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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흄, 가스 및 다양한 분진에 매일 노출되는 근

로자들이 늘어난다. 시멘트 분진 노출에 의한 호흡기계 영향에 대하

여서는 일부 연구에서 폐기능의 감소 및 기관지염 발병 증가 등에 대

한 보고는 있지만 COPD(만성 폐쇄성 폐 질환) 및 진폐증 발병에 대하

여서 신뢰할 만한 연구보고는 찾기 어렵다.
서남의대 명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 동 일

한국의 시멘트 공장 근로자들의 

흉부엑스선 소견에 대한 연구
A study of chest radiological findings in Korea cement pla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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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공정은 크게 석회석 채광–원료생산 - 소성(클링커 생산) - 시멘트 분쇄/출하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1>. 제조공정 중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을 파악해 보면 원료 및 시멘트 분쇄

공정, 클링커 생산공정, 이송공정에서 방지시설을 통하여 미량이 배출될 수 있다.

공정별로 분석해 보면, 원료분쇄 공정은 전부 밀폐된 폐회로 내에서 설비가 가동되고 분쇄된 원료

는 전량 원료저장 사일로(Silo)로 운반되어 보관되어진다. 원료저장 사일로에서 인출된 원료는 예열공

정인 사이클론(Cyclone)으로 투입되어 탈탄산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온가스(Hot Gas)

와 열교환이 일어나면서 일부 원료가 스택(Stack) 전단에 설치된 급냉시설과 여과집진시설을 통과하

여 대기중으로 배출된다.

특히 진폐증 유발물질인 원석에 포함된 실리카는 소성과정에서 규산상태에서 규산염으로 변화하

는데 그 온도는 섭씨 750도 이상의 단계에서 주로 일어난다. 따라서 석회석 등 원재료가 소성과정을 

거치면 진폐증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같은 고유의 규산성분은 모두 규산염의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그림2>.

<그림1> 시멘도 제조공정의 도식화

출처: 한일시멘트 제조공정. http://www.hanil.com/html/business/bc_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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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성분진은 규산(silica)으로 석영(Quartz),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트리디마이트

(Trydimite)가 있으며, 규산염(Silicates, less than 1% crystalline silica)으로는 운모(Mica), 포틀랜드시

멘트, 솝 스톤(Soap stone), 활석(Talc), 흑연(Graphite)가 있다. 

규산(Silica)은 결정형(crystalline)과 비결정형(amorhpous)으로 구분되며, 결정형 유리규산은 매우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순수하게 비결정형 유리규산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거의 없으며 소

량의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고 있다. 결정형 실리카는 대기압, 573℃에서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

는 석영과 Low 석영이다. 온도가 더 올라가면 High 석영으로 바뀌며 1%의 부피 변화를 수반한다. 

1,025℃에서 High 석영은 High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홍연석)로 바뀌고 15%의 부피 변화가 

따른다. High 크로스토발라이트는 용융되기 시작하는 1,723℃까지 안정하다.

시멘트 공장의 특성상 석회석 광산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다수의 공장이 동해, 영월, 제천지역에 

밀접되어 있다. 채광, 운송 및 시멘트 제조과정에서의 분진발생은 집진시설을 아무리 잘 갖추었다고 하

더라도 비산먼지를 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연유로 2010년 초반부터 시멘트 공

장 인근 주민들의 COPD 및 진폐증 등 호흡기 질환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원회에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COPD와 진폐증이 시멘트 분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후 법정소송에서 COPD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 났으나 진폐증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환경요인에 의한 일반 주민들의 질병 발생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호

흡기 질환인 경우 환경요인이 공기를 통하여 전파하는 과정에서 희석됨으로 매우 저농도의 장기간 

<그림2> 소성과정에서 온도별 시멘트 화학반응 공정

출처: 시멘트과정과 에너지 절약. The energy conservation center. 2006.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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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a course of cooling, pebble-like black colored clinker is formed, which 

consists of the following components;

3CaO・SiO2 : referred to as Alite or C3S

2CaO・SiO2 : referred to as Belite or C2S

3CaO・Al2O3 : referred to as aluminate phase or C3A

4CaO・Al2O3・Fe2O3 : referred to as ferrite phase or C4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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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가능성이 높으며 질환자 또한 환경요인 뿐 아니라 가정, 일반 대기오염 등 특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멘트 분진과 같이 특정요인에 의한 일반 주민들의 호흡기계 

발병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주민들보다 노출강도가 훨씬 높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

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의 진폐증 발병의 원인이 시멘트 분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주민보다 훨씬 높은 시멘트 분진에 노출된다고 판단한 시멘트 공장 근무자, 10년 이상 근로자들

의 대상으로 흉부엑스선 사진을 확보하고 재판독하여 시멘트 분진과 진폐증 발생과의 관련성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시멘트 공장의 과거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총분진 

노출정도를 파악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흉부엑스선 재판독과 공장 환경조사 2부분으로 이루어 졌다<그림3>.

2-1. 10년 이상 근무자 흉부엑스선 판독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5개의 시멘트 회사 근로자 1,638명 중 10년 이상 근무자 1,188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이중 현장 근로자는 911명이며, 사무직은 277명이었다. 이들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 생

활습관, 거주력, 직업력 및 호흡기계 증상조사를 실시한다.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 중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시 촬영한 흉부엑스선을 확보한 사람은 989

명이었다. 흉부엑스선 판독은 노동부 진폐판정 경험이 있는 흉부전공 영상의학전문의가 판독하였다. 

판독소견은 정상, 진폐증, 진폐의증 및 기타(소견기록)으로 구분하였으며 진폐증이나 진폐의증자인 경

우 흉부 CT 촬영을 하도록 하였다<표1>.

시멘트 회사 공장위치 총원
10년 이상 근무자 수 최종 대상자

생산직 사무직 소계 동의자 엑스선 판독자

D사 삼 척 471 267 60 327 312 285

HA사 단 양 294 183 48 231 213 209

H사 영 월 271 181 56 237 174 163

A사 제 천 214 82 43 125 122 107

S사 단 양 433 198 70 268 262 255

계 1,683 911 277 1,188 1,083 989

<표1> 시멘트 회사별 조사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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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멘트 공장 환경조사

본 연구에 동의한 동해, 영월, 제천지역의 5개 시멘트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최근 및 약 10년전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를 확보하여 당시의 공장내 분진농도를 비교 분석하

였다. 또한 진폐증으로 과거 산재요양 승인된 근로자 현황 파악 등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은 10년 이상 시멘트 공장근무자(생산직 및 현장 내 사무직 포함)들로 조사대상자들의 평

균연령은 48.9±5.9(47.8-49.5)세 였으며, 근무기간은 평균 21.3±8.8(20.4-22.1)년이었다<표2>.

<그림3> 연구디자인 개요

연구진행
- 설문조사 심층분석
- 진폐전공 영상의학전문의에 의한 흉부엑스선 재판독
- 현장 조사 및 자료보완

대상자 및 자료구축
-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5개 시멘트 회사
-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동의서, 호흡기계 특화 설문지
- 최근 3년 이내 흉부엑스선 사본 확보

결론 및 고찰
- 시멘트분진과 진폐증에 대한 문헌고찰
- 흉부엑스선 판독결과와 설문조사 교차분석
- 결론도출 및 연구의 제한점 고찰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2016 August38

사업장별 조사대상자들의 흡연상태는 비흡연자가 7.2(5.2-9.8)%, 과거 흡연자가 43.6(39.3-46.2)% 및 

현재 흡연자가 49.2(46.9-55.7)%로 조사되었다<표3>. 이는 한국 남성 40대의 흡연율 39.7% 및 50대의 

흡연율 35.8%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보건복지부 의뢰 한국갤럽조사 2015. 5.17-6.10).

조사대상자들의 5년 이상 거주지와 사업장 또는 광산과의 평균거리는 1km 이내가 26.5%, 1~2km가 

16.2%, 2~10km 34.4% 및 10km 초과가 22.9%였다<표4>. 이러한 주거지와 공장과의 거리는 통상 근로자가 

공장 인근 주민들보다 생애 누적노출량이 높다고 판단하나 원거리 출근자인 경우 근무시간 통상 8시간은 

고농도에 노출되지만 나머지 시간인 경우 근거리 인근 주민들보다 공장분진 노출농도가 낮을 수 있다는 

이론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실제 생활권은 77%에서 공장으로부터 10km 이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사 나이(세) 근무기간(년)

D사
평균 49.54 21.23

표준편차 5.266 8.857

S사
평균 48.14 21.56

표준편차 7.103 8.229

A사
평균 49.17 21.05

표준편차 6.256 9.489

HA사
평균 47.78 22.13

표준편차 5.403 8.301

H사
평균 49.36 20.41

표준편차 4.709 9.313

합계
평균 48.78 21.33

표준편차 5.858 8.753

<표2> 사업장별 평균 연령 및 평균 근무기간

사업장
흡연상태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현재 흡연

D사
19 144 149

6.1% 46.2% 47.8%

S사
22 115 125

8.4% 43.9% 47.7%

A사
12 48 62

9.8% 39.3% 50.8%

HA사
16 97 100

7.5% 45.5% 46.9%

H사
9 68 97

5.2% 39.1% 55.7%

계
78 472 533

7.2% 43.6% 49.2%

<표3> 사업장별 조사대상자들의 흡연상태

사업장
5년 이상 노출원(사업장, 광산)으로부터 거주지 거리
1km 이하 1~2km 2~10km 10km 초과

D사
79 48 95 58

28.2% 17.1% 33.9% 20.7%

S사
51 44 66 43

25.0% 21.6% 32.4% 21.1%

A사
33 20 27 21

32.7% 19.8% 26.7% 20.8%

HA사
56 15 57 49

31.6% 8.5% 32.2% 27.7%

H사
24 22 71 39

15.4% 14.1% 45.5% 25.0%

계
243 149 316 210

26.5% 16.2% 34.4% 22.9%

<표4> 조사대상자들의 5년 이상 거주지와 노출원과의 거리

회사명
폐결핵 
과거력

(의증 포함)
고혈압 뇌심장병

기타
(호흡기계

질환)

D사 5 38 3 6

S사 6 17 1 4

A사 3 8 3 2

HA사 5 21 1 4

H사 3 18 3 5

계
1083명

22
2.0%

102
9.4%

11
0.6%

21
1.9%

<표5>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과거병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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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시 설문지상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과거병력은 비활동성폐결핵 및 의증자가 2.0%, 고혈압

이 9.4%, 뇌심장병이 0.6% 및 그 외 호흡기계 관련 질환자가 1.9% 였다<표5>.

3-2 흉부엑스선 판독 결과

본 연구 참여 동의자 중 엑스선 필름 미확보는 94명이었으며, 나머지 989명의 흉부엑스선 판독결

과 정상소견이 912명(92.2%)였으며 다음으로 비활동성폐결핵 27명(2.7%), 흉막비후 17(1.7%) 및 심미

대 13명(1.3)% 등이었다. 조사대상자 중에서는 진폐증이나 진폐의증자가 없어 추가 흉부 CT촬영자도 

없었다. 폐섬유화 소견자는 5명이었으며 이들은 고혈압 과거력자 1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과거력이 

없었고 이들의 세부 직종은 전기보수, 생산팀, 현장 품질관리, 운전 및 노무관리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장 근무자들이었다<표6>.

4. 고찰

진폐증은 분진의 흡입으로 인하여 폐섬유화가 진행되어 발생하는 제한성폐질환(restrictive lung 

disease)으로, 석탄광부폐증(coalworker’s pneumoconiosis), 석면폐증(asbestosis) 및 규폐증(silicosis)

이 전체 진폐증의 98% 이상을 차지한다.  

석탄광부폐증인 경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미국의 23개 주 1,439

판독소견
회사

전체
D사 S사 A사 HA사 H사

정상 262 212 92 190 156 912

판정미정(필름 없음) 27 37 15 4 11 94

개흉술후 상태 0 1 1 0 0 2

과거 늑골병변 2 1 0 0 0 3

무기폐 0 0 1 1 0 2

비활성폐결핵 5 2 8 9 3 27

심비대 3 3 2 3 2 13

폐섬유화 4 1 0 0 0 5

흉막비후 5 5 3 3 1 17

기타 4 0 0 3 1 8

계 312 262 122 213 174 1083

<표6> 조사 대상자들의 흉부엑스선 판독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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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광산 31,179명의 흉부엑스선 판독결과 2.8%의 유병률을 보였다.38) 한국의 진폐현황은 1966년부터 

2007년 10월까지「진폐법」과「산재보상법」상의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3만 9천명 중 7천명이 

사망하고 현재 생존 진폐재해자의 수는 약 3만 2천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진폐의증 재해자는 전체 

3,212명 중 태백시가 1,030명으로 32.1%로 가장 많고, 영월군이 다음으로 817명으로 25.4% 보고하였

다. 우리나라의 진폐증 환자 수는 노동부의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환자를 기준으로 1966년부터 2000

년말을 기준으로 누적환자가 약 17,000명 정도로 추정하였으며, 2005년 한해만 하더라도 1,565명이 신

규로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시멘트 공장 근로자 중 과거 진폐증으로 산재요양 승인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석탄광부폐증이

며 이들은 대부분 석탄광산 관련 직업력이 확인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시멘트 분진 자체에 의한 진폐

증 관련성은 반드시 시멘트 분진내의 결정형 실리카 농도를 고려해야 한다. Popovic 등(1985)은 시멘

트 분진에 의한 진폐증 발생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가정하에 53명의 시멘트 근로자들을 12년간 흉

부엑스선을 관찰 한 결과 35.8%는 변화가 없었으나 64.2%에서는 경미한 흉부엑스선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정형실리카가 원석에 5%, 시멘트에 1.85%가 포함된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Zhang 등

(1990)은 3명의 시멘트 공장 진폐증 사망자의 부검소견에서 폐조직내 시멘트 물체(cement bodies) 검

출하였으며 이러한 폐내 시멘트 물체는 시멘트 공정의 최종산물의 분진 물질(finished-cement dusts)

과 형상이 일치하여 시멘트 분진이 물리적으로 폐에 침착하여 진폐증 발병 가능성 시사한다고 보고

하였다.

진폐증 중 가장 흔한 형태로 호흡성 결정형실리카(respirable crystalline silica dust)의 노출에 의해 

발생한다. 규폐증은 흔히 3가지 형태로 분류하는데 ①만성규폐증: 가장 흔한 형태로 낮은 결정성 실

리카(crystalline silica)에 10년 이상 노출시 발생, ②진행된규폐증(Accelerated silicosis): 높은 농도의 

결정성 실리카(crystalline silica)에 5-10년 이상 노출시 발생, ③급성규폐증: 매우 높은 농도의 결정성 

실리카(crystalline silica)에 수주-수개월 노출시 발생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폐협회에서의 

규폐증 호발 직종은 아래와 같다.

① Highway and bridge construction loan and repair

② Building construction, demolition, and repair

③ Abrasive blasting

④ Masonry work

⑤ Concrete finishing

⑥ Drywall fin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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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Rock drilling

⑧ Mining

⑨ Sand and gravel screening

⑩ Rock crushing (for road base)

시멘트 분진과 진폐증과의 관련성은 첫째 이미 잘 알려진 이론으로서 시멘트 분진속에 포함된 결

정형 실리카에 의한 것과 둘째 아직 보고서마다 논란이 많은 시멘트 분진 자체에 여러 물질이 포함

되어 있어서 분진 자체로서 진폐 발병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상기 2가지 측면에

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시멘트 분진내 여러 물질에 의한 복합적 요인으로서 진폐증 발생 유무의 평가는 작업환경에

서의 총분진 농도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평가하고자 하였다. 포틀랜드 시멘트의 미국 환경위생협회

(OSHA) 및 국립산업안전보건국(NIOSH)의 허용농도(PEL) TWA는 총분진 농도 기준으로 10 mg/㎥이

며, 1% 미만의 결정형 실리카가 포함된 호흡성 분진기준으로는 5mg/㎥ 이며(참고 석탄분진은 1 mg/

㎥)이며, 한국의 기준도 제3종 분진으로 총분진 10 mg/㎥ 으로 분류되어 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으로 분류되어 있다.

D사인 경우 2003년도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따르면 포틀랜드 시멘트의 TWA기준으로 부서별 농

도는 1.31-1.74 mg/㎥ 으로 보고하였다. A사인 경우 201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따르면 부

서별 총분진 측정치는 0.278-0.897 mg/㎥으로 보고하였으며 개인시료인 경우 규산염의 TWA 기준으

로 0.28-0.55 mg/㎥ 보고 하였다. H사인 경우 부서별 총분진농도는 0.09-4.05 mg/㎥ 으로 보고하였다. 

조사자료가 확보된 3개사의 과거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근거로 한 총분진농도는 대부분의 부서나 

개인시료에서 기준의 10%인 1 mg/㎥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김남이 등(2007)이 2003년부터 2005년 사

이 춘천지역 대기 중 총분진 평규농도 134.1(25~628 μg/㎥)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공기 중 분진흡

입으로 인한 진폐증 발병관련성은 분진의 농도 뿐 아니라 분진 성분, 크기, 개인의 감수성 등 여러요

인이 작용한다. Douglas 등(1986)은 호흡성 석탄광산분진 허용농도(PEL)기준으로 2 mg/㎥ 평생노출 

근로자(약 45년 노출)는 폐 1g당 10 mg 이상의 분진이 침착하게 되어 폐의 진폐병변을 일으킬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국내의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 총분진을 기준으로 1 mg/㎥ 가정하더라도 

호흡분진(총분진의 50% 가정)의 경미한 섬유화 발병 가능 농도 2 mg/㎥ 의 25% 정도에 해당된다. 또

한 참고한 자료가 시멘트분진보다 진폐증 발병물질이 많이 포함된 석탄광산 분진을 감안하면 그 가

능성은 더 낮아진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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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ons 등(1987)은 2,640명의 미국 시멘트 공장 근로자들의 흉부엑스선을 사무직 대조군과 비

교 연구한 결과 흉부엑스선의 경미한 비정상소견의 발생률이 약간 증가하였으며 이는 흡연 차이

에 기인한 것이며 극히 일부에서 폐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하였다. 이들 공장의 평균 총분진 농도는 

2.90(0.01~78.61) mg/㎥, 호흡성 분진농도는 0.57(0.01~46.22) mg/㎥ 이었다. 호흡성 분진 시료(1,011개)

의 15%에서 결정형 실리카가 검출되었으며 결정형 실리카가 검출된 시료의 10%에서 그 농도가 0.05

를 초과하였다.

다음으로 시멘트 분진의 결정형 실리카에 의한 진폐증 발병관련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포틀랜드시멘트는 석회석을 주재료로 하여 섭씨 1,450도(최대 2,000도)까지 가열공정을 거쳐 최종 

산물인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가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원석에 포함되어 있던 진폐물질인 결정형

규산은 모두 녹아 규산염의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시멘트의 구성성분은 Alite, Belite가 주요 성분이며, 이들 물질은 하나의 화학구조로서 물질특성

을 나타낸다. 일부 학자들에 있어서 Alite, Belite의 화학적 구성성분이 CaO 및 SiO2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SiO2가 20% 정도 있다고 하여, 진폐관련 물질로 착각한 경우가 있으나 실제 포트랜드시멘트의 

SiO2는 결정형 실리카의 1% 미만이며, 규산염의 형태가 20%정도이다.

포틀랜드시멘트에 대한 국내 시멘트회사나 고용노동부의 표준 MSDS에서는 결정형 실리카를 포

함한 시멘트의 구체적인 구성성분의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세계 10대 시멘트회사인 경우 포

틀랜드시멘트의 MSDS 상에서 구체적으로 구성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결정형 실

리카는 중량대비 Lafarge 가 0~0.2%, Cemex가 0.01~0.02 %, Italcementi가 3% 미만, Votorantim가 

조사 광부수
평균누적 농도, 

mg/m3

평균 폐침착 농도, 
mg/m3 병리소견 병리소견 기준

31 136.9 5.4 M

경미한 섬유화 (국소적섬유화), CWP 미약26 192.1 5.8 M

26 140.6 7.0 M

43 194.6 11.3 F 직경 1~9mm 섬유성 병변 1개 이상

41 184.8 15.0 PMF 직경 10 mm 이상 섬유성 병변

<표7> 영국 석탄광산 근로자들의 호흡성 분진의 누적노출량, 폐의 침착농도 및 질병발병 관계

※ 광부인 경우 평생 누적 노출량은 호흡성 광산분진 122-180 mg/m3 정도이며, 이는 2 mg/m3의 농도에 35년 노출되면 연간 
1,740시간 기준으로 122 mg/m3에 해당되며, 45년인 경우 180 mg/m3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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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등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포틀랜드시멘트 분진 성분 중 결정형실리카에 대한 직접 성분분석은 근로복지공단의 직

업성폐질환연구소(2015)의 발표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데 0.01~0.64%라고 보고하였다.

Rank Company Country Capacity(Mt/yr) Plants

1 LafargeHolcim Switzerland 286.66 164

2 Anhui Conch China 217.2 32

3 CNBM (Sinoma) China 176.22 94

4 HeidelbergCement Germany 121.11 79

5 Cemex Mexico 87.09 56

6 Italcementi Italy 76.62 60

7 China Resources China 71.02 19

8 Taiwan Cement Taiwan 63.72 6

9 Eurocement Russia 45.18 17

10 Votorantim Brazil 45.02 41

Component
Percent

(By Weight)
CAS 

Number
OSHA PEL-TWA

(mg/㎥)
ACGIH TLV-
TWA (mg/㎥)

LD50(mouse, 
intraperitoneal)

LC50

Portland Cement* 100 65997-15-1 15 (T); 5 (R) 1 (R) NA NA

Calcium Sulfate* 2~10 13397-24-5 15 (T); 5 (R) 10 (T) NA NA

Calcium Carbonate* 0~15 1317-65-3 15 (T); 5 (R) 3 (R), 10(T) NA NA

Calcium Oxide 0~5 1305-78-8 5 (T) 2 (T) 3059 mg/kg NA

Magnesium Oxide 0~4 1309-48-4 15 (T) 10 (T) NA NA

Crystalline Silica 0~0.2 14808-60-7
[(10) / (%SiO2+2)] (R); 
[(30) / (%SiO2+2)] (T)

0.025 (R) NA NA

출처: Global cement companies 1~10 ranked by installed capacity and colour-coded by world region. 
Source: The Global Cement Directory 2016

Note: Exposure limits for components noted with an *contain no asbestos and <1% crystalline silica
출처: Material Safety Data Sheet of Lafarge Portland Cement. 2003.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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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형 유리규산(석영) 함량, 10개 업체

국내 제조사별 6가크롬 및 석영 함량

■ 전체평균 : 0.32%
■ 포틀랜드 시멘트 : 0.01 ~ 0.64%
■ 백시멘트 : 0.67%

Alite, Belite, Ferrite, Aluminate 주성분이며, Periclase, Quartz 미량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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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S_NiShi_hkl 62.12%
C2S beta(MUMVE) 17.60%
C3A cubic 4.15%
C4AF Coaltar 14.62%
Periclase 0.87%
Quartz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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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ner 등(1939)은 2,278명의 장기간 고농도에 노출된 시멘트 근로자들에서도 시멘트관련 진폐증

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진폐 발생의 원인이 시멘트 자체가 아니라 시멘트 속에 

포함된 유리결정형 실리카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포틀랜드 시멘트에는 그 양이 매우 적어 인체

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최근까지도 NIOSH 보고서에서도 인용하

고 있다.

HSE(1994)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반복 노출되면 비염, 만성기관지염, 경미한 흉부엑스선의 이상소견 

및 폐기능의 장애를 초래한다는 보고서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보고서의 질을 고려하면 시멘트 분진

에 의한 폐기능의 악영향 관련성은 완전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하였다.

5. 요약

본 연구 결과, 한국의 대표적 시멘트 5개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1,083명(94명 제외)들

의 흉부엑스선 판독결과 진폐증이나 진폐증의증자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이 근무한 부서의 과

거 총분진 평균 농도는 1 mg/㎥ 미만으로 진폐 발생 분진농도에 휠씬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시멘트 분진내 진폐발생물질인 결정형 실리카는 1% 미만으로 국내 시멘트 공장 근무자들은 포

틀랜드시멘트 분진노출에 의한 진폐증 발병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시멘트분진과 COPD 및 진폐증 관련성 주장은 언론

보도는 물론이고 일부 학자들에서 조차 시멘트분진 구성성분에 진폐증이나 폐암발생 물질인 실리카

(결정형 실리카)가 다량(20%)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잘못 인식한 큰 이유로 생각된다.

6. 제한점

조사대상자의 선택비뚤림(전수조사의 제한에서 오는 오차)을 확인하고자 대상자 이외의 근로자 68

명에 대한 흉부조사를 추가로 실시한 바 진폐의증자나 진폐증은 없었으며, 근로자 건강효과를 배재

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5개사의 창립시부터 조사시점까지 진폐증으로 산재요양 승인받은 근로자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이들 진폐증 확진자는 대부분 석탄광부폐증으로 과거 탄광관련 직업력이 확인되

었으나 자료를 검정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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