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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stimated the health risk of heavy metals in particulate matter (PM)2.5 in a Gwangyang industrial complex.

The PM2.5 containing heavy metal was collected from January to November, 2008 using a denuder air sampler and by

IC (Ion Chromatograph). The risk assessment was performed in a four-step process; hazard identification, exposure

assessment, dose-response assessment and risk characterization. In the hazard identification process, Cr6+, Ni, As, and

Pb were categorized as human carcinogens and probable human carcinogens, while Ti, Mn, Se, P, Cr3+, Cu, and Zn were

not classified as human carcinogens. It was found that the excess cancer risk by Central Tendency Exposure (CTE) of

Cr6+ and As in PM2.5 was >10−6, and the total excess cancer risk posed by carcinogen heavy metals in PM2.5 was >10−6.

It was also determined that the total hazard index by CTE of non-carcinogen heavy metals in PM2.5 was <1.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a high cancer risk associated whit inhalation of heavy metal-containing PM2.5 in industri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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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체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에 따라 정부에서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여러 연구

와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아직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인

식 즉,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체 영향에 대한 종합적,

과학적, 계량적인 정보의 제공과 의사교환을 통한 국민

의 신뢰에는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 이러한 사회적, 문

화적 요구 및 불확실성으로 얽혀있는 환경문제를 충족

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이 바로 건강

위해성평가(health risk assessment)라고 할 수 있다.1)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

터 위해성평가를 제도화하였고, Risk Assessment와

Risk Management를 환경연구방향의 기본 축으로 하여

환경정책차원에서 폭넓게 받아들임으로서 각종 환경오

염물질의 기준설정에 응용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국내

에서도 위해성평가를 통한 공기질 관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와 함께 최근 들

어 폐기물 소각처리량 및 산업시설 배출물질의 증가로

인하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기타 가스상물질과 먼

지, 다이옥신, 휘발성유기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류, 다

핵방향족탄화수소류 및 미량 중금속 등과 같은 환경오

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다량 방출되고 있다.2,3)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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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최근 미국 및 유럽 각국에서는 자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관리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중금속 배출시설 관리 및 사업장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중금속들의 위

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Clean

Air Act에 MACT(Maximum Achievable Control

Technology) 기준을 2000년부터 설정하여 유해성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산업단지는 1962년 울산단지(공업센터)와 1964

년 구로단지(현, 서울디지털단지)의 개발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한 구미, 창원단지

등이 조성되었고, 이후 남동, 반월, 시화, 군산 대부, 광

양단지 등으로 총 570여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개발되

어 운영되고 있으며,4) 환경부는 이들 산업단지 내 산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6종류

의 대기오염물질을 비롯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향족탄

화수소화합물, 중금속 등을 특정 유해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유해대기오염물질 중

중금속은 다른 물질에 비해 자체 독성이 높다는 특성

외에도 환경 내의 소멸기간이 길며, 생태계 내에서 농

축되어 인체에 흡수됨으로 인해 인체 위해성이 큰 물

질로 분류되고 있어 다른 대기환경오염물질에 비해 특

별한 관리가 요구되어진다.5) 

대기 중 중금속은 입자상물질에 흡착되어 부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대기 중 총부유먼지의 농

도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나 미세먼지의 오염도는 오

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6) 미세먼지의 흡입은 천식과 같

은 호흡기관련 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 발생과 저체중

아나 조기 출산과 같은 생식 관련 이상에도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또한 미세먼지에 있는 많은 유해

중금속의 경우 위장과 신장, 혈액학적 및 신경계 독성

등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 뿐 아니라, 식물의 기공

이나 토양에 흡착되어 식물 성장에도 많은 장애를 주

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국민 건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인위적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등의 유해오염물질의 단위체적당 부

착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먼지의 직경이

2.5 µm 이하의 먼지인 PM2.5에 대해 환경기준을 설정

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총부유분진

(total suspended particle : TSP)에 대해 1983년부터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1995년

부터 미세먼지의 중요성을 인식, 총부유분진 기준에서

미세먼지인 PM10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호흡기도 깊숙이 침투할 수 있고, 침착률이 제

일 크며, 또한 유해오염물질의 단위체적당 부착량이

높아 건강위해에 있어 그 중요성이 입증되어 있는

PM2.5에 대한 기준 설정 및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7,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유해대기오염물질 중

PM2.5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 중 건강상의 유해성을

살펴보고 이중 유해 중금속이 환경노출에 대한 건강위

해성을 결정론적 및 확률론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며 건강영향이 고려된 산단지역 대기환경 관

리대책안 수립에 있어서의 기초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수행되었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환경 노출농도 조사

1) 연구대상지역

시료채취 지점 주변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보면, 북쪽

으로는 가야산이 둘러싸고 있고, 남쪽으로는 약 1.5 km

떨어진 곳에 광양만과 바다 건너편 약 12 km에는 대규

모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업단지가 있으며, 동쪽으로

약 11 km 떨어진 곳에 하동화력발전소, 동남쪽으로는

약 4 k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철강단지인 광양제철소가

위치해 있다. 

광양지역의 기상특성은 봄철에는 동서풍, 여름에는 북

동 및 남서풍, 가을에는 북동 및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주를 이루어 대기오염물질이 여수광양산업단지 주변 주

거지역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광양산업단지는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를 포함하여

1984년부터 조성이 시작되어 1992년에 완성되었으며,

지리적인 위치는 전라남도 남동부 순천 동남쪽 약

24 km 지점의 전남 광양시 태인동, 금호동에 설립되어

있다. 1992년 광양산업단지가 완공된 이후 지속적인 개

발과 부지확장으로 인해 2009년 현재 총 조성 면적은

96,405 km2이며, 64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다. 주요 업종

은 철강, 기계, 비금속, 석유화학 등이며, 광양제철소 뿐

만 아니라 주거지역 인근에 조성되어진 연관단지에 다

양한 업종이 자리하고 있다.

2) 시료 채취 및 분석

본 연구는 2008년 1월 8일 부터 2008년 11월 12일

까지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각 계절의 대표적인 기간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은 겨울, 봄, 여름, 가을까지

각 계절별 3일 간격으로 15회씩 총 60회에 걸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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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 광양시 측정 장소는 주위에 주택과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광양시의 대기 질을 대표할 수 있는

광양시청(광양 시정 인근 광양소방소) 소방서 옥상(지

상에서 약 15 m 높이)에 측정기를 설치하여 측정을 수

행하였다. 측정시간은 측정 당일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24시간 동안 포집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각종

기상자료는 광양시 중동 기상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였다.

유량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시료채취장

치에 사용되는 펌프의 유량보정은 Gilibrate(Gilian

Instrument Corp.)를 이용하여 계절별로 시료채취 전후

에 보정하였으며 각 시료채취장치에 적산유량계를 부

착하여 총 유량을 산정하였다. 

가스상 및 입자상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인 산성오

염물질들은 디누더 측정기(University Research

Glassware)를 이용하여 16.7 l/min의 유량으로 시료를

포집하였다. 디누더 측정기는 2.5 µm 절단입경을 가진

싸이클론을 이용하여 조대입자를 제거한 후에 산성가

스들과 NH3는 디누더를 이용하여 포집하고, 가스성분

과 분리된 미세입자(입경 < 2.5 µm)는 47 mm 직경의

테프론 여과지(2 µm pore size, Gelman Science)에 포

집된다. 테프론 여과지에서 기화된 NO3
−는 47 mm 직

경의 나일론 여과지(1 µm pore size, Gelman Science)

에 의하여 포집된다. 디누더 측정기는 테프론으로 코팅

된 싸이클론, 3개의 디누더, 테프론 여과지와 나일론 여

과지를 넣을 수 있는 여과지 팩(Filter pack), 그리고

디누더 측정기를 넣을 수 있는 샘플링 상자로 구성된

다. 측정을 위하여 디누더를 코팅(coating)하고 분석은

미국 EPA방법을 이용하였다. 싸이클론으로부터 첫번째

디누더는 HNO3, SO2를 포집하기 위하여 0.1%(W/V)

NaCl용액(0.1 g NaCl, 90 ml 증류수, 그리고 10 ml

CH3OH)의 10 ml을 이용하여 코팅한다. 두번째 디누더

는 HNO2, SO2를 포집하기 위하여 1%(W/V) Na2CO3

용액(1 g Na2CO3, 1 g glycerol, 50 ml 증류수, 그리고

50 ml CH3OH)의 10 ml을 이용하여 코팅한다. 그리고

세번째 디누더는 NH3를 포집하기 위하여 1%(W/V)

citric acid용액(0.5 g Citric Acid와 50 ml CH3OH)의

10 ml을 이용하여 코팅한다. 코팅된 디누더는 측정하고

자 하는 성분들을 모두 제거한 질소가스(99.999%)와

청정공기시스템(bed of activated charcoal, ascorite,

drierite and filter)으로 약 2.5 l/min의 유량으로 디누더

를 건조시킨 후 시료채취에 사용한다. 전체적인 시료채

취장치의 계통도는 Fig. 2와 같다.

대기 중 PM2.5의 탄소분석을 위한 여과지는 650oC

에서 3시간 동안 미리 가열한 석영여과지(Quartz

fiber filter)를 이용하였으며, 필터 팩 전단에 석영여과

지를 장착하고 후단에 다른 석영여과지(backup filter)

Fig. 1. Location of measurement sites in this study.



일부 공단지역 PM2.5에 부착된 중금속 노출에 의한 건강위해성평가 297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ol. 36(4)

를 장착하여 시료채취 시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하는

데 이용하였다.

대기 중 PM2.5의 중량농도는 시료가 포집된 필터를

추출하기 전에 필터에 포집된 미세입자의 포집되기 전

과 포집된 후의 무게를 칭량하여 중량농도를 측정하였

다. 또한 포집되기 전과 포집된 후의 필터를 항온ㆍ항

습장치에 보관 시에 포집용 필터와 함께 비교필터를 각

세 장을 추가로 준비하여 시료포집용 필터의 중량 측

정 시에 함께 측정하여 중량 측정 시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하였다.

먼지시료가 채취된 PM2.5 중 수용성 이온성분들(Cl−,

NO2
−, NO3

−, SO4
2−, Na+, NH4

+, K+, Mg2+, Ca2+)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량분석이 끝난 테프론 필터

는 10 ml의 초순수(double distilled water)를 이용하여

초음파 세척기(ultrasonic bath; Branson 8210)로 추출

하였다. 다만, 테프론 필터는 소수성이기 때문에 100 µl

실린지를 이용하여 필터의 포집 면에 100 µl의 에탄올

(C2H5OH)로 적셔주어서 초순수와의 접촉을 좋게 전처

리를 하였다. 추출된 용액들은 분석 시까지 4oC로 유지

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디누더에서 추출된 용액들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Dionex DX-120)를 이용하여

각 성분을 분석하였다.

2. 건강위해성평가

1) 위험성 확인

Table 1은 산단지역에서 검출된 중금속 중 EPA 분류

체계인 발암증거의 가중(weighting of evidence)에 따라

발암력 분류, 단위 위해도 및 NOAEL 또는 LOAEL

로부터 유도된 참고치 등을 TOMES plus(Toxicology

Occupational Medicine and Environmental Series)내의

IRIS(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자료 조사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외삽방법, 노출경로 및 암의 형

태 등을 동일한 방법을 통해 조사하여 제시하였으며,

조사된 자료 중 단위위해도 및 참고치가 주어진 중금

속만을 본 연구의 건강위해성평가의 대상 오염물질로

선정하였다. 

2) 노출계수 및 노출시나리오

대기오염물질의 흡입에 의한 건강위해성을 살펴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노출인구집단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노출계수(체중, 호흡율, 기대수명, 노출

기간 및 노출빈도)를 활용한 노출량의 산정 및 노출시

나리오의 작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

내외 자료를 바탕으로 산단지역 거주자의 노출계수별

노출량의 산정 및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Table 2).

(1) 체중 및 호흡율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평균 체중을 환경부의 노출

평가지침서(2001)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녀 각각

68.6 kg, 56.0 kg을 활용하였다. 또한 체중의 분포 역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lon-normal 분포

를 가정하였다.23,24)

US. EPA에서는 건강위해성평가시의 호흡율은 20 m3/

day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호흡율 조사

관련 자료의 빈약성으로 미국 EPA에서 정하고 있는 평

균 호흡율을 이용하여 CTE의 경우 20 m3/day, RME의

경우 30 m3/day를 본 연구의 호흡율 노출계수 값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호흡율의 분포는 triangel 분포로 가

정하였으며, triangel 분포의 최대, 최소 및 최적값은

Adams(1993)25)이 제시한 연구결과의 적절한 활동, 휴식

활동 및 가벼운 활동시의 호흡율을 이용하였다. 

(2) 기대수명 및 노출빈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평균 수명을 각 연령별 기대여

명의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기대여명은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동안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생존 연령이다. 이 중에서 특히 0세, 즉 출생시

평균 기대여명을 평균수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수명과 기대여명에 대

한 자료가 발표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실정이다.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8년도 기대수명(남: 70.6년,

여: 78.1년)을 본 연구의 기대수명 노출계수 값으로 선

정하였다. 또한 평균수명의 확률분포는 남녀 각각 단일

값을 사용하였다.

Fig. 2. Sampling and analytical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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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antitative estimate of carcinogenic and non-carcinogenic risk from inhalation exposure

Pollutant
Carcinogenic class / 

non-carcinogenic health effect

UR

((µg/m3)-1)

Extrapolation 

Method
Study type

Tumor 

type

RfC

(mg/m3)

NOAEL

/LOAEL

(mg/m3)

UF MF Reference

Ti

(DPM)

D

/ Pulmonary inflammation & 

histopathology

- -
Rat Chronic inhalation 

study
- 5 0.46 30 1 Ishinishi et al., 19889)

Cr6+
A

/ Lactate dehydrogenase in 

bronchioalveolar lavage fluid

1.2×10-2 Multistage, 

extra risk

Occupational study

/ Rat subchronic study

Lung 

cancer
0.0001 0.034 300 1

Mancuso, 197510)

/ Malsch et al., 199411)

Mn

D

/ Impairment of neuro-

behavioral function

- - Occupational study 0.00005 0.05 1000 1
US. EPA, 198812)

/ Roels et al., 199213)

Ni

(refinery dust)
A 2.4×10-4 Additive and 

Multiplicative

Human

(refinery and nonrefinery 

worker)

Lung 

cancer
Peto et al., 198414)

As A 4.3×10-3 Absolute-risk 

linear model
Occupational study

Lung 

cancer

Brown and Chu, 

1983a,b,c15-17)

Se D US. EPA, 198918)

Pb B2 US. EPA, 198918)

P D - - - - - - - - US. EPA, 199019)

Cr3+ D US. EPA, 198620)

Cu D US. EPA, 198721)

Zn D US. EPA, 200522)

UR : unit risk, RfC : reference concentration, RfD : reference dose, NOAEL :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s, LOAEL : low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s, UF : uncertainty

factor, MF : modify factor, A : human carcinogens, B2 : probable human carcinogen, C : possible human carcinogen, D : not classifiable as to human carcinogen, E : no evidence

of non-carcinogen for human, DPM : Diesel particl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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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은 산단지역에서 출생으로부터 사망까지 거

주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연간 평균적으로 300일,

최대 330일을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노출기간의

분포는 평균 300일, 표준편차 19일을 가지는 log-

normal 분포를 가정하였다. 

(3) 노출농도

Table 2는 산단지역 유해공기오염물질 중 PM2.5에

부착된 중금속에 의한 건강위해성평가를 수행하기 위

해 작성된 노출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여러 문헌

조사를 통해 도출된 노출계수와 위험성 확인을 단위

위해도 및 참고치 값이 주어진 중금속의 CTE(central

tendency exposure) 상태의 평균농도 및 RME

(resonable maximum exposure) 상태의 최대 농도를

제시하였으며, Crystal ball 2000(Decisioneeting In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된 중금속별 농도분포를 산

출하여 각 중금속별 확률분포를 제시하였다. 

3) 위해도 결정

(1) 발암성 오염물질의 위해도 결정

노출시나리오에 제시된 CTE 및 RME 상의 각 발암

성물질의 병합평균농도와 노출계수 값을 활용하여 평

생 일일 평균 용량을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평생 일일

평균 용량과 한국인의 평균 체중 및 평균 호흡량으로

보정된 발암잠재력을 곱하여 남녀 각각 단일 발암위해

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몬테카를

로 분석을 통해 확률론적 발암위해도의 평균값과 25%,

50%, 75%, 90%, 95%, 100% 값을 남녀별로 각각 산

출하였다. 

복수의 발암물질(multiple carcinogenic chemicals)의

Table 2. Fixed assumptions and probability densities used as inputs to risk estimates

Parameter Unit CTE RME
Distribution

 type

Distribution 

parameters
Source

Pollutant

Ti

(DPM)
µg/m3 0.018 0.065 LN

Mean : 0.019

S.D. : 0.018

Cr6+

(Cr×8%)
µg/m3 0.00015 0.0004 EV

Mode : 0.00009

Scale : 0.00007

Mn µg/m3 0.020 0.083 WD

Loc : 0.001

Scale : 0.020

Shape : 1.24

Ni

(RD)
µg/m3 0.002 0.006 LN

Mean : 0.002

S.D. : 0.002

As µg/m3 0.004 0.019 LN
Mean : 0.004

S.D. : 0.005

Body 

weight

Male kg 68.8 68.8 LN
Mean : 68

S.D. : 2.8

MOE, 2001.23)

Judgement

Female kg 56.0 56.0 LN
Mean : 56

S.D. : 5.6

MOE, 200123)

Judgement

Exposure 

Duration

Male day/year 300 330 LN
Mean : 300

SD : 19
Judgement

Female day/year 300 330 LN
Mean : 300

SD : 19
Judgement

Lifetime
Male year 70.6 70.6 Point 70.6 MOE, 2001.23)

Female year 78.1 78.1 Point 78.1 MOE, 2001.23)

Inhalation

rate

Male m3/day 20 30 TR

Maz : 46.3

Min : 13.0

Likeliest : 34.8

MOE, 2001.23)

Adams, 1993.20)

Judgement

Female m3/day 20 30 TR

Maz : 46.3

Min : 13.0

Likeliest : 34.8

MOE, 2001.23)

Adams, 1993.25)

Judgement

DPM : disel particle matter, RD : refinery dust, LN : log-normal distribution, EV : extreme value distribution, WD : weibull

distribution, TR : triangl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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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에 기인한 통합발암위해도는 CTE 및 RME 상태

의 각 오염물질별 단일 발암위해도를 합하여 산출하였

으며, 확률론적 통합발암위해도 역시 각각의 확률론적

단일 발암위해도를 합하여 산출하였다.19,21,26)

몬테카를로 분석은 Crystal ball 2000(Decisioneeting

In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0,000번의 반복 실행을 수

행하였다. 

(2) 비발암성 오염물질의 위해도 결정

노출시나리오에서 제시된 CTE 및 RME 상의 각 비

발암성물질의 농도를 각 오염물질별 참고치로 나누어

단일비발암위해도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몬테카를로 분석을 통해 확률론적 비발암위

해도 지수의 평균값, 25%, 50%, 75%, 90%, 95%,

100% 값을 각각 산출하였다.

복수의 비발암물질(multiple non-carcinogenic chemicals)

의 흡입에 의한 통합 비발암위해도지수는 CTE 및

RME 상태의 각 오염물질별 단일 비발암위해도지수를

합하여 산출하였으며, 확률론적 통합 비발암위해도지

수 또한 각각의 확률론적 단위위해도지수를 합하여 산

출하였다.19,21,26)

몬테카를로 분석은 Crystal ball 2000(Decisioneeting

In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0,000번의 반복 실행을 수

행하였다. 

III. 결   과

1. 발암위해도 평가

Table 3은 산단지역 PM2.5에 함유된 발암성 중금속의

노출에 따른 초과 발암위해도의 단일평가치 분석 및 몬

테카를로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Cr6+의 노출로

인한 초과 발암위해도는 남성의 경우 CTE 노출시

1.5×10−6, RME 노출시 6.6×10−6으로 미국 EPA에서

권고하고 있는 10−6에 비해 CTE 및 RME 모두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는

CTE 노출시 1.8×10−6, RME 노출시 8.1×10−6으로 남

성의 결과와 같이 미국 EPA에서 권고하고 있는 10−6에

비해 CTE 및 RME 모두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남성

에 비해 높은 발암위해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또한 몬테카를로 분석 결과 남성 및 여성 모

두 25%의 범위에서 10−6 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으나

50%에서 남녀 모두에서 10−6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Ni의 노출로 인한 초과 발암위해도는 남성의 경우

RME에서 2.0×10−6으로 미국 EPA에서 권고하고 있는

10−6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 역시 RME

에서 2.4×10−6으로 미국 EPA에서 권고하고 있는 10−6

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TE에서는 남녀 모두

10−6보다 낮은 발암위해도를 나타냈다. 몬테카를로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90%까지 10−6 이하의 값을 보였으

며, 95%에서 10−6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낸 반면 여

성은 90%에서 10−6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s의 노출로 인한 초과 발암위해도는 남녀 모두에서

CTE 노출에서의 발암위해도가 10−5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다른 조사대상 중금속에 비해 발암위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몬테카를로 분석 결과

역시 25%에서 미국 EPA에서 권고하고 있는 10−6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다른 중금속에 비해 주의 깊

은 관리가 요구되어지는 유해 중금속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대상 발암 유해 중금속의 노출에 의한 통합 발

암위해도평가 결과 Fig. 3의 결과를 획득하였다. 결정

론적 발암위해도 분석 결과 남녀 모두에서 CTE 노출

시 미국 EPA에서 권고하고 있는 10−6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RME 노출의 경우 미국 EPA의

상위 권고치인 10−4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몬테카를로 분석의 결과 역시 남녀 모두 25%에서 모

두 10−6을 초과하고 있고, 100%에서는 남녀 모두 10−4

Table 3. Comparison of fixed-point (CTE, RME) and monte carlo cancer risk estimates on hazardous air pollutants

Pollutant Sex

Fixed point Monte Carlo

CTE RME Mean
Percentiles

25 50 75 90 95 100

Cr6+
Male 1.5E-6 6.6E-6 1.4E-6 7.3E-7 1.2E-6 1.8E-6 2.6E-6 3.1E-6 7.3E-6

Female 1.8E-6 8.1E-6 1.7E-6 7.5E-7 1.5E-6 2.2E-6 3.2E-6 3.8E-6 9.5E-6

Ni
Male 4.0E-7 2.0E-6 4.1E-7 1.4E-7 2.8E-7 5.0E-7 8.5E-7 1.1E-6 5.9E-6

Female 4.9E-7 2.4E-6 5.0E-7 2.0E-7 3.5E-7 6.1E-7 1.0E-6 1.4E-6 7.2E-6

As
Male 1.4E-5 1.1E-4 1.4E-5 4.7E-6 9.1E-6 1.8E-5 3.1E-5 4.5E-5 3.5E-4

Female 1.8E-5 1.3E-4 1.8E-5 5.8E-6 1.1E-5 2.2E-5 4.0E-5 5.6E-5 5.7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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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산단지역 거주자의

중금속 노출에 의한 발암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PM2.5

의 제어를 통한 중금속의 노출의 감소 유도 등 적극적

인 관리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비발암위해도 평가

Table 4와 Fig. 4는 산단지역 PM2.5에 부착된 유해

중금속 오염물질의 노출에 의한 비발암성 건강유해영

향 발생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결정론적 분석 및 몬

Fig. 3. Total cancer risk estimates for male and female on hazardous air pollutants in industrial complex area; (A) male, (B) female,

(a) distribution of frequency for total cancer risk, (b) distribution of cumulative frequency of total cancer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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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카를로 분석을 통한 확률론적 분석 결과 Ti, Cr6+ 및

Mn 모두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개별 중

금속의 노출에 의한 비발암성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발

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중금속

의 개별적 노출이 아닌 통합적 노출에 의한 통합 위해

도 지수 역시 CTE 및 몬테카를로 분석에서 위해도 지

수가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RME에서

1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각 중금속의 최

대 노출시 건강상의 유해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산단지역 거주자들의 환경보건

적 측면에서 산단지역의 중금속 관리 및 PM2.5의 관리

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IV. 고  찰

본 연구는 현 산업단지 공기질 관리에 있어 현 PM10

의 관리에서 PM2.5의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PM2.5 노출에 의한 거주자들의

건강영향을 평가함으로써 PM2.5의 관리 필요성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연구설계하였다. 

먼지의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 평가 방법으로는 장기

간의 추적조사를 통한 먼지의 노출과 건강영향과의 인

과관계 규명을 평가하는 역학적 연구, 동물시험을 통한

독성학적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연구 방

법은 장기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점을 가

지고 있어 유해환경오염물질의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

평가에 있어 단기간 연구이며, 과학적인 연구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최근 국내외적으로 환경보건 정책 수

립에 활용되어지고 있는 건강위해성평가1) 방법을 적용

하여 산업단지 내 PM2.5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을 평가

하고 이를 통해 PM2.5 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환경유해오염물질의 노출에 의한 건강위해성평가의

방법으로 최근 노출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인의

노출량을 평가하기 위한 personal air sampler 등이 개

Table 4. Comparison of fixed-point (CTE, RME) and monte carlo hazard index estimates on hazardous air pollutants

Pollutant

Fixed point Monte Carlo

CTE RME Mean
Percentiles

25 50 75 90 95 100

Ti 0.0000036 0.000013 0.0000038 0.0000016 0.0000027 0.0000048 0.0000077 0.000010 0.000057

Cr6+ 0.0015 0.004 0.0013 0.00071 0.0012 0.0018 0.0025 0.0030 0.0075

Mn 0.4 1.66 0.058 0.035 0.050 0.073 0.10 0.12 0.27

Fig. 4. Total hazard index estimates on hazardous air pollutants in industrial complex area; (a) distribution of frequency for total

hazard index, (b) distribution of cumulative frequency of total hazard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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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되어져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중금속의 개인 노출량

평가를 위한 sampler는 다른 유해오염물질에 비해 정량

및 정성적 평가가 가능한 sampler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환경중의 노출 농도를 평가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노출량을 평가하였다. 또한

환경중의 노출 농도 평가에 있어 단일 지점을 선정하

여 평가함으로써 자료의 수립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

는 정보의 오류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러나 이의 극복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확률론적 건강

위해성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대상 지역 주민들이 중

금속 노출에 의한 발생가능한 건강상의 악영향을 확률

론적으로 제시하였다.

PM2.5의 성분분석을 통해 검출된 유해 중금속 중

IRIS의 독성 정보가 존재하는 중금속으로는 Ti, Cr3+,

Cr6+, Mn, Ni, As, Se, Pb, P, Cu 및 Zn으로 조사되

었으며, 이중 호흡에 의한 단위위해도 및 참고치가 존

재하는 중금속으로는 Ti, Cr6+, Mn, Ni, As로 조사되어

이들 중금속에 의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Pb의 경우 미국 EPA의 분류체계인 발암증

거의 가중에 의하면 B2로 유력한 발암가능성이 있는

중금속으로 조사되었으나 아직 단위위해도 및 참고치

에 대한 자료가 없어 본 연구의 건강위해성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중금속 중 IRIS에서 발암 독성

(단위위해도)의 정보가 제공되는 중금속으로는 Cr6+, Ni

및 As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Cr의 경우

총 Cr으로 발암위해성평가시 6가 크롬만을 고려하기 위

해 조사된 Cr 농도의 8%의 농도를 6가 Cr의 농도로

환산하여 평가하였다. 이는 강 등27)에 의해 국내 산업

단지에서 조사된 총 Cr 중 6가 Cr의 함유율은 평균

0.7~2.4%로 외국의 도시지역에서 조사된 함유율인

3~8%에28) 비해 국내 공기 중 총 Cr 중 6가 Cr의 함

유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이 주

민 건강을 고려한 PM2.5의 관리 필요성 및 관리방안

수립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함으로 고려하여 함유률이

가장 높은 8%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경우 산업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련과정에서 배출되는 먼지

에 부착된 Ni에 대한 단위위해도를 이용하여 초과 발

암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평가된 발암물질들의 통합 발암위해도에 대한 기여율

은 As > Cr6+ > Ni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원욱

이29) 본 연구의 인접 산업단지인 여천공단지역을 대상

으로 PM10에 부착된 중금속의 흡입으로 인한 발암위해

도 평가의 기여율 결과인 As > Cr > Cd > Be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공단지

역 As 및 Cr에 대한 적극적 관리과 요구되어 짐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 관리 대책의 수립 중 PM2.5의

제어를 통한 유해 중금속의 관리 대책의 수립과 검토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산업단지 PM2.5에 부착된 중금속

물질의 노출로 인한 통합발암위해도의 경우 CTE 노출

에서 남녀 각각 1.6×10−5, 2.0×10−5로, RME 노출에서

는 남녀 각각 1.2×10−4, 1.5×10−4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원욱이29) 조사한 여천공단의 중금속 노출로 인한 발

암위해도인 1.73×10−5~1.07×10−3과 최 등30)이 조사한

울산지역 총 발암위해도인 1.0×10−5의 수준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산업단지의 중금속의 노출에 의한 발암위해도의 경우

허용 위해도인 10−6을 초과하고 있으며, PM10에 부착된

중금속의 발암위해도와 PM2.5에 부착된 중금속의 발암

위해도가 유사함을 고려할 때 중금속의 노출로 인한 발

암위해성의 저감을 위해서는 PM2.5의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PM2.5에 부착된

중금속의 흡입으로 인한 통합위해도 평가 결과 CTE

노출시 발암위해도가 미국 EPA에서 권고하고 있는 발

암위해도의 하한 권고치인 10−6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위해도 지수의 경우 CTE에서는 0.4로 조

사되었으나 RME의 경우 1.6으로 RME 하에서 US.

EPA의 권고수준이 1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는 PM2.5에 부착된 중금속 중 독성정보가 있는 중금속

들의 노출에 의한 통합위해도 결과 건강에 유해한 영

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독

성정보가 없는 중금속의 노출의 영향을 고려하면 더욱

건강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하는 결과로

PM2.5와 이에 부착된 중금속 노출의 제어가 요구되어진

다. 또한 산업단지지역 PM2.5의 적극적 관리대책 마련

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산업단지 대기환경 관리방안 수립에 있어

PM2.5 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해대

기오염물질 중 PM2.5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의 흡입으

로 인한 발암위해 가능성 및 건강위해 가능성을 평가

하고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산업단지의 대기환경

관리방안 수립에 있어 PM2.5 관리에 관한 필요성을 검

토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발암위해도의 경우 CTE 노출 상태에서 N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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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Cr6+와 As의 경우 남녀 모두 허용위해도인

10−6을 초과하고 있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통합위해도

역시 남녀 모두에서 10−5을 초과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위해도지수의 경우 조사대상 중금속 모두 CTE

노출에서 ‘1’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RME 노출에서 Mn

의 경우 ‘1’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통합 위해

도지수 역시 CTE 노출상태에서는 ‘1’을 초과하지 않았

으나 RME 노출 상태에서 ‘1’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산업단지 PM2.5에 부착된 중금속

의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으로는 장기간 노출로 인

한 발암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

한 PM2.5에 부착된 중금속 노출에 의한 위해성평가 결

과와 본 연구 대상지역에 근접한 산업단지의 PM10에

부착된 중금속의 노출에 의한 위해성평가 결과가 유사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 중금

속 노출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시 PM2.5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이 요구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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