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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istribution of blood lead concentrations of residents
in the areas surrounding an industrial complex.

Methods: During the three-month period from August to October 2012,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a total of 417 residents in Gwangyang and Yeosu. We collected blood samples from all subjects, and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acquired using a questionnaire. The blood samples were analyzed using an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an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IBM SPSS version 21.0.

Results: The geometric mean concentration of blood lead in all subjects was 1.85 µg/dL. The highest (p<0.01)
blood lead concentrations were in the current drinking group (2.24 µg/dL). Blood lead concentrations in the
smoking group (0.59 µg/dL) were significantly (p<0.05) higher than those in the non-smoking group
(0.24 µg/dL). Risk assessment was performe using the Korean 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Survey
(KNEHS) as a reference. The hazard indices of blood lead in males and females were 0.65 and 0.52, respectively

Conclusion: We provided baseline data for reference values of toxicity and heavy lead concentrations. Our
results might be useful for further evaluation of risks due to exposure to heavy metals via oral, air, and
percutaneous ro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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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중금속이란 화학적으로 비중 4.0 g/cm3 이상의 무

거운 금속으로 자연적으로 지각이나 모래, 수환경 내

에 존재한다. 금속은 생물체가 정상적인 생리 기능

을 유지하기 위한 구리, 아연, 철, 만간 등 필수 금

속과 환경오염에서 기인한 유독성 물질로서 생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비소, 알루미늄,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유해금속은 자연분해 또는 파괴되지 않아

환경 중에서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도 잘 배출이 되

지 않고 축적되어 음식섭취, 음용수, 호흡 등을 통

해 장기간 노출이 되면 건강영향을 받게 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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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물질 중 납은 주위 환경에 흔히 존재하는

물질로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납 제련, 납 정련,

축전지 제조, 색소 제조, 조선 및 선박수리 자동차

라디에어티 수리, 인쇄업 등의 여 러 산업장을 통해

배출되며, 공기, 토양, 분진, 음식물, 농작물, 생활용

구 등 환경에 광범위하게 존재하여 일생생활을 통해

서도 노출될 수 있다.2)

이러한 유해중금속인 납이 체내에 축적되면 호르

몬 대하 및 혈관 축적에 영향을 주어 고혈압, 당뇨

병, 암 등의 원인이 되고 태아성장에 바람직하지 않

은 영향을 미치며 국민 건강 측면에서 위해성 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3)

인체에 중금속이 노출될 수 있는 경로는 매우 다

양하고 개인마다 흡수 및 대사, 노출시간 등이 다르

므로 식품 및 환경에서 직접 정량하는 방법이 생체

내 노출량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금속에 노

출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지표를 이

용하여 더욱 정확한 노출 정도를 예측하고 위험도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4) 

 많은 국가에서 환경오염물질의 인체노출수준을 용

량적, 생화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인

체모니터링(Human Biomonitoring; HBM)을 진행하

고 있다.5) 1960년대 농약의 노출조사로 시작된 미국

의 인체노출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로 발

전하여 진행되었으며, 독일에서는 1985년 German

Environmental Survey (GerES) 를 통해 노출수준을

조사하고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국가의 참고값

(reference value) 및 환경오염물질 노출의 가이드라

인 (HBM I, II)을 만들었다.6) 

이처럼, 많은 국가에서 중금속 노출평가에 대한 많

은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출량 감소에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 주관으

로 납, 카드뮴 등의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 평

가나 직업적 노출의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노

력하고 있다.7)

본 연구대상 지역인 광양만권은 우리나라의 대표

적인 국가산단지역으로서 광양컨테이너 부두와 광양

제철,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율촌지방 산업단지, 하동

화력발전소 등 석유화학과 철강관련 산업이 집중 배

치되어있는 지역이다.8) 

산업단지는 공업용으로 개발되어 산업시설이 들어서

는 일정한 지역으로 수많은 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

문에 산업폐수, 폐기물, 매연, 악취 등 각종 환경오염

물질들이 더 많이 배출되는 주요 오염원이다. 이에 따

라 산업단지 주변은 다른 지역에 비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노출가능성이 더 높으며,9) 환경관리 및 정책의 적

용에 있어서도 환경보건적학적 관점에서의 관리효과

평가를 위한 수단으로서 공단 지역주민의 환경보건 문

제 및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환경오염과 건강문제를 함께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심화 지역인 산업단지

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 중 납 농도를 조

사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의 체내 납 농도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산업단지 중심의 환경보건정책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2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광양

과 여수 산업단지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지자체로부터 협조를 받아 인구분포를 파악

한 후 random sampling 기법으로 각 지역에 거주하

는 주민들 중 설문조사 및 생체시료 채취에 동의한

주민 4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혈중 납 농도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히 교육된 조사요원의 직접 면접을 통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고, 인구학적 특성, 음주력과 흡연력 등

의 생활형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

의 연구 내용 및 수행에 대한 학문적, 윤리적 측면에

대하여 순천향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로 부

터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1040875-201504-BR-014).

2. 시료채취 및 분석

납 농도 분석을 위하여 혈액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설문조사 전에 신장과 체중 측정이 함께 이루어 졌

다. 혈액은 K2-EDTA vacutainer에 5 mL 채취하였고

분석 전까지 –20oC에서 냉동보관 하였고, 희석법으

로 전처리한 후 원자흡광광도기(graphite furnace-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GF-AAS)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5 mL 용기에 전혈 100 μL, 0.2%

HNO3 100 μL, 희석액(0.2% (NH4)2HPO4 & 0.2%

Triton X-100) 800 μL를 넣고, vortex mixer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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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GF-AAS(AA-600, Perkin-

Elmer, USA)로 분석하였다.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는 한 농도를 7회 반복 분석한 값

의 표준편차에 3.14를 곱한값을 사용하였으며, 검정

곡선의 최저 농도인 0.4 µg/dL를 7회 반복 측정한

결과의 방법검출한계(Method Detection Limit; MDL)

는 0.18 µg/dL이었다. 분석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M(Certified Reference Material), RM

(Reference Material), QC(Quality Control) Sample

및 자가 표준물질 첨가시료를 이용하여 내적정도관

리를 수행하였으며, 모두 기준치 허용 범위 내의 분

석값을 얻었으며 분석방법의 재현성을 확인하고 분

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배치당 1개 이상의

동일 분석시료(duplicate)를 분석한 결과 정확도가

10%이내의 값을 얻어 분석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검

증하였다. 외적정도관리는 국제 정도관리인 독일 위

부정도관리과정(German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cheme; G-EQUAS)에 참여하여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3. 중금속 노출량과 위해성평가

위해도를 결정하기 위해 유해지수(hazard quotients;

HQs) 방법을 사용하였고, 유해지수가 1을 초과할 경

우 유해영향발생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유해지수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NHANES의 참

고치를 사용하여 평가한 유해지수 평가식 (1)과 같

이 산출하였다.10) 생체지표(biomarker)는 본 연구 대

상자의 혈중 납 농도를 적용하였고 독성 참고치

(Reference Dose; RfD)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을 대

표할 수 있는 조사인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11)에서의

95th 분위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1)

4. 통계분석

설문조사, 혈중 납 농도의 자료 정리는 Excel

(Microsoft office)을 이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

(ver. 21.0)를 이용하였다. 혈중 납 농도의 분포가 우

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여 자연로그 치환을 실시한

후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혈 중 납 농도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으로 나타내었고, 각 요인에 대

한 혈 중 납 농도의 평균차이 검정은 student’s t-test

와 ANOVA를 사용하였고, 성별과 연령을 보정한 비

교는 ANCOVA를 이용하였다. 혈중 납 농도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혈중 납 농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혈중 납 농도를 Table 1에 나

HQ
Biomarker[ ]

RfD
---------------------------------=

Table 1. Concentration of blood lea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Unit: µg/dL)

Variable N GM*±GSD† AM‡ Min Max Adjusted GM p-value

All 417 1.85±1.59 2.05 0.24 10.67 1.85

Sex 0.000

Male 137 2.22±1.53 2.43 0.56 10.67 2.45

Female 280 1.69±1.58 1.86 0.24 8.97 1.79

Age 0.001

20-49 22 2.20±1.49 2.38 1.08 4.80 2.23

50-59 57 2.21±1.52 2.43 0.73 10.67 2.16

60-69 148 1.72±1.67 1.93 0.24 4.60 1.73

≥70 190 1.82±1.54 1.99 0.36 9.15 1.81

BMI (kg/m2) 0.188

< 18.5 5 1.32±1.48 1.40 0.70 1.86 1.33

18.5-23 178 1.81±1.61 2.01 0.24 8.97 1.81

≥23 234 1.89±1.58 2.10 0.40 10.67 1.89
*Geometric mean,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Arithmetic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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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전체 대상자의 혈중 납 농도의 기하평균

농도는 1.85 µg/dL이었고, 성별에 따른 농도는 남성

2.22 µg/dL, 여성 1.69 µg/dL로 남성의 납 농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연령별

혈중 납 농도는 20-49세 2.20 µg/dL, 50-59세 2.21

µg/dL, 60-69세 1.72 µg/dL, 70세 이상 1.82 µg/dL로

분석되었다(p<0.01).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표준체중 이하(<18.5 kg/m2), 표준체중(18.5-

22.9 kg/m2), 과체중(≥23 kg/m2)으로 구분하였을 때,

혈중 납 농도는 과체중 1.89 µg/dL, 정상체중 1.81

µg/dL, 표준체중 이하 1.32 µg/dL의 순으로 BMI가

높을수록 혈중 납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생활습관에 따른 혈중 납 농도

음주유무에 따른 혈중 납의 기하평균 농도는 비음

주군 1.75 µg/dL, 과거음주군 1.67 µg/dL, 현재 음주군

2.04 µg/dL로 현재 음주를 하는 경우에서 가장 높은

농도 분포를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1).

흡연여부에 따른 혈중 납 농도는 비흡연군 1.79 µg/

dL, 과거 흡연군 2.21 µg/dL, 현재 흡연군 2.21 µg/dL

로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농도

로 나타났다(p<0.05). 하루 흡연량에 따른 농도는 담

배개비 수 16미만 2.53 µg/dL, 16-21개 1.89 µg/dL, 21

이상 2.27 µg/dL로 조사되었다(Table 2). 

3. 식생활습관에 따른 혈중 납 농도

식이 습관에 따른 혈중 납 농도는 Table 3과 같다.

음용수별 혈중 카드뮴 농도는 수돗물군 1.84 µg/L,

정수된 수돗물군 1.80 µg/L, 시판생수군 2.00 µg/L,

지하수군 1.90 µg/L로 시판생수를 음용하는 경우 높

Table 2. Concentration of blood lead according to life habit (Unit: µg/dL)

Variable N GM*±GSD† AM‡ Min Max Adjusted GM p-value

Alcohol status 0.004

Never 267 1.75±1.61 1.95 0.24 9.15 1.84

Former 1 1.67±0.00 1.67 1.67 1.67 1.29

Current 149 2.04±1.53  2.24 0.59 10.67 1.87

Smoking status 0.012

Never 349 1.79±1.61 2.00 0.24 10.67 1.85

Former 40 2.11±1.42 2.23 0.87 4.47 1.81

Current 28 2.21±1.50 2.36 0.59 4.02 0.65
*Geometric mean,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Arithmetic mean 

Table 3. Concentration of blood lead according to dietary habit (Unit: µg/dL)

Variable N GM*±GSD† AM‡ Min Max Adjusted GM p-value

Drinking water source 0.732

Tap water 269 1.84±1.60 2.04 0.24 9.15 1.86

Treated tap water 82 1.80±1.59 2.01 0.37 10.67 1.80

Market spring water 30 2.00±1.45 2.13 0.72 4.02 1.96

Underground well water 36 1.90±1.68 2.14 0.59 4.62 1.82

Food preference 0.248

Vegetable 379 1.83±1.60 2.03 0.24 10.67 1.85

Meat 18 2.17±1.50 2.35 1.30 4.47 1.90

Fish 20 2.01±1.42 2.12 1.01 3.62 1.83

Seafood consumption within last 7 day 0.759

No 217 1.84±1.53 2.01 0.36 10.67 1.84

Yes 200 1.86±1.65 2.09 0.24 9.15 1.86
*Geometric mean,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Arithmetic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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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도 분포를 보였다. 선호하는 음식형태에 따른

혈중 납의 기하평균 농도는 채식군 1.83 µg/L, 고기

(육류)군 2.01 µg/L, 생선군 1.85 µg/L로 고기(육류)

를 선호하는 경우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혈액시료 채취 7일전 어패류 섭취 여부에 따른 혈

중 납의 기하평균 농도는 어패류 섭취를 하였을 경

우 1.86 µg/L, 섭취를 하지 않은 경우 1.84 µg/L로

비슷한 농도 분포를 보였다. 

4. 회귀분석

혈중 납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과 연령

으로 남성보다 여성(β=0.274, p<0.001), 연령이 낮을

수록(β=-0.006, p<0.01) 혈중 납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4).

5. 위해성평가

혈중 납의 위해성 평가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

여 수행하였다(Fig. 1). 국내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의 참고치(Reference Value; RV95)를 이용하여 유해

지수를 산출한 결과, 유해지수는 남성의 경우 0.65

이었고, 여성의 경우 0.52로 모두 1 미만이었으나 국

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참고치를 초과할 확률은 남성

은 8.9%, 여성은 3.3%로 나타났다. 

IV. 고 찰

본 연구는 광양과 여수 지역 주민의 혈중 납 농도

및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혈중

납의 기하평균 농도는 1.85 µg/dL로 미국 건강영양

조사(NHANES) 0.973 µg/dL,12) 캐나다 보건조사

(Canadian Human Measure Survey; CHMS) 1.20

µg/dL13)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성인

18~69세를 대상으로 한 독일의 환경조사(GerES)의

30.7 µg/dL6)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의 성과 연령을 보정한 농도 또한 1.85 µg/dL

로 본 연구와 같이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1.77 µg/dL)와 비슷한

농도 수준을 보였다.8) 환경오염 물질은 주거지역보

다 공단지역 거주주민이 대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4) 일반적으로 각종 산

업체와 공단 및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납이 대기

중에 확산 되어 오염원이 많이 분포하는 도시가 오

염원이 적은 농촌에 비해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15) 그러나 멕시코 금광지역

과 대조지역 어린이의 혈중 납의 기하평균 농도는

금광지역 3.37 µg/dL, 대조지역 7.96 µg/dL로 대조

지역의 농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16) 국내 도

시와 시골지역 주민의 혈중 납 농도는 도시 1.97 µg/

dL, 시골 2.01 µg/dL로17) 대조지역과 시골지역에서

의 농도가 환경오염물질의 노출이 우려되는 지역에

비해 높은 농도 분포를 나타냈다. 이러한 원인은 80

년대부터 무연 휘발유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 중 납

농도의 감소와 무연 페인트 안료의 사용 등의 국가

적인 정책과 더불어 국민들의 보건 수준 향상으로

Table 4.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blood lead

Variable β Standard error p-value

Sex 0.274 0.046 0.000**

Age -0.006 0.002 0.008*

R2 0.306
*
p<0.01, **

p<0.001

Fig. 1. Distributions of blood lead level indicating excess rate of referenc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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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물과 식품에 대한 노출 기회의 감소로18) 환

경 중 노출로 인한 영향 보다는 흡연, 음주 등의 생

활습관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더 명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환경 중 납

의 오염과 생체 영향 평가의 주기적인 조사 등의 종

합적인 평가를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납의 독성은 과거에 안전하다고 생각되었던 수준

보다 저농도의 수준에서도 건강상의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어19) 납노출이

되고있는 지역 및 국가의 경우 지속적인 체내 납 농

도 수준의 저감을 위한 건강영향의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스 어린이의 혈중 납 농도는 남성 2.73 µg/dL,

여성 2.70 µg/dL로 남성의 농도가 높았고,20) 국내 성

인의 혈중 납 농도는 남성 2.94 µg/dL, 여성 2.03 µg/

dL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농도 분포를 보였

다.21) 혈중 납 농도의 증가요인은 음주와 흡연 등의

생활습관의 차이와 사회적인 노출 기회가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22) 본 연구결과에서도

남성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 남·여의 차이에 의한 영

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직업적 납 노출이 없는 성인의 혈중 납 농도

는 39세 이하 3.46 µg/dL, 40-49세 3.40 µg/dL, 50-

59세 3.28 µg/dL, 60세 이상 3.19 µg/dL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농도 분포를 보이다가 60세 이후부

터 감소하였다.22) 국내 일반 인구에서의 혈중 납 농

도 또한 20대 1.61 µg/dL, 30대 1.81 µg/dL, 40대

1.96 µg/dL, 50대 2.46 µg/dL, 60대 2.11 µg/dL, 70대

이상 2.25 µg/dL로 본 연구결과와 같이 60세 이후부

터 감소하였다.23) 이러한 결과는 금속이온의 체내 반

감기 또는 연령에 의한 코호트 효과로 설명할 수 있

는데, 반감기가 길고 체내 축적효과가 있는 중금속

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되다가 약 50~60

세 이후부터는 중금속 농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어22) 60세 이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BMI가 높을수록 혈중 납 농도가 높

게 나타났고, 미국 성인의 혈중 납의 기하평균 농도

는 BMI가 18.5 kg/m2 미만 0.58 µg/dL, 18.5-24.9

kg/m2은 0.63 µg/dL, 25.0-29.9 kg/m2은 0.66 µg/dL,

30 kg/m2 이상은 0.72 µg/dL로 BMI가 높을수록 혈

중 납 농도가 증가하였다.23) 국내 성인의 혈중 납 농

도는 저체중 2.00 µg/dL, 정상 2.51 µg/dL, 비만 2.6

µg/dL, 과도비만 2.6 µg/dL로24) BMI가 높을수록 혈

중 납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음주 및 흡연 등 개인의 생활과 식습관이 납의 노

출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미국

보스턴 50세 이상의 혈중 납 농도를 음주량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비음주군 4.74 µg/dL, 1

분위수 4.41 µg/dL, 2분위수 5.14 µg/dL, 3분위수 5.75

µg/dL로 음주량이 많을수록 혈중 납 농도가 높게 나

타났다.25) 미국의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비교군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에

서 비교군의 혈중 납 농도는 현재흡연군 1.82 µg/dL,

과거흡연군 1.62 µg/dL, 비흡연군 1.26 µg/dL의 순으

로 현재흡연을 하는 경우 혈중 납 농도가 가장 높

다고 보고하였다.26)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비흡연군 1.55 µg/dL, 과거 흡연군 2.14 µg/

dL, 현재 흡연군 2.44 µg/dL로 본 연구결과와 같이

흡연을 하는 경우 혈중 납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27)

담배와 알코올에는 납이 포함되어 있고,28) 흡연과 음

주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혈중 납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담배와 술에 포함된 납이

체내로 흡수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도 있어29)

체내 납 농도의 감소를 위해서는 음주 및 흡연을 줄

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해성 평가결과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참고치

를 초과할 확률은 남성은 8.9%, 여성은 3.3%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참고치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95

백분위수 노출분포의 기준으로 결정된 값으로 독성

학 및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값은 아니므로 이 값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함이 요구되며, 본 연

구의 대상지역이 국가산단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와 큰 차

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각 개인의 식이패턴

과 생활습관, 직업적 특성 등을 고려한 연구의 진행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광양, 여수 산업단지 주변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 중 납 농도를 분석하였

다. 혈중 납 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알려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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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령, 거주환경 및 직업 등이 대표적이며, 생활

습관 요인으로는 흡연 및 음주로 보고되고 있다.33)

본 연구결과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고, 연

령이 높을수록 혈중 납 농도가 증가하였으며, BMI

가 높을수록 체내 납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이들 요인들이 광양과 여수 지역의 생체 납 농도 관

리를 위한 중요인자로서 검토할 필요성과납의 노출

경로가 다양한 만큼 국가 산단지역주민의 환경 중

납의 오염과 생체 영향 평가의 주기적인 조사 등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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