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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mercury concentration in the hair of 62 students (male : 21, female : 41) of D university in

Najusi, Jeon-Nam area. Also, questionnaire, which developed by NIES, were completed by the students.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most of the students had a higher intake of meat than that of fish. Also, among the students, there

were many smokes and many had dental treatment with amalgam. Based on the gender, female showed 1.024 µg/g and

male showed 0.882 µg/g of the mercury concentration. This means that female students had higher level of mercury in

their hair, but it was not a significant statistic difference. Comparing by the intake frequency of meat, processed food

stuffs, protein foods, it shows the more they at the higher mercury concentration was observed.  According to the intake

frequency of fish, when the number of times they intake increased, the mercury concentration was higher. Under one

time was 0.857 µg/g and twice or more times were 1.152 µg/g, which showed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p<0.05). Depending on the Life style, the mercury concentration in the hair was high with workout, outdoor activities,

and direct smoking. The mercury concentration in the hair showed no difference for whether they received amalgam

treatment but the personal dietary habit and the Living condition affects strongly on the mercury concentr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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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생활양식이 다원화되고, 소득수

준이 향상 되어 개인 생활과 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그 중 개인의 미용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관심

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단순한 얼굴 화장에서 요즘에

는 머리염색, 문신, 장신구 등 여러 종류의 화장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화장술에 이용되는 여러 종류의

화장품과 머리 염색 약품에 함유하고 있는 자체 성분,

개인적인 체질, 사용 중 오염에 의해 여러 환경보건 문

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미용실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염색제나 perm제 등과 같은 헤어 관련 제품은 비닐 피

롤리돈(vinyl pyrrolidone) 중합체 또는 비닐아세테이트

(vinyl acetate)와 무수말레산(maleic anhydride) 등으로

된 고분자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머리카락에

뿌리거나 바르고 난 뒤 유기용매가 휘발하게 되면 머

리카락 표면에 고분자 화합물이 남게 되거나 분무하는

과정에서 입자상으로 되어 공기 중에 분산되므로 흡입

되거나 피부 또는 눈과 접촉하여 들어올 수도 있고 삼

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

람들이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관련 학과에 재학 중

인 학생들의 건강에 주의를 야기시키고 있다.16) 

또한 화장품이나 염색약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물질

중 중금속은 입, 코, 피부 등을 통해 체내 주요장기에

장기간 축적이 되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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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수은(Hg), 납(Pb), 카드뮴(Cd), 비소(As), 구리

(Cu), 망간(Mn) 등이 있으며, 그 중 수은은 체내에서

수용성이기 때문에 폐포벽의 지방함유 세포막을 통하

여 쉽게 확산된다.1) 체내에 흡수된 수은은 혈액과 조직

내 단백질과 결합하여 수은의 유리를 어렵게 만들어 체

내 축적작용을 일으킨다. 측적된 수은은 화합물의 종류

에 관계없이 중추 신경계, 순환기 등에 작용하여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주고있는 중금속의 체내 중

독과 폭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직접 장기를 떼

어내서 측정을 해야 하나, 이 방법은 제약이 따르므로,

인체 시료인 모발, 뇨, 혈액, 손톱 등을 이용하는 방법

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모발은 타 장기 보다 채취가

용이 하고, 중금속이 장기간 농축되어 있어 인체의 중

금속 폭로 정도를 알아내는데 매우 적합한 지표물이

며,3) 향후 생체지표의 인체 노출과 용량을 평가하는데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모발을 구성

하는 keratin 단백질은 산성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금속이온을 흡수한다. 특히 화학적 처리를 받은

모발은 네르카프토기, 술폰기, 카르북실기 등이 증가하

기 때문에 금속의 흡착량도 많아진다. 따라서 모발에

함유된 중금속을 분석하여 중금속의 인체 축적 정도를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다.17,18)

공단지역이나 소각장등의 외부 대기환경오염에 의한

인체영향을 평가하거나, 주거환경에 의한 백그라운드

노출로서의 일반성인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있으나(수은의 인체노출 및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

국립환경과학원, 2007),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들

의 음식물 섭취 특성 및 생활특성에 따른 수은 노출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실습에서 많이 사용·노

출되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중금속 농도를 파악하고

자 화장품이나 염색약 등을 많이 사용하는 전남 나주

시에 위치한 D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학생 62명을 대

상으로 모발 중 수은 함량을 조사함으로써, 미용사나

관련학과 학생들의 수은 농도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D대학교 학생 62명

(남자: 21명, 여자: 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

자의 신장, 몸무게, BMI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1) 설문조사

모발 중 수은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국립환

경과학원에서 개발한 설문지(부록)를 이용하였고, 설문

지의 작성은 개인이 직접 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였으며, 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은 Table 2와 같다. 

2) 모발 중 총 수은(Hg) 분석

(1) 모발시료 채취 및 보관

수은분석을 위한 모발시료의 채취는 후두부 두피로부

터 약 5 cm 이내의 모발을 약 3 g 이상을 채취하였고,

모발이 짧은 남성의 경우에는 전체 모발을 채취하였

다. 채취한 시료는 polyethylene bag에 넣어 시료분석

전까지 데시케이터 안에서 보관하였다.

(2) 시료의 전처리

채취한 모발의 전처리는 모발 중에서 약 2 g을 취하

여 가위로 세절한 후 모발 표면에 붙어있는 오염물질

을 제거하기 위해서 acetone 및 2~3%의 중성세제

(Triton X-100, SIGMA-ALDRICH社)를 이용하였다.

Table 1. BMI of participants in the study

(Unit : kg/m2)

Gender (N)
Height (cm)

(Mean±Std) 

Weight (kg)

(Mean±Std) 

BMI

(Mean±Std) 

Male (20) 174.55±4.29 67.80±8.14 22.23±2.31

Female (41) 161.27±4.69 53.19±6.10 20.43±2.27

Total (61) 165.62±7.74 57.98±9.67 21.02±2.42

Table 2. Contests of questionnaire

 Category  Questionnaire

Gener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about students

and parents

Residence Location, distance to road, housing

type, and dwelling period

Lifestyle Time spent outdoor and regularly

exercise

Passive smoke Smokers, passive smoke experience,

smoking period and amount

Dietary Type of drinking water frequency and

amount

Fish intake Fish preference, fish intake frequency

and amount

Health condition Current medication, dental record

history of illness and 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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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모발을 3차 증류수로 2회 세척한 후, 중성세제를 이

용하여 2회 세척 후 3차 증류수로 3회 헹군 다음,

acetone으로 2회 세척 후 3차 증류수로 2회 씻어냈다.

최종적으로 세척한 모발 시료는 105oC의 건조기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 후 데시케이터 내에 보관

하여 실온으로 건조시켰다.

(3) 분석기기 및 조건

분석에 사용된 기기는 가열기화 골드아말감법을 이용

한 자동수은 분석기(SP-3DS, Nippon Instrument Co.,

Japan)이다. 시료를 고온으로 가열 분해하여 수은을 기

화시킨 다음 다공성물질의 표면에 금을 코팅한 골드아

말감에 포집시킨 후 가열하여 유리된 수은증기를 파장

253.7 nm에서 원자흡광도를 측정 수은의 농도를 구하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시료를 습식분해하지 않고 수

은을 직접 정량할 수 있으며, 시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은을 간단한 조작으로 신속, 정확하게 고감도로 측정

할 수 있다. 자동수은분석기기 및 분석조건은 Table 3

에 제시하였다.

(4) 모발 중 총 수은(Hg) 분석절차

검정곡선 작성을 위하여 1000 ml 용량 플라스크에 3

차 증류수, 10 mg의 L-cysteine과 2 ml의 HNO3을 첨

가하여 0.01% L-cysteine을 조제하였다. 1000 ppm Hg

표준용액을 0.001% L-cysteine으로 희석하여, 표준시료

를 50, 100, 150, 200 ppb로 희석하여 제조한 후 검정

곡선을 작성하였다. 

모든 모발 시료는 sample boat에 첨가제 MHT, 시

료, MHT, BHT, MHT 순으로 Fig. 1과 같이 넣었으

며, 모발시료는 10 mg으로 정확히 평량, 주입하여

Table 2의 조건에서 자동분석기로 분석하였다.

(5) 방법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방법검출한계(MDL, Method Detection Limit) 및 정

량한계(LOQ, Practice Quantitation Limit)를 구하기

위하여 7 개의 0.01% L-cysteine 용액에 HgCl2의 Cl

의 농도가 0.5 µg/l가 되도록 첨가하고 시험과정과 동일

하게 분석하였다. MDL은 측정값의 표준편차에 stu-

dent's t 값(n = 7, t = 3.14)을 곱한 결과, 0.08 µg/l이었

으며 LOQ는 0.25 µg/l 표준편차×10)로 확인되었다. 

3) 통계적 분석

생체시료 분석결과 및 설문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Ver. 12.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발 중 수은의 농도분포는 Independent, t-test를 통

하여 성별, 흡연유무 등에 따른 수은 농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고,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식수종류별에 따른 수은 농도 차이를 검증하였다. 

수은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관련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적용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설문조사결과 

설문조사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Table 4와

같다. 섭취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생선섭취

선호도는 77.4%로 높았으나, 실제로는 육류 섭취빈도

(53.2%)가 생선섭취빈도(40.3%)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37.1%로 음용수 중에서는 정수기물을 섭취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양상에 따른

Table 3. Condition for Mercury analyzer

Condition

 Method Gold-amalgam collection method with

thermal decomposion by a cetamic

tube heater

 Measuring range 0.001~1000 ng

 Carrier gas purified dry air, 0.5 l/min

 Sample forms Solid

 Sample amount 10 mg

 Additive Ma+Sb+M+Bc+M

 Heating mode Standard mode 1

Sample mode 3

aM (MHT): Sodium hydroxide (250 g) :Calcium carbonate

(250 g)=1:1 (W:W).
bS (Sample): Sample.
cB (BHT): Aluminium oxide.

Fig. 1. Mercury analysis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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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는 직접 흡연하는 사람에 비해 하지 않는 사

람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간접흡연을 하는 사람의 비

율(58.1%)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은 농도에 영

향을 줄 것이라 생각되는 아말감 충진별 수은 농도의

경우, 66.1%의 학생들이 아말감 충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성별에 따른 수은농도

성별에 따른 모발 중 수은 농도는 Table 5와 같다.

남성과 여성의 농도는 각각 0.882, 1.024 µg/g로 남성

에 비해 여성의 농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조 등4)(1984)이 성별을 구분하여 대도시 주민을 대상

으로 모발을 조사한 결과 남성 1.75 µg/g로서 여성

0.92 µg/g에 비해 모발 중 수은 농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 등5)(2002)이 성별을 구분하여 모발 중 수

은 농도를 평가하였을 경우에, 남성이 평균 1.00 µg/g,

여성 0.96 µg/g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Akagi 등6)(2000)

이 필리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여

성별간 농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하였고, Agusa

등7)(2005), Olivere 등8)(2002)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

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같

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른 수은농도는 개인의 주거환경이나 식생활

등의 생활방식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식이사항에 따른 수은농도

1) 육류, 가공식품, 단백식품 섭취에 따른 수은농도

모발 중 수은농도와 음식물 섭취와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육류, 가공식품, 단백식품과의 관계를 Table 6

에 나타내었다. 

육류식품, 가공식품, 단백식품 섭취에 따른 모발 중

수은 농도는 섭취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높게 나타났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Björnberget 등9)(2003)의 연구에서는 임산부의 닭고기

섭취가 태아의 수은 노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다고 보고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육류 섭취를 1

회 이하로 하는 사람(0.859 µg/g)보다 2회 이상 먹는

사람(1.060 µg/g)의 수은 농도가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육류섭취 횟수만을 가지고 모발 중 수은 농

도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향후 육류에서의 수은

농도 조사와 섭취량과의 관계가 함께 병행되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식수 섭취 종류에 따른 수은농도

식수 섭취 종류에 따른 수은 농도는 수돗물 섭취의

경우가 0.907 µg/g, 정수기물 섭취시에는 0.978 µg/g,

시판생수의 섭취는 1.071 µg/g 나타났으며(Table 7), 어

린이 머리카락의 수은 농도 결과를 보고한 박10)(2007)

의 연구결과에서도 수돗물 섭취의 경우 0.67 µg/g, 정수

기물 섭취는 0.78 µg/g, 시판생수 섭취는 0.70 µg/g으로

정수기물과 시판생수를 섭취하는 사람들의 수은농도가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this study  

(Unit : %)

Category Number(%)

Meat instake
≤1 (a time) 29(46.8)

≥2 (a time) 33(53.2)

Processed food instake
≤1 (a time) 40(64.5)

≥2 (a time) 22(35.5)

Protein food instake
≤3 (a time) 41(66.1)

≥4 (a time) 21(33.9)

Fish preference
Like 48(77.4)

Dislike 14(22.6)

Fish instake
≤1 (a time) 37(59.7)

≥2 (a time) 25(40.3)

Drinking water

Tap water 15(24.2)

Purified water 23(37.1)

Bottled water  8(12.9)

Underground water  3( 4.8)

Other 13(21.0)

Smoke
Yes 24(38.7)

No 38(61.3)

Passive smoke
Yes 36(58.1)

No 26(41.9)

Amalgam filling
Yes 41(66.1)

No 21(33.9)

Table 5. Hair mercury level according to gender 

(Unit : µg/g)

Gender Number
Meana

(Range)
Stdb GMc p-value

Male 21
0.882

(0.53-1.47)
0.287 0.841

0.168

Female 41
1.024

(0.27-2.28)
0.510 0.906

aArithmetic mean.
bStandard deviation.
cGeometric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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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을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3) 어류섭취에 따른 수은농도

인체 내 수은노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진 어패류

섭취와의 관계를 보기 위해 어류섭취 선호도와 일정 기

간별 생선섭취 횟수에 따른 모발 중 수은농도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생선식품 선호도에 따

른 수은 농도의 경우, 선호 1.014 µg/g로 비선호 0.846

µg/g보다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생선섭취에 따른 수은

농도는 1회 이하 0.846 µg/g보다 2회 이상이 1.014 µg/

g로 높은 농도를 보였다. 생선식품 선호도 및 생선섭취

에 따른 수은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으나, 생선섭취 횟수가 증가할수록 머리카락 중

의 수은 농도는 약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irey11)(1983)가 조사한 생선섭취 빈도에 따른 두발 중

평균 수은농도를 보면 1개월에 1회 미만 섭취 시

1.4 ppm, 주 2회 섭취는 1.9 ppm, 주 1회 섭취시는

2.5 ppm, 하루 1번 이상 섭취시는 11.6 ppm으로 생선

섭취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두발 중 수은 함량도 크게

높아졌다고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였다. 

4. 생활 습관에 따른 수은농도

신체활동(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일정한 규칙과 방법

에 따라 힘쓰는 일, 활동) 및 야외활동, 직. 간접흡연

Table 6. Hair mercury level according to meat, process food, protein food intake      (Unit : µg/g)

Number Meana(Range) Stdb GMc p-value

Meat intake
≤1 (a time) 29 0.859(0.27-2.09) 0.400 0.779

0.078
≥2 (a time) 32 1.060(0.30-2.28) 0.468 0.986

Processed food intake
≤1 (a time) 40 0.941(0.27-2.10) 0.411 0.861

0.408
≥2 (a time) 22 1.040(0.30-2.28) 0.517 0.925

Protein food intake
≤3 (a time) 41 0.908(0.27-1.69) 0.332 0.847

0.172
≥4 (a time) 21 1.108(0.30-2.28) 0.608 0.958

aArithmetic mean.
bStandard deviation.
cGeometric mean.

Table 7. Hair mercury level according to drinking water      (Unit : µg/g)

Number Meana(Range) Stdb GMc p-value

Tap water 15 0.907(0.44-1.66) 0.339 0.854

0.943

Purified water 23 0.978(0.37-2.28) 0.524 0.876

Bottled water 8 1.071(0.30-2.08) 0.536 0.937

Underground water 3 0.926(0.27-1.42) 0.590 0.749

Other 13 1.005(0.43-1.69) 0.390 0.937

aArithmetic mean.
bStandard deviation.
cGeometric mean.

 
Table 8. Hair mercury level according to fish intake                       (Unit : µg/g)

Number Meana(Range) Stdb GMc p-value

Fish preference
Like 48 1.014(0.27-2.28) 0.461 0.913

0.223
Dislike 14 0.846(0.44-2.09) 0.396 0.787

Fish instake
≤1 (a time) 37 0.857(0.27-2.09) 0.403 0.778

0.010*

≥2 (a time) 25 1.152(0.37-2.28) 0.466 1.066

*p<0.05
aArithmetic mean.
bStandard deviation.
cGeometric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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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른 모발 중 수은농도를 Table 9에 나타내었

다. 신체활동 여부의 경우 신체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1.016 µg/g)이 안한다고 응답한 사람(0.949 µg/g)보

다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흡연여부에 따른 수은농도는 직접흡연을 하는 경우가

0.993 µg/g로 하지 않는 사람 0.965 µg/g에 비해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Mortada 등3)(2002)

의 연구 결과, 흡연자에서 0.25 µg/g, 비흡연자 0.21

µg/g로 본 연구결과와 같이 흡연에 따른 수은 농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Batista 등13)(1996)의 연구에서

도 흡연에 따라 모발 중 수은농도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어, 흡연에 따른 차이가 모발 중 수은 농도

에 주는 영향은 낮은 것으로 생각되나, 보다 더 명확한

흡연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

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치과 아말감 충진별 수은농도  

최근 6개월 이내 아말감 충진에 따른 모발 중 수은

의 농도는 Table 10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치과에서 아말감 충진을 받은 그룹

의 모발 중 수은의 농도는 0.966 µg/g로 조사되었으며,

비충진 그룹의 수은농도는 0.996 µg/g로 비슷한 수준이

었고, Kim 등15)이 1~15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말감 충진에 의한 통계적 유의성은 보고되지 않았

다. Counter 등13)에 의하면 대부분의 치과에서 충진시

주요한 금속으로 무기수은이 함유된 아말감을 사용하

기 때문에 Hg0 인체노출의 주원인은 치과 아말감이라

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검토한 모

발에서의 수은함유량은 주로 유기수은 화합물을 의미

하므로,14) 아말감 충진으로 인한 인체의 수은 노출의

정확한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무기수은의 영향을 반영

하는 요에서의 수은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상자들의 모발 중 수은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Table 9. Hair mercury level according to life a habit                      (Unit : µg/g)

Number Meana(Range) Stdb GMc p-value

Body activity
Yes 25 1.016(0.54-2.10) 0.433 0.942

0.568
No 37 0.949(0.27-2.28) 0.465 0.845

Outdoor activity
≤10 (a time) 42 0.989(0.27-2.28) 0.471 0.890

0.741
≥10 (a time) 20 0.948(0.43-1.69) 0.412 0.869

Smoke
Yes 24 0.993(0.54-2.08) 0.393 0.928

0.813
No 38 0.965(0.27-2.28) 0.487 0.856

Passive Smoke
Yes 36 0.960(0.30-2.08) 0.387 0.888

0.747
No 26 0.998(0.27-2.28) 0.532 0.877

aArithmetic mean.
bStandard deviation.
cGeometric mean.

Table 10. Hair mercury level according to amalgam filling                 (Unit : µg/g)

Number Meana(Range) Stdb GMc p-value

Amalgam filling 
Yes 41 0.966(0.27-2.28) 0.480 0.859

0.802
No 21 0.996(0.53-2.09) 0.396 0.932

aArithmetic mean.
bStandard deviation.
cGeometric mean.

Table 1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about mercury exposure factors 

Input variables R2 Adjusted R2 S.E p-value

Gender, Body activity, Outdoor activity, Smoke, Passive Smoke, Road 

distance, Drinking water, Meat intake, Protein food intake, Fish intake
0.240 0.091 0.188 0.130

S.E=Standard error of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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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Table 11,

12), Fig. 2에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른 예측 값을 구

하여 실측값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성별, 신체활동유무, 야외활동, 직·간접흡

연유무, 도로와의 인접거리, 식수종류, 육류섭취빈도, 단

백식품섭취빈도, 생선섭취빈도가 모발 중 수은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발 중 총 분산에

대해 24.0%의 기여도를 나타내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D대학교 학생 62명

(남자: 21명, 여자: 41명)을 대상으로 모발 중 수은 농

도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수은 농도는 여성이

1.024 µg/g, 남성이 0.882 µg/g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농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2. 연구 대상자의 육류, 가공식품, 단백식품 섭취에

따른 수은 농도를 비교 분석해 보았을 때, 세 가지 식

품 모두 2회 이상 섭취의 경우 1.060 µg/g, 1.040 µg/

g, 1.108 µg/g으로 섭취 횟수가 증가할수록 수은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연구 대상자의 생선섭취빈도에 따른 수은 농도는

1회 미만 섭취의 경우 0.857 µg/g, 2회 이상 섭취는

1.152 µg/g으로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수은농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4. 연구 대상자의 생활습관 요인별 수은 농도의 경우

신체활동, 직접흡연을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모발 중

수은 농도가 1.016 µg/g, 0.993 µg/g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5. 연구 대상자의 치과 아말감 충진 여부에 의한 모

발 중 수은 농도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아말감 충진

여부 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식습관이나 생활환경에 의

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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