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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developed and validated reference materials (RMs) to analyze metal compounds in
blood. 

Methods: We referred to KoNEHS (Korea 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Survey) to estimate concentrations
of blood metals (cadmium, Cd; lead, Pb; mercury, Hg) and applied analytical methods (inductively coupled
plasma – mass spectroscopy, ICP-MS, for Cd and Pb; graphite furnace –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GF-
AAS, for Cd and Pb; and direct mercury analyzer, DMA, for Hg). Homogeneity and stability tests were carried
out. In addition, certified values and uncertainties of RMs were calculated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experiments. All RMs were developed and assessed in various forms according to element, analytical method,
and two types of concentration levels high concentration for occupational exposure and low concentration for
environmental exposure. 

Results: All samples showed acceptable homogeneity, except for low concentration of Cd in the GF-AAS
method. Short- and long-term stabilities were satisfied by ANOVA testing. In the inter-laboratory comparison,
robust medians were lower than the certified values of all RMs (robust median/reference value; 1.301/1.327 µg/L
for Cd, ICP-MS, low concentration; 3.152/3.388 µg/L for Cd, ICP-MS, high concentration; 1.219/1.301 µg/L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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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GF-AAS, low concentration; 3.074/3.321 µg/L for Cd, GF-AAS, high concentration; 14.473/14.516 µg/L for
Pb, ICP-MS, low concentration; 50.069/50.114 µg/L for Pb, ICP-MS, high concentration; 12.881/14.147 µg/L
for Pb, GF-AAS, low concentration; 47.015/47.591 µg/L for Pb, GF-AAS, high concentration; 4.059/4.218 µg/L
for Hg, DMA, low concentration; 11.474/11.181 µg/L for Hg, DMA, high concentratio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procedures for developing and validating RMs for biomonitoring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al health. 

Key words: Biomonitoring, blood cadmium, blood lead, blood mercury, reference materials

I. Introduction

인체 바이오모니터링은 체내의 노출 바이오마커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개인

혹은 인구집단의 노출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다. 이는 노출 관련 요인들과 실제 노출수준, 혹은

건강영향에 대한 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연구가설에

기반한 문제해결을 돕는 데 활용되기도 하고, 지역

사회 혹은 국가적 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 혹은 국

가를 대표하는 환경유해물질 노출수준의 대표 값을

제시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1) 

미국과 독일, 그 밖의 선진국들에서는 인체 바이

오모니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일반인구집단의 환경

오염물질 노출평가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2-4) 우리나

라도 2000년대 이후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국민건

강영양조사 등 대규모 국가 바이오모니터링 사업들

을 통하여 중금속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 오염물질의

노출평가와 위험인자의 도출, 건강영향평가 등을 수

행하고 있다.5) 또한 단면조사뿐만 아니라 장기적 추

적관찰을 통하여 환경노출요인과 건강영향 간의 관

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도 바이오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6) 산업단지 지역, 환경오염 피해 발

생 지역, 폐금속광산이나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등 환

경오염 취약 인구집단에 대한 환경보건평가에 있어

서도 바이오모니터링은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과

학적 근거를 제공한다.7)

따라서 바이오모니터링 결과의 신뢰성 확보는 국

가 표준 데이터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

다. 생체시료에 대한 분석의 방법과 결과에 대한 국

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험실과 실험자의 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분석방법과 정도관리의 표준화가

필요하며,8) 이는 분석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게

되고 결과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게 된다.9)

정도관리 체계의 표준화에 있어 숙련도 평가를 통

한 분석능력 확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숙련

도 평가용 표준물질의 개발이 필요하다.8) 근래에 들

어 물, 폐수, 토양 등 환경 분야 매질표준물질 개발

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예산과 인

력, 시간이 상당히 소요됨에 따라 국내 환경분야

매질표준물질 개발 성과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

다.10) 특히 환경분야에서 바이오모니터링 연구가 확

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체시료를 기반으

로 한 표준물질 개발은 자원 확보의 어려움, 매질의

복합성, 그리고 낮은 농도수준 등의 문제로 일부에

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

내 환경 분야 바이오모니터링 분석기관의 숙련도 평

가 및 내부정도관리용 매질표준물질은 대부분 외국

의 표준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바이오모니터링 사업의 주요

타겟 오염물질인 중금속(납, Pb; 카드뮴, Cd; 수은,

Hg)의 혈중 농도 분석을 위한 생체시료 후보표준물

질을 제조하고, 균질도, 안정도, 인증값 및 불확도

산출, 허용범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는 물론 표

준물질의 개발뿐 아니라 검증을 통하여 향후 숙련도

시험 및 내부정도관리용 표준물질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II. Materials and Methods

1. 후보표준물질의 제조

연구수행에 필요한 혈액시료를 얻기 위하여

Innovative사(InnovativeTM Research, MI, USA)를 통

하여 1인당 400 mL씩 5명의 혈액을 구입하였다. 수

령 즉시 평가물질의 바탕 값을 측정하였고, 이를 동

일 비율로 혼합, 균질화한 후에 바탕매질로 사용하였다. 

생체시료 매질표준물질 제조에 요구되는 재료물

질 선택, 안정화, 균질화 및 병입 등의 제조방법

은 환경매질 인증표준물질 개발 연구결과들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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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SRM(standard reference materials)

(SRM 955C),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병 연구

센터의 정도관리시료 제조방법(혈중 중금속 분석용

표준시료의 제조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화하였다. 

최적화된 제조방법은 K3 EDTA 항응고제 처리, 1

차 균질화(냉동-해동), 2차 균질화(멸균 거즈로 여과),

자석교반, 표준물질 주입, 혼합, 분주, 불활성 가스

주입 후 밀봉하는 과정이었다. 제조된 시료는 폴리

에틸렌 재질 용기에 분주하고 불활성 가스를 처리한

다음 마개를 막아 연구수행 기간 동안 -70oC의 초

저온 냉동고에 보관하였으며, 모든 제조과정은 class-

100의 청정조건 하에서 진행하였다. 

제조농도 설정은 각 중금속에 대한 환경 노출

(environmental medicine field)을 반영하는 저농도

범위와 직업적 노출(occupational medicine field)을

반영하는 고농도 범위를 각각 고려하였다. 각 농도

의 범위는 국내외 바이오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하였

으며,13-15)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중 중금속 농도

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 혈중의 중금속 농도

조사 연구’에서 도출된 각 농도를 참고하여 저농도

의 경우 중간 값을, 고농도의 경우 95 퍼센타일 값

을 적용하되, 바탕시료에서의 분석결과를 감안하였

다. 이에 따라 혈중 납의 경우 제조 농도는 저농도

15.0 μg/L, 고농도 50.0 μg/L, 카드뮴은 저농도와 고

농도 각각 1.5, 3.0 μg/L, 수은은 저농도와 고농도

각각 4.0, 10.0 μg/L으로 하였다. 

2. 균질도 실험

균질도 실험과 분석결과의 평가는 ISO 13528 및

ISO 가이드 35에 따라 수행하였다.16,17) 제조 및 소

분된 예비표준물질 시료는 혈액 Cd, Pb, Hg용 저농

도와 고농도 각각 200개씩이었다. 각 농도대별 무작

위 10개 튜브를 선택한 후, 각 2개씩의 분석용 시료

를 제작하여 균질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평가용 시

료의 분석방법은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생체시료

분석 매뉴얼’에 준하여 ICP-MS(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scopy), GF-AAS(graphite furnac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DMA(direct

mercury analyzer) 방법을 적용하였고, 전처리 방법

은 희석법과 직접법을 적용하여 균질도평가에 사용

할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균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5% 유의수준에서 수

행하였다. 숙련도 시료로 사용하는 시료 간 균질도

평가는 병간 균질도(Sbb)가 해당 숙련도 평가에 적용

될 숙련도 표준편차(σ)와 비교하여 Sbb ≤ 0.3σ 조건

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시료가 적절한 균질성을 가

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병내 균질도(Swb)는

Swb ≤ 0.5σ 조건에서 균질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

하였다.18) 

3. 안전성 실험

숙련도 평가시료의 운송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질여부를 확인하고자 운송안정도 평가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단기 안정도는

극한의 보관상황을 고려하여 25oC와 40oC 하에서 7

일, 10개 소분체, 장기 안정도는 1개월과 3개월 간

-70oC 조건에서 보관한 5개 소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간별 안정성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위하여 회귀

분석을 통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안정성에 대한 평

가에 있어, 시간에 대한 유의성을 가지는 추세가 있

는 경우, 회귀분석을 통하여 회귀계수를 구하게 되

며, 추세가 없다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하여 집단

간 변동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기울기가 0인 회

귀 직선의 불확도로써 안전성의 불확도를 추정한다.

식 1로써 Student-t factor와 직선 기울기의 불확도

(Sb1)의 곱이 5% 유의수준에서 |b1| 보다 크거나 같

을 경우, 그리고 5% 유의수준에서 p-value가 0.05

보다 클 경우 장단기 안정성 데이터에 유의한 추세

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평가조건별로 숙

련도 시험용 후보표준물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17) 

(1)

4. 기관 간 비교실험

제조한 표준물질에 대하여 중금속 분석기관 숙련

도 시험용 표준물질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분

석방법별로 3개 기관을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

였다. 각 기관별로 제조군당 4개의 소분체를 제공하

고 각 3회 분석 평균 값(총 12개 평균 값/물질별/분

석방법별)을 얻게 되었다. 식 (2)에서와 같이, 각 참

가기관에서의 결과(χ)와 설정 값(X), 목표 표준편차

b1 t - factor 95%, n-2( ) S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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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를 이용하여 z-score를 산출하였다. 

(2)

참가기관에서 도출된 결과의 계통오차 등의 유무

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버스트 Z-값의 합을 이용한

RSZ(rescaled sum of Z-score)를 산출하였으며, RSZ

가 3 이상인 경우 이상 값으로 판정하였다.19) 기관

간 분석 결과 값 중에 이상 값을 제외한 평균 값을

최종 인증 값으로 사용하였고, 표준불확도를 산출하

여 최종 확장불확도 계산에 반영하였다. 

5. 표준물질의 인증 값, 확장불확도 및 허용범위 산출

후보표준물질의 인증절차과정 중 공동분석에 의한

이상 값 제거 후 평균 값을 최종인증 값으로 하였고,

확장불확도는 산출된 합성표준불확도에 95% 신뢰수

준에서의 포함인자(k=2)를 곱한 값으로 제시하였다.20) 

인증된 매질표준물질을 이용한 현장 실험실 대상

숙련도 시험 시 적용할 수 있는 허용범위의 설정은

G-EQUAS(German-External Quality Assessment

Scheme) 등의 국제 정도관리 프로그램에서 반영하

고 있는 ‘기준 값 ± 3SD(standard deviation)’을 반

영, ‘인증 값 ± 3SD’로 설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

서의 비교평가기관 수가 적어 기관간 표준편차 대신

목표 표준편차로 확장불확도를 적용한 것이다. 

III. Results 

1. 균질도 실험 결과 

Table 1은 ANOVA를 통하여 계산된 혈중 중금속

분석용 후보표준물질에 대한 시료 간 균질도(병간

균질도, Sbb), 시료 내 균질도(병내 균질도, Swb)에 의

한 표준불확도 산출결과, 그리고 숙련도 표준편차(σ,

자체설정 목표 표준편차)의 0.3배 수치와 균질도 적

합성 판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혈중 저농도 카드

뮴(GF-AAS법)에서의 병간 균질도(Sbb)가 숙련도 표

준편차의 0.3배 값(0.3σ)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항목에서는 숙련도 표준편차의 0.3배 값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안전성 실험 결과

제조된 표준물질의 단기 안정도 평가 결과, 카드뮴

의 경우 두 농도에서 평가물질의 시간에 따른 감소

비율(slope, b1)은 ICP-MS 방법에서 각각 -0.01 미만

과 0.01 미만, GF-AAS 방법에서 각 -0.01로 산출되

었다. 납의 경우 각각 -0.01과 0.01(ICP-MS), 0.01과

-0.01 미만(GF-AAS), 수은은 -0.01 미만과 -0.01이었

다(Table 2). 중금속 항목별, 분석방법별, 농도수준별

결과는 모두 Student-t factor와 직선의 기울기 불확도

(Sb1)의 곱이 5% 유의수준에서 |b1| 보다 크고 p-value

Z χ X–( ) s⁄=

Table 1. Results of homogeneity test of the candidate reference material for blood metals

ElementConcentration*
Analysis 
method

Average
(μg/L)

Swb (μg/L) Sbb (μg/L)
0.3σ†

(μg/L)
Sbb ≤ 0.3σ Swb ≤ 0.5σ

Cd

Low ICP-MS 1.33 0.0006 (0.04%) 0.0119 (0.90%) 0.0398 pass pass

Low GF-AAS 1.30 0.0072 (0.55%) 0.0488 (3.75%) 0.0390 fail pass

High ICP-MS 3.39 0.0077 (0.23%) 0.0824 (2.43%) 0.1016 pass pass

High GF-AAS 3.32 0.0904 (2.72%) 0.0824 (2.48%) 0.0996 pass pass

Pb

Low ICP-MS 14.52 0.1014 (0.70%) 0.2263 (1.56%) 1.4516 pass pass

Low GF-AAS 14.15 0.4913 (3.47%) 0.2743 (1.94%) 0.4244 pass pass

High ICP-MS 50.11 0.4104 (0.82%) 0.4227 (0.84%) 0.7517 pass pass

High GF-AAS 47.59 0.2442 (0.51%) 0.6361 (1.34%) 0.7139 pass pass

Hg
Low DMA 4.22 0.6630 (1.57%) 0.1685 (4.00%) 0.1898 pass pass

High DMA 11.18 0.1686 (1.51%) 0.1728 (1.55%) 0.3354 pass pass

Cd, cadmium; Pb, lead; Hg, mercury

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 mass spectroscopy; GF-AAS, graphite furnace -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DMA,

direct mercury analyzer

Swb, within-bottle homogeneity; Sbb, between-bottle homogeneity 
*Low, environmental medicine field; High, occupational medicine field
†target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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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안정도 평가

에서도 b1은 -0.01에서 0.01의 범위를 보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p-value가 0.05를 초과하여 모든 시료에서

적합한 안정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Table 3). 

3. 기관 간 비교실험 결과 

단일기관의 분석에 의한 인증평가 결과, 혈중 중

금속 후보표준물질의 인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상대불확도는 두 농도에서 분석방법별(ICP-MS –

GF-AAS)로 카드뮴 2.11 – 2.74%, 납 2.80 – 6.11%,

수은 1.91%로 분석방법에 관계 없이 최대 7% 미만

으로 나타났다(Table 4). 단일기관 평가에서 설정된

혈중 중금속 후보표준물질의 특성 값(결정 값) ± 확

장불확도는 저농도 시 카드뮴(ICP-MS) 1.327 ± 0.056

μg/L, (GF-AAS) 1.301 ± 0.070 μg/L, 납(ICP-MS)

14.52 ± 1.716 μg/L, (GF-AAS) 14.15 ± 0.794 μg/L,

수은(DMA) 4.218 ± 0.118 μg/L 이었고, 고농도에

서는 카드뮴(ICP-MS) 3.388 ± 0.133 μg/L, (GF-

AAS) 3.321 ± 0.174 μg/L, 납(ICP-MS) 50.11 ±

2.474 μg/L, (GF-AAS) 47.59 ± 2.487 μg/L, 수은

Table 2. Short term stability of the candidate reference material for blood metals

Statistic

Element Cd Pb Hg

Analysis ICP-MS GF-AAS ICP-MS GF-AAS DMA

Concentration*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Linear 
regression

Intercept (b0) 1.32 3.14 1.28 3.27 14.52 50.11 14.18 47.09 4.22 11.30

Slope (b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S (b1)† 0.01 0.16 0.02 0.02 0.08 0.20 0.21 0.45 0.04 0.27

t-factor‡ 1.32 30.63 1.28 3.27 14.52 50.11 14.18 47.09 4.22 11.30

ANOVA 
regression

p-value 0.18 0.36 0.11 0.16 0.66 0.86 0.87 0.99 0.95 0.90

Cd, cadmium; Pb, lead; Hg, mercury

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 mass spectroscopy; GF-AAS, graphite furnace -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DMA,

direct mercury analyzer

Swb, within-bottle homogeneity; Sbb, between-bottle homogeneity 
*Low, environmental medicine field; High, occupational medicine field
†uncertainty of regression line slope
‡(t0.95, n-2)×Sb1 

Table 3. Long term stability of the candidate reference material for blood metals

Statistic

Element Cd Pb Hg

Analysis ICP-MS GF-AAS ICP-MS GF-AAS DMA

Concentration*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Linear 
regression

Intercept (b0) 1.32 3.14 1.28 3.27 14.52 50.06 14.21 47.17 4.21 11.29

Slope (b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S (b1)† 0.01 0.01 0.01 0.02 0.06 0.18 0.16 0.31 0.05 0.19

t-factor‡ 1.32 3.14 1.28 3.27 14.52 50.06 14.21 47.17 4.21 11.29

ANOVA 
regression

p-value 0.42 0.32 0.40 0.53 0.46 0.69 0.91 0.45 0.49 0.60

Cd, cadmium; Pb, lead; Hg, mercury

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 mass spectroscopy; GF-AAS, graphite furnace -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DMA,

direct mercury analyzer

Swb, within-bottle homogeneity; Sbb, between-bottle homogeneity 
*Low, environmental medicine field; High, occupational medicine field
†uncertainty of regression line slope
‡(t0.95, n-2)×S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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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 11.18 ± 0.428 μg/L로 나타났다. 

Table 5는 단일기관 인증 값, 참가기관 평균 값, 참

가기관 로버스트 통계 중앙 값 및 표준편차 등을 나

타낸 것이다. 저농도 카드뮴의 경우, ICP-MS 방법

을 적용한 기준 실험실에서의 결정 값, 참가기관 평

균 값, 로버스트 중앙 값이 각각 1.327, 1.280, 1.301

μg/L이었으며 고농도에서는 각각 3.388, 3.181, 3.152

μg/L이었다. GF-AAS 방법 적용 시에는 저농도에서

각각 1.301, 1.220, 1.219 μg/L, 고농도에서 3.321,

3.058, 3.074 μg/L이었다. 납의 경우 저농도 14.516,

14.194, 14.473 μg/L(ICP-MS), 14.147, 12.889, 12.881

μg/L(GF-AAS), 고농도 50.114, 50.104, 50.069 μg/L

(ICP-MS), 47.591, 47.766, 47.015 μg/L(GF-AAS)이

었다. 수은은 저농도에서 4.218, 4.081, 4.059 μg/L,

고농도에서 11.181, 11.325, 11.474 μg/L로 평가되었다. 

혈중 중금속 후보표준물질의 기관 간 비교실험 결

과의 히스토그램, 결과 값 및 로버스트 Z-값 결과는

별첨의 그림으로 제시하였다(supplements, Fig 1-5). 

Table 4. Certified values and expanded uncertainties of the candidate reference material for blood metals

Element Concentration*
Analysis 
method

Certified value 
(μg/L)

Standard 
uncertainty 

(μg/L)

Relative 
uncertainty 

(%)

Coverage 
factor (k)

Expanded 
uncertainty 

(μg/L)

Cd

Low ICP-MS 1.33 0.004 2.11 2 0.056

Low GF-AAS 1.30 0.016 2.74 2 0.070

High ICP-MS 3.39 0.261 2.11 2 0.133

High GF-AAS 3.32 0.033 2.74 2 0.174

Pb

Low ICP-MS 14.52 0.075 2.80 2 1.716

Low GF-AAS 14.15 0.140 6.11 2 0.794

High ICP-MS 50.11 0.162 2.81 2 2.474

High GF-AAS 47.59 0.208 5.87 2 2.487

Hg
Low DMA 4.22 0.055 1.91 2 0.118

High DMA 11.18 0.066 1.91 2 0.428

Cd, cadmium; Pb, lead; Hg, mercury

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 mass spectroscopy; GF-AAS, graphite furnace -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DMA,

direct mercury analyzer
*Low, environmental medicine field; High, occupational medicine field

Table 5. Comparison of reference values and participants’(µg/L)

Element Cd Pb Hg

Analysis ICP-MS GF-AAS ICP-MS GF-AAS DMA

Concentration*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N of samples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Reference lab
Ref. value 1.327 3.388 1.301 3.321 14.516 50.114 14.147 47.591 4.218 11.181

SD 0.012 0.083 0.049 0.104 0.237 0.513 0.443 0.659 0.175 0.210

Participants 
Mean 1.280 3.181 1.220 3.058 14.194 50.104 12.889 47.766 4.081 11.325

SD 0.092 0.087 0.107 0.151 0.801 1.511 1.130 2.488 0.344 0.610

Robust statics
Median 1.301 3.152 1.219 3.074 14.473 50.069 12.881 47.015 4.059 11.474

SD 0.113 0.115 0.154 0.217 1.041 2.142 1.455 2.803 0.251 1.249

Cd, cadmium; Pb, lead; Hg, mercury

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 mass spectroscopy; GF-AAS, graphite furnace -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DMA,

direct mercury analyzer

Ref., reference; SD, standard deviation
*Low, environmental medicine field; High, occupational medicin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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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숙련도 평가를 위한 표준물질의 인증 값, 확

장불확도, 허용범위 산출 결과

각 후보표준물질별 인증 값 및 확장불확도는 카드

뮴(ICP-MS) 저농도 1.320 ± 0.036 μg/L, 고농도 3.181

± 0.059 μg/L, GF-AAS 저농도 1.256 ± 0.107 μg/L,

고농도 3.180 ± 0.156 μg/L, 납(ICP-MS) 저농도 14.53

± 0.412 μg/L, 고농도 49.96 ± 1.134 μg/L, GF-AAS

저농도 13.48 ± 1.471 μg/L, 고농도 47.16 ± 2.363

μg/L, 수은 저농도 4.081 ± 0.258 μg/L, 고농도 11.30

± 1.115 μg/L로 나타났다(Table 6). 숙련도 평가에 적

용할 후보표준물질의 측정허용범위(인증 값 ± 3×확

장불확도 값)는 카드뮴(ICP-MS) 저농도 1.212 – 1.428

μg/L, 고농도 3.004 – 3.358 μg/L, GF-AAS 저농도

0.935 – 1.577 μg/L, 고농도 2.711 – 3.648 μg/L, 납

(ICP-MS) 저농도 13.30 – 15.77 μg/L, 고농도 46.55

– 53.36 μg/L, GF-AAS 저농도 9.096 – 17.89 μg/L,

고농도 40.07 – 54.25 μg/L, 수은 저농도 3.308 –

4.853 μg/L, 고농도 7.951 – 14.64 μg/L이었다. 

IV. Discussion 

분석결과의 신뢰성은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자, 분

석기기나 조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요

인에서 생겨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고 분석결과

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숙련도 평가를 포함하

는 정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 RM) 혹은 인증표준물질(certificated reference

material, CRM)을 사용한다.21) 표준물질은 충분한 균

질성과 안정성이 증명되어야 하며, 충분한 소급성

(treaceability)과 신뢰할만한 수준의 측정 불확도

(uncertainty)에 대한 분석을 거쳐 인증표준물질이 될

수 있다.22)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임상화학, 약리학 등 다양

한 학문 분야에서 해당 용도에 맞는 표준물질 개발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 상업적으로 구할

수 있는 표준물질은 제한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미

국과 일본 등의 제품이 대부분이다.22,23) 특히 국내에

서 바이오모니터링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

아닌 환경적 노출을 대표할 수 있는 생체시료 분석

용 표준물질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

구가 수행된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혈중

중금속 분석을 위한 표준물질을 개발하고 이 표준물

질의 균질도, 안정도, 측정 불확도 등을 평가하였다. 

Table 6. Tolerance levels for the proficiency test of the reference material for blood metals

Element Concentration*
Analysis 
method

This study G-EQUAS

Ref. value 
(μg/L)

Expanded 
uncertainty

Tolerance 
range†

Target ref. 
value (μg/L)

SD between 
labs

Tolerance 
range†

Cd

Low ICP-MS 1.320 0.036 1.212 – 1.428
1.25 0.07 1.04 – 1.46

Low GF-AAS 1.256 0.107 0.935 – 1.577

High ICP-MS 3.181 0.059 3.004 – 3.358
2.90 0.20 2.30 – 3.50

High GF-AAS 3.180 0.156 2.711 – 3.648

Pb

Low ICP-MS 14.53 0.412 13.30 – 15.77
17.8 1.57 13.1 – 22.5

Low GF-AAS 13.48 1.471 9.069 – 17.89

High ICP-MS 49.96 1.134 46.55 – 53.36
62.6 2.96 53.3 – 71.0

High GF-AAS 47.16 2.363 40.07 – 54.25

Hg
Low DMA 4.081 0.258 3.308 – 4.853 3.65 0.29 2.78 – 4.52

High DMA 11.30 1.115 7.951 – 14.64 14.5 0.8 12.1 – 16.9

Cd, cadmium; Pb, lead; Hg, mercury

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 mass spectroscopy; GF-AAS, graphite furnace -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DMA,

direct mercury analyzer

Ref., reference; SD, standard deviation

G-EQUAS, German-External Quality Assessment Scheme
*Low, environmental medicine field; High, occupational medicine field
†min (-3SD) – max (+3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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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수행되고 있

는 바이오 모니터링의 사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평가

항목과 분석방법을 근거로 카드뮴, 납, 수은 항목을

선정하고 각각 ICP-MS, GF-AAS, DMA(수은의 경

우) 방법을 모두 평가하였으며 환경 노출을 대표하

는 저농도 수준과 직업 노출을 대표하는 고농도 수

준을 각각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수용 가

능한 균질도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GF-

AAS 방법이 적용된 저농도 카드뮴 시료에서는 부

적합한 균질도 평가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해당항목

의 병간 재현성 변이는 3.75%로 나타나 Horwitz가

제시한 100 ppb 이하 시료의 기관평가 시 최대허용

편차범위인 32% 수준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일반적인 내부정도관리용으로의 사용은 무방할 것으

로 판단된다.20,24) 

장단기 안정도 평가를 위하여 평가시료의 분석결

과와 초기 및 각 보관기간별 병간 균질도 평균 값

회귀분석을 통한 t-검정 결과, 모든 평가물질에서 안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인 student-t factor와 직선의

기울기 불확도(Sb1)의 곱이 물질별, 분석방법별, 농도

수준별 각각 5% 유의수준에서 |b1| 보다 크고 p-

value가 0.05보다 커서 실온 방치에 의한 시료의 안

전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균질도 평가, 안전성 평가, 단일기

관 인증 및 공동기관 인증에 의한 특성 값 및 합성

표준불확도를 도출하였고, 최종적으로 후보표준물질

의 인증 값과 확장불확도, 그리고 허용범위를 제시

하였다. 혈중 중금속 후보표준물질의 인증분석결과

를 토대로 산출한 상대불확도는 최대 6.11%였으며,

제시된 허용범위는 독일 G-EQUAS 유사농도수준에

서의 허용범위수준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좁았다. 

제한된 연구수행기간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

기 안정도를 평가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극한의 조건 하에서 3개

월 보관 시 안정도를 평가하였으며 향후 6개월, 12

개월, 24개월의 장기 안정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장기 보관 시의 안정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참여기

관의 제한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기관 간 평가가 이

루어지지 못한 것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법적 지정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

인 생체시료 노출평가 체계(특수건강진단)와 비교하

여 일반인 환경 노출 생체시료 분석의 경우 프로젝

트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

농도의 특성을 가지는 일반인 환경 노출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실 혹은 기관의 수 또한 제한적이다. 뿐만

아니라, 분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외부 정도

관리에 있어서 독일, 캐나다 등의 해외 정도관리 프

로그램과 외산 정도관리용 표준물질을 사용하고 있

다. 그러나 환경 유해물질의 일반인구집단 노출수준

을 평가하기 위한 바이오 모니터링 사업과 연구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도관리 프

로그램과 표준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이었으며, 향후 교차시험기관 수를 확대한 보완 연

구를 필요로 한다. 

여러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수행된 환경노출수준의 중금속 분석용 생체시

료 표준물질 제조기법 확립 및 인증 연구라는 의미

를 가진다. 개발된 매질표준물질은 저농도 분석물질

에 대한 안정성을 개선한 것이며, 숙련도 시험용 후

보시료로 활용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균질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환경보건 분야의 다

양한 항목에 대한 표준물질 개발 시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도 평가가 필요하다. 

V.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혈중 중금속 분석을 위한 생체시료

후보표준물질을 제조하고 균질도, 안정도, 인증 값

및 불확도 산출, 허용범위 제시를 통하여 개발된 표

준물질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민환

경보건기초조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분석방법과 우리

나라 국민들의 혈중 카드뮴, 납, 수은 농도의 참고

치에 근거하여 항목별, 분석방법별 표준물질을 제조

하였으며, 환경 노출을 대표하는 저농도와 직업 노

출을 대표하는 고농도 범위의 시료를 각각 제조, 평

가하였다. 

균질도 시험 결과, 저농도 카드뮴(GF-AAS)을 제

외한 모든 시료(저농도 카드뮴 ICP-MS; 고농도 카

드뮴 ICP-MS 및 GF-AAS; 저/고농도 납 ICP-MS

및 GF-AAS; 저/고농도 수은)에서 적합한 균질도 수

준을 보였다. 장단기 안정도 평가 결과 모두 제조

초기에 비하여 유의한 수준의 변질을 나타내지 않았

으며, 종합적으로 평가된 각 항목들의 허용범위는 독

일 G-EQUAS와 비교하였을 때 유사하거나 좁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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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환경보건 분야에서 그 필요성과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바이오 모니터링의 신뢰성 향상을 위

한 표준물질을 개발하고 검증한 국내 첫 보고라는

의미를 가지며, 향후 보다 다양한 항목에 대한 표준

화 및 지속적인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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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Fig. 1. Blood cadmium, ICP-MS, low concentration(left), high concentration(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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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Fig. 2. Blood cadmium, GF-AAS, low concentration(left), high concentration(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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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Fig. 3. Blood lead, ICP-MS, low concentration(left), high concentration(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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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Fig. 4. Blood lead, GF-AAS, low concentration(left), high concentration(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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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Fig. 5. Blood mercury, DMA, low concentration(left), high concentration(r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