시간가중평균 등) 노출평

가에 필요한 자료와 분석 방법을 정한다. 노출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작업장에서 설문을 활용하여 작업장 특성과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공정 등

을 파악하고 근무시간 및 개인 특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앞의 표 3의

노출계수 접촉률(8시간 호흡량)에 실제 종사자의 작업/사무 환경별로 설문

을 통한 성별(남녀), 작업강도(경작업/중등작업 등), 근무시간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호흡량을 산정하였다. 수식은 아래 그림 5의 노출량 산정식을 사

용하였으며, 예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작업 기준을 나타내었다.

그림 5. 노출량 산정식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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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폼알데히드 작업자의 위해도 추정

1) 폼알데히드의 용량-반응 자료 선정

용량-반응 평가는 폼알데히드가 얼마만큼의 위험성(Risk)를 나타내는지

를 수량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로서, 독성학적인 역치(Threshold) 유무를 판

단하여 역치가 없는 발암물질의 경우에는 발암잠재력(CPF, CSF)을 추정하

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6은 폼알데히드의 발암성 용량-반응 정보이다.

그림 6. 폼알데히드의 용량-반응 자료

본 연구에서는 OEHHA Cancer Potency Value (2009) 자료를 인용한 호

흡발암잠재력((Inhalation Slope Factor)과 OEHHA와 EPA의 단위위해도

(Inhalation Unit Risk) 값을 사용하였다.



- 16 -

2) 작업자의 평생초과발암 위해도 추정

노출량 산정과 용량-반응 평가를 바탕으로 폼알데히드의 초과발암위험

성(ECR, Excess Cancer Risk)은 인체노출량의 비인 발암잠재력(CSF)과

평생일일평균 노출량(LADD)를 곱하여 대상 군의 초과발암 확률로 나타낸

다. 본 연구에서는 OEHHA의 호흡발암잠재력((Inhalation Slope Factor)

2.10E-02 값에 종사자의 작업환경 설문을 반영한 호흡량을 활용한 호흡노

출량(LADD)을 곱하였고, 다른 방법으로 OEHHA와 EPA의 단위위해도

(Inhalation Unit Risk) 값에 CF 보정값을 4.2(미국인 1일→ 한국인 8시간

호흡량 전환 Factor) 반영한 후에 실제 작업․사무 환경별로 측정치(오염

도)를 곱해서 구했다.

초과발암 위험성(ECR)은 확률 값으로 각 국가별 또는 적용 장소에 따라

서 기준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의 작업․사무 환경별 평가이므로

일반 자연환경보다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국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준인 1.0E-04과 WHO 권고기준인 1.0E-05의 중간

값인 5.0E-05을 사업장 단위의 Risk Cut-off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1) 자료출처 : KOSHA 자료에서 발췌

그림 7. 위해도 추정 산식과 국가별 허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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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환경인식도와 폼알데히드 위해성 평가 비교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하여 작업․사무 환경에 따라 3개 그룹(공정

A군, 공정B군, 사무군) 별로 5개 설문 분야별(Part-A 근무환경 실태 조사,

Part-B 일반 현황 조사, Q2 유기화합물질 취급여부, Q3 유기화합물질 또

는 폼알데히드 노출여부 및 자각증상, Q4 유기화합물질에 기인한 환경문제

에 대한 일반적 인식) 특성에 대해서 먼저 각각의 빈도와 교차 분석을 하

였다. 특히 환경인식도 중에서 Q3-2와 Q3-8에서 유기화합물질과 폼알데히

드에 의한 노출로 자극을 경험 여부에 따라서 설문 항목별로 3개 군에 대

한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유의확률(P⟨0.05) 하에서 통계적 유의

성을 보았다. 또한 이 환경인식도 결과와 3개 그룹별로 작업․사무 환경별

노출에 의한 호흡량 산정을 바탕으로 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비

교, 즉 상관성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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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환경 인식도 조사

1.1 작업형태별 유기화합물질 취급 여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작업․사무 환경별 유기화합물질의

취급에 따른 직접적인 노출과 이에 따른 폼알데히드의 간접적인 노출로 인

한 종사자들의 환경인식과 실제 측정․분석을 통한 위해도 값 간의 상관성

을 알고자 하였다. 따라서 유기화합물질의 취급이 각 군별로 어떻게 통계

적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표 5는 작업․사무 환경별로 유기화합물질 취급 여부에 대한 차이를 비

교한 표로써, “유”는 공정A군에서 48(77.4%)명, 공정B군 16(25.0%)명, 사무

군 11(10.7%)명 순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80.694, p<.001). 즉 유기화합물질을 공정A군 》공정B군 ⟩사무군 순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결과는 앞에서 RRN 산정시, 유기화합물질 사용이 공정

A군 89종, 318톤/년, 공정B군 11종, 6톤/년의 결과를 반영하며. 사무군에서

“예‘ 응답은 공정근무와 관련된 인원에 의한 것이었다.

표 5. 작업․사무 환경별 유기화합물질 취급 통계

구 분
업무구분 

/(p)공정A군 공정B군 사무군

유기화합

물질 취급

여부

유
빈도(명) 48 16 11

80.694***

(.000)

비율 77.4% 25.0% 10.7%

무
빈도(명) 14 48 92

비율 22.6% 75.0% 89.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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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작업형태별 노출 자각 증상

본 연구에서 작업/사무 환경별로 유기화합물질의 취급에 따른 직․간접

적인 노출과 폼알데히드의 간접적인 노출이 있었다면 종사자들이 어떤 형

태로든 자각 증상을 경험해 보았으리라 예상하고 이를 알아보았다.

표 6은 작업/사무 환경별로 유기화합물질 노출로 인한 자극 경험을 비교

한 표로써, 공정A군은 “있다”가 48(64.9%)명, 공정B군은 “없다”가

46(70.8%)명, 사무군은 “없다”가 72(63.7%)명으로 각각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46.272, p<.001). 즉 공정A군》

사무군⟩공정B군 순으로 자극을 경험했고, 자극을 받은 부위는 중복 응답

가능한 상태에서 예상대로 호흡기 자극이 가장 많았다.

표 6. 작업․사무 환경별 유기화합물질 노출로 인한 자극 경험 통계

구 분
업무구분 

/(p)공정A군 공정B군 사무군

유기화합

물질

노출로

인한

자극경험 

있다

호흡기 

자극

빈도(명) 27 10 19

46.272***

(.000)

비율 56.3% 52.6% 46.3%

피부자극
빈도(명) 14 7 8

비율 29.2% 36.8% 19.5%

안구자극
빈도(명) 7 2 14

비율 14.6% 10.5% 34.2%

(소계)
빈도(명) 48 19 41

비율 64.9% 29.2% 36.3%

없다
빈도(명) 26 46 72

비율 35.1% 70.8% 63.7%

빈도(명) 74 65 113
전체

(비율) 100% 100% 1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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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은 폼알데히드 노출로 인한 자극 경험을 비교한 표로써, “없다”가

공정A군은 43(67.2%)명, 공정B군은 49(87.5%)명, 사무군은 85(81.7%)명으

로 각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작업․사무 환경별로 폼알데히드 노출로

인한 자극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910, p<.01). 즉 공정A군》사무군⟩공정B군 순으로 자극을 경험했고,

자극을 받은 부위는 중복 응답 가능한 상태에서 예상대로 호흡기 자극이

가장 많았으나, 사무군에서 호흡기 자극과 안구자극이 동일하게 8(42.1%)

명으로 나온 것은 특이했다. 이는 사무군의 업무적인 특성상, 눈의 피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반영된 현상으로 판단된다.

표 7. 작업․사무 환경별 폼알데히드 노출로 인한 자극 경험 통계

구 분
업무구분 

/(p)공정A군 공정B군 사무군

폼알데히드

노출로

인한 자극

경험

있다

호흡기 

자극

빈도(명) 15 4 8

23.910**

(.002)

비율 71.43% 57.1% 42.1%

피부자극
빈도(명) 4 3 3

비율 19.0% 42.9% 15.8%

안구자극
빈도(명) 2 0 8

비율 9.5% 0% 42.1%

(소계)
빈도(명) 21 7 19

비율 32.8% 12.5% 18.3%

없다
빈도(명) 43 49 85

비율 67.2% 87.5% 81.7%

빈도(명) 64 56 104
전체

비율 100% 100% 10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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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반적 인식

종사자의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작업․사무 환경(그룹)별로 근

무환경실태 조사(Part-A) 설문에서는 근무기간, 직위, 작업강도, 교대근무

여부에 따라서, 일반현황조사(Part-B) 설문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인식에 있어서는

3개 그룹중 사무군이 유기화합물질의 취급과 빈도가 적었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업무의 불편함과 건강상의 피해 경험 적었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관

심이 가장 많았다.

먼저, 표 8은 작업․사무 환경별 종사자의 연령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

표로 공정A군은 30~39세가 39(62.9%)명, 공정B군은 20~29세가 48(75.0%)

명, 사무군은 30~39세가 51(49.5%)명으로 각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5.804, p<.001).

사무군⟩공정A군》공정B군 순으로 연령이 많았다.

표 8. 작업․사무 환경별 종사자의 연령 비교 통계

구 분
업무구분 

/(p)공정A군 공정B군 사무군

연령

20~29세
빈도(명) 16 48 21

65.804***

(.000)

비율 25.8% 75.0% 20.4%

30~39세
빈도(명) 39 14 51

비율 62.9% 21.9% 49.5%

40~49세
빈도(명) 7 2 29

비율 11.3% 3.1% 28.2%

50세 이상
빈도(명) 0 0 2

비율 0% 0% 1.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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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작업․사무 환경별 종사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 표

로써, 3개군 모두 5∼10년 미만이 각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기간

의 1년 미만은 모든 군에서 10% 정도의 유사한 비율이었고, 1∼3년 미만

은 공정B군이 20(31.3%)명, 3∼5년 미만은 공정B군이 5(7.8%)명, 5∼10년

미만은 공정A군이 26(41.9%)명, 10∼15년 미만은 사무군이 13(12.6%)명,

15∼20년 미만은 공정A군이 18(29.0%)명, 20년 이상은 사무군이 11(10.7%)

명 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38.716, p<.001).

표 9. 작업․사무 환경별 종사자의 근무기간 비교 통계표

구분
업무구분 

/(p)공정A군 공정B군 사무군

근무

기간

1년

미만

빈도 5 7 10

38.716***

(.000)

(비율) 8.1% 10.9% 9.7%

1∼3년

미만

빈도 7 20 10

(비율) 11.3% 31.3% 9.7%

3∼5년

미만

빈도 2 5 6

(비율) 3.2% 7.8% 5.8%

5∼10년

미만

빈도 26 25 33

(비율) 41.9% 39.1% 32.0%

10∼15년

미만

빈도 1 1 13

(비율) 1.6% 1.6% 12.6%

15∼20년

미만

빈도 18 5 20

(비율) 29.0% 7.8% 19.4%

20년

이상

빈도 3 1 11

(비율) 4.8% 1.6% 10.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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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은 작업․사무 환경별로 환경문제에 관심정도에 대한 차이를 비교

한 표로써, 공정A군은 약간 있다가 30(48.4%)명, 공정B군은 그저 그렇다가

27(42.2%)명, 사무군은 약간 있다가 51(49.5%)명으로 각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경문제 관심정도에서 전혀 없다는 공정B군이 3(4.7%)명, 별로

없다는 공정A군이 7(11.3%)명, 그저 그렇다는 공정B군이 27(42.2%)명, 약

간 있다는 사무군이 51(49.5%)명, 매우 많다는 사무군이 31(30.1%)명으로

각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경문제에 관심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8.919, p<.001).

환경문제 관심도는 사무군⟩공정A군⟩공정B군 순으로 많았으며, 사무군

의 경우는 유기화합물질의 취급이나 오염에 의한 자극 및 업무상 불편이

적음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표 10. 작업․사무 환경별 종사자의 환경문제 관심도 통계

구분
업무구분 

/(p)공정A군 공정B군 사무군

환경

문제

관심

정도

전혀

없다

빈도(명) 1 3 0

38.919***

(.000)

비율 1.6% 4.7% .0%

별로

없다

빈도(명) 7 6 11

비율 11.3% 9.4% 10.7%

그저

그렇다

빈도(명) 15 27 10

비율 24.2% 42.2% 9.7%

약간

있다

빈도(명) 30 25 51

비율 48.4% 39.1% 49.5%

매우

많다.

빈도(명) 9 3 31

비율 14.5% 4.7% 3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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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은 작업․사무 환경별로 근무환경 개선 위한 노력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 표로써, 공정A군은 ‘매우 노력하고 있다’가 19(30.6%)명, 공정B군은

‘보통이다’가 20(31.3%)명, 사무군은 ‘매우 노력하고 있다’가 46(44.7%)명으

로 각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환경 개선 위한 노력에서 ‘보통이다’

는 공정B군이 20(31.3%)명, ‘다소 노력하고 있다’는 사무군이 31(30.1%)명,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사무군이 46(44.7%)명, ‘모르겠다’는 공정B군이 9

(14.1%)명으로 각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환경 개선 위한 노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058, p<.01).

사무군⟩공정A군⟩공정B군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표 11. 작업․사무 환경별 근무환경 개선 노력 평가 통계

구분
업무구분 

/(p)공정A군 공정B군 사무군

근무

환경

개선

위한

노력

전혀 노력

하지 않음

빈도(명) 0 0 1

29.058**

(.001)

비율 .0% .0% 1.0%

별로 노력

하지 않음

빈도(명) 4 8 8

비율 6.5% 12.5% 7.8%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빈도(명) 17 20 15

27.4% 31.3% 14.6%비율

다소 노력

하고 있다

빈도(명) 15 18 31

비율 24.2% 28.1% 30.1%

매우 노력

하고 있다

빈도(명) 19 9 46

비율 30.6% 14.1% 44.7%

모르겠다
빈도(명) 7 9 2

비율 11.3% 14.1% 1.9%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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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지에서 Part-A는 근로자의 상세 근무환경 조사로 근무 장소, 근

무 기간, 직위․직급, 일의 강도, 작업 시간, 교대근무 여부,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일의 작업강도와 작업 시간

및 시간외 근무로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호흡노출량 산정과 관련하여

실제 근로자의 호흡량을 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환경인식도 관련 Q3-2 또는 Q3-8의 유기화합물질이나 폼알데히드

의 노출에 기인한 자극의 경험과 관련된 각 설문 항목(Part-A, Part-B,

Q2 유기화합물질 취급(또는 사용) 여부와 Q4 유기화합물질에 기인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별 교차분석은 다음 장에 유기화합물질 또는 폼

알데히드의 노출 및 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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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기화합물질 노출 및 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설문 Q3-2는 유기화합물질에 의한 노출 여부로 자극을 경험한 적이 있

는지와 자극의 부위(호흡기, 피부, 안구)에 대해서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총 설문 응답자 229명중에서 미응답한 3명을 제외한 226명의 결과

이고, 해당 군별로 자극 경험의 비율을 보면 공정A군(57.8%) 》사무군

(29.4%) ≥ 공정B군(27.0%) 순으로, 자극 경험자 전체로 자극의 부위는 호

흡기(51.9%) 》피부(26.8%) ≥ 안구(21.3%) 로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표 12. 작업․사무 환경별 유기화합물질 노출에 기인한 자극 경험 및 부위

구분
자각증상 유무

응답자 수 (비율)
호흡기 피부 안구

(중복

응답)

공정A군
예 35명 (57.8%) 27명

(56.2%)

14명

(29.2%)

7명

(14.6%)
48명

아니오 26명 (42.6%)

공정B군
예 17명 (27.0%) 10명

(52.6%)

7명

(36.9%)

2명

(10.5%)
19명

아니오 46명 (73.0%)

사무군
예 30명 (29.4%) 19명

(46.3%)

8명

(19.5%)

14명

(34.2%)
41명

아니오 72명 (70.6%)

소계
예 82명 (36.3%) 56명

(51.9%)

29명

(26.8%)

23명

(21.3%)
108명

아니오 144명 (63.7%)

그렇다면 이런 자각증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기 위해 설

문별 항목에 따라서 자극의 경험 유무를 통계적인 교차비교를 통해서 조사

했다. 먼저 Part-A 근무환경과 Part-B의 일반현황 설문에서는 1) 근무기

간이 길수록 자극의 경험은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26.342, p<.001). 2) 작업강도가 강한 중등작업일수록 자극

의 경험은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724, p<.005). 3) 교대근무를 할수록 자극의 경험은 많았고,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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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878, p<.005). 5) 남성일수록 자

극의 경험은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680, p<.05). 6) 연령(50대 이상 2명 제외시)이 많을수록 자극의 경험은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914, p<.05).

7) 학력, 가구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었다.

두 번째로 Q2 유기화합물질 취급 관련 설문에서는 8) 유기화합물을 취

급할수록 자극의 경험은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949, p<.001). 9) 본인의 근무장소에서 유기화합물질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할수록 자극의 경험은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329, p<.01). 10) 유기화합물질을 사용하지 않

아도 실내의 간접적인 누출이나 오염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록, 사무환경에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폼알데히드가 발생할 수 있다

고 생각할수록 자극의 경험은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각각 =18.384, p<.001, =13.867, p<.01). 11) 유기화합물

질에 폼알데히드의 포함 여부, 폼알데히드가 반응물 또는 불순물로의 발생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Q4 유기화합물질에 기인한 환경문제(오염)에 대한 인식 설문

에서는 12) 근무공간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업무의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많을수록,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험이 많을수록, 현재 근무공간이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할수록 자극의 경험은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39.834, 26.952, 17.210, p<.001). 13) 환경문제

에 대한 관심도와 환경오염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정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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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폼알데히드 노출 및 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설문 Q3-8은 폼알데히드에 의한 노출 여부로 자극을 경험한 적이 있는

지와 자극의 부위(호흡기, 피부, 안구)에 대해서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총 설문 응답자 229명중에서 미응답한 13명을 제외한 216명의 결

과이고, 해당 군별로 자극 경험의 비율을 보면 공정A군(27.1%) ⟩사무군
(15.8%) ≥ 공정B군(12.5%) 순으로, 자극 경험자 전체로 자극의 부위는 호

흡기(57.4%) 》피부(26.8%) = 안구(21.3%)로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

표 13. 작업․사무 환경별 폼알데히드 노출에 기인한 자극 경험 및 부위

구분
자각증상 유무

응답자 수 (비율)
호흡기 피부 안구

(중복

응답)

공정A군
예 16명 (27.1%) 15명

(71.4%)

4명

(19.1%)

2명

(9.5%)
21명

아니오 43명 (72.9%)

공정B군
예 7명 (12.5%) 4명

(57.1%)

3명

(42.9%)

0명

(0%)
7명

아니오 49명 (87.5%)

사무군
예 16명 (15.8%) 8명

(42.1%)

3명

(15.8%)

8명

(42.1%)
19명

아니오 85명 (84.2%)

소계
예 39명 (18.1%) 27명

(57.4%)

10명

(21.3%)

10명

(21.3%)
47명

아니오 177명 (81.9%)

앞의 표 12과 비교시, 자극 경험의 비율이 각 군별로 유기화합물질 대비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 이유는 폼알데히드가 목적물이 아닌 반응 부

산물 또는 불순물 개념으로 종사자들이 유기화합물질 만큼은 충분히 인지

를 하고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폼알데히드에 관해서 이런 자각증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었

는지를 알기 위해서 유기화합물질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문별 항목에 따라

서 자극의 경험 유무를 통계적인 교차비교를 통해서 조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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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Part-A 근무환경과 Part-B의 일반현황 설문에서는 1) 근무기간이

길수록 자극의 경험은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16.148, p<.05). 2) 연령(50대 이상 2명 제외시)이 많을수록 자극

의 경험은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117, p<.05). 3) 작업강도, 교대근무 여부, 성별, 가구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었다.

두 번째로 Q2 유기화합물질 취급 관련 설문에서는 4) 유기화합물을 취

급할수록, 본인의 근무장소에서 유기화합물질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할수

록 자극의 경험은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7.740, p<.01, =7.849, p<.05). 5) 유기화합물질중에 폼알데히드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사무환경에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폼알데히드가 발

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자극의 경험은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503, p<.001, =9.838, p<.05). 6) 유기화

합물질의 반응부산물 또는 불순물로 폼알데히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

유기화합물질을 사용치 않아도 실내의 간접적인 누출이나 오염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Q4 유기화합물질에 기인한 환경문제(오염)에 대한 인식 설문

에서는 유기화합물질에 의한 자극 경험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종합해 보면 유기화합물질과 폼알데히드에 대한 자극의 인식이 근무기

간, 연령과는 유사한 상관성을 갖지만, 작업강도와 교대근무 자체는 이런

상관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Q2 유기화합물

질 취급(또는 사용) 여부 관련 10개 항목과의 교차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났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유기화합물질의 사용과 취급에 따른 노출에 대

한 자극의 경험은 여러가지 작업환경과 상대적으로 많은 상관성을 갖으나,

폼알데히드와 같은 간접적으로 부산물 또는 반응생성물에 기인한 노출에

대한 자극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약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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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형태별 폼알데히드 위해성 평가

2.1 작업형태별 폼알데히드 오염도 비교

대상 사업장의 작업․사무 환경을 유기화합물질과 폼알데히드의 직․간

접적인 노출 가능성에 따라서 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정A군, 낮

은 공정B군, 일반 사무환경에서 건축자재와 실내 사무가구 등에 의한 노출

을 고려한 사무군으로 나누었고, 측정․분석 결과는 표 14, 그림 8과 같다.

작업환경에서는 폼알데히드 자체를 목적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유기화

합물질의 사용과 온도 상승과 UV 조사 등 에너지에 의해서 반응 부산물

또는 불순물로의 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공정A군에서 가장 높은 검

출을 예상하였으나, 대조군으로 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공정B군

과 유사하게 검출되었다. 특히 유기화합물질과는 관계가 없는 건축자재와

사무가구 등에 의한 노출을 고려한 사무군이 예상 외로 작업환경인 공정

A/B군보다 월등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실제 작업환경 관리차원에

서 보면, 유기화합물질을 사용하므로 국소 배기를 통한 환경방지(처리)시설

로 유입과, 미량의 누출 가능성에도 전체 작업공간을 입자성물질과 함께

유기화합물질도 제품의 품질관리 차원에서 철저한 환기시스템(clean room)

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4. 작업․사무 환경별 폼알데히드 측정․분석 결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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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기화합물질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관리가 추가로 필요한 곳에는 환

기 횟수 조정과 Chemical Filter의 설치를 통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상기 표 14의 자료중 표준편차 값과 그림

8의 그래프를 보면 관리의 폭이 상대적으로 강함(tight)을 알 수 있다.

그림 8. 작업․사무 환경별 측정․분석 결과 그래프

반면에 일반 사무군의 환경은 유기화합물질 사용이 없으므로 환기시설은

있으나 일상적인 실내공기 관리수준으로 운영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새집

또는 새건물 증후군처럼 건물의 연식과 사무집기류 등에 따라서 오히려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일 외기의 영향을 받는 사무군

내 건물의 연식이 다른 경우에, 일반적인 경향대로 오래된 건물순으로

9.09, 11.79, 18.85㎍/㎥ 측정 결과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작업․사무 환경의 폼알데히드의 측정․분석 농도

중, 특히 작업환경군의 값 0.37∼5.40㎍/㎥ 은 기존의 선행 연구자료(산업안

전보건연구원, 2009, 2011)의 측정 자료인 1.60∼18.4㎍/㎥ 범위내에 있고,

외기 자료 5.65∼13.02㎍/㎥도 기존의 경기지역 대기중 농도 자료(한국대기

환경학회의 추계 논문, 2009)인 1.0∼11.0ppb, 환산시 1.23∼13.51㎍/㎥ 범위

와 유사하므로 본 연구의 측정․분석의 신뢰성은 비록 측정 대상과 횟수는

적지만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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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업형태별 폼알데히드 노출량 비교

작업/사무 환경에 따른 호흡노출량(LADD) 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먼저

설문조사를 통하여 표 15와 같이 각 군별로 종사자의 남녀 비율과 작업강

도(경작업/중등작업 등) 비율, 작업시간을 빈도분석으로 산출한다. 여기에

앞의 2.3.2항 표 4의 인체 노출계수중 접촉률(8시간 호흡량)에 남녀의 비율

과 작업강도를 각각 반영 계산하여서 표 16의 호흡량①을 구하고, 여기에

실제 최종 근무시간을 보정하여 최종적인 호흡량을 산정한다.

표 15. 작업․사무 환경별 호흡량 산정용 설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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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호흡량①

(㎥/8hr)

근무시간

②
호흡량 산정(㎥)

KOSHA 보정

(작업강도+남녀)

정규근무+

시간외 근무　

호흡량1

(EPA)

호흡량2

(보정,①*②/8)

공정A군　 11.80 7.65 9.56 11.28

공정B군 9.70 7.72 9.65 9.36

사무군 5.76 8.66 10.83 6.24

외기 8.69 ** 8.13 10.16 8.83

표 16. 작업․사무 환경별 호흡량 산정

** 외기의 호흡량은 설문대상의 평균 작업강도 및 남녀 비율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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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산출된 호흡률 값을 대상 화학물질의 흡입노출량(mg/kg/day) 산

식 (= 대상화학물질 농도(㎍/m3) × 호흡율(m3)× 5일 × 50주 × 40년 / 체

중(kg) × 1일 × 7일 × 52주 × 70년)에 넣어서 계산하면, 다음 표 17의 흡

입노출량(LADD)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EPA의 보정 호흡량과 흡입노출

량은 단지 참조용이며, EPA에서는 호흡 단위위해도(Inhalation Unit Risk)

값을 사용한다.

표에서 OHEEA (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흡입노출량을 보면, 3개군 중에서 사무군이 최대 2.8배

(=5.70E-04/2.04E-04) 수준인데, 이는 실제 측정농도 4.2배(=14.43/3.44)와

비교시, 앞의 표 15와 표 16에서 보듯이 남성의 비율도 77.7%로 높고, 근

로시간도 가장 많은 8.66시간이지만, 작업강도의 99%가 경작업으로 구분되

어서 보정 호흡량이 타 군의 55∼67%(=6.24/9.36∼11.28) 수준으로 아주 낮

기 때문에 완충된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다소 계산과정이 복잡하지

만 실제적인 종사자의 호흡률을 반영한 OEHHA 값이 측정 농도치 값만

사용하고 호흡량을 활용하지 않는 EPA값 보다 더 선호하여 이유이다.

표 17. 작업․사무 환경별 폼알데히드의 흡입노출량 산정 결과

구분
측정치
(㎍/㎥)

보정 호흡량 흡입노출량(LADD)

　 범위 평균 EPA OEHHA EPA OEHHA
최소~최대
(OEHHA)

공정
A군

2.46
∼
5.16

3.50 9.56 11.28 2.12E-04 2.50E-04
1.75E-04
∼

3.68E-04

공정
B군

0.37
∼
5.40

3.44 9.65 9.36 2.10E-04 2.04E-04
2.18E-05
∼

3.20E-04

사무
군

4.79
∼
29.59

14.43 10.83 6.24 9.90E-04 5.70E-04
1.89E-04
∼

1.17E-03

외기
5.65
∼
13.02

9.13 10.16 8.83 5.87E-04 5.10E-04
3.16E-04
∼

7.27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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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작업형태별 폼알데히드 위해도 비교

상기 표 17의 흡입노출량 산정 값에 OEHHA Cancer Potency Value

(2009) 자료를 인용한 호흡 발암잠재력((Inhalation Slope Factor) 2.10E-02

값을 곱하여 위해도 값 ①(EPA 호흡량 가정치)과 ②(OEHHA 호흡량 활

용치)를 얻었다. 다른 방법은 단위위해도(Inhalation Unit Risk) 값에 각 군

별 실제 측정치를 곱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구한 위해도는 ③EPA 값인

1.30E-05/4.2(CF, 미국인 1일→ 한국인 8시간 호흡량 전환 Factor)에서 도

출된 3.10E-06 값을 활용하거나, ④ OEHHA 값인 6.00E-06/4.2(CF, 동일)

에서 도출된 1.43E-06 값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구한 값 중에서 실제 종사자의 남녀 비율과 작업강도 및 작업시

간 등이 고려된 호흡량에 호흡 발암잠재력을 곱한 OEHHA 값(②)이 가장

현실적인 정량화 값이라고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EPA의 UR 자료를 활용

한 값(③)과는 오차가 많았으나, OEHHA UR 자료를 활용한 값(④)과는 동

일한 기관의 유사한 개념이므로 오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18. 작업․사무 환경별 폼알데히드의 위해성평가 결과

구분
측정치
(㎍/㎥)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도, 확률)

　 범위 평균
호흡 발암잠재력 활용
① ②

(EPA) (OEHHA)

측정치*UR/CF 활용
③ ④
(EPA) (OEHHA)

최소∼최대
(② 호흡
활용)

공정
A군

2.46
∼
5.16

3.50 4.45E-06 5.25E-06 1.08E-05 5.00E-06
3.68E-06
∼

7.73E-06

공정
B군

0.37
∼
5.40

3.44 4.41E-06 4.28E-06 1.06E-05 4.91E-06
4.59E-07
∼

6.73E-06

사무
군

4.79
∼
29.59

14.43 2.08E-05 1.20E-05 4.47E-05 2.06E-05
3.97E-06
∼

2.46E-05

외기
5.65
∼
13.02

9.13 1.23E-05 1.07E-05 2.83E-05 1.30E-05
6.63E-06
∼

1.53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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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4가지 평가 방법에 따라서 각 군별 위해도 평균값의 범위는

4.28E-06∼4.47E-05 이었고, 특히 관심이 있는 호흡량 산정(OEHHA 방법)

을 통한 각 군별 위해도 평균값의 범위는 5.25E-06∼1.20E-05, 최소∼최대

값을 활용시 범위는 4.59E-07∼2.46E-05 수준이었다. 이는 위해성평가 결

과를 국가별 허용 가이드인 1.00E-04(한국) 값과 1.00E-05(WHO) 값에 작

업환경임을 고려한다고 할 때, 금번 연구의 대상의 작업․사무 환경별 위

해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해성평가는 만일에 발생

할 수 있는 위해에 대해 사전에 추정하고,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예방적

차원의 평가 도구이므로 ‘합리적 최대 평가(Reasonable Maximum

Estimation; RME)’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치(Hunting 또는 Event) 관

리를 할지에 대해선 고찰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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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폼알데히드 인식도와 위해도 비교

설문 Q3-2와 Q3-8의 유기화합물질과 폼알데히드에 의한 노출여부로 자

극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와 자극의 부위(호흡기, 피부, 안구)에 대한 환경

인식도와 위해성평가로 산출한 위해도 값 간의 상관성을 보고자 했다.

결과는 표 19와 표 20 및 그림 9에서 보듯이 자극 경험(인지)의 비율이

각 군별로 유기화합물질 대비 폼알데히드가 약 1/2(57.8→27.1%, 27.0→

22.5%, 29.4→15.8) 수준으로 줄었지만, 경향성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위

해성평가 결과인 위해도와 종사자의 환경인식도 간에는 상관성이 없었다.

표 19. 작업․사무 환경별 위해도와 유기화합물질 노출에 의한 환경인식

구분
위해도

(OEHHA ISF*)

자각 인지

인원(비율)

자각 부위 (중복 응답)

호흡기 피부 안구

공정A군 5.25E-06
35명

(57.8%)

27명

(56.2%)

14명

(29.2%)

7명

(14.6%)

공정B군 4.28E-06
17명

(27.0%)

10명

(52.6%)

7명

(36.9%)

2명

(10.5%)

사무군 1.20E-05
30명

(29.4%)

19명

(46.3%)

8명

(19.5%)

14명

(34.2%)

* ISF : Inhalation Slope Factor 호흡발암잠재력

표 20. 작업․사무 환경별 위해도와 폼알데히드 노출에 의한 환경인식

구분
위해도

(OEHHA ISF)

자각 인지

인원(비율)

자각 부위 (중복 응답)

호흡기 피부 안구

공정A군 5.25E-06
16명

(27.1%)

15명

(71.4%)

4명

(19.1%)

2명

(9.5%)

공정B군 4.28E-06
7명

(12.5%)

4명

(57.1%)

3명

(42.9%)

0명

(0%)

사무군 1.20E-05
16명

(15.8%)

8명

(42.1%)

3명

(15.8%)

8명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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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작업․사무 환경별 위해도와 환경인식도 비교 그래프

이 결과는 앞의 표 5의 유기화합물질 취급여부에서 “유”라고 응답한 비

율이 공정A군 48(77.4%)명, 공정B군 16(25.0%)명, 사무군 11(10.7%)명의

결과 및 RRN 산정시, 유기화합물질의 사용량이 공정A군 89종, 318톤/년,

공정B군 11종, 6톤/년인 결과와 비교시, 공정A군과 공정B군에 있어서는

위해도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나, 사무군이 공정군을

훨씬 상회하는 것은 상충된 경향이다. 이는 유기화합물질을 구성하는 목적

물이 아닌 반응생성물과 불순물 형태로 노출 가능성이 있는 미량의 폼알데

히드를 대상으로 측정․분석을 하고 호흡노출량을 산정하여 구한 위해도

값이 실제 종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환경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 다른 원인은 유기화합물질의 사용에 의한 1차적인 노출을 고려

하여 이를 제거하는 시설이 작업현장(공정A/B군)에 설치되어서 미량의 발

생량도 제어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

이라고 예상되는 공정A군에 대해서는 환기 횟수의 증대와 Chemical Filter

의 설치를 통한 관리로 인해서 오히려 외기나 사무환경보다도 낮은 위해도

를 나타내었다. 이부분은 본 연구의 세 번째 목표였던 개별 사업장 단위에

서 유기화합물질의 관리방안과 연계되므로 고찰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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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었다. 하나는 종사자

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환경인식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었다. 다른 하나는 폼알데히드의 노출 측정을 통해서 노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서 위해성평가를 진행하여, 실제 작업․사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해도를 산정하여 환경별로 어떠한 정량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 두가지 결과로부터 환경인식과 위해성평가 사이에 어떤 관계

성이 있는지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단위의 유기화합물질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첫 번째 부분인 종사자의 환경인식 설문조사 결과로써,

먼저 근무환경실태와 일반현황 조사를 통하여 종사자의 작업현황이 반영된

호흡량 산출과 위해성평가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 다음으로는 유기화합

물질 취급, 업무강도, 교대근무, 오랜 근무기간에 따라서 노출에 의한 자극,

불편함,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경험과 근무환경의 오염 정도를 더 크게 느

끼고 있었다. 폼알데히드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상대적인 강도는

작았다. 이는 직접적인 유기화합물질 취급 대비 간접적으로 반응 부산물

또는 불순물 수준으로 노출되는 폼알데히드의 특성이 종사자의 심리에 반

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인 종사자의 작업․사무 환경별로 폼알데히드

노출량 조사 및 건강 위해성평가 결과, 노출량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던

유기화합물질 사용이 89종 318톤/년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공정A군은 위해

도(확률)는 5.25E-06 (3.50±0.68㎍/㎥), 유기화합물질 사용량이 11종 6톤/년

으로 적었던 공정B군은 4.28E-06 (3.44±1.39)인 반면, 유기화합물질의 사용

이 없어서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무군은 1.20E-05 (14.43±8.24)으로

나타났다. 참조로 외기는 1.07E-05 (9.13±3.70)이었다. 이 결과를 선행 자료

측정농도와 비교해 보면, 공정A/B군의 경우, 작업환경에서 폼알데히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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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노블락수지 등 유기화합물을 많이 사용하는 포토

공정에서 UV 등 빛 에너지에 의한 노광과정에서 2차 생성물질로 발생 가

능하고, 폼알데히드의 검출농도는 0.0014∼0.0038ppm (환산시 1.72∼4.67㎍/

㎥) 측정치와 거의 유사하였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 또한 사무군과

외기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경기지역 대기중의 농도

0.0010∼0.0110ppm (환산시 1.23∼13.51㎍/㎥)와 유사하였고(한국대기환경학

회의 추계 논문, 2009), 국내 폼알데히드 실내오염도 노출수준 조사 자료의

사무실(n=97) 실내농도 52.14±90.74㎍/㎥ 결과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국가 우선순위물질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Ⅰ), 2011). 일반 사

무환경은 측정장소가 다양하므로 농도와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감안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위해성평가 결과를 보면, 실제 종사자의 작업․사무 환경에 기

인한 호흡량을 반영하기 위하여 OEHHA의 호흡발암잠재력((Inhalation

Slope Factor)을 활용한 1.20E-05(사무군)∼4.28E-06(공정B군) 값을 기준으

로 보았을 때, 다른 방법인 단위위해도(Inhalation Unit Risk)에 측정치(오

염도)를 곱해서 구한 값과 비교시, OEHHA UR을 활용한 값 2.06E-05(사

무군)∼4.91E-06(공정B군)과는 오차가 5∼72%(=2.06E-05/1.20E-05) 이내로

양호했으나, EPA UR을 활용한 값 4.47E-05(사무군)∼1.06E-05(공정B군)

과는 오차가 106∼373%(=4.47E-05/1.20E-05)으로 차이가 컸다. 이는 위해

성평가는 이론적인 산정식이기에 OEHHA라는 동일 기관에서 산정한 것이

동일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기에 EPA 방법보다 오차가 적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왜 사무군이 어떤 군의 값과 비교를 하던 가장 오차가 큰 군으

로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단위위해도 값을 활용시에는 호흡량을 별도로 산

정하지 않고 표준값(10㎥)으로 고정하여 개별적인 호흡량의 변화를 반영치

않기 때문이다. 즉 호흡량이 표준값에서 멀어질수록 오차가 커지는데 호흡

량이 가장 작은 사무군(6.24㎥)이 상대적으로 표준 값(10㎥)에 근접한 공정

A군(11.28㎥), 공정B군(9.36㎥) 보다 오차가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위해

성평가에서 호흡량이 표준값에서 멀어질 수 있는 환경 요인을 갖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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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만큼 큰 오차를 내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해성평가를

할 경우에, 특히 작업 종사자의 호흡량이 작은 경작업과 여성일 경우(3.0

㎥) 또는 호흡량이 아주 큰 중작업일 경우(남 28.4, 여성 23.2㎥) 에는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비록 사업장 전

수조사는 아니지만, 해당 작업․사무 환경별로 설문을 통하여 종사자의 근

무 현실이 반영된 호흡량을 사용한 정량화된 결과라는데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환경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해도 값과는 상관성이

적었다. 이는 작업환경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유기화합물질의 목적물로 직

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나, 간접적인 반응 부산물 내지 불순물로의 배출

가능성과 함께 제품생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철저한 환기․배

기 관리가 되고 있는데 반해서, 일반 사무환경에서는 유기화합물질의 미사

용과 제품생산에 관련이 없어서 일상적인 환기관리만 하는데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즉 환경(Area)별 시간당 환기 횟수의 차이로 공정A군은 대개

100∼150회, 공정B군은 28∼54회, 사무군은 5∼10회 수준이고, 특히 공정A

군에는 Chemical Filter를 통한 유기화합물질 제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즉 관리의 필요성과 집중적인 투자에 따라서 직접적인 유기화합물질의 사

용과 함께 간접적인 또는 비의도적인 노출의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례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량의 위해성이 큰 유기화합물질의 경우에는 사

용여부와 검출여부의 단순한 이분법적인 평가와 사후관리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발전된 총량적인 즉 노출량 관점에서 농도, 시간, 빈도,

크기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위해성의 평가-관리-소통을 통한 사전

관리 중심의 유기화합물질 종합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또한 위해

성평가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에 대해 사전에 추정하고, 관리 대책

을 마련하는 예방적 차원의 평가 도구이므로 ‘합리적 최대 평가(REM,

Reasonable Maximum Estimation)’ 차원에서 극단치(Hunting 또는 Event)

관리를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효율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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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전체 환․배기는 일정한 평균적인 제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

으로 유지하면서 폼알데히드의 노출 가능성이 큰 해당 장비별로 국소배기

강화와 해당 공정별로 특정 구역에 환․배기를 집중 강화하는 방법을 사업

장 단위에서는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해도 측면에서 각국의 허용 가이드를 기준으로, 한국은

1.00E-04 (자동차 운전/과음으로 인한 위해 확률 수준), WHO는 1.00E-05

(스키나 피임약 복용으로 인한 위해 수준), 미국은 1.00E-04∼1.00E-06 (낚

시나 X-ray 진단으로 인한 위해 수준), OSHA 1.00E-03 (흡연이나 암벽

등반의 위해 수준) 이었는데, 사업장 단위의 관리차원에서 Risk Cut-off를

OEHHA 호흡발암잠재력((Inhalation Slope Factor) 기준으로 5.0E-05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준으로 판정시에 금번 연구 대상은 약 25% 이하 수준으

로 관리되고 있다고 본다. 위해 수준 5.0E-05 값에 해당하는 노출 측정치

와 호흡량으로 역산하면, 금번 연구 대상의 외기 평균농도 값 9.13㎍/㎥의

약 4.1배 수준인 37.6㎍/㎥에 호흡량은 10㎥ 일 때이다. 이는 한국 대기환

경학회 2009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에서 언급한 경기지역 대기중 농도의 평

균치 4.5ppb (환산시 5.53㎍/㎥) 값과 비교시에는 노출 농도는 약 6.8배이

고, 국내 매체별 폼알데히드 노출수준 조사 자료의 대기(n=212) 농도 10.22

㎍/㎥ 값과 비교시에는 약 3.7배 수준이다.

본 연구는 직접적인 목적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인 반응생성물

과 불순물로 존재하는 미량의 폼알데히드를 위해성이 큰 발암성물질이고,

작업환경 외에도 일반 사무나 실내 환경에서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교가 용이하므로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는 본 연구의 대상 회사에서는 일반 유기화합물질에 대비하여 폼알데히드

의 존재감이 너무 작아서 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많았고, 일반 유기화합물

질의 사용에 따른 제거 또는 관리가 1차적인 목적이었지만, 폼알데히드 같

은 간접적인 노출 가능 물질도 함께 제거 또는 통제 가능한 장치와 환기시

설이 이미 설치․운영이 되는 상태에서의 농도 측정․분석 자료를 통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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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결과 값과 설문을 통한 환경인식과 비교하다 보니 결과간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실험계획

으로 환기시설과 제어장치가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 가능한 모형(Pilot)을

통하여 관리 이전 상태의 발생(노출)만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를 해보고, 환

기와 제어 시설을 통한 관리 이후의 현실 자료와 비교한다면 각 인자별 특

성뿐 만 아니라 개선의 효과와 경제적 효율․효과성도 파악 할 수 있다고

본다. 설문지의 답변도 명목형에서 5점 척도형으로 구성한다면 빈도와 교

차분석 외에 더 다양한 통계기법의 활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연구의

대상 회사와 물질을 더 확대하고 측정․분석의 횟수와 기간을 충분히 확보

한다면 더욱 대표성과 객관성 및 재현성을 갖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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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공정과 다양한 신규 화학물질의 도입에 따른 위해

성이 큰 물질의 미량 사용 또는 반응 부산물 및 불순물에 대한 관리의 중

요성과 이에 따른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

에서, 작업․사무 환경 차이에 따른 해당 종사자의 근무현황과 환경인식도

를 설문 조사하고 포름알데히드의 노출을 측정․분석하여 실제 근무환경이

반영된 정량적인 위해성평가 결과를 산출하고 인식도와의 상관성을 파악하

여 사업장 단위의 유기화합물질 관리방안 수립에 활용고자 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사자의 설문을 통한 환경인식조사 결과, 작업․사무 환경(각군)

별로 직접적인 유기화합물질의 노출로 인한 자극 경험에 대해서 유기화합

물질의 취급, 작업강도, 교대근무, 오랜 근무기간에 따른 노출 자극, 불편함

과 건강상의 피해 경험과 근무환경의 오염정도 여부에 따라서, 일반현황

조사(Part-B) 항목은 성별, 연령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폼알데히드 노출로 인한 자극 경험에서도 대체

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일부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대적인 강도는 작았다. 이는 직접적인 유기화합물질

사용 대비 간접적(반응 부산물 또는 불순물 형태)으로 노출되는 폼알데히

드의 특성이 종사자의 심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직접적인 유기화

합물질의 사용과 취급에 따른 노출에 대한 자극 및 건강상의 영향 경험은

크고 의미 있게 받아드리지만, 익숙하지 않은 폼알데히드와 같은 간접적인

반응 생성물 또는 불순물에 기인한 노출에 대한 자극 및 건강상의 영향 경

험은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환경인식에서는 3

개 그룹중 사무군이 취급에 따른 노출과 자극의 영향이 적음에도 환경문제

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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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종사자의 작업/사무 환경별로 폼알데히드의 노출량 조사와 위해성

평가 결과, 노출량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던 유기화합물질 사용이 많은

공정A군은 위해도(확률)는 5.25E-06 (3.50±0.68㎍/㎥), 사용량이 적은 공정

B군은 4.28E-06 (3.44±1.39),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무군은 평균농도

1.20E-05 (.43±8.24)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환경은 오염물질의 배출 가능

성과 제품생산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철저한 환기․배기 관리가 되

고 있는데 반해서, 일반 사무환경에서는 일상적인 환기만 이루어지는데 기

인한다고 판단된다. 즉 환경(Area)별 시간당 환기 횟수의 차이와 배기 및

제거시설(Chemical Filter 등)의 설치 여부가 중요하다.

셋째, 종사자들의 환경인식도와 위해도 간에는 상관성이 없었고, 오히려

위해물질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종사자에게는 직접

적으로 유기화합물질의 취급(사용) 여부가 각종 자극과 환경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반응 부산물 또는 불순물에 의한 간접적인 폼알데히

드에 의한 노출과 위해성에 대해선 인지가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위해성이 큰 미량의 물질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취급과 검출 여부에 따른

농도 관리에서 벗어나 총량적인 노출량 관리와 위해성 평가․관리를 실행

하고, 후속적으로 이를 일반 종사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소통의 일환으로 홍

보하고 교육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는 종사자들의 작업․사무 환경에 따른 설문조사를 바탕으

로 환경인식도와 실제 작업형태별 호흡량을 반영한 폼알데히드의 정량적인

흡입노출량과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였으나, 설문

문항의 보완과 다양한 통계처리를 위한 5점 척도 답변 활용 및 조사 대상

회사와 물질, 측정 횟수와 기간을 충분하게 확대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많

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표성과 객관성 및 재현성을 더욱 확보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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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tudy on Risk Assessment to Formaldehyde

in an Electric Company’s Workers

Youngi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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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t seems that people are getting more interested in working

environment of workplace because of issues on incidence of leukemia

by trace of organic compounds. As new processes and various new

chemicals are introduced,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on the

slightest amount usage of carcinogens showing high risk or

byproducts and impurities is increased. According to that, researches,

studies and improvements about influences on environment, health are

needed. Furthermo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on this

is necessary considering increase in desires for workers' health, general

awareness and social cost expenditure.

In this study, therefore, formaldehyde which is a typical management

item of sick building syndrome (SBS) is measured and analyzed in

work places and office areas of an electronics company. Formaldehyde

is also widely used as sources of organic compounds and classified into

carcinogens along with benzene. This study also examines work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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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erception about environment and health issues of relevant workers

through a survey and shows correlations between risk assessment and

perception. These findings may assist to establish a management plan

of organic compounds in each place of business. Tests are carried ou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in each work place and office area and

main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according to states of working environment survey, the

employees concerned more seriously about dealing with organic

compounds, intensity of work, work shift, stimulus by long working

exposure, inconvenience, experience about damaged health and degree of

contamination in work environment. General status survey (Part-B)

revealed that sex and age make statistical differences. Similar results

were found on formaldehyde study but showed relative intensity small.

This suggests that formaldehyde character expressed indirectly as

byproduct or impurities than direct use as organic compounds is

reflected in mentality of workers'.

Second,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health risk assessment and

formaldehyde exposure level of workers in each work place and office

area. The results revealed that work place Processing A group which is

expected to show the highest exposure level and used lots of organic

compounds showed average concentration of 3.50±0.68 ug/m3 and risk of

5.25E-06. On the other hand, Office area working group expected to

show the lowest level showed average concentration of 14.43±8.24

ug/m3 and risk of 1.20E-05. This suggests that formaldehyde in work

environment could be discharged as not a target material of organic

compounds but a byproduct or impurities level. These findings may

reveal that appropriate management of ventilation and exhaust is done

from viewpoint of work place environment management bu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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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 ventilation is done in office area. Therefore, difference in

ventilation times per hour and installation of chemical filter is

important.

Third, there were no correlations between results of health risk

assessment and perception of workers.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direct treating organic compounds influences on various stimulus and

environmental perception. It also showed that workers had little

perception of indirect exposure and risk about byproducts or impurities

of formaldehyde. Therefore, it is needed for a paradigm shift from

control on concentration toward that on total quantity and risk

assessment,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as treating impurities

showing high risk.

In conclusion, risk of formaldehyde in working place of a company

showed 50% (5.25E-06) of outdoor air level which is 9.13±3.70 ug/m3

(1.07E-05) so reinforcement of local ventilation is needed from

viewpoint of maintenance and maximum value control. Risk of aldehyde

in office area showed 110% (1.20E-05) of outdoor air level so

systematic ventilation management are required.

This study results showed quantitative exposure level, risk

assessment and perception based on survey and workers' environment

of work place and office area but it is necessary to posses objectivity

and representativeness through a follow-up study which has more

target company and data number of times and period.

Key words : formaldehyde, indoor air quality, environmental perception,

exposure quantitative assessment, risk assess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