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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Aluminum is well known as a potent neurotoxicant. There are many reports that aluminum can be
toxic to humans and to animals. However, there are only few studies on the assessment of aluminum exposure
among humans in Korea.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current aluminum concentrations
among the adult population in regions of Korea.

Methods: We selected 439 adults aged 20-89 years from the Busan-Ulsan-Gyeongnam region and certain other
sites. Blood aluminum concentrations were analyzed using inductively-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ICP/
MS). The geometric means (GM)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 of aluminum concentrations were
calculated, and we also confirmed the proportion of excess of the aluminum reference value.

Results: Total GM (95% CI) of aluminum levels was 14.26 (13.43-15.14) ppb. Levels among males (15.58
[14.09-17.22] ppb) were higher compared to among females (13.51 [12.54-14.55] ppb), and levels increased with
subject age from 40 years and over. Three point one nine percent of the subjects exceed the reference value of
50 ppb. Lastly, aluminum concentration has a log-normal distribution with lnN (x; 2.89, 0.642), x>0.

Conclusion: In the present study, we evaluated the distribution of blood aluminum concentrations among the normal
population in Korea, and we found some adults exceeding the reference levels. However, in order to compare the
results with other studies, an extended study including measurement of serum aluminum level is required. In addition,
further research on various population groups, including occupational exposure of workers, is required.

Keywords: Blood aluminum, normal population

I. 서 론

알루미늄(aluminum)은 비중 2.7의 가볍고 무른 은

백색 경금속으로 산소(oxygen), 규소(silicone)에 이

어 지각을 구성하는 3번째로 많은 원소이다. 알루미

늄은 인장강도가 우수하며 재활용성이 뛰어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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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산업환경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호일,

캔 등 생활환경 중 식품의 포장용기로 많이 사용되

고 있으며, 항공우주, 교통, 건축 분야 등 산업 전반

에서 중요한 구조재로서 사용되며, 의약품 제조에 있

어서도 그 활용도가 매우 광범위하다. 거의 모든 음

식, 물, 공기 및 토양에 알루미늄이 일부 함유되어 있

다는 점과 높은 활용도에 따라, 최근 인체독성에 대

한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1)

일반 인구집단에 있어 알루미늄의 주 노출원은 식

품 섭취이며 식수, 호흡을 통해 노출되는 비중은 상

대적으로 매우 낮다.1) 일부 유럽 국가의 연구 결과

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공되지 않은 식품에는 일반적

으로 5 mg/kg 이하의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고, 조

리 과정 중 사용되는 알루미늄 화합물에 의해 농도

가 증가할 수 있다.2) 한편, 의학적으로 알루미늄 화

합물은 제산제, 진통제(예를 들어 알루미늄 염기가

붙은 아스피린), 발한 억제제, 지사제와 항 궤양치료

제, 수렴제와 백신용 보조약 등에 사용된다.3) 그 밖

에 직업적 노출이 있을 수 있다.

섭취, 흡입에 의한 알루미늄 흡수율은 낮은 수준

이며 피부 접촉에 의해서는 흡수되지 않는다. 경구

섭취에 의한 알루미늄의 흡수율은 0.1~0.6% 수준으

로 알려져 있다. 생체이용률(bioavailability)이 낮은

수산화알루미늄의 경우 0.1% 이하의 흡수율을 보일

수도 있다.1) 알루미늄의 고농도 급성?만성노출에 대

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표적은 신경계이다. 투

석 뇌병증 증후군(dialysis encephalopathy syndrome)

은 알루미늄 독성의 중증 소견이며 이에 대한 관련

성은 충분히 확립되어 있다.4,5) 직업적으로 알루미늄

에 만성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다소의 신경학적 영향

이 관찰되었고6,7) 신경행동검사에서 손상된 기능과

주관적인 신경학적 증상의 증가를 보였다.6,8,9) 알루

미늄 노출에 의한 운동 기능, 감각 기능, 인지 기능

의 장애는 다수의 동물 실험 연구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10-13) 또한 호흡기계,14,15) 피부,16) 신장,4,17) 생식,18)

유전19) 등에서 인체 독성을 보인다.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IARC)에서 1987년

알루미늄 생산을 인체 발암물질(carcinogenic to

humans)로 규정하였다.20)

현재까지 알루미늄에 대한 국내 모니터링으로 2007

년 학계전문가 및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알루미늄

내용일일노출량(Tolerable Daily Intake, TDI)을 평가

하였다.21) 그리고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식품

섭취량 자료 및 2005년 계절별 국민영양조사 자료

를 기초로 대표식품 113종을 선정하여 중금속 함량

을 분석하였다.22) 이들 연구에서 국내 TDI가 0.3 mg/

kg bw/day로 제안하였으며 알루미늄 섭취에 곡류와

채소류, 어패류가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국내 고유의 인체안전기준(gealth based

guidance value)은 물론, 일반 인구 집단의 알루미늄

노출정도 및 건강영향의 기준치 등이 제안된 사례가

거의 없어 국내 위해평가 사안발생 시 해외기관에서

제안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는 우리나라 일반 인구집단의 알루미늄 노출수준

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

며,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출경로 파악 등

확대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금속노출 환경보건센터(heavy metal

exposure-environmental health center, HM-EHC)의

일반 인구 집단 중금속 노출 평가 및 국립환경과학

원(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의 폐금속광산지역 환경보건평가 사업의 대조

군 4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3년 7월부터 2015

년 5월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및 그 외 일부 지

역에서 거주하는 소수 인원을 조사하였다. 일반 인

구 집단 중금속 노출 평가 사업의 경우 유사 할당

표본추출을 실시하였다. 부산 3개 구, 울산 5개 구

군, 경남 3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남녀 성별 및 연

령군별로 분류하여 각 층의 최소한의 표본수를 할당

하였다. 그 뒤 할당된 표본수 이상의 대상자를 모집

하여 혈액을 채취하였다(Fig. 1).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

명을 하였고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는 동아대학

교 및 동아대학교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

2. 시료 채취

혈액 시료는 혈액의 응고 방지를 위해 EDTA로 처

리된 3 ml 진공 채혈관(Vacutainer, Beckton & Dickton,

Franklin Lakes, NJ, USA)을 사용하여 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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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의 정맥혈에서 채취하였

다. 이후 아이스 팩에 보관, 이송하여 분석 전까지

4oC에서 냉장보관 하였다. 

3. 분석기기 및 검량선 설정

분석기기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er(ICP/MS, 7700 series, Agilent Techno-

logies, CA, USA)를 사용하였다. 희석용액은 2% 1-

butanol, 0.05% EDTA, 0.05% Triton X-100, 1%

NH4OH으로 제조하였다. 검량선은 혈액첨가법으로

10 mg/L Multi-element calibration standard(Agilent

Technologies, USA)을 사용하여 0.05~20.00 ppb 사

이의 7개의 검정표준용액을 제조하였고, 검정표준용

액의 농도는 미지시료의 농도가 포함될 수 있는 범

위 내에 설정하였다. 검량선의 직선성(r)이 0.999 이

하일 때는 재검 처리하였다. 검출한계는 검정표준용

액의 중간값을 이용하여 7회 이상을 반복 측정하여

표준편차에 3.14를 곱하여 계산하였고 검출한계 값

은 0.70 ppb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혈액 시료는 상온에서 roll mixer를 이용하여 30~60

분 이상 교반한 후 500 µl를 분리하여, 희석용액 4.5 ml

에 넣고 피펫으로 충분히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검체

20개마다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확인하였다.

5. 정도관리

시험방법의 검증을 위하여 표준물질로 whole blood

metals control level 1,2(Seronorm)(SERO AS, Billingstad,

Norway)를 사용하여 매 검사마다 측정법의 신뢰성

을 확보하였다. 

6. 통계분석 방법

통계 분석은 SAS(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C)를 이용하였다. 혈중 알루미늄은 치우친 분포로

(skewness>0) 성별, 연령에 따른 기하평균 및 95%

신뢰구간을 제시하였고, 분위수와 히스토그램을 이

용하여 분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참고치 초과자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였다. 모든 검정은 유의수준 5%

하에서 실시되었다.

III. 결 과

1. 일반인구의 혈중 알루미늄 분포

Fig. 1. Sampling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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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루미늄 농도의 분위수는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중앙값은 14.08 ppb이며 1.31-469.29

ppb의 넓은 범위를 보였다. 이 중 108 ppb - IQR

(interquartile range)×3에 기준 극단치(outlier) 경계 -

이상의 대상자는 각각 110.86, 134.85, 138.76, 166.81,

469.29 ppb의 5명으로 특히 높은 농도 수준으로 나

타났다. 

극단치를 절삭한 혈중 알루미늄의 히스토그램은

Fig. 2와 같다. 왜도가 3.95으로 좌측으로 치우친 분

포를 보였으며, 대수변환 후의 Shapiro-Wilk 통계량

이 0.983, Kolmogorov–Smirnov 통계량이 0.056으

로 로그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수변환된 혈중 알루미늄 농도의

, 는 각각 51.17, 96.92 ppb로 확률밀

도함수에서 하위 97.5%, 99.9%의 영역을 담보한다.

이들 경계를 초과하는 최상위 극단치의 개수는 각각

13개(51.95-469.29 ppb), 6개(101.07-469.29 ppb)로

나타났다. 

2. 혈중 알루미늄 중심위치 추정

혈중 알루미늄의 성별, 연령에 따른 중심위치 추

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체 대상자의 기하평균

(95% 신뢰구간)은 14.26(13.43-15.14) ppb로 나타났

다. 여성[13.51(12.54-14.55) ppb]에 비해 남성[15.58

(14.09-17.22) ppb]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μ̂ 2σ̂+ μ̂ 3σ̂+

Table 1. Distribution of the blood aluminum concentration

　

Blood Aluminum (ppb)

n
Median
[Range]

P5 P10 P25 P50 P75 P90 P95

Total 439
14.08

[1.31-469.29]
5.21 6.36 10.04 14.08 19.81 28.17 36.07

Sex

Male 271
13.89

[1.31-469.29]
4.95 5.96 9.62 13.89 19.39 26.88 31.52

Female 168
15.83

[3.94-166.81]
6.07 7.00 10.46 15.83 20.60 33.61 50.14

Age(yr)

≤29 32
12.29

[6.75-138.76]
6.80 7.00 8.59 12.29 17.52 24.73 110.86

30-39 35
12.60

[4.92-95.26]
5.17 5.28 6.41 12.60 18.81 26.32 34.58

40-49 69
11.85

[3.35-72.73]
4.63 4.95 7.63 11.85 17.09 27.21 31.52

50-59 85
13.07

[2.45-108.78]
5.04 5.78 10.43 13.07 19.26 26.88 33.61

60-69 102
16.27

[1.31-469.29]
5.16 7.20 10.48 16.27 20.31 28.45 33.86

70-79 90
15.74

[5.22-134.85]
7.55 9.94 11.77 15.74 20.64 32.25 47.89

≥80 26
16.99

[6.93-36.17]
8.68 9.31 15.00 16.99 21.25 29.72 30.76

Fig. 2. Histogram of the blood aluminum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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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23), 20대 이하 13.68(10.64-17.60) ppb에서 40

대 11.49(9.91-13.33) ppb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으나 50대 13.95(12.10-16.08) ppb부터 80대 이상

17.32(14.67-20.45) ppb까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40대와 80대 이상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 여성 각각의 연

령에 따라 감소 후 증가하는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

났다. 특징적으로 남성은 50대[16.47(13.69-19.83)

ppb], 여성은 60대[14.12(11.58-17.22) ppb]부터 연령

이 증가할수록 농도가 증가하였다. 여성의 50대

[11.66(9.44-14.42) ppb]는 남성의 50대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5).

3. 참고치 초과자

혈중 알루미늄 농도 참고치 초과자의 비율은 Table

3과 같다. 50 ppb에 대한 전체 초과자 비율(표준오

차)은 3.19(0.84)%이었으며, 남성[5.36(1.74)]이 여성

[1.85(0.82)]에 비해 더 높았다. 20대 이하 저연령층

에서 극단치를 가지는 대상자들로 인해 6.25(4.35)%

의 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 ppb 참고치 기준 전체 24.15(2.04)%의 초과자

비율을 보였고, 남성[27.98(3.47)]이 여성[21.77(2.51)]

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저연

령층 12.50(5.94)%에서 80대 이상의 고연령층

38.46(9.73)%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초과자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혈중 알루미늄 농도를 로그정규분포라 가정할 때,

97.5 분위수에 해당하는 는 51.17 ppb로 참

고치인 50 ppb와 유사한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50

ppb 초과자 비율은 3.19%로 오차범위 내에서 2.5%

를 포함하고 있어 가정된 분포에 부합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일반 인구

혈중 알루미늄 농도는 lnN(x; 2.89, 0.642), x>0의

로그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μ̂ 2σ̂+

Table 2. Geometric means of the blood aluminum concentration

　

Total
Sex

p-valueMale Female

n GM(95% CI) n GM(95% CI) n GM(95% CI)

Total 439
14.26

(13.43-15.14)
168

15.58
(14.09-17.22)

271
13.51

(12.54-14.55)
0.023

Adjusted
14.49

(13.52-15.53)
15.34

(13.37-17.60)
13.40

(12.35-14.53)
0.020

Age(yr)

≤29 32
13.68ab

(10.64-17.60)
15

15.54
(9.30-25.96)

17
12.23a

(9.93-15.05)
0.341

30-39 35
12.29ab

(9.76-15.48)
9

12.43
(6.30-24.52)

26
12.24a

(9.60-15.61)
0.955

40-49 69
11.49a

(9.91-13.33)
21

11.41
(8.86-14.70)

48
11.53a

(9.55-13.92)
0.950

50-59 85
13.95ab

(12.10-16.08)
44

16.47
(13.69-19.83)

41
11.66a

(9.44-14.42)
0.015

60-69 102
15.17ab

(13.19-17.44)
43

16.72
(13.78-20.30)

59
14.12a

(11.58-17.22)
0.237

70-79 90
16.30ab

(14.64-18.15)
32

16.64
(13.29-20.82)

58
16.12a

(14.33-18.14)
0.782

≥80 26
17.32b

(14.67-20.45)
4

19.79
(14.91-26.28)

22
16.91a

(13.92-20.54)
0.492

p-value 　 0.008 　 0.285 　 0.024 　

GM(95% CI): geometric mean (95%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Adjusted for sex, age
ab: Bonferroni post-hoc;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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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중 알루미늄

농도 수준을 표준화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측정 분

석한 의미 있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 성인의

혈중 알루미늄 농도의 기하평균(95% 신뢰구간은)은

14.26(13.43-15.14) ppb이었다. 

국내 일반 인구집단에 대한 연구결과 혈청(Serum)

알루미늄의 평균±표준편차가 5.67±3.51 ppb,23) 혈중

알루미늄의 경우 5.7±3.5 ppb,24) 남녀 성별에 따라

남성 5.9±3.9 ppb, 여성 5.6±2.8 ppb로 보고된 바 있

다.25) 한편, 비교적 최근의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 9.12±2.11 ppb, 여성 8.03±2.14

ppb으로 본 연구 결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26) 기존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혈중 알루미늄 농

도에 차이는 없었고23-25) 40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연구의 상이한 분

석 방법, 시점 등으로 직접적인 비교에는 다소 무리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외의 경우, Sorenson은 1940~1970년의 연구 결

과를 정리하여 일반 성인의 혈중 알루미늄 농도 범

위를 14.0-62.4 ppb로 보고하였다.27) 이는 본 연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시점의 큰 차이가 있다. 비

교적 최근인 Schultze의 연구 결과는 70세 이상 고

연령에서 평균±표준편차를 19.13±14.53 ppb, 중앙값

(사분위수 범위)을 17.18(13.60-21.45) ppb로 보고하

였고 본 연구의 고연령군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28) House는 71명의 비노출 직업군의 혈

청 알루미늄 농도에 대한 기하평균을 26.7 ppb로 보

고하였고,29) Drablos는 230명의 조사에서 평균 5 ppb

수준으로 보고하였다.30) 또한 House는 다양한 연구

Table 3. The proportion of excess subjects in blood aluminum concentration

Reference 
value 　

Excess subjects

Total
Sex

Male Female

n %(Stderr) n %(Stderr) n %(Stderr)

≥50 ppb

Total 14 3.19(0.84) 9 5.36(1.74) 5 1.85(0.82)

Age (year)

≤29 2 6.25(4.35) 2 13.33(9.09) 0 0.00

30-39 1 2.86(2.86) 1 11.11(11.11) 0 0.00

40-49 1 1.45(1.45) 0 0.00 1 2.08(2.08)

50-59 4 4.71(2.31) 3 6.82(3.84) 1 2.44(2.44)

60-69 4 3.92(1.93) 2 4.65(3.25) 2 3.39(2.38)

70-79 2 2.22(1.56) 1 3.13(3.13) 1 1.72(1.72)

≥80 0 0.00 0 0.00 0 0.00

　 　 　 　 　 　 　 　

≥20 ppb

Total 106 24.15(2.04) 47 27.98(3.47) 59 21.77(2.51)

Age (year)

≤29 4 12.50(5.94) 2 13.33(9.09) 2 11.76(8.05)

30-39 5 14.29(6.00) 1 11.11(11.11) 4 15.38(7.22)

40-49 11 15.94(4.44) 3 14.29(7.82) 8 16.67(5.44)

50-59 19 22.35(4.55) 10 22.73(6.39) 9 21.95(6.54)

60-69 30 29.41(4.53) 19 44.19(7.66) 11 18.64(5.11)

70-79 27 30.00(4.86) 10 31.25(8.32) 17 29.31(6.03)

≥80 10 38.46(9.73) 2 50.00(28.87) 8 36.36(10.50)

50 ppb: considered to be a reasonable “limit” below which aluminum neurotoxicity was not likely to occur

20 ppb: recommendation level provided by some labor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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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혈청 및 혈장(plasma)의 평균이 1.6-35.0 ppb

수준임을 보고하였다.29) Nieboer 역시 다수의 연구

를 종합하여 일반 인구 집단의 농도가 10 ppb 미만

임을 제시하였다.31) Schultze의 연구에서 혈청에 대

한 혈중 알루미늄 평균의 비는 1.67, 중앙값의 비는

3.81 수준으로 나타났다.23) 이를 적용한 본 연구의

혈청 알루미늄 농도의 평균은 8.54 ppb, 중앙값은

3.70 ppb로 추정되며, 국외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

일 것으로 추측되나 추가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확

인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내 인체안전기준이 전무한

것에 비해 국제 기준을 포함하여 미국, 캐나다, 유

럽, 일본 등은 자국 내 인체안전기준을 제시하여 관

리를 하고 있다.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JECFA)는 잠정주간섭취허용량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PTWI)을 1

mg/kg bw/week으로 제시하였다.32)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는 인화알루미늄 기준용량

(reference dose, RfD)를 4×10−4 mg/kg/day로 정하고

있으며33)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주간섭취허용량(Tolerable Weekly Intake, TWI)을

1 mg/kg bw/week로 제시하고 있다.2) 일부 선진국

이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자국민의 일상적인 식이

패턴에 대한 유해 중금속과 독성물질 등의 노출량

을 평가하는 동시에 대기, 물, 음식, 노출 직업군

등 세부 항목에 따른 개별 기준치를 제시함으로써

노출수준을 관리하는 것에 반해1) 국내의 노출량 평

가 및 관리 기준은 그 규모와 항목에서 매우 미흡

한 실정이다. 관리 기준치의 부재는 정보 부족에

따른 노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미국, EU, 일

본 등은 특정 식품 내 알루미늄 함량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제·개정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

에 있다.

혈중 알루미늄 생체 농도에 대한 타당성 있는 기

준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안된 참고치들

을 살펴보면, 과거 100 ppb 이하를 일반적으로 고

려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 50 ppb 이하에서 건강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1995년 Yokel은 일련의 사례

연구를 근거로 하여 건강한 사람에 대한 농도로서

참고치를 10 ppb 로 권고하였다.34) 본 연구에서 10

ppb 이상의 비율(표준오차)는 75.2(2.06)%에 달하며

50 ppb 초과 대상자는 14명[3.19(0.84)%], 100 ppb

초과 대상자는 7명[1.59(0.60)%]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소에서는 혈중 알루미늄에 대한 일반적 참고치

로서 20 ppb를 제시하고 있으며35,36) 이에 대한 초과

자 비율은 24.15(2.04)%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유

사 분석 방법인 ICP/SFMS(double-focusing sector

field ICP/MS)를 이용하여 분석한 바이오모니터링

결과 농도의 범위를 4.9-14.9 ppb,37) HR-ICP/MS(high

resolution ICP/MS)를 이용한 분석에서 중앙값을 15.0

ppb로 제시한 바 있다.38) 본 연구에서 15 ppb 이상

은 47.6(2.38)%로 나타났다.

일반 성인 인구의 혈중 알루미늄 농도를 파악하

는데 있어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점과, 혈청 알루미늄 분석을 통한 국외 연구

와의 직접적인 비교 분석이 부족한 점은 향후 추

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일부 고농도 대상자들의 노출요인 및 노출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

존 국내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표

준 분석법을 이용하여 혈중 알루미늄 농도를 산출

하고 국내 일반 성인 인구의 분포 상태를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

의 알루미늄노출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보다 광

범위한 연구와 노출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지기를 기대한다.

V. 결 론

국내 일반 성인 인구의 혈중 알루미늄 농도는

lnN(x; 2.89, 0.642), x>0의 로그정규분포를 따르며

기하평균(95% 신뢰구간은)은 14.26(13.43-15.14)

ppb로 국외 농도 수준과 비교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적 건강 영향 참고치 50 ppb를 초과

하는 3.19%의 고농도 노출자의 빈도를 고려해 본

다면 일반 인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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