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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optimal analytical method for determination of urinary toxic arsenic (inor-

ganic arsenic and its metabolites) by HG-AAS (hydride generation-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In the analysis of

SRMs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method E (addition of 0.4% L-cysteine to pre-reductant and use 0.04M HCl as

carrier acid) showed the most accurate results compared with the reference values. In the analysis of 30 urinary samples,

analytical resul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 on the component of pre-reductant and the concentration of carrier

acid. When the concentration of carrier acid was higher, the analytical result was lower. The recovery rates of MMA

(monomethylarsonic acid) and DMA (dimethylarsenic acid) were varied by the concentration of pre-treatment acid and

carrier acid and hydride generation reagents. When the concentration of carrier acid was 1.62 M (5% HCl), the recovery

rates of DMA was 1%. The recovery rates of MMA and DMA in method E (=V) were 102% and 100%,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omponent and concentration of pre-reductant and carrier acid must be care-

fully adjusted in the analysis of urinary arsenic, and method E is recommendable as the most precise analytical method

for determination of urinary toxic ars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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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비소(As; Arsenic)는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로 환경

중에 널리 분포하는 금속물질로 지각 중 자연부존 함

량이 20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물질로서 지역에 따라 차

이는 있지만 자연적으로 지표면에 1.5~2 ppm 정도 존

재한다.1) 공기 중의 비소는 화산폭발, 산불 등의 자연

적인 오염원과 화석연료 연소, 자동차 배출가스, 흡연

등의 오염원에 기인한다. 또한 비소는 합금제조, 축전

기, 베어링 제조, 유리의 착색제 및 탈색제, 피혁 및

목재 방부제, 비산염 농약, 전자산업에 광범하게 사용

되고 있어 직업적 노출이 유발되고 있다.2)

비소의 급성독성은 피부, 점막 및 결막에 대한 국소

자극작용이다. 심하면 괴사도 유발될 수 있으며 고농도

를 섭취할 경우에는 위장관 염증과 출혈을 동반한 자

극, 복통, 구토, 설사, 저혈압 증상이 나타난다. 섭취 후

에 지연형 말초신경장해가 유발되어 운동장해 및 감각

장해를 일으킨다. Arsine에 급성 노출되면 혈관 내 용혈

이 유발되며, 복통, 황달 및 과뇨증이 초래된다. 비소의

만성노출은 피부, 호흡기계, 신경계, 간, 심순환계 및 조

혈계에 부작용을 초래하며, 피부와 호흡기계에 암을 유

발할 수 있다. 비소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은 원부위로부

터 지각이상 및 지각마비가 생기며, 중증인 경우에는 운

동장애로 근무력증이 생기고, 건반사가 없어진다. 대만

에서는 비소의 환경노출로 말초혈관의 경련과 괴저를

일으키는 ‘흑족병(black foot disease)’이 유발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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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소는 sulfhydryl(-SH)에 대한 친화력이 있어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켜 대사과정을 교란시킨다. 이

과정을 통하여 세포내 당 흡수, 당합성, 지방산 산화,

glutathione 합성 등의 대사반응에 영향을 준다. 비소는

DNA와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지만 DNA 메틸화 교

란, DNA 복구 억제, 산화적 스트레스, 신호전달 경로

변경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비소의 독성은 비소의 화학적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

어 무기비소(iAs; inorganic arsenic)가 유기비소에 비해

독성이 강하며, 3가 비소가 5가 비소에 비해 독성이 강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 EPA의 인체 노출평가에 따르

면 약 20% 정도가 독성학적으로 중요한 무기비소의 형

태였으며, 무기비소의 대부분은 음용수를 통하여 섭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의 주요 인체 노출원인 해산물 중의 비소는 대부

분 유기비소(arsenobetaine, arsenocholine, arsenosug-

ars, arsenolipids)로서 인체에 무독한 것으로 알려져 왔

으나 최근에 일부 유기비소(arsenosugars 및 arsenolip-

ids)는 DMA(dimethylarsenic acid)로 변환되어 인간에

게 잠정적인 독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5-7)

Brima 등7)도 식품에서 유래된 유기비소 중에서 arseno-

betaine은 대사되지 않은 상태로 요로 배설되고, arseno-

sugars 및 arsenolipids는 일부 DMA로 전환되어 요로

배설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소화기로 섭취된 수용성 비소는 60~90% 흡수된다.

흡입을 통한 흡수는 소화기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부를 통한 흡수는 경미하다고 보고되고 있다.3) 인체

에 흡수된 5가 비소는 3가 비소로 전환되며 대부분의

무기비소는 MMA(monomethylarsonic acid)와 DMA로

대사되어 대부분 신장으로 48시간 내에 배설된다.3) 생

체내 흡수된 무기비소는 대부분 요를 통하여 배설되며,

비소에 노출된 후 3일 이내에 50~80% 정도가 체외로

배설된다고 알려져 있다. 요중으로 배설되는 비소화합

물의 농도는 인종 및 식습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

나 무기비소와 그 대사체 중에서 DMA가 약 70%,

MMA가 15%, 무기비소가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7) Hata 등8)은 식이를 조절하지 않은 일반

인 210명을 대상으로 요중 비소화합물의 함량을 조사

한 결과에서 총비소의 중앙값이 141.3 µg/l이며, 이 중

arsenobetaine이 61.3 µg/l로 가장 많았으며, 무기비소와

그 대사체(MMA와 DMA)의 합은 54.0 µg/l이며,

DMA가 45.7 µg/l로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유해물질의 인체 독성정도와 인체 노출량 등을 고려

하여 오염원별 유해 환경오염물질 관리 우선순위를 선

정한 자료에서 비소는 1997년 이후로 수년째 관리대상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9) 이러한 비소에 대한 인체 노출

평가는 인도, 중국, 대만, 멕시코 등 고농도의 비소에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다. 요중 비소의 분석법으로는 HG-AAS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coupled to hydride

generation), HPLC-ICP/MS (high performance liq-

uid chromatography coupled to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HPLC-HG-atomic fluo-

rescence spectrometry (AFS)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10) 국내에서는 대부분 측정이 간편하고 경비가 저

렴한 수소화물 증기발생기가 부착된 원자흡수분광광도

계(이하 HG-AAS)를 이용하여 요중 비소를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국가산업단지 및 폐광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요중 비소를 측정한 결과 적게는

2.0 µg/gcreatinine에서 많게는 15.48 µg/gcreatinine으로

보고되고 있다. A산업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요중 비소(iAs, MMA 및 DMA)는 조사군 8.79

µg/gcreatinine, 대조군 8.93 µg/g creatinine; B산업단지

의 경우 조사군 2.3 µg/gcreatinine, 대조군 2.0 µg/gcre-

atinine; C산업단지의 경우 조사군 15.48 µg/gcreatinine;

D산업단지의 경우 조사군 4.46 µg/gcreatinine,11) 충남과

충북의 폐광지역 주민의 경우 조사군 각각 10.95 및

7.96 µg/g creatinine, 대조군 9.82 및 7.49 µg/g creati-

nine으로 보고되었다.12) 각 보고서 간의 요중 비소 측정

치에 차이가 매우 크고, 인근 동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농도와 비슷한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HG-AAS를 이용한 요중 비소분석에서 요 시료의 전

처리와 수소화물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산의

농도가 요중 비소 분석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13-16) 국내에서는 요중 비

소의 분석시 전처리에 대부분 진한염산을 사용하고 있

고, 수소화물발생에 사용하는 산의 농도는 5%, 3%,

1%, 0.1% 등 다양하기 때문에 각 기관 마다 서로 다

른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해산물 섭

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양인의 경우에는 서양인에 비

해 요중 DMA가 높은 농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동산

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DMA가 과소평가됨으로써 요

중 비소농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

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요중 무기비소, 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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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 등 비소 종류에 대한 정확한 참고치가 없으며,

HG-AAS를 사용하여 요중 비소 분석시 시료의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산과 이동산의 농도 및 환원제가 결

과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또한 국

내에서 요중 비소를 분석하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예비

환원제로 KI(potassium iodide)-AA(ascorbic aci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환원제에 대한 비교 연구

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요중 비소 분석에 널

리 이용되고 있는 수소화물발생법-원자흡수분광법(HG-

AAS)에서 시료의 전처리 방법과 수소화물증기발생에

이용되는 산의 농도가 분석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표준인증물질(standard reference material, 이하 SRM)

과 요 시료를 사용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요중 비소(무

기비소와 그 대사체인 MMA와 DMA) 최적분석법을

제시하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실험재료

1) 시약 및 표준물질

예비환원제 및 환원제로 사용한 potassium iodide

(KI), ascorbic acid (AA), sodium borohydride (NaBH4)

및 sodium hydroxide (NaOH)는 Sigma-Aldrich사

(USA) 시약을 사용하였으며, L-cysteine (C3H7NO2S)은

Dae Jung chemical (Japan), 염산(HCl)은 동우화인켐

(Korea)로부터 구입하였다. 

요중 비소를 분석하기 위한 검정곡선용 표준용액은

비소(III) 표준용액(1000 µg/ml, Kanto chemical com-

pany, Japan)을 1 µg/ml으로 희석하여 초순수로 5~

120 µg/l의 농도로 분석시마다 단계별로 희석하여 제조

하였다. 사용한 모든 시약은 초순수(탈이온수, 18.2MΩ

이상)로 조제하였다.

SRM (standard reference material, 표준인증물질)은

ClinChek-Urine control for trace elements (Recipe

chemicals, Order No.8847-8848, Germany) Level I과

Level II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분석기기 및 장치 

분석기기는 자동시료 주입장치(autosampler, ASC-

6100, Shimadzu, Japan)가 장착된 원자흡수분광광도계

(AA-6800, Shimadzu, Japan)에 hydride vapor gener-

ation 장치(HVG-1, Shimadzu, Japan)를 부착하여 사용

하였다. 

기기의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Atomic muffle

furnace를 이용하여 900oC에서 원자화시켰으며, 속빈음

극램프는 비소 전용램프를 사용하였고, 운반기체는 부

피백분율 99.999% 이상의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였다.

분석시 수소화물 발생장치에 사용하는 환원제는 NaBH4

와 NaOH의 혼합액에 소포제(다우코닝R DB-110A)를

미량 넣어주어 수소화물 발생장치의 기-액 분리기에서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3) 생체 요 시료 

충남지역의 일부 대학생의 요 시료를 사용하였다. 요

시료는 멸균처리된 50 ml 스페시멘 컵에 요 30 ml 이

상을 개인이 직접 받아 오는 것으로 하였고, 분석직전

까지 냉동보관하였다. 시료는 분석하기 전에 roll-mixer

로 최대한 균질화시킨 후 분취하였다. 

2. 시료 전처리 및 분석방법

HG-AAS를 이용한 요중 비소분석에서 요 시료의 전

처리와 수소화물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산의

농도가 요중 비소 분석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요 중 비소분석에서 서로 다른 이동산을 사용하고 있

고, 그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요중 비소의

분석에 이용되고 있는 방법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

행한 생체시료 중 환경유해물질 분석 매뉴얼에 기재된

방법 및 전처리에서 저농도 산 및 L-cysteine을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요 중 비소 (무기비소와 그 대사체)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전처리 및 수소화물 발생시약의 농

도 및 조성은 Table 2와 같다.

1) 시료 전처리 및 표준용액 조제

SRM 및 요 시료의 전처리는 1 ml의 시료에 5가지의

방법별로 전처리용 산 및 예비환원제(KI/AA)를 각각

1 ml씩 넣고 roll-mixer를 사용하여 60분간 반응시켰다.

Table 1. Instrumental operating conditions for the deter-

mination of arsenic in urine by HG-AAS

 Items  Conditions

 Measurement signal mode  Peak height

 Background correction mode  BGC - D2

 Wavelength  193.7 nm

 Slit width  1.0 nm 

 Lamp current  12 mA

 Carrier gas  Argon 

 Cell temperature  9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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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응액에 초순수 7 ml를 가하여 최종 분석시료가

10 ml가 되도록 조제하였다. 검정곡선용 표준용액도 시

료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바탕시료는 생체시료 대신 초

순수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비소 분석을 위한 검정곡선용 표준용액은 비소(III) 표

준용액(1000 µg/ml, Kanto chemical company, Japan)

을 1 µg/ml으로 희석하여 초순수로 5~120 µg/l의 농도

로 분석시마다 단계별로 희석하여 제조하였다. 표준용

액 4개 이상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

으며, calibration curve의 상관계수(r)가 0.999 이상일

때 요중 비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요중 비소 분석

상기의 방법에 따라 전처리한 검액의 흡광도를

hydride vapor generation법(원자화 온도: 900oC)으로

측정하고, 미리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시료중의 비소

농도의 양을 구하여 농도를 산출하였다. 실험실 바탕시

료에 대해 동일한 조작을 하여 측정된 흡광도로 보정

하였다.

3) 분석방법에 따른 MMA와 DMA 회수율 검정

요중 비소 분석방법에 따른 MMA와 DMA의 회수율

을 검정하기 위해 Supelco사(USA)로부터 dimethyl

arsenic acid와 disodium methyl arsenate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농도범위가 각각 10, 20, 40, 80 µg/l가 되

도록 초순수로 희석하여 조제하였다. 분석방법에 따른

MMA와 DMA의 회수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한 전

처리 및 분석방법은 Table 3과 같다. 시료 전처리 및

분석방법은 상기의 분석법 비교에서 사용된 절차와 동

일하게 시행되었다.

한편 해산물 중의 유기비소가 인체에서 DMA로 대

사되어 해산물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아시아인의

요에 DMA가 고농도로 존재하며, 분석방법에 따라 가

장 많이 영향을 받는 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초순수

에 DMA를 첨가하여 가장 양호한 회수율을 보인 분석

방법 V를 이용하여 요 시료에 DMA를 첨가한 후에

회수율을 측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분석방법에 따른 SRM 및 요 시료 분석결과 비교

HG-AAS에 의한 요중 비소 분석방법을 달리하여

SRM(standard reference material, 인증표준물질)을 분

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방법 A~D는 국내

요중 비소 분석기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전처리에는 대부분 농염산을 사용하고 이동산으로는

0.1, 1, 3, 5 또는 10% 염산을 사용하고 있다. 분석방

법 E는 요중 비소 분석에 있어 산의 농도가 많은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과 전환원제로 L-cysteine를 사용하면

비소 화합물의 수소화물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

Table 2. Various analytical methods for determination of arsenic in urine by HG-AAS

Method
Pre-treatment reagents Hydride generation reagents

Acid Pre-reductant Carrier acid (HCl) NaBH4/NaOH

 A  c-HCl 5%KI/5%AA  0.04M 0.5%/0.05%

 B c-HCl 5%KI/5%AA  0.97M 0.5%/0.05%

 C c-HCl 5%KI/5%AA  1.62M 0.5%/0.05%

 D c-HCl 5%KI/5%AA  3.24M 0.5%/0.05%

 E 0.4M-HCl 5%KI/5%AA+0.4% L-cysteine  0.04M 0.6%/ 0.5%

c-HCl: Concentrated hydrochloric acid, AA: Ascorbic acid, KI: Potassium iodide

Table 3. Various analytical methods for recovery rates of MMA and DMA by HG-AAS

Method
Pretreatment reagents Hydride generation reagents

Acid Pre-reductant Carrier acid NaBH4/NaOH

 I c-HCl 5%KI/5%AA 0.04M HCl 0.5%/0.05%

 II c-HCl 5%KI/5%AA 1.62M HCl 0.5%/0.05%

 III 0.4M-HCl 5%KI/5%AA 0.04M HCl 0.5%/0.05%

 IV c-HCl 5%KI/5%AA 0.04M HCl 0.6%/0.5%

 V 0.4M-HCl 5%KI/5%AA+0.4% L-cysteine 0.04M HCl 0.6%/0.5%

c-HCl: Concentrated hydrochloric acid, AA: Ascorbic acid, KI: Potassium iod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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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선택한 방법이다.13,14,17) 

분석방법 E를 사용하였을 때에 Level I과 Level II의

측정값이 각각 43.25 µg/l와 78.82 µg/l로 SRM target

value인 41 µg/l와 82 µg/l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

났다. 방법 E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은 전처리시 사용되

는 산과 예비환원제 및 수소화물 발생시약의 환원제 농

도를 일치시키고 이동산의 농도에 변화를 주어 SRM

분석결과 Level I의 경우 정확도(accuracy)는 방법 A가

81.0%, 방법 B는 78.5%, 방법 C는 89.2%, 방법 D는

81.6%로 SRM target value보다 낮은 값을 보였으나

허용범위 내로 나타났다. 그러나 SRM Level II의 경

우에는 방법 E를 제외한 나머지 분석방법들은 모두 정

확도가 69.8~74.9%로서 25% 이상 낮게 분석되었고,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서 분석방법 E(낮은 산 농도 및 L-cysteine 첨가)가 요

중 비소 분석에서 정확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각 분석방법별로 30개의 생체 요 시료(충남권에 소재

하는 모대학의 학생들)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방법 A~D는 요 시료의 전처리시 사용하는 산과

환원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동산의 농도만 0.04 M

부터 3.24 M까지 증가시켰다. 요중 비소 분석결과 방

법 A의 경우 GM (geometric mean)이 7.57 µg/l, 방

법 B의 경우 5.39 µg/l, 방법 C의 경우 4.73 µg/l, 방

법 D의 경우 2.83 µg/l로 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측정

값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방법 E의 경우에 측정값

이 30.67 µg/l로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수년간 국가산업단지 및 폐광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소에 대한 노출평가를 한 결

과 요중 비소 농도가 적게는 2.0 µg/gcreatinine에서 많

게는 15.48 µg/gcreatinine으로 보고되고 있어 분석기관

마다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조사의 측정값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와 같이 요중 비소 측정값에 많은 편차를 보이는 것은

수소화물 발생법으로 비소 분석시에 전처리 및 이동산

으로 사용되는 산 농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HG-AAS를 사용한 요중 비소 분석시 요 시료

의 전처리와 수소화물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산의 농도가 분석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논문에서 보고된 바가 있다.13-16) Shraim 등14)은

HG-AAS에서 이동산으로 사용되는 염산의 농도가

0.1 M 이상에서는 DMA의 흡광도가, 1.0 M 이상에서는

MMA의 흡광도와 회수율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보고하

고 있어 국내에서는 요중 비소를 분석시에 전처리에는

대부분 농염산을 사용하고 있고, 수소화물발생에 사용

Table 4. Comparison of arsenic concentration in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by HG-AAS with various methods

Method 
Standard

reference materialsa)
Target value

(µg/l)

Acceptable range (µg/l) Found values (µg/l)

Lower Upper No. Mean ± S.D.
Accuracyb)

(%)

A
Level I 41 31 51 4 33.22 ± 0.49  81.0 

Level II 82 66 98 4 57.24 ± 0.97  69.8 

B
Level I 41 31 51 6 32.17 ± 1.79  78.5 

Level II 82 66 98 6 58.32 ± 0.59  71.1 

C
Level I 41 31 51 4 36.59 ± 0.29  89.2 

Level II 82 66 98 4 61.44 ± 0.03  74.9 

D
Level I 41 31 51 4 33.46 ± 3.86  81.6 

Level II 82 66 98 4 61.24 ± 2.54  74.7 

E
Level I 41 31 51 6 43.25 ± 1.15 105.5 

Level II 82 66 98 6 78.82 ± 0.15  96.1 

a)Clinchek Urine Control: RECIPE CHEMICALS(http://www.recipe.de)
b)Accuracy (%) = (Found value/Target value)×100

Table 5. Concentration of arsenic in 30 urine samples by HG-

AAS with various methods           (unit : µg/l)

Method No. Mean±S.D. G.M Min. Max.

A 30  9.59 ± 6.20  7.57  1.09 22.90 

B 30  6.35 ± 4.17  5.39  1.48 21.75 

C 30  5.34 ± 2.95  4.73  1.30 15.46 

D 30  3.77 ± 2.79  2.83  0.42 13.95 

E 30 34.32 ± 17.29 30.67 12.50 87.68 

G.M : Geometric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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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산의 농도는 5%, 3%, 1%, 0.1% 등 다양하기

때문에 각 기관 마다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

로 생각되며, 또한 그 결과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와 5의 결과에서 SRM의 경우에는 분석방법

간 정확도가 +5.5%에서 −30.2%로 편차가 크지 않으나

실제 요에서는 같은 시료들의 평균값이 최소 3.8 µg/l부

터 최대 34.3 µg/l까지 방법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SRM과 생체 요 시료의 조성이 다

름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산농도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 DMA가 서양인 요를 기초하여 조제된

SRM 보다 상대적으로 해산물 섭취가 많은 한국인의

요시료에 많이 함유되어 있음으로 인해 실제 요시료에

서 방법간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정확

한 원인은 비소 화합물을 분리·정량하여야 밝혀질 수

있다.

2. 분석방법에 따른 DMA 및 MMA 회수율 검정결과

생체내로 흡수된 비소는 대부분 요를 통하여 배설되

고, 요중 비소의 대부분이 DMA로 약 60~80%를 차지

하며, MMA가 약 10~15%, 무기비소가 약 10~15%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한편, 미국 ACGIH18)는 유럽

및 미국의 직업적인 비 노출군의 요중 비소 참고치는

약 10 µg/l이나, 일본인의 경우에는 약 50 µg/l라고 보

고하면서 일본인의 요중 비소농도가 높은 것은 해산물

의 섭취가 그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른 연구에

서도 수산식품의 섭취는 요중 DMA 배출을 증가시키

는 작용을 한다고 보고되었다.19-24) Hata 등8)은 기타큐

슈 지역 주민 210명을 대상으로 요중 비소를 분석한

결과 49.3 µg/l이며, 비소화합물(iAs 및 대사물) 중

DMA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Park24)은 다량의 수산식품 섭취가 요중 비소와 대사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비소 고함유 식이를

섭취하기 이전의 요중 비소량은 2.0±0.48µg/l이었는데

비소 고함유 수산식품 섭취 후 1일째에서 51.3±

7.11 µg/l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Park25)은 한국인들의 비소 섭취에 기여하는 식품군

의 사계절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해조류가 전체 비소 섭

취량의 74.44%로 가장 많이 기여하는 식품군으로 나타

났으며, 그 중 미역과 김을 통해 많은 양의 비소를 섭

취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선 및 젓갈, 미역, 김, 다시마 등

해조류를 즐겨먹는 식습관을 고려해 볼 때 요중 비소

의 농도(특히 DMA)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요중 비소농도는 대부분 10 µg/l 내외

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의 비소 분석기관

에서 사용한 분석방법들과 분석방법 비교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분석방법 E로 요중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산의 농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DMA와 MMA

의 회수율을 비교함으로써 분석의 정확성과 최적 분석

방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MMA와 DMA의 회수율

비교를 위한 분석방법 선정에서는 이동산의 농도가 회

수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처리 산과 수소화제의 농도변화를 조합하였다.

HG-AAS에 의한 요중 비소 분석방법을 달리하여

MMA와 DMA의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방법 V에서 MMA와 DMA 회수율이 각각

평균 102%와 100%로 다른 분석방법에 비해 회수율이

가장 정확했다. 분석방법 I, III, IV 경우 MMA의 회

수율은 120%, 111% 및 108%로 회수율이 비교적 양

호하였으나 DMA의 경우에는 방법 I과 IV는 70% 미

만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방법 III의 경우 평균 206%로

초과 회수되었다. 방법 I과 III의 경우 전처리 조건 및

수소화물 발생시약인 NaBH4와 NaOH는 동일하고 이

동산 농도만 다를 뿐인데도 MMA의 회수율은 각각

120%와 60%이며, DMA의 회수율은 59%와 1%로 나

타나 이동산의 농도가 MMA 및 DMA 검출율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 I과 III의 경우 다

른 조건은 일치시키고 전처리 산의 농도만 변화를 주

어 분석한 결과 DMA 회수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전

처리 조건 및 이동산의 농도가 동일하고 NaBH4와

NaOH 농도가 다른 방법 I과 IV의 경우에 MMA와

DMA의 회수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NaBH4와

NaOH의 농도에 따른 회수율의 변화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covery rates of MMA and DMA by HG-AAS with

various methods                       (unit : %)

Level

(µg/l)

Method 

 I  II III IV E

MMA

10 116 46 109 105 109

20 116 56 104 108 101

40 123 66 113 110  96

80 125 71 118 110 100

Total 120 60 111 108 102

DMA

10  55  0 216  59  98

20  55  0 207  61 100

40  62  0 207  75 100

80  65  5 193  72 100

Total  59  1 206  67 100

MMA: Monomethylarsonic acid, DMA: Dimethylarse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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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에서 요중 MMA와 DMA의 회수율은 전

처리 산와 이동산의 농도에 큰 영향을 받으며, 본 연구

에서 사용된 NaBH4와 NaOH 농도 변화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SRM 분석에서 정

확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분석방법 V에서

MMA 및 DMA의 회수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요중 비소 분석에 최적의 방법으로 판단된다. 이는

HG-AAS를 이용한 요중 비소분석에서 As(III)와 As(V)

의 arsine 증기화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L-cysteine 및

acid(HCl), NaBH4의 적절한 농도의 사용이 중요하며,

0.01M~0.05M 범위의 이동산 농도에서 MMA, DMA,

As(III) 및 As(V)의 회수율이 90%이상을 유지하여 감

도가 좋고, 특히 저농도의 산과 고농도의 환원제를 사

용할 때 최대의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한 다른 연구자

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26-28)

해산물 중의 유기비소가 DMA로 대사될 수 있기 때

문에 해산물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아시아인의 요

에 DMA가 고농도로 존재하며, 전처리 및 이동산의 산

농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비소 화합물인 DMA를

실제 요 시료에 첨가한 후 분석방법 V로 회수율을 측

정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DMA를 5 µg/l에서 80

µg/l까지 첨가한 요 시료에서 회수율은 92.0에서 99.2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는 유해물질의 인체 독성정도와 인체 노출량 등

을 고려하여 오염원별 유해 환경오염물질 관리 우선순

위를 선정한 자료에서 1997년 이후로 수년째 관리대상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 있는 물질로서 미국 ACGIH는

비소를 사용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BEI)로 35 µg/l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요중 비소의 농도가 50 µg/l 이

내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만에서 흑족병 이환율이

높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29)에서 요중 비소 (iAs,

MMA 및 DMA)는 남성은 88.1 µg/l, 여성은 65.3 µg/

l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30)에서 요중

비소는 남성은 57.0 µg/l 여성은 62.9 µg/l로 조사되었

다. 중국에서 석탄연소로 대기중 비소에 노출되는 주민

을 대상으로 한 조사31)에서 노출군의 요중 비소는 71.4

µg/g creatinine, 대조군은 41.6 µg/g creatinine로 조사

되었으며, 다른 연구32)에서 비소중독 환자의 경우에 요

중 비소는 184 µg/g creatinine, 대조군은 87 µg/g cre-

atinine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33)에서 요중 비소(iAs, MMA 및 DMA)는 50.7

µg/l이며, 기타큐슈 지역 주민 210명을 대상으로 한 조

사8)에서 요중 비소(iAs, MMA 및 DMA)가 49.3 µg/l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비소 함유량이 높은 식

품인 해산물의 섭취가 많으며, 식이습관이 인근 동아시

아인과 비슷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요중 비소의 농도가

미국 ACGIH의 참고치인 35 µg/l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

사에서 분석기관마다 측정치에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

으며, 요중 비소 분석치가 대부분 유럽 및 미국의 직업

적인 비 노출군의 참고치인 10 µg/l 이내인 것으로 보

고되었다. 이는 HG-AAS로 요중 비소를 분석함에 있어

전처리 및 이동산으로 사용하는 산의 농도가 높아

DMA 및 MMA의 회수율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소 노출평가에서 HG-AAS로 요중 비소를 분석할

경우에 최적 분석방법의 선택이 절실하며, 또한 최근

무기비소보다 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진

MMA와 DMA가 유전독성 및 변이원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비소 화합물(As3+, As5+, MMA

및 DMA)의 분리정량 및 비교독성 연구도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IV. 결   론

HG-AAS (hydride generation-atomic absorption spec-

trometry)법에 의한 요중 비소 {iAs (inorganic arsenic),

MMA (monomethylarsonic acid) 및 DMA (dimethyl-

arsenic acid)} 분석의 최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SRM (standard reference material)을 분석한 결과 전처

리 시약(5% KI/5%AA)에 0.4% L-cysteine을 첨가

하고, 수소화물 발생을 위해 0.6% NaBH4/0.5%

NaOH 및 이동산 농도 0.04 M HCl를 사용한 방법에

서 참고치에 가장 근접한 측정값이 얻어졌다.

2. 국내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학생 요 시료 30개를 분석한 결과 이동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측정값이 낮아졌으며, L-cysteine과 이동산

Table 7. Recovery rates of DMA added to urine samples by

method V

Concentration

of the added DMA
N Recovery rate (%)

5 µg/l 3 92.0 ± 10.6

20 µg/l 4 96.6 ±  6.8

40 µg/l 4 99.2 ±  4.3 

80 µg/l 3 95.5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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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M HCl이 조합된 방법 (방법 E)에서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측정값이 얻어졌다.

3. MMA와 DMA의 회수율을 검정하기 위한 실험에

서 전처리 산 및 이동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회수율이

감소하였으며, L-cysteine과 이동산 0.04 M HCl이 조

합된 방법 (방법 E)에서 MMA와 DMA의 회수율 각각

102% 및 100%로 가장 적합한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HG-AAS를 이용한 요중 비소 (iAs,

MMA 및 DMA) 분석에서 전환원제 및 수소화물 발생

시약의 조성과 농도가 측정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전환원제에 L-cysteine을 첨가하고

이동산의 농도가 0.04 M인 분석법에서 DMA 및

MMA의 회수율이 양호하였으며 SRM 측정값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나타나 요중 비소 측정에 적합한 방법

으로 권장할 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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