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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금까지 여러 역학 연구에서 산업단지 지역의 환경오염과 다양한 건강영향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환경오염이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 진행된 2 단계 산업단지 환경역학감시
사업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으로 조사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질환 증상과 암을 비롯한 급성, 만성 질환의 유병 경험률을 건강영향에
대한 결과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산업단지
노출과 건강영향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령, 성별, 흡연, 직업적 노출여부,
교육수준,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후,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기침 (OR = 1.18, 95%
CI = 1.06-1.31)과 가래 (OR = 1.13, 95% CI = 1.03-1.24)와 같은 호흡기질환
증상과 아토피 피부염 증상 (OR = 1.10, 95% CI = 1.01-1.21)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산업단지 지역 주민은 급성 안질환의 유병 경험이 대조지역에 비해 약 40%
높았고 (OR = 1.39, 95% CI = 1.04-1.84), 폐암과 자궁암의 유병 경험이 대조지역에
비해 각각 3.45 배, 1.88 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증상을 비롯한 일부 급성, 만성
질환의 유병 위험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향 후 산업단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는데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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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기오염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확인된 발암물질(IARC Group 1)이며 [1],
세계보건기구는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7 백만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대기오염에 의한 질병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Lelieveld 등의 연구에 의하면 조기사망에 대한 대기오염 기여도가 2050 년에는 지금의
2 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3].
대기오염은 화석연료의 연소, 산업활동, 폐기물 소각 등에 의해 발생한다. 대규모의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업단지는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금속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이 높은 농도로
배출되는 고정 오염원(stationary source)이다 [4].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노출되며 알레르기, 호흡기 증상과 천식, 만성기관지염, 폐
기능 저하, 피부 및 안질환, 심혈관질환, 암 등의 다양한 급성 및 만성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4-10].
지금까지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많은
역학연구가 수행되었다 [4]. 그러나 대부분 연구들은 암등록자료나 사망자료를 이용하여
생태학적 설계로 수행되어 혼란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검정력을 확보한 대규모의 역학 연구는 많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산업단지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목적으로 2003 년부터 ‘산단
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사업’을 시작하였다. 2011 년에 1 단계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2012 년부터 시작된 2 단계 사업에서는 매년 전국 5 개 권역(울산,
시화▪반월, 포항, 광양만권, 청주▪대산)별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된 연구대상에서 설문 및
생체지표를 조사하는 단면조사 방식의 환경역학감시 사업으로 전환되어 2015 년까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 진행된 우리나라 산업단지 환경역학감시 사업 에서
생산된 역학연구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단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 대조지역 주민의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의 증상과 다양한 급성, 만성 질환의 경험률을 비교·분석하므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 건강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붙여넣기 옵션  텍스트만유지(T) 를 선택합니다. 한글제목을 달아 줍니다. 각각의 글자
형식과 크기를 잘 지켜서 붙여넣어 줍니다. 순서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목: Cambria, 14pt, bold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 4 년간 수행된 5 개권역 (울산, 시화▪반월, 포항,
광양만권, 청주▪대산) 2 단계 산단 주변지역 환경역학감시 사업에 참여한 20 세 이상 성인
35,53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 26,689 명과 대조
지역 주민 8,841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산업단지 인근 지역은 산업단지에서 기인한
오염물질의 노출이 예상되는 인접 주거지역이며, 대조지역은 산업단지의 영향권 밖에
위치한 지역으로 정의하였으며, 조사지역 선정은 풍향 분포와 지형적 특성 및
대기오염물질 확산 모델링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모든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각
권역별 원시자료를 획득하여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개별 데이터를 대상으로
표준코딩지침에 따른 자료의 변환 및 정제작업을 진행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통합 데이터베이스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생활습관,
질병력, 환경 및 직업적 노출 정보, 식생활습관, 시간활동양상, 호흡기 및 알레르기 증상
경험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었다. 흡연 여부는 평생 동안 담배 20 갑 이상 피운 경우를,
음주는 원래 술을 못 마시거나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술을 안 마시는 경우를 비음주자로
정의하였다. 유해물질 직업적 노출 여부는 대상자가 일하는 곳에서 먼지(톱밥, 도로,
유리섬유, 실리카, 광산먼지 등), 흄(용접 흄, 납땜과 플럭스의 흄, 플라스틱 흄, 페인트 흄,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의 흄), 화학물질(유기용제, 본드나 레진 등)의 노출이 있는 경우
유해물질 직업적 노출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2)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증상과 급성 및 만성 질환의 정의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의 증상과 급성 및 만성질환
진단여부를 산업단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결과변수로 사용하였다.
호흡기질환 증상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 천명 증상으로 나눠 조사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대기 기침을 하거나 평소 깨어있는 동안 기침을 자주한다’와 ‘아침에 일어나면
대기 가래가 나오거나 평소 깨어있는 동안 가래를 자주 뱉거나 삼킨다’고 응답한 경우
각각 기침과 가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가슴이 갑갑하고 숨쉬기가 힘들었던
적이 있다’와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나 휘파람소리,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것이 난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호흡곤란과 천명 증상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알레르기 질환의
증상은 비염 증상, 피부염 증상, 결막염 증상으로 나눠 조사되었다.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재채기나 코막힘을 경험한 경우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있다고
정의하였으며, 가려운 피부발진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최소 6 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유행성 결막염이 아니면서 자주 눈이
가려운 적인 있는 경우 증상이 경우를 알레르기성 결막염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급성 및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조사 당시 해당 질환에 대한 평생 진단 경험이 있는 사람의
분율로 정의하였으며, 의사로부터 질환을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완치된 사람을
모두 유병자로 포함하였다.

3) 자료 분석
산업단지지역과 대조지역 간의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교육수준, 흡연율, 음주율,
거주기간, 직업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차이는 student’s T-test 또는 chi-square
test 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산업단지지역의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의 증상과 급성, 만성
질환 유병 위험이 대조지역에 비해 높은지를 검정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이때 단변수 분석과 이전연구들에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증상 및 질환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교육수준,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 흡연을
잠재적인 교란변수로 선정하여 보정하였다 [11-14]. 또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산업단지 지역주민에서 증상 경험 또는 유병 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확인된 기침, 가래 및
알레르기피부염 증상, 급성 안질환, 폐암, 자궁암에 대하여 주요 교란변수인 연령(50 세미만,
50 세이상), 흡연(비흡연, 현재 또는 과거 흡연), 직업적 노출 여부에 대한 층화분석을
실시하였으며, Breslow-Day 검정을 시행하여 각 층별 동질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조사시점에 따른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의 증상과 급성, 만성 질환 유병률과 유병위험의
시간적 변화 추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기간을 층화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AS software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2 단계 산단 주변지역 환경역학감시 사업에 참여한 산업단지 지역주민과 대조지역주민의
평균 연령은 각각 51.9±16.4 세, 52.6±16.1 세이었으며, 60 세 이상의 고령자가 산업단지
지역에 비해 대조지역에서 높게 분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
4 년간 균등하게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광양만권이 가장 많았고 대산 지역의 대상자가
가장 적었다. 두 군간의 성별, 체질량지수, 교육수준, 현거주지 거주기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흡연율과 음주율은 산업단지 지역에 비해 대조지역에서 높았다.
유해물질 직업적 노출률은 산업단지 지역 대상자가 대조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호흡기질환 증상 중 기침과 가래의 경우 대조지역에 비해 산업단지 지역 주민에서 높은
증상 경험률을 보였으며, 잠재적인 교란변수들를 보정한 후에도 산업단지 지역 주민의
기침과 가래 증상 경험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관찰되었다 [OR (95% CI) for
cough = 1.18 (1.06, 1.31), OR (95% CI) for sputum = 1.13 (1.03, 1.24)]. 하지만 호흡
곤란과 천명 증상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알레르기
질환의 증상 중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산단지역의 증상 경험 위험이 대조지역보다
유의하게 높았고[OR (95% CI) = 1.10 (1.01, 1.21)], 알레르기성 비염은 약 5% 증가된
위험이 관찰되었으며 경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OR (95% CI) = 1.05 (0.99, 1.12)] (Table
2).
산업단지 지역과 대조지역의 급성, 만성 질환의 유병률은 표 3 에 제시하였다. 급성질환 중
급성 안질환의 유병률이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잠재적인 교란변수들를 보정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OR = 1.39, 95% CI = 1.04-1.84). 급성
기관지염의 경우 산업단지 지역 주민의 유병 위험이 약 26%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p=0.135). 폐렴의 경우 산업단지 지역 주민에 비해 대조지역
주민에서 오히려 높은 유병률이 관찰되었다. 천식의 유병률은 산업단지 지역이 2.1%,
대조지역이 1.8%로 나타났으며, 산업단지 지역 주민의 유병위험이 대조지역에 비해 약 17%
높았고 경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산업단지 지역의 폐암과 자궁암의 유병위험이 대조지역에
비해 각각 3.45 배, 1.88 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표 3 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된 기침, 가래 및 알레르기 피부염 증상과 급성 안질환,
폐암, 자궁암 유병에 대하여 잠재적인 교란변수인 연령(50 세미만, 50 세이상), 흡연(비흡연,
현재 또는 과거 흡연), 직업적 노출 여부에 대한 층화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4). 각 층별
증상과 유병위험의 연관성의 동질성 분석 결과, 가래 증상에 대한 직업력 변수를 제외하고
잠재적 교란변수의 각 층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가래 증상의 경우 직업적 노출 여부에
따른 증상 위험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직업적 노출군 OR = 1.23, 95% CI = 1.09-1.40,
비노출군 OR = 1.01, 95% CI = 0.88-1.17, P for homogeneity = 0.034).
그림 1 은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의 4 년간 호흡기, 알레르기 증상과 질환의 유병률의
경시적 변화에 대한 결과이다. 기침 증상의 경우 2012 년이후 뚜렷한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가래 증상과 아토피 피부염 증상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U 형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성 기관지염의 유병 양상의 경우 전반적인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천식과 급성
안질환의 유병률은 감소하다가 2015 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Figure 1).

고찰

본 연구에서는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 4 년간의 2 단계 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역학감시자료를 통합하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호흡기 및
알레르기질환 증상 경험률과 암을 비롯한 급성, 만성 질환의 유병률을 대조지역 주민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조지역 주민에
비해 기침과 가래와 같은 호흡기질환 증상과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과 산업단지 지역 주민에서 급성 안질환, 폐암, 자궁암 유병 위험이 대조지역
주민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산업단지 주민은 대조지역 주민에 비해 평상시 기침과 가래와 같은 호흡기
증상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대기오염물질은 기도의 염증반응이나 자극을 야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5]. 기침 증상은 오염물질이 호흡기를 통하여 노출되었을 때 폐와
기관지로부터 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신체방어작용이며, 가래 증상은 노출된 오염물질에
의한 기도나 폐의 염증 반응에 의한 분비물 증가를 시사한다 [16]. 따라서 기침과 가래
증상의 증가는 산단지역 주민이 대조지역에 비해 더 많이 대기오염물질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 결과와 유사하게 이전 역학 연구들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의 증가 또는
산업단지 인근 거주에 의해 기침과 가래 증상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7-19]. 비록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호흡곤란, 천명 증상과 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 유병률 역시 산업단지 지역이 대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경험 역시 산업단지지역이 대조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우리 결과와 유사하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의 노출과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발생과 악화의 연관성이 이전 역학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20, 21]. 현재까지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은 혈청 IgE 증가와 Th2 사이토카인 발현 증가와 연관된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에 의한 염증 유도로 설명할 수 있다 [15, 22]. 또한 급성 안질환 역시
산업단지지역의 유병 위험이 대조지역에 비해 약 40% 높게 나타났으며, 이전 연구들에서
SO2 와 오존 같은 대기오염물질들의 외안부 노출이 결막염과 안구건조증 같은 안질환
발생과 연관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 [10, 23, 24].

지금까지 산업단지의 오염물질 노출과 암 발생 또는 사망의 연관성에 대한 수많은 역학
연구가 수행되었다 [1, 4, 25-30]. 명확한 발암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대기오염물질들은 인체 흡수되어 체내에서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공급원으로
작용하며, 산화적 스트레스는 세포의 단백질, 지질, 세포막, DNA 의 손상을 일으켜
궁극적으로는 암세포로 변화하는 데 충분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체불안정성(genomic
instability)야기한다 [31-33]. 본 연구에서 산업단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서 폐암의
유병 위험이 연령, 성별, 흡연, 직업적 노출여부, 교육수준,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후에도
대조지역 주민보다 약 3.5 배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Belli 등은 석유화학공장
2km 이내 거주가 폐암 발생을 약 3 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25], 그 밖에도
다수의 역학연구에서 산업단지 인근 거주와 폐암 발생과의 유의한 연관성이 보고되었다
[26-29]. 또한 우리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지역 여성 주민의 자궁암 유병 위험이
대조지역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주변 거주나 대기오염과 자궁암
연관성에 대한 보고는 없었으나, 초미세먼지 누적노출과 자궁 내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인
자궁근종 발생과의 유의한 연관성이 미국 간호사건강연구에서 확인되되었고 [34],
Umezawa 등은 동물모델에서 주요 대기오염물질 중의 하나인 디젤연소물질 노출과
자궁내막증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35]. 자궁암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대사이상과 에스트로겐을 비롯한 다양한 호르몬 분비 이상과의
연관되어 있으며 [36, 37], 다양한 대기오염물질들이 이러한 내분비 교란작용을 일으키는
물질들이다 [38, 39].
본 연구 대상 산업단지들에서 문제가 되는 배출오염물질은 미세먼지,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으로 거의 동일하였다. 하지만 각 산업단지가
다양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산업단지 별 주요 오염원 및 오염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여 산업단지 별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층화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Supplementary Table 1). 그 결과 일부 산업단지에서 특이적인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포항 산업단지의 경우 호흡기 및 알레르기 증상과 천식 유병 위험이,
시화반월 산업단지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증상이, 광양만권 산업단지는 급성 기관지염이
대조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가 산업단지의 특이적인 유해물질 노출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향후 검증이 필요하며, 특히 증상 경험건수나 유병건수가 많지
않은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는 통계적 검정력 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평생 증상 경험과 평생 진단 경험을 건강영향의 결과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노출과 건강영향간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불명확할 수 있으며,
단면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원인적 연관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 둘째, 동일한 노출지역이라 할지라도 노출거리, 바람의 영향 등으로 인해 노출의
강도가 균일하지 않음에도 노출지역 설정이 행정구역 단위(읍, 면, 동)로 이루어져 노출의
비차별적 오분류 가능성이 있다. 셋째, 비록 직업적 노출에 따른 층화분석에서 건강영향의
관련성 차이는 없었으나, 노출군일수록 산업단지 근로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직업적
노출과 환경적 노출의 영향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 산업단지로 인한
노출과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영향의 연관성 규명을 위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때
노출의 오분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과학적 노출 평가 기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된 제한점과 각 산업단지 지역별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수행된 대규모 환경역학감시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므로 산업단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높은 수준의 검정력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증상을 비롯한
일부 급성, 만성 질환의 유병 위험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향 후 산업단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는데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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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Environmental Health
Survey in the vicinity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 2012-2015, Korea
Industrial

Control

area

area

N

26,689

8,841

Age (yrs)

51.9±16.4

52.6±16.1

Age group (%)

P-value

<0.001
<0.001

~ 29

11.2

9.3

30 ~ 39

13.2

13.0

40 ~ 49

19.3

20.7

50 ~ 59

21.8

20.7

60 ~ 69

17.8

19.0

70 ~

16.7

17.4

Year of recruitment

0.6284

2012

6137

2092

2013

6741

2204

2014

6984

2292

2015

6827

2253

Regions

<0.001

Ulsan

3507

1131

Shiwha&banweol

6459

1881

Kwangyang bay

8461

2989

Cheongju

4071

1466

Daesan

726

240

Pohang

3468

1134

Sex, men (%)

45.6

45.9

0.602

Body mass index (kg/m2)

23.4±2.9

23.4±2.8

0.166

Education, <high school (%)

36.1

36.4

0.609

Current- or ex-smokers (%)

26.9

28.1

<0.001

Drinkers (%)
Duration of residence in current
address (yrs)
Occupational exposure, yes (%)

54.3

55.7

0.018

15.0±12.1

15.2±12.1

0.181

28.0

25.8

<0.001

Table 2. Comparison of prevalence of self-reported symptoms for respiratory
and allergic diseases, Environmental Health Survey in the vicinity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 2012-2015, Korea
N (%)
Industrial

Control

area

area

Cough

1772 (6.6)

500 (5.7)

Sputum

2194 (8.2)

645 (7.3)

Dyspnea

2114 (7.9)

629 (7.1)

Wheezing

818 (3.1)

250 (2.8)

OR (95% CI)

Pvalue

Respiratory symptoms

Symptoms of allergic rhinitis 5451 (20.5)
Symptoms of atopic
dermatitis
Symptoms of allergic
conjunctivitis
*

2435 (9.2)

4462 (16.8)

1.18 (1.06,
1.31)
1.13 (1.03,
1.24)
1.08 (0.98,
1.18)
1.06 (0.92,
1.23)

1710

1.05 (0.99,

(19.4)

1.12)

739 (8.4)

1.10 (1.01,
1.20)

1424

1.04 (0.97,

(16.1)

1.11)

Adjusted for age, sex, body mass index, smoking,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al exposure.

0.002

0.008

0.125

0.417

0.095

0.031

0.246

Table 3. Comparison of prevalence of doctor-diagnosed acute- and chronic
diseases, Environmental Health Survey in the vicinity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 2012-2015, Korea
N (%)
Industrial

Control

area

area

Acute bronchitis

203 (0.8)

55 (0.6)

Pneumonia

161 (0.6)

66 (0.8)

Acute eyes disorder

250 (0.9)

60 (0.7)

Acute dermatic disorder

168 (0.6)

48 (0.6)

271 (1.0)

90 (1.0)

Asthma

548 (2.1)

156 (1.8)

Sinusitis

593 (2.2)

200 (2.3)

Allergic rhinitis

2169 (8.2)

729 (8.3)

Allergic dermatitis

718 (2.7)

233 (2.7)

Allergic conjunctivitis

380 (1.4)

134 (1.5)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Hypertension
Stroke

5356
(20.1)
464 (1.8)

1839 (20.9)
136 (1.5)

OR* (95% CI)

1.26 (0.93,
1.70)
0.78 (0.59,
1.04)
1.39 (1.04,
1.84)
1.14 (0.83,
1.58)
1.00 (0.79,
1.28)
1.17 (0.98,
1.41)
0.96 (0.82,
1.13)
0.96 (0.88,
1.05)
1.00 (0.86,
1.17)
0.91 (0.75,
1.11)
0.99 (0.93,
1.06)
1.18 (0.97,

Pvalue

0.135

0.092

0.025

0.420

0.978

0.081

0.656

0.343

0.958

0.366

0.780
0.105

1.43)
Angina/ myocardial

558 (2.1)

191 (2.2)

Diabetes

2366 (8.9)

826 (9.4)

Anemia

910 (3.4)

301 (3.4)

Thyroid disease

820 (3.1)

299 (3.4)

Lung cancer

40 (0.2)

4 (0.1)

Stomach cancer

149 (0.6)

44 (0.5)

Colon cancer

88 (0.3)

24 (0.3)

Liver cancer

26 (0.1)

8 (0.1)

Breast cancer, female

78 (0.5)

28 (0.6)

infarction

1.01 (0.86,
1.20)
0.99 (0.91,
1.08)
1.02 (0.89,
1.17)
0.90 (0.79,
1.03)
3.45 (1.23,
9.66)
1.03 (0.73,
1.45)
1.21 (0.77,
1.91)
1.04 (0.47,
2.30)
0.91 (0.59,

0.869

0.809

0.735

0.129

0.018

0.858

0.405

0.922
0.685

1.41)
Uterine cancer, female

75 (0.5)

13 (0.3)

1.88 (1.04,
3.40)

*

Adjusted for age, sex, body mass index, smoking,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al exposure.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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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dd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of selected health events
according to age, smoking status and occupational exposure
Age group

< 50

≥50

Smoking
Phom status

Occupationa
Phom

ogenei

Non-

Ex-

ty

smoke smok
rs

ers

1.11

1.31

(0.97,

(1.10,

1.26)

1.55)

1.15

1.11

(1.02,

(0.97,

1.30)

1.28)

1.12

1.05

(1.01,

(0.89,

1.24)

1.23)

1.40

1.35

(1.01,

(0.76,

1.94)

2.40)

l exposure

ogenei
ty

Phom
ogenei

No

Yes

1.23

1.11

ty

Respiratory
symptoms
1.18
Cough

Sputum

1.17

(1.05, (0.97,
1.34)

1.41)

1.14

1.12

(1.02, (0.94,
1.27)

1.33)

Symptoms of

1.12

1.03

atopic

(1.02, (0.86,

dermatitis

1.24)

1.23)

1.26

1.63

Acute eyes
disorder

Lung cancer

(0.87, (1.03,
1.82)

2.57)

2.67

4.23

0.82
0

0.71
9

0.56
4

0.46
7

(0.61, (1.00, 0.64
11.63

17.99

)

)

Uterine

1.77

2.03

cancer,

(0.83, (0.79,

female

3.76)

5.24)

4

0.82
3

4.00
(0.95,
16.95)

9

0.75
4

0.50
6

0.96
6

2.89

(1.08, (0.94,
1.41)

1.31)

1.23

1.01

(1.09, (0.88,
1.40)

1.17)

1.10

1.11

(0.99, (0.94,
1.21)

1.31)

1.34

1.56

(0.95, (0.91,
1.87)

2.67)

3.41

3.31

0.27
4

0.03
4

0.95
2

0.60
9

(0.66, 0.74 (1.04, (0.43, 0.90
12.63

3

)

1.94

0.81

(1.05,

(0.08,

3.57)

8.59)

18

0.18

0.67
4

11.23

25.59

)

)

2.17

1.52

(0.98, (0.63,
4.83)

3.67)

9

0.5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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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emporal change of self-reported symptom for respiratory and allergic
diseases (A, B, and C) and doctor-diagnosed diseases (D, E, and F), Environmental
Health Survey in the vicinity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 2012-2015,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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