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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f a Foundry Worker with Localized Asbestosis:
an Uncommon Occurrence in Korea
Tae-Woo Kim, Dong-Hee Koh, Min-Gi Kim1), Seung-Won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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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Foundry workers are known to be exposed to silica and have an increased risk of silicosis. There are also reports that state these foundry workers were associated with asbestos-related change
in the X-ray results of the lungs. This report discusses a case of localized asbestosis developed in a
foundry worker who worked in 12 Korean foundries.
Case report: A 49-year-old man who worked at molding and melting for 30 years, presented with sore
throat, cough and yellow sputum for 1 month. From physical and clinical examination, pulmonary tuberculosis was highly suspicious; therefore, he was medicated for 6 months. After tuberculosis medication,
the radiological finding was reactivation of tuberculosis, and an asbestos body was detected at a transbronchial lung biopsy. During an operation, operators found multiple palpable masses and bullae localized in the right upper lobe (RUL) and performed right upper lobectomy and right middle lobe wedge
resection. Using hematoxylin-eosin stain and iron stain, we could detect asbestos bodies by light
microscopy. We analyzed the asbestos fiber burden in dry lung tissue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with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TEM-EDX). The fiber type was chrysotile and
the fiber burden was 23.26×106 fiber/g dry lung.
Discussion: This case study of a foundry worker with localized asbestosis is uncommon in Korea. We
found an occup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foundry worker and localized asbestosis through various
investigative techniques such as measurements taken at his working environment, clinical, radiological
and pathological examination of the foundry worker and mineralogical examination of the asbestos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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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근무하였고 그 사이에 약 1년간 휴직하였다. 조형공은 상
자형태의 테두리 안에 형틀을 넣고 약품 처리한 규사를

주물공장에는 다양한 유해인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다져 넣어 탄산가스를 주입한 후, 크레인으로 형틀을 뽑

중 석면은 파이프 피복재(pipe lagging), 보일러 덮개

아내는 조형 작업을 한다. 이 조형을 합친 내부에 쇳물을

(boiler covering), 환풍기 피복물(fan housing)의 절

주입하고 식으면 포크레인으로 조형을 분해한 다음 후처

연재, 석면이 함유된 장갑, 앞치마, 커튼 그리고 용선로

리 작업으로 넘긴다. 용해공은 온도를 높인 전기로에 쇳

1)

덩이를 넣어 녹인 다음, 녹은 쇳물을 조형 내부에 붓는

2)

(cupola)와 래들(laddle)에서 단열재로 사용되었다 .
외국의 연구를 보면, 미국 자동차 주물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서 석면 관련 질환이 증가했다는

업무를 한다. 작업장은 용해-조형-후처리로 이어지는 거
의 하나의 작업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고가 있고 , 뉴질랜드의 주물공장 근로자와 기술공에서

이학적 소견: 내원 당시 혈압은 120/70 mmHg, 맥박

폐암 및 악성 중피종의 표준화사망비(Standardized

수 70-80 회/분이었다. 병색은 보이지 않았고 심음은 규

2)

Mortality Ratio, SMR)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

칙적이었으며, 심잡음은 들리지 않았다. 양측 폐야에서

또한 미국 미시간의 주물공장 근로자, 특히 생산 업무 근

정상 폐음이 들렸으나 곤봉지가 관찰되었다. 기타 복부,

로자에서도 석면 관련 방사선학적 변화가 증가하였다는

사지, 신경학적 검사는 정상 소견이었다.

3)

직접 노출뿐만 아니라 방관자 노출(bystander

검사실 소견: 입원당시 대기 중 동맥혈가스검사에서

exposure)에 의해서도 석면 관련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

pH 7.44, PaCO2 41.5 ㎜Hg, PaO2 83.1 ㎜Hg, 산소

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석면방직업, 조선업,

포화도 97.6%이었다.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 5,800

조선수리업,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업 근로자들에 대한 석

개/㎕, 혈색소 12.9 g/㎗, 혈소판 332,000개 /㎕ 이었

면폐증 및 석면 관련 방사선학적 변화를 보고한 연구는

다. 폐기능검사에서 FVC 4.43 L(예측치의 113%),

4)

보고는

있으나 , 주물공장 근로자의 석면 노출에 대한 연구나

FEV1 2.88 L(예측치의95%), FEV1/FVC 65%,

증례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FEF25-75% 1.66 L/sec(예측치의 49%), PEF 7.09

5-7)

본 저자들은 30년간 주물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국한성 석면폐증에 대해 작업환경조

L/sec(예측치의 96%)로 소기도의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
을 보였다.

사, 폐 조직의 석면소체와 석면 함유량 분석 등을 통해

방사선사진 소견: 내원 시 실시한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작업 관련성을 평가하였기에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

에서 우상엽의 고립성 폐결절이 관찰되어 폐암과 폐결핵이

하는 바이다.

의심되었다. 흉부 CT에서는 우상엽 후분절에서 2×3 ㎝
크기 결절형 종괴 병변 내부의 불규칙한 공동화와 종괴 주

증

례

위의 중심소엽성 결절들이 다수 관찰되어 재활성화된 폐결
핵 육아종이 의심되었으나 폐암을 배제하지 못했다.

환자: 김 � � (남, 49세)
주소: 내원 1개월 전부터 발생한 목의 따가움, 기침,
노란 가래

임상경과: 경기관지생검을 통한 우상엽 조직에서 이상
소견 보이지 않고 항산균도 보이지 않았으나 기침, 가래,
재활성화된 육아종 소견 등으로 폐결핵이 의심되어 결핵

현병력: 내원 1개월 전부터 목의 따가움, 기침, 노란

약물요법을 실시하며 경과 관찰을 하였다. 치료 2개월 후

가래가 지속되며 심한 운동 시에 약간의 호흡곤란이 발생

실시한 흉부 단순방사선검사에서 병변이 호전되었으며, 치

하여 타 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료 6개월째에 시행한 흉부 CT에서도 호전 소견 보였으며

(Computerized Tomography, CT)를 실시한 결과 폐

증상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치료 7개월째에 실시한 흉부

의 우상엽에 종괴가 확인되어 확진 및 치료를 위해 내원

단순방사선검사와 CT에서 이전에 보이던 우상엽의 종괴

하였다.

같은 병변이 다수의 공동형성과 중심소엽성 결절로 변하여

과거력: 내원 5개월 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에서 비결
핵성 질환, 단독 폐결절, 폐간질 음영증가 소견과 당뇨
의심 소견 보였으나 치료하지 않았다.

기관지까지 퍼진 폐결핵의 재활성화나 공동을 형성하는 다
른 질환 또는 폐암이 의심되었다(Fig. 1).
확진을 위해 재실시한 우상엽의 경기관지생검 결과 육

개인력: 하루에 30개비씩 20년간 흡연하였고, 1주일에

아종은 보이지 않지만 몇 개의 작은 석면소체가 보이고

반 병정도 음주를 한다. 주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가

다양한 병소의 간질에 심하게 침착된 탄분 색소가 발견되

족 중에 석면 관련 직업력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어 석면폐증과 탄분증이 의심되고, 종류를 알 수 없는 몇

작업력: 1976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총 12곳의 주물

개의 기생충란 같은 구조가 있어 기생충 감염이 의심되었

공장에서 23년간 조형공, 7년간 용해공으로 총 30년간

다. 폐암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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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엽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염전(torsion)을 예방할 목

떨어진 곳에 조형공들이 작업하는 공간이 있었다. 이전에

적으로 우중엽 쐐기절제술을 실시하였고 인접한 2개의 림

는 후처리 작업도 같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프절도 절제하였다. 절제술 당시 우상엽에 국한하여 딱딱

작업장 밖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게 만져지는 종괴가 여러 개 있었고, 우상엽과 우하엽

로 해체 작업은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챔버를 들어올

에서 기포들이 보였다. 우상엽의 조직병리검사에서 육안

려 제거하고, 남은 축로제를 곡괭이 등의 도구를 이용하

적으로 비교적 구분이 잘 되지 않는 흰색과 검은색을 띤

여 제거하며 이때 많은 먼지가 날리고 있었다. 축로 작업

경화(consolidation)가 있고 우상엽의 25~50% 정도 침

은 해체된 로 내부에 천공된 부분을 백시멘트로 보수하고

범한 소견을 보였다. 또한 Roggli-Pratt modification

로의 내부를 얇은 절연제로 완전히 감아주고 그 위에 챔

8)

of the CAP-NIOSH system 에 따른 등급에서 2기

버를 얹고 로의 외벽과 챔버 사이에 축로제를 메우고 굳

(grade 2, 인접한 세기관지들 사이에 적어도 약간의 폐포

히는 작업이다. 우리가 작업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

가 정상적으로 남아있고, 폐포관 또는 호흡기 세기관지에

업환경조사를 실시하기 4개월 전까지 절연제로 석면포를

인접한 폐포의 두 층 이상을 침범한 섬유화의 신장)의 석

사용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절연제로 석면 대체 물질을

면폐증 소견이 보였으나 암세포는 보이지 않았다. 우중엽

사용하고 있다.

은 뚜렷한 병적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림프절은 반응성 과

작업환경조사 도중에 석면으로 의심되는 축로제, 전선

대형성(reactive hyperplasia)이 보였다. 수술 후 9일째

피복제, 절연제 2종 등 4개의 고형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

에 퇴원하였으며 기침과 인후통은 호전되었으나, 폐 절제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H-

의 영향으로 심한 운동 시 호흡곤란은 심해졌으나 시간이

7100, Hitachi, Japan)과 에너지분산 X선 분석기

지날수록 호전되었다. 현재 외래로 추적 관찰 중이며, 호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EDX,

흡기 질환은 치료를 받지 않고 당뇨병만 치료 중이다.

EX-200, Horiba, Japan)로 분석한 결과 전기로 하부

작업환경조사: 발병 당시 근무했던 주물공장과 그 이전

전선 피복제에서만 백석면이 1%를 초과해 함유되었을 뿐

에 근무했던 주물공장으로부터 입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른 고형시료에서 석면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은 없었고, 그로 인해 석면

전선 피복제의 해체 등이 실시되는 로의 배선과 관련된

에 대한 정기 작업환경측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보수는 주물공장에서 실시하지 않고 전문 보수업체에 맡

환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주물공장에서 로 해체 및 축

긴다.

로 작업 중에 작업환경을 조사하였다. 로 해체 및 축로
작업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출근하기 2시간 전에 시작한

석면분석: 절제술 후 파라핀 블록으로 제작된 폐조직을
환자의 동의 하에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다. 로 1개 당 3달에 1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문제가

1 ) 석 면 소 체: 병변이 있는 우상엽 폐 조직을 헤마톡실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보수 작업을 한다. 전기로는 약 2

린-에오신 염색(H&E stain)과 철 염색(iron stain)하

m 정도 되는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로에서 약 3 m

여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H&E stain에서 건락성

A

B

Fig. 1. Radiologic examination after anti-tuberculosis medication for 7 months. (A) More increased patchy
consolidation with some cavitary lesions in right upper lobe (RUL). (B) Previous mass-like nodule was
changed to multiple cavitary lesions, centrilobular nodules, and branching opacity in R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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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사가 있는 만성 육아종성 염증, 기관지 확장, 간질성

중 15~20%는 폐실질 섬유화증의 방사선학적 증거가 없

섬유화증과 출혈 소견 및 3개의 갈색 석면소체를 발견하

다 17). 고해상도전산화단층촬영(High Resolution

였고(Fig. 2A), iron stain에서도 아령 모양의 석면소

Computerized Tomography, HRCT)이 조기 진단에

체를 발견하였다(Fig. 2B).

도움이 되며, 특히 앙와위에서 실시한 HRCT가 초기 석

2 ) 석 면 함 유 량: 정상 소견을 보이는 우중엽의 파라

면폐증의 진단에 유용하다18). 그러나 HRCT도 조직병리

핀 블럭을 이용해 TEM으로 석면 섬유의 유무와 섬유의

학적으로 증명된 석면폐증이 정상적인 소견을 보일 수 있

형태, 길이, 결정구조를 파악한 다음 EDX로 석면 함유

어서 진단의 gold standard는 아니다19).

량을 분석하였다9-10). 건조 폐 조직에서 발견된 면비

본 증례는 주물공장에서 31년간 일을 해왔고, 1년간의

(aspect ratio)가 1:3 이상이고, 길이가 5 ㎛ 이상인 석

휴직기를 제외 하면 노출 기간이 30년으로 석면폐증이 발

면 섬유만 분석한 결과, 백석면만 확인되었으며 함유량은

생할 수 있는 잠복기와 석면 노출 기간을 충분히 만족한

23.26×106 fiber/g이었다.

다. 그러나 증상, 징후 그리고 이학적 검사에서 운동 시
호흡곤란과 기침, 곤봉지의 소견이 보이지만, 방사선검사

고

찰

에서 우상엽에 병변이 국한되어 있으며, 폐의 섬유화와
흉막반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 석면폐증의 진단이 어려웠

석면폐증은 다량의 석면 섬유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흡
11)

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병변위치가 호발부위인 폐기저

입해 발생하는 미만성 간질성 섬유화증이다 . 또한 석면

부가 아닌 폐상엽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는 석면폐증과 폐

폐증은 양-반응 관계가 있어서 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발

결핵이 동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경기관지

생률이 증가한다12). 간질성 섬유화증은 전형적으로 20년

생검에서 석면소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진단이 어려웠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지며 그 기간이 길수록 석면폐증 유병

것이다. 폐암이 의심되는 고립성 폐결절로 발현되었으나

13)

률은 높아진다 . 축적된 석면 노출 기간은 흔히 석면폐

조직병리검사를 통해 국한성의 진폐증으로 확진된 사례가

증이 있는 개인에게서 6개월 이상이었으나 노출 정도가

있는데20), 본 사례에서 병변이 우상엽에 국한된 것은 우

심하면 더 짧아질 수 있다14).

상엽에 폐결핵이 동반되어 석면이 침착하기가 쉽고 제거

석면폐증의 가장 흔한 호흡기 증상은 점진적인 호흡곤

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란이다. 전형적으로 운동할 때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국제노동기구(ILO)의 분류법21)

병이 진행되면서 호흡곤란도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

으로 수술 전 흉부 단순방사선사진의 판독을 의뢰한 결

외의 증상으로 기침, 흉통 등이 있다. 진찰 소견에는 폐

과, 양폐야에 1.5 mm 미만의 소원형 음영(p)과 소불규

15)

기저부의 흡기말 수포음과 , 석면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
13)

이 있는 곤봉지, 청색증이 있다 .

칙 음영(s)이 보이는 1형(1/2)의 진폐증이 보였고, 좌폐
야에 5 mm 이하(width a), 흉벽 외측의 4분의 1이하

흉부 단순방사선검사에서 전형적으로 폐기저부에 양측

를 침범(extent 1)한 흉막반이 보이며 결핵이 동반되어

성으로 작고 불규칙한 실질의 음영이 나타나며16),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흉부 CT에서 양폐야에 미만성의 경계가

지날수록 음영의 분포와 밀도가 폐중엽과 폐상엽으로 확

불분명한 미세결절이 보여 탄광부 진폐증이나 규폐증의

대된다. 그러나 조직병리학적으로 확진된 석면폐증 환자

가능성은 낮았으며, 석면폐증의 전형적인 중심소엽성 결

A

B

Fig. 2. Asbestos bodies with pulmonary hemorrhage in resected right upper lobe (A) H&E stain(×400) (B) Iron stai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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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양상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후 8개월 동안 추적 관찰

에 대한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24).

한 CT에서 변화가 없는 미세결절들이 보여 용접공폐나

본 증례는 환자가 직접 석면을 취급하지는 않았지만 주

흡연으로 인한 세기관지염의 가능성은 떨어졌다. 또한 우

물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용선로와 래들의 절연제로

상엽의 흉막 하부에서 흉막과 연결되고 내부에 저밀도의

사용된 석면과 다른 시설에 설치된 석면을 해체할 때 비

괴사를 동반한 결절이 보이고 추적 CT에서 그 수의 증가

산된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면이 함유된

와 공동 변화 소견이 보여 폐흡충증으로 의심되었다. 그

탈크를 이형제로 사용했다면 석면 노출량은 훨씬 많았을

러나 하부 양폐야에서 미세한 흉막반이 후외측에 보여 석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원에서 로 해체 작업 시에 동일

면 관련 폐 질환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와 더불어 수술

작업장 내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석면 노

전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보이는 소기도의 폐쇄성 환기

출 여부와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조사 4개월 전부

장애는 60갑년의 흡연력 뿐만 아니라 장기간 주물 작업을

터 석면을 사용하지 않아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면서 노출된 가스 및 분진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생

석면폐증 진단의 gold standard는 조직학적 검사인
데19), Helsinki 진단기준에 의하면 조직학적으로 폐 간

각된다.
미국의 주물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규폐증, 흉막반,

질의 섬유화와 1 cm2당 2개 이상의 석면소체가 보이면

석면관련 폐실질 질환의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각각

석면폐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26). 또한 석면소체의 수는

2.5%, 2.5%, 0.8%이었다2). 그리고 캐나다 구리 제련

석면폐증과 확실한 상관관계가 있고 진단에 특이적이다

공장 주물 근로자의 11%, 50세 이상의 21%에서 흉막

27)

22)

. 본 증례는 조직학적으로 2기의 석면폐증으로 진단되

변화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다 . 또한 주물공장 근로자

었고, 또한 건락성 괴사가 있는 만성 육아종성 염증, 폐

와 기술공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주물공의 폐

의 섬유화와 출혈 소견, cm2당 3개의 석면소체가 보여

암과 중피종의 표준화사망비가 각각 1.25, 6.58로 유의

폐결핵과 동반된 석면폐증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하게 높아 주물공장 근로자가 석면에 노출되었음을 알
3)

석면폐증은 건조된 폐 조직에서 석면 섬유 함유량이 증
가하며16), 석면폐증의 정도는 폐 조직의 석면 함유량과

수 있었다 .
뿐만 아니라, 미국 미시간에서 진폐증, 규폐증, 폐섬유

상관관계가 있다28). 석면 함유량 분석은 석면 노출과 석

화증으로 진단 받은 사람들 중 115명에서 석면 관련 흉

면 관련 질환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유용한 정보이고, 확

부 방사선학적 변화가 있었는데, 이들 중 주물공장에서

실한 노출력이 없거나 노출력을 모를 때 유용하다29).

일했던 사람이 57명이었다. 7명은 유지보수 업무, 40명

Helsinki 진단기준에 의하면 건조 폐 조직에서 5 ㎛를

은 생산 업무, 10명은 업무를 알 수 없었다. 40명의 생

초과하는 각섬석 섬유(amphibole)가 0.1×106 fiber/g

산 업무 종사자 중 조형공이 11명(27.5%)으로 가장 많았

이상, 1 ㎛를 초과하는 각섬석 섬유가 1×106 fiber/g 이

고, 일반 인부, 그라인드공, 주조공 순 이었다4). 이것은

상일 때 직업적 석면 노출 가능성이 높다26).

석면에 직접 노출되는 유지보수 업무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지만 이런 국제적인 진단기준에도 불구하고 본 증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생산 업무 근로자에서도 석

의 석면 함유량을 해석함에 있어 여러 제한점이 존재한다.

면 관련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밖에

첫째, 석면 함유량의 분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분석기

도 석면이 함유된 탈크(talc)를 주물사에서 이형제

관에 따라 정량 결과에 차이가 있다29). 그러나 분석기관별

(detaching agent)로 사용하였을 경우, 석면과 관련된

로는 매우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여 자체적인 참고자료와

방사선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23), 이

비교할 수 있지만30), 본 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분석

Table 1. Asbestos fiber content in general population
Reference

Study population

Case BW, et al.35)

81 deceased in Canada

Yu IJ, et al.36)

20 deceased in Seoul, Korea

Lim HS, et al.37)

22 deceased in Pohang, Korea

Asbestos type
Chrysotile
Tremolite
Crocidolite or amosite
Total
Chrysotile
Amphibole
Total
Chrysotile
Amphibole
Total

Asbestos fiber content (106 fiber/g dry lung)
0.033 - 0.089
000.0 - 0.101
0.006 - 0.012
0.048 - 0.202
0.12
0.14
0.26
0.06
0.06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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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비교자료가 없다. 둘째, TEM이

단할 때 근로자에서 발생한 석면폐증은 작업 관련성이 높

SEM에 비해 석면 검출능력이 좋기 때문에31-32), TEM을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용한 분석 결과를 SEM을 이용하여 분석한 Helsinki
진단기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33). 그래서 TEM을 이용한

요

약

우리의 결과는 Helsinki 진단기준에 적용할 수 없다. 셋
째, 백석면의 반감기가 각섬석에 비해 낮아서34) 각섬석과
33)

백석면 함유량을 같은 진단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따
라서 백석면만 검출된 우리의 결과는 Helsinki 진단기준
과 비교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배경: 주물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석면폐증의 작업 관
련성을 평가하고 그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30년간 주물공장에서 근무한 환자로 인후통, 기
침, 노란 가래가 있어 검사한 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치료

이런 제한점 때문에 일반인구의 석면 함유량과 비교하

하였으며, 치료 중 석면폐증으로 진단되었다. 작업 관련

여 보다 객관적인 해석을 하고자 하였다. 환경적 노출로

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폐 조직의 조직학적 검사에서 1

인해 일반인구 집단의 건조 폐 조직에서도 석면 섬유를

cm2당 3개의 석면소체가 발견되었고, 투과전자현미경으

볼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TEM을 이용하여 일반인구

로 분석한 석면 함유량은 23.26×106 fibers/g이었다.

의 건조 폐 조직 내 석면 섬유를 분석하였는데 종류는
6

다양하였으나 석면 함유량이 1×10 fiber/g을 넘지는

결론: 작업환경조사, 폐 조직의 석면 분석 등을 통해
작업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35-37)

않았다

(Table 1). 석면 성분에 차이가 있어 해석이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원의 결과가 훨씬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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