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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근로자들의 영수증 접촉 정도에 따른

비스페놀A 노출량 조사

이유나·이유진·장지원·한가을·고영림†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Exposure to Bisphenol A through Contact with Thermal Receipts

among Service Industry Workers

Yuna Lee, Yujin Lee, Jiwon Jang, Gaeul Han, and Younglim Kho†

Department of Health, Environment and Safety, Eulji University

ABSTRACTS

Objectives: Bisphenol A, or BPA, is a chemical component in polycarbonate plastic with which many people

come into contact every day. A great deal of controversy has arisen over its safety since this material, which is

known to disrupt the human endocrine system and cause neurological difficulties and cancer, is commonplace

in beverage containers, food can liners, and receipt paper rolls. In this study, we determined the levels of

exposure to BPA of workers in the service industry depending on the number of receipts contacted.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6 male and 18 female workers employed in the service industry. Using a

questionnaire, we investigated general and job characteristics. Urine sampl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the

LC-MS/MS technique after enzymatic hydrolysis and solid phase extraction (SPE).

Results: The geometric mean (GM) concentration of urinary BPA from all subjects was 1.02 ng/ml. Workers

were exposed significantly to more BPA according to the number of receipts they contacted, their work

experience, and working hours per day. The BPA concentration of those who touched more than 100 receipts

per day was 3.09 ng/ml, while that of the other participants was 0.61 ng/ml. It was shown that wearing gloves

can protect from BPA exposure.

Conclusion: We determined the urinary BPA concentrations of workers in service industry and found that the

contact with receipts could increase the BPA exposure of servic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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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비스페놀A(Bisphenol A, BPA)는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의 필수 구성성분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

이 생산되는 화학물질 중 하나이다. BPA는 유아용

용기, 음료수/식품 용기 및 표면처리제, 의료 장비,

영수증 표면의 감열지 등 다양한 소비자 용품에 사

용되고 있다.1) BPA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대중적으

로 사용하게 되면서 그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

여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2천 600억 킬로그램

이 소비되고 있다.2,3) 우리나라의 연도별 BPA 생산

량 및 수입량을 살펴보면, 생산량은 2006년의 경우

284,706톤, 2009년의 경우 540,398톤이며, 수입량은

2006년의 경우 23,892톤, 2009년의 경우 76,287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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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4)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0년 기준

으로 1인당 95 kg으로 세계 1위이다(2위 미국 87 kg,

3위 일본 62 kg).5) 

BPA는 내분비계장애물질로 분류된다. 내분비계장

애물질(EDCs, Endocrine disrupting compounds)은

체내의 항상성 유지와 발달과정을 조절하는 생체 내

호르몬의 생산, 분비, 이동, 대사, 결합작용 및 배설

을 간섭하는 외인성 물질로서 인간에게 노출되는 주

된 경로는 음식물을 통한 인체 내 축적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한 노출 등이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노출

은 인체 내 암을 유발시키고, 신경계장애, 호르몬의

불균형, 내분비계장애, 면역계 장애 및 심장혈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BPA에 관한 건강영향은 동물실험에서 생식 계통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외에도 BPA

노출은 심혈관계질환 진단과의 상관성이 밝혀졌으며

몇 가지 주요 체중 조절 작용과 관련성이 있는 물

질이다.7,8) 세계 야생 기금(The World Wildlife Fund,

WWF)은 67개 화학물질을 EDCs로 지정하였으며 이

중 BPA가 포함되어 있다.4) 

BPA가 포함된 용기를 사용한 식품 또는 음료수를

섭취하거나 아말감 등의 치과용 충전재를 통해서

BPA 노출이 가능하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

촉할 수 있는 영수증 표면의 감열지에 다량의 BPA

가 함유되어 있어 손을 통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소비자원은 영수증 시료 27종 중 24종(89%)에

서 BPA가 검출되었고 감열지 시료 1회 접촉 시 최

대 이행량(접촉면적 4.0 cm2, 물습윤상태) 은 0.92 µg

이지만 BPA 일일섭취허용량(TDI, 0.05 mg/kg body

weight)과 비교할 때, 일반 소비생활에서의 접촉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하였다.9)

하지만, 영수증 자체에서 감지될 수 있는 BPA농도가

12인치마다 3~19 mg 정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10)

사람이 직접 손으로 접촉 시, 5초만 잡고 있어도 대

략 1 µg BPA (0.2–6 µg)가 손으로 이동하는데,11) 영

수증을 직업적으로 취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당량

의 BPA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은 BPA에 대한 관련연구가 진행 중이다. 미

국(EPA) 은 2010년 3월에 우려화학물질목록에 BPA

포함 방침고려 발표하였고, 캐나는 2010년 10월에

BPA 를 독성화학물질 목록에 추가(CEPA)하였고, 미

국(30개 주 등)은 2011년 1월에 BPA 등을 대상으

로 포함하는 새 화학물질 관리법 제정에 대한 결의

안 채택하였으며, 유렵연합은 2011년 7월에 BPA 함

유 젖병 제조, 수입, 판매 금지를 시행(Directive 2011/

08/EU) 하였다.4)

국내에서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BPA 를 관

찰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화장품법에 의

해서는 배합 금지 원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식

품위생법은 식품과 접촉되는 기구 및 용기, 포장 등

식품용기의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아릴레이트,

에폭시수지, 금속체 등에 대해 0.6 ppm 이하로 규정

하고 있다. 현재는 유아용 젖병에 관한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BPA 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대다수의 국민과 서비스직 근로자들이

매일매일 노출되고 있는 영수증으로부터의 노출 정도

는 조사되지도 않고 규제도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서비스 산업에 고용된 인구는 2000년 956만 명에

서 2010년 1294만 명으로 연평균 3.1% 증가하였으

며, 제조업이나 전체 산업에서의 고용증가보다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12) 서비스 산업 종사 근로자의 경

우 직업과 관련된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고 노출량을 측정한 예도 거의 없다. 일상생활에

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BPA의 경우, 직업적인 노

출이 부가된다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

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관련 직업 종사자들

의 노출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일

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및 영수증 접촉 정

도에 따른 BPA의 인체 노출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비스페놀류가 함유된 영수증을 취급하

는 작업장 근로자 31명과 일반인 3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조사 작업장의 형태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을 지칭하는 QSR(Quickly Service

Restaurant),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의 4가지로 분

류하였다. QSR의 경우, 조리와 고객응대 담당 근로

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조리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대조군,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를 노출군

으로 선정하였다.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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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일 업무를 행하므로 설문조사를 바탕으

로 노출군과 대조군을 분류하였다. 먼저 근로자의 장

갑 착용 유무를 통해 노출군과 대조군으로 분류하였

다. 장갑을 착용한 근로자는 영수증 접촉으로 인한

BPA 의 피부흡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조군으

로 분류하였고 대조군 중 주당 캔과 통조림 식품을

많이 섭취한 근로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장

갑 미착용 근로자 중 하루 접촉 영수증 개수를 파

악하여 영수증 접촉이 많은 근로자를 노출군으로 선

정하였다. 영수증에 의한 BPA 노출을 정확히 파악

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 3인을 대조군으

로 추가하였다. 

2. 설문조사 및 시료채취

연구 대상 근로자들의 성별, 흡연 유무, 음주 여부,

총 근무 경력, 하루 근무 시간, 주당 근무 일수, 하

루 중 피부 노출 영수증 평균 개수, BPA 에 대한

인식도, 장갑 착용 여부 등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

하였다. 또한 소변 중 BPA의 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손 세척 횟수와 BPA가 함유되어

있는 통조림, 캔 등의 주당 섭취 개수를 조사해 BPA

에 대한 중복노출을 조사하였다. 영수증에 의한 BPA

의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시료 채취

시간을 기입하게 하였고, 근무 중이거나 근무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채취한 시료를 수집하였다.

3. 소변 중 BPA 측정방법

(1) 시약 및 재료

본 연구에서는 BPA 를 측정하기 위해 BPA 표준

물질과 내부표준물질(IS)인 Bisphenol A-d16을 Sigma-

Aldrich(St. Louis, MO, USA)사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전처리에 사용한 암모늄아세테이트(ammonium

acetate), 염산(hydrochloric acid) 및 가수분해효소(â-

glucuronidase/sulfatase) 또한 Sigma-Aldrich(St. Louis,

MO, USA)사에서 구입하였다. 가수분해 효소는 pH

5의 1M 암모늄아세테이트에 용해시켜 사용하였다. 고

체상추출과 HPLC 이동상으로 이용된 메탄올(methanol)

과 증류수 및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은 모두

Burdick & Jackson사(Muskegon, MI, USA)에서 구

입하였다. 추출에 사용된 카트리지는 Strata-X 33u

Polymeric Reversed Phase(30mg, 1m, Phenomenex,

USA)를 사용하였다. 

(2) 시료 전처리

근로자의 뇨 시료는 작업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채취하였으며, 즉시 실험실로 운반 후 전처리 전까

지 냉동 보관하였으며, 상온에서 완전히 녹인 후 혼

합하여 전처리 및 분석에 이용하였다. 소변시료를 각

각 1 ml씩 2 ml tube에 넣은 뒤 가수분해를 위해

Ammonium acetate(pH 5) 500 µl, 내부표준물질(IS)

과 효소(B-glucuronidase/sulfatase)를 첨가하고, 잘 섞

은 다음 37oC로 맞춰진 배양기(Samhwa, I.B 122,

Korea)에 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가수분해가 진행

된 시료는 고형물 제거를 위해 원심분리 후, 15 ml

시험관에 옮겨 담았다. 추출 효율을 높이기 위해 1 M

HCl 을 넣고 완전히 혼합하여 고체상 추출을 진행

하였다.13,14)

고체상추출은 먼저 카트리지 활성화를 위해 디클

로로메탄:메탄올 혼합용액(9:1)과 메탄올, 1 M HCl

을 사용하여 pH를 3.5로 조정한 증류수를 각각 2 ml

씩 용출시켰다. 여기에 준비된 시료를 용출시키고,

증류수 2 ml와 20% 메탄올 수용액 2 ml로 세척하였

다. 비스페놀A의 용출은 4 ml 디클로로메탄:메탄올

혼합용액(9:1)을 이용하였다. 용출된 시료를 원심농

축기(Eyela, CVE-3100, Japan)를 사용하여 건조시킨

후 메탄올 500 µl로 용매를 재조정하고 HPLC 바이

Table 1. LC-MS/MS parameters for analyzing BPA and

internal standard

Parameters BPA BPA-d16

Q1(m/z) 227.2 241.3

Q3(m/z) 212.0, 132.0 223.1, 122.0

DP -85 -80

CE -26, -36 -28, -38

CXP -3, -7 -13, -7

Mode ESI negative

Column 150×2.0 mm I.D. 3 μm, Cadenza, Imtakt

Flow rate

Injection 

volume

200 μl/min

5 μl

Mobile

Phase

A : 5mM ammonium formate and 0.02% 

formic acid in water

B : methanol

Gradient

Time 

(min)
0 8 11 11.1 18

B (%) 20 100 10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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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vial)에 담아 LC-MS/MS로 분석하였다(Table 1).

(3) LC-MS/MS 분석

전처리가 완료된 시료의 분석은 Agilent 1100 시

리즈 HPLC(Agilent, USA) 및 API 4000 MS/MS 시

스템(AppliedBiosystem, USA)을 이용하였다. 이동상

A는 0.1% 아세트산 수용액, 이동상B는 아세토니트

릴(0.1% 아세트산)을 사용하였다. 분석대상물질의 분

리는 Imtakt사의 Cadenza컬럼(C18,150×2.0 mm, 3 mm)

을 이용하였다. 유량은 200 µl/min으로 하고 경사용

매조성법(gradient mode)를 이용하였으며, 시료 주입

량은 5 µl로 하였다.

BPA 및 내부표준물질의 질량분석기 조건을 확립하

기 위하여 주입기(10 µl/min, Harvard Apparatus)로 최

적화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확립된 액체크로마토그

래피-질량분석기 조건은 Table 1과 같다. 질량분석기

의 조건은 분석의 감도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curtain gas 20 psi, GS1 40 psi, GS2 60 psi, detector

temperature 400oC로 설정하였다. Ion source는

electrospray ionization (ESI) negative 방식을 이용하

였으며 ion source energy는 -4500 V를 유지하였다. 

(4) 검정곡선 및 분석법 검증

분석대상물질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표준물질

(STD)을 100% 메탄올로 희석하여 0.1, 0.5, 1, 5, 10,

50, 100 ng/ml 농도가 되도록 검정곡선용 표준용액을

조제하였다. 표준용액 분석으로 작성된 BPA 의 검량

선은 회귀직선의 결정계수(r2)값이 0.99 이상으로 나

타나 정량분석에 적합한 직선성을 보여주었다. 분석

법 검증을 위해 검출한계, 정확도 및 정밀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검출한계의 경우 검정곡선 표준오차

(standard error, SE)와 기울기(slope)를 이용하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0.17

ng/ml로 계산되었다. 정확도와 정밀도의 경우 소변시

료에 표준용액(5 ng/ml)을 첨가(n=7)하고 시료와 같은

방법으로 전처리 후 분석하여 계산하였다. 정확도는

농도별 평균 회수율(recovery)을 이용하였으며, 정밀

도는 농도별 상대표준편차(RSD)를 이용하였다. 계산

된 정확도는 90.2%였으며, 정밀도의 경우 %RSD 값

이 4.2%로 나타나 미량물질 분석에 적합한 값을 보

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방법으로 작성된 BPA

및 내부표준물질의 크로마토그램은 Fig. 1과 같다.

(5) 통계분석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특징 및 작업특성에 따른 소

변 중 BPA 농도와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SAS 9.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기술통계량은 기하평균(GM)

및 기하표준편차(GSD)를 이용하였으며, 평균값의 비

교를 위해서 비모수적 방법인 Kruskal-Wallis test 및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다.

III.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Fig. 1. LC-MS/MS Chromatogram of bisphenol A (a) and internal standar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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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연령(평균±표준편차)은 33.6±12.8세

였으며, 근무기간(평균±표준편차)은 2.2±2.8년이었다.

31명의 근로자는 QSR 8명, 식당 6명, 카페 7명, 편

의점 10명이었으며 이들 중에서 3명만 작업시간 중

장갑을 착용하였다. 작업시간은 5시간 미만이 3명,

5~9시간 12명, 9시간 이상이 15명이었으며, 근무경

력은 1년 미만이 14명, 1~3년 7명, 3년 이상이 9명

이었다. 일반인과 서비스 근로자를 포함하여 하루에

영수증을 5개 미만 접촉하는 사람은 7명, 5~50개 5

명, 50~100개 11명, 100개 이상 접촉하는 사람이 10

명이었다(Table 2).

2. 소변 시료 분석결과

일반인을 포함한 서비스직 근로자의 근무형태 및

일반적 특징에 따른 소변 중 BPA 농도의 기하평균

(GM, ng/ml) 값은 Table 2와 같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여성보다 남성의 소변 중 BPA 농도가 높

았으며, 30대 이상 연령층은 20대 이하 연령층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농도로 노출되고 있었

다. 흡연자와 음주군에서 비흡연자와 비음주군보다

높은 BPA 농도를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근로자의 소변 중 BPA 농도는 작업장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을 보였다. 이 중에서 음식점 종업

원의 노출량이 가장 많았으며(4.65 ng/ml), 다음으로

카페, 편의점, QSR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인 근로자와 3년 이상인 근로자의 소변 중

기하평균 농도는 각각 0.70, 3.09 ng/ml로 근무경력

이 길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하루 작업시간

의 경우 5시간 미만 < 5~9시간 < 9시간 이상 근무

자의 순으로 높은 소변 중 BPA 농도를 보였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루에 만지는 영수증의 개수가 5개 미만, 5~50

개, 50~100개, 100개 이상인 대상자의 소변 중 BPA

농도는 각각 0.22, 0.58, 1.22, 3.09 ng/ml로 나타나

영수증 접촉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BPA

에 노출되고 있었다. 장갑을 착용한 근로자의 경우

0.62 ng/ml로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노출

농도인 1.07 ng/ml에 비해 낮은 농도로 노출되고

있었으나 장갑착용 근로자의 수가 적어 통계적인

차이는 보여지지 않았다. 또한, 통조림과 캔음료의

섭취량에 따른 BPA 노출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IV. 고 찰

본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소변 중 BPA 농도를 다

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비교 하였을 때, 대상자 전체

Table 2. Urinary bisphenol A concentrations by demographic

and job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 (n) GM(ng/ml) p-value

Overall 100 (34) 1.02

Gender

Male 47.1 (16) 1.53
0.208

Female 52.9 (18) 0.71

Age

 16-29 50.0 (17) 0.40 0.001

30-58 50.0 (17) 2.59

Smoking

Non-smoker 64.7 (22) 0.79 0.319

Smoker 35.3 (12) 1.52

Alcohol

Drink 67.6 (23) 1.40 0.135

Not drink 32.4 (11) 0.52

Type of business

QSR 23.5 (8) 0.17 0.002

Restaurant 17.6 (6) 4.65

Café 20.6 (7) 1.71

Convenience store 29.4 (10) 1.50

No job 8.8 (3) 0.44

Work experience

< 3 year 70.0 (21) 0.70 0.038

≥ 3 years 30.0 (9) 3.09

Working hours

< 5 hrs 10.0 (3) 0.09* <0.001

5 ~ 9 hrs 40.0 (12) 0.51

≥ 9 hrs 50.0 (15) 3.31

Number of receipt 

contact

< 5 21.2 (7) 0.22 0.014

5 ~ 50 15.2 (5) 0.58

50 ~ 100 33.3 (11) 1.22

≥ 100 30.3 (10) 3.09

Glove

Wear 8.8 (3) 0.62 0.619

Not wear 91.2 (31) 1.07

Note. *0.09 = 1/2 LOD 



440 이유나·이유진·장지원·한가을·고영림

J Environ Health Sci 2014; 40(6): 435-441 http://www.kseh.org/

평균(GM)은 1.02 ng/ml로 벨기에15)의 2.55 ng/ml, 미

국16)의 2.0 ng/ml, 한국의 다른 연구17) 2.03~2.40 ng/ml

보다는 다소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나 중국18)의

0.89 ng/ml 보다는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하루에

영수증을 100개 이상 접촉하는 서비스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 3.09 ng/ml의 소변 중 BPA 농도를 보여

영수증에 자주 접할수록 BPA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직종별로 음식점이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는데, 이

는 음식점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가장 길

었으며, 직업의 특성상 한 사업자에 많은 수의 근로

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수증 접촉횟수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무경력이 길수록, 하루에 근무하

는 시간이 길수록 BPA 노출량이 높게 나타난 것은

비정규직 보다는 정규직 그리고 근무경력이 길수록

계산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장갑을 착용한 근로자는 실제 5~100개 정도의 영수

증과 접촉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0.62 ng/ml로 낮은

노출량을 보였다. 하루에 영수증을 100개 이상에 접

촉하는 근로자의 평균 노출 농도인 3.09 ng/ml과 비

교하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장갑 착용이

개인보호구의 역할을 하여 BPA에 대한 노출량을 줄

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BPA 노출은 당뇨, 비만과 같은 대사성질환과 관

련되어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일본의 성인비만여성과

일반인여성을 비교해 보면 소변 중 BPA 농도는 각

각 1.04, 0.71 ng/ml로 나타나 체질량지수(BMI)의 상

관관계가 보여졌다.19) 미국에서도 어린이와 사춘기 청

소년의 BPA 노출과 비만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

되었다.20) 우리나라의 자료에서도 당뇨환자군의 소변

중 BPA 농도는 2.40 ng/ml로 대조군의 2.03 ng/ml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 보여졌지만,17) 소변 중

BPA 농도와 소아비만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21)

이는 BPA가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작용하여 저농도에

서도 지속적인 노출이 계속되면 다양한 질환의 발생

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BPA에 대

한 노출이 소득 최상위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결

과와22) BPA의 소변 중 농도가 성인보다 어린이들에

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23) 볼 때 취약

계층인 어린이와 대다수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출요인을 분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서비스직 근로자의 경우 식이요인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BPA 노출에 지속적인 다량의

직업적 노출이 더해지므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비스직 근로자와 같이 영수증을 통해

BPA에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는 직업군의 노출량을

조사하고 발색촉매제로서 BPA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기술에 의해서도 BPA

가 포함되지 않은 감열지 생산이 가능하지만, 가격

이 30% 이상 비싸기 때문에 널리 사용하지 않는다.

영수증에 BPA가 많이 검출 되는 이유는 저가의 일

반 감열지를 코팅한 영수증을 점포에서 이용하고 있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직업적으로 영수증에 자주 접촉하는 서

비스직 근로자들의 작업형태에 따른 BPA 노출량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근로자의 소변 시료는 효

Table 3. Comparison of bisphenol A concentration with

other studies

Author Country
Classification

(n)

BPA 

(GM)

Yunjia Yang 

(2014)*)
China

Gender
Male (52) 0.75

Female (48) 0.90

Total (94) 0.89

Catherine 

Pirard

(2012)*)
Belgium

Gender
Male (65) 2.70

Female (66) 2.40

Total (131) 2.55

Hind A. 

Beydoun

(2014)*)
USA

Gender
Male (797) 2.1

Female (789) 1.9

Age

18-19 2.6

20-29 2.5

30-39 2.0

40-49 2.1

50-59 1.9

60+ 1.5

Total (1586) 2.0

Kisok Kim 

(2013)*)
Korea Group

Diabetes (99) 2.40

Control (1111) 2.03

This Study

(2014)
Korea

Group

Exposure ≥100 

receipt (10)
3.09

Other (24) 0.61

Total (3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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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의한 가수분해, 고체상추출에 의한 전처리와 LC-

MS/MS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영수증 접촉 횟수가 증

가할수록 BPA 노출량이 증가하였으며, 근로자의 근

무경력이 길수록, 하루 근무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BPA에 노출되고 있었다. 향후 영수증으로 인한 BPA

의 직업적 노출정도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다수의 근로자에게 BPA 노출을 증

가시키는 영수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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