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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연구목적: 외형복원업체와 정비업체의 유해인자 발생현황과 일반적 특성을 파

악하고 혼합물 노출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2016년 8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본 연구에 동의한 수도

권 지역의 외형복원업체를 대상으로 유해인자를 측정하였으며, 일개 측정기관

에서 측정한 정비업체의 작업환경측정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검출된 유해인자는 외형복원업체가 평균 11.25개, 정비업체가 9.08

개가 검출되었으며, 평균농도는 외형복원업체가 대체로 높았고, 노출기준을 초

과하는 업체는 없었다. 혼합물 노출지수를 비교한 결과 각각 0.23, 0.06이며 

외형복원업체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

외형복원업체를 작업장소, 작업종류, 환기설비유무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실

내작업, 코팅작업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작업장소, 작업종류에서 유의하였다(P<0.002).

결론: 두 업체를 비교한 결과 외형복원업체에서 혼합물 노출지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외형복원업체를 작업장소, 작업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실내작업, 코팅작업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추후 외형복원업체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실태, 생물학적 모니터링, 작업환

경측정 등을 통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핵심어 : 자동차외형복원, 유기화합물, 혼합물 노출지수, 자동차정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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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그 중 우리나라는 약 3만8천여 종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400여 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추가로 사용되고 있다(노동부, 2005).

  산업 발전에 따른 공업화 과정에서 각종 유기화학물질이 사용됨에 따라 근

로자의 건강보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다량의 유

기화합물 사용 증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강장애가 점차 늘어나 유기화합물 

중독으로 인한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기화합물의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 부문, 도장 산업, 세척 산업, 유류저

장·출하시설, 세탁시설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관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자동차 

대수가 2,000만대를 초과하면서 자동차 정비업체의 증가(2009년 281,124개, 

2014년 303,569개) 와 함께 자동차 외형관리 산업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통계

청, 2009, 2014).

  외형복원업체는 자동차의 흠집제거, 찌그러짐 복원, 차량 광택, 자동차 코

팅, 실내 클리닝 등의 자동차 외장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기술이 

점차 고도화 되면서 차량의 구조적인 결함수리보다 기계적 수명을 늘리는데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차체가 고급화되면서 외관의 유지와 보수가 늘

어나 자동차 외형관리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자동차외형복원업체는 자동차정비업이 아닌 기타 서비스업 - 세차업에 포함

되어 있으며, 2006년 4,819개 종사자 251,832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4년 

6,571개 종사자 329,46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통계청, 20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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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외형복원업체는 컴파운드, 코팅제, 광택제, 페인트, 세척제 등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등 작업환경관리를 

시행하지 않으며 대부분 사업자등록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주, 종사자 모두 안전보건 및 화학적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

하여 열약한 작업환경에서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정비업, 네일샵, 미용실 등의 유사업종 종사자에 대한 건강실태 및 

유해인자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 외형복원업

종은 위험 요소가 많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작업 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자동차 외형복원업체의 유해인자 발생현황

과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정비업체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작업환경의 개선방

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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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공기 중의 유해물질 노출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기 

일부지역에 위치한 자동차외형복원업체 70개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내

용을 설명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조를 구했으며, 본 연구 협조에 동의한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1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자 51명을 대상으로 개인시료 포집기로 시

료채취와 성별, 나이, 작업종류, 작업환경 등 조사를 2016년 8월 1일부터 11

월 5일까지 수행하였으며 2016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시료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20일까지 안산 일개 측정기관에서 측

정한 51개의 자동차정비업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외형복원업체와 비

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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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및 분석 방법

2.1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자동차외형복원업체를 방문하여 작업내용, 작업시

간, 작업종류, 작업장크기, 근무자수, 작업환경, 환기설비유무 등을 선행하여 

체크하였다. 

  외형복원업체 중금속 노출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공기 중 중금속 시료측정은 

NIOSH의 공정시험법, cellulose ester membrane filter(직경37㎜, 공극크기

0.8㎛)에 개인용 시료펌프(MSA)를 연결하여 약 2ℓ/min의 유량으로 근로자 호

흡기 위치에서 6시간 이상 시료를 포집하였다.

공기 중 유기화합물을 채취하기 위해 공기 시료채취기(Permissible air 

sampling pump)가 사용되었다. 시료채취에 사용한 활성관 튜브는 미국 NIOSH

의 공정시험법에 따라, 유량은 0.01~0.1ℓ/min으로 근로자 호흡기 위치에서 

활성탄관(Charcoal tube 100㎎/50㎎, SKC Instrument Corp.)을 사용하여 6시

간 이상 채취하였다. 이후 튜브의 앞뒤를 플라스틱 마개로 밀봉한 뒤 실험실

로 옮겨 활성탄관을 깨뜨려 유리솜(glass wool)을 제거하였고, 앞에 있는 활

성탄(100㎎)을 미리 준비한 바이알에 넣고, 우레탄 폼을 제거한 후 뒤에 있는 

활성탄(50㎎)을 다른 바이알에 넣고, 이황화탄소(CS2)에 넣어 탈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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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석방법

   포집한 중금속 시료를 질산과 과염소산 혼합액(4:1)으로 회화시킨 후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방출분광기(ICP-OES)를 이용하여 분석한 후 공기 중 농도를 산

출하였다.

유기화합물은 자동 샘플러가 부착된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로 분석하였으

며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조건은 표 1과 같다.

정확도는 회수율(recovery)로 평가하였으며, 표준곡선 작성은 공전시험관에 

표준시료 원액을 각각 1㎕, 2㎕, 4㎕씩 넣고 이황화탄소(CS2) 1㎖를 넣어 추

출시킨 후 표준선을 작성 비교하였다. 

표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조건

Items Conditions

Instrument Agilent 7890A

Column HP-FFAP (25 m×0.32 ㎜×0.52 ㎛)

Detector FID(Flame Ionization Detecter)

Injector Temperature 250℃

Detector Temperature 300℃

Column Temperature 5 min at 35℃-120℃(10℃/min)

Flow rate N2 : 30 ㎖/min

H2 : 35 ㎖/min

Air : 350 ㎖/min

Column flow : 1.08 ㎖/min

Injection volume 1㎕

Split ratio 10 : 1

노동부가 고시한 작업환경측정방법(노동부고시 제 2016-45호, 2016)과 화학

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16-25호, 2016)에 따르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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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물질이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 혼재하는 물질 간에 물질 각각의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유해 작용은 가중되는 

것으로 하여 노출농도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하고, 그 수치가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주) C : 화학물질 각각의 측정치

    T : 화학물질 각각의 노출기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량분석에서 검출 및 측정된 유기화합물이 단순 가

중되어 작용하였을 것으로 간주하여 유해물질의 노출농도와의 비교는 위 식에 

따라 혼합물 노출지수로 평가하였다.



- 7 -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술평균, 표준편

차, 기하평균, 기하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였다.

  외형복원업체와 정비업체의 측정치가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어려웠으며 한 

쪽으로 치우쳐 왜곡(skewed)되었기 때문에 통계분석은 비모수 분석방법인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혼합물 노출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value < 0.05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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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자동차외형복원업체와 자동차정비업체의 유해인자 노출실태

  외형복원업체에서 금속류, 혼합 유기화합물을 포함하여 15가지 유해인자가 

검출되었으며, 평균 유해인자 수는 11.25개였다. 자동차정비업체에서 발견된 

유해인자는 총 20개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었으며, 평균 유해인자 수는 9.08개

였다. 외형복원업체와 정비업체에서 검출된 유해인자의 수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외형복원업체와 자동차정비업체의 유해인자 검출개수

업체수(N=51)

검출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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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금속류는 산화철, 알루미늄, 아연, 지르코늄이 검출되었으나, 

측정값이 0.001㎎/㎥미만으로 낮았으며 혼합 유기화합물은 14가지가 검출되었

으나 시클로헥사논, 부틸셀로솔브는 검출한계미만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이후 연구부터는 금속류, 시클로헥사논, 부틸셀로솔브를 제외한 12

가지 유기화합물에 대하여 혼합물 노출지수를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정량분석

에서 검출 및 측정된 유기화합물이 단순 가중되어 작용하였을 것으로 간주하

였으며, 유해인자의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는 표 2와 같다.

표 2. 유해인자의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유해인자 검출한계 정량한계 단위

아세톤 0.0098 0.0327 ㎎

초산메틸 0.0101 0.0338 ㎎

초산에틸 0.0097 0.0324 ㎎

메틸에틸케톤 0.0098 0.0327 ㎎

이소프로필알코올 0.0093 0.0311 ㎎

메틸이소부틸케톤 0.0091 0.0301 ㎎

톨루엔 0.0093 0.0309 ㎎

초산부틸 0.0085 0.0285 ㎎

에틸벤젠 0.0089 0.0296 ㎎

크실렌 0.0277 0.0922 ㎎

스티렌 0.0085 0.0283 ㎎

시클로헥산논 0.0071 0.0237 ㎎

부틸셀로솔브 0.0066 0.0220 ㎎

메틸알코올 0.2538 0.8452 ㎎

산화철 0.1948 0.6487 ㎍

알루미늄 1.2172 4.0534 ㎍

아연 0.1786 0.5946 ㎍

지르코륨 0.1875 0.6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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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형복원업체와 정비업체에서 검출된 유기화합물 평균농도

  

  외형복원업체와 정비업체에서 검출된 유기화합물의 각각의 평균농도는 그림 

2와 같다. 외형복원업체에서는 이소프로필알코올, 초산, 톨루엔 순으로 농도

가 높았으며, 톨루엔의 경우 노출기준의 30%를 초과하는 업체도 있었다. 정비

업체의 경우 모든 유기화합물은 1ppm미만으로 낮게 검출되었으며 메틸알코올, 

톨루엔, 크실렌 순으로 농도가 높았다.

그림 2. 외형복원업체와 자동차정비업체의 유기화합물 평균농도

ppm

업체수(N=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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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형복원업체와 정비업체의 혼합물 노출지수 비교

  외형복원업체와 정비업체에서 검출된 유기화합물은 12가지이며, 농도는 평

균 8ppm미만으로 측정되었다. 노동부고시에 따르면 화학물질이 2종 이상 혼재

되는 경우 물질 간에 각각의 유해성이 가중되는 것으로 하여 혼합물 노출지수

를 평가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동차정비업체 중 0.1이하는 48개였으며, 0.11이상이 3개였다. 외형복원업

체의 경우 0.1이하가 24개, 0.11이상이 27개였으며, 0.51이상인 업체도 3개가 

있었다. 

표 3. 외형복원업체와 정비업체의 혼합물 노출지수

업체 
혼합물 노출지수

합계
0-0.1 0.11-0.2 0.21-0.3 0.31-0.4 0.41-0.5 0.51이상

외형복원업체 24 12 8 2 2 3 51

자동차정비업체 48 2 0 1 0 0 51

외형복원업체와 자동차정비업체의 혼합물 노출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와 같다. 자동차외형복원업체의 평균 혼합물 노출지수는 0.16, 최대치는 

0.63이며, 자동차정비업체의 경우 평균이 0.03, 최대치가 0.31에 불과했다. 

노동부 노출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없었으며 두 업체 간에 혼합물 노출지수를 

Mann-Whitney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외형복원업체가 유의하게 높았다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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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외형복원업체와 정비업체의 혼합물 노출지수 기술통계량        N=51

variables AM SD GM GSD Range Criterion P-value

자동차외형복원 0.16 0.15 0.09 1.16 0.02 - 0.63 1
P<0.00

자동차정비업체 0.03 0.05 0.03 1.05 0.00 - 0.31 1

AM; arithmetic mean, SD; standard deviation, GM; geometric mean, GSD;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p-value by Mann-Whitne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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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형복원업체의 혼합물 노출지수 비교

외형복원업체와 정비업체에서 검출된 유해인자 개수와 혼합물 노출지수를 

비교한 결과 외형복원업체에서 높았으며, 혼합물 노출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작업장소, 작업종류, 환기설비 유무로 각각 분류하여 분석

하였고 결과는 표 5와 같다. 

외형복원업체 근로자의 작업장소를 실내작업과 실외작업으로 나누어 혼합물 

노출지수를 평가 하였으며 실내작업 시 0.23, 실외작업 시 0.06으로 평가되었

다. 혼합물 노출지수를 Mann-Whitney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실내작업에서 유의

하게 높았다(P<0.00).

외형복원업체의 작업종류를 코팅작업, 외형복원작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

다. 코팅작업은 자동차 표면에 코팅제를 도포하는 작업이며, 외형복원작업은 

찌그러짐, 긁힘, 도색 등 외형을 복원하는 작업이다. 혼합물 노출지수는 코팅

작업 시 0.24, 외형복원작업 시 0.06이며 분석 결과 코팅작업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

  환기설비 유무에 따라 외형복원 업체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환기설비를 

갖추고 있는 외형복원업체는 7개였으며, 이 중 국소배기설비를 갖추고 작업하

는 경우는 2개, 배기팬을 이용하는 업체는 5개에 불과하였다. 혼합물 노출지

수는 환기설비가 있는 업체가 0.15, 환기설비가 없는 업체가 0.25로 환기설비

를 갖춘 업체가 낮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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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작업장소, 작업종류, 환기설비유무에 따른 혼합물 노출지수

variables AM SD GM GSD P-value

작업장소

실내(N=30) 0.23 0.16 0.1 1.17
0.00

실외(N=21) 0.06 0.07 0.07 1.09

작업종류

코팅(N=29) 0.24 0.16 0.1 1.16
0.00

외형(N=22) 0.06 0.05 0.05 1.06

환기설비유무

      유(N=7) 0.15 0.11 0.13 1.1
0.679

      무(N=23) 0.25 0.17 0.1 1.17

AM; arithmetic mean, SD; standard deviation, GM; geometric mean, GSD;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p-value by t-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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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형복원업체 혼합물 노출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외형복원업체의 작업장소, 작업종류, 환기설비유무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회기모형 검증결과 P=0.05으로 적합하였으며, 변수들의 다중공산성은 없었

다. 또한 R2은 0.476로 47.6%의 설명력을  보였다. 

  각 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환기설비유무(P=0.218)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고, 작업장소(P=0.002)와 작업종류(P=0.001)에 대한 혼합물 노출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외형복원업체의 작업장소와 작업종류

에 따라 혼합물 노출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외형복원업체 혼합물 노출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51

독립변수 R2 B β t p VIF

혼합물 노출지수

작업장소

0.476

-0.126 -0.412 -3.338 0.002 1.368

작업종류 -0.131 -0.430 -3.696 0.001 1.215

환기설비유무 0.062 0.141 1.249 0.218 1.151

B; regression coefficient, β; parameter estimate,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p; p-value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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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는 주로 흠집제거, 찌그러짐 복원, 차량 광택, 자동차 

코팅, 실내 클리닝 등 외형관리를 하는 업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형복원

업체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업체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종사자들이 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코팅제에는 다양한 유해인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작업의 25%에 해당

한다. 코팅제 도포 시 작업자는 호흡기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유해인자를 다루

고 있어 호흡기에 의한 노출이 발생될 수 있으며, 환기설비도 미흡하여 유해

인자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유기화합물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피 용해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물질을 용해시킬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 휘발성이 높아 작업장 공기 중에 증기 상태로 존재하다 호

흡기 또는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된 후 여러 대사경로를 거치는 과정에서 

간, 신장, 중추 및 말초신경계 등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조규상, 1991).

  유기화합물의 일반적인 증상은 노출정도에 따라 눈, 피부 및 호흡기 점막의 

자극증상과 함께 중추신경계 억제 증상으로 어지러움증, 두통, 구역, 도취감, 

혼돈에 이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인 의식의 상실, 마비, 경련 및 사

망에까지 이르게 된다(MacFarland 등, 1986). 이러한 중추신경계 억제 증상은 

유기화합물이 갖는 중추신경계의 지방조직에 대한 친화성 때문이며, 일반적으

로 다량 흡입하면 마취작용을 나타내지만 마취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장기간 반복하여 흡입하면 만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대한산업보건협회, 

1992).

  사업장에서의 유기화합물 노출은 단일물질에 의한 노출이기 보다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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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유기화합물에 의한 노출이다. 노동부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에 의하면 화

학물질이 2종 이상 존재하는 경우 혼재하는 물질 간의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유해 작용이 가중되므로 노출

기준은 화학물질 각각의 노출기준에 대한 각각의 측정농도의 비를 더하여 수

치가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혼합 유기화합물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평가는 단일 유기화

합물에 대한 노출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혼성된 물질에 포함

되어 있는 각각의 유기화합물의 성분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노동부, 2016). 혼합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일시

적으로 고농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업종 및 공정별로 어떠한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는가에 따라 근로자들의 건강 및 보건관리, 직업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노동부, 2016).

  본 연구 결과 외형복원업체에서 검출된 유해인자 수는 평균 11.25개, 모든 

유해인자 측정치는 8ppm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자동차정비업체는 평균 9.08

개, 1ppm 미만으로 외형복원업체 보다 낮았다. 혼합물 노출지수는 외형복원업

체가 0.16, 정비업체가 0.03으로 외형복원업체에서 높았다. 노출기준을 초과

하는 업체는 없었으나 기준치의 50%를 넘는 업체도 3개 있었다. 이는 네일숍 

근로자들의 혼합 유기화합물 노출량에 대해 연구한 심정희(2008)의 연구와 미

용실 종사자의 호흡기 유입을 통한 휘발성 유기용제 노출에 대해 연구한 김명

우(2011)의 연구에서 크실렌, 시클로헥사논,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코올, 메틸

이소부틸케톤, 헥산, 톨루엔 등이 검출되었으나 공기 중 농도가 ACGIH의 TLV 

및 노동부의 노출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한 2가지 선행연구와 대체적으

로 일치하였다. 

  하지만 저 농도 일지라도 장기간 유기화합물에 노출될 경우 정신신경학적인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Gerr, Setz, 1992), 저 농도의 유기화합물에 만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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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기능의 만성장해를 일으켜서 피로, 감각이상, 기억

력 저하, 혼돈, 신경질, 불안증, 우울증 및 사지 무력감, 떨림과 같은 신경운

동장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규상, 1991).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

이 앞으로의 외형복원업체 작업환경관리 및 종사자 건강관리에 시사점을 알려

주고 있다.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은 중금속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들과 달리 

단기간 노출에 의해 즉각적인 신체 이상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나, 

단기간의 노출에 의한 증상은 짧은 기간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근로자들은 유기화합물에 의한 신체이상 증상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광묵, 1974). 때문에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근로자들

이 유기화합물을 건강에 유해한 물질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체보호 및 노출예

방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유기화합물의 경우 일시적으로 나타

나는 자각증상을 평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대응조치의 소홀은 건강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와 

함께 작업장에서의 환경개선은 물론 건강보호를 위한 제반 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야기하며, 산업보건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유기화합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자

신의 신체이상 증상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산업보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면 근로자 건강보호

를 위한 활동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총 4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조사 지역과 대상 선정자가 적었다. 추후 연구

에서는 조사 지역 및 대상자를 다변화 할 필요성이 있겠다. 

  둘째, 시간적 제한으로 3개월간 1회 조사가 이루어져 근로자들 간의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에는 일정기간에 동일집단 성격으로 조사가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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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셋째, 변수 통일의 제한으로 업체마다 작업시간, 취급하는 제품에 따라 발

생되는 유해인자의 양이 차이가 있어 조사결과가 외형복원업체 및 자동차정비

업체를 대표할 수 없다. 

  넷째, 측정방법의 제한으로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는 할 수 없어 

외형복원업체 종사자가 직접 노출되는 정도를 알 수 없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동차외형보건업체 근로자는 다양한 유해요인에 노

출되어 있으며, 산재보험가입 및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등 기초적인 건

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자동차정비업체와 비교할 때 보건학적 위험성

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외형복원업체에서의 유해요인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아울러 작업환경측정, 제도적 보호 장치, 

유해 작업별 산업보건관리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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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외형복원업체와 정비업체에서 작업 시 발생되는 유해

인자를 파악하고자 총 51개의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유해인자를 측정, 분석하

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자동차외형복원업체와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검출된 유해인자는 평균 

11.25개, 9.08개가 검출되었으며, 톨루엔의 경우 노출기준의 30%를 초과하는 

업체도 1개 있었다.

둘째, 자동차외형복원업체와 자동차정비업체의 혼합물 노출지수는 평균 

0.16, 0.03이며 외형복원업체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 노동부 노출기준

을 초과하는 업체는 없었으나 노출기준의 50%이상인 업체도 3개 있었다.

셋째, 외형복원업체 종사자를 작업장소, 작업종류, 환기설비유무에 따라 분

류하고 혼합물 노출지수를 비교한 결과 실외작업, 코팅작업에서 유의하게 높

았고(P<0.00), 환기설비유무에 따른 노출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P<0.679)

넷째, 자동차외형복원업체에서 혼합물 노출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작업장소, 작업종류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02)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외형복원업체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 노출 실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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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알아보았다. 외형복원업체를 정비업체와 비교한 결과 발생되는 유해인자

의 수, 혼합물 노출지수가 높았다. 또한 자동차외형복원업체를 작업장소, 작

업종류, 환기설비 유무에 따라서 분류하고 혼합물 노출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였다. 유기화합물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보건학적 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업체 근로

자를 대상으로 생물학적 모니터링, 작업환경측정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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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exposure of harmful factors of the 

automobile appearance restoration worker

Oh Seong Shi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aehoon Roh, M.D., Ph.D.)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rehend the harmful factor 

occurrence status an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ppearance 

restoration company and the repair company, and to examine th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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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an influence the mixture exposure index.

Subject and Method: The harmful factors were measured targeting the 

appearance restoration firms in the capital area, which agreed to this 

study from August 1st to November 5th, 2016, and it was compared with 

the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result of the repair firm for the 

analysis by one measurement agency.

Results of the Study: The number of the detected harmful factors was 

averagely 11.25 in the appearance restoration firm, 9.08 in the repair 

firm. The average concentration was mostly high in the appearance 

restoration firm, and no company exceeded the exposure standar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mixture exposure index, each one was 23% and 

6%, and the appearance restoration company was significantly 

high(P<0.00).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 appearance restoration firm into the 

working place, kind of work, and ventilation facility to analyze them, 

it was significantly high(P<0.00) in the indoor work and the coating 

work. As a result of conduct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evaluate the influential factors, it was significantly high in the 

working place and the kind of work(P<0.002).

Conclusion: As a result of comparing both firms, the mixture exposure 

index was significantly high in the appearance restoration firm, and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 appearance restoration firm into the 

working place and the kind of work to analyze, it was significantly 

high in the indoor work and the coating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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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uture, various studies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the 

harmful factor exposure state of the appearance restoration firm 

workers, biological monitoring, and measure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 

                                                                        
                                                                       

Key Word: automobile appearance restoration, organic compounds, mixture exposure index,

          automobile repair fi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