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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Biological monitoring of trace elements in human blood samples has become an important indicator

of the health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ct and evaluate multiple metal items in blood

samples based on ICP-MS, to perform comparative evaluation with the existing analysis method, and to develop

and verify a new method.

Methods: 100 µL of whole blood from 80 healthy subjects was used to analyze ten metals (Sb, tAs, Cd, Pb,

Mn, Hg, Mo, Ni, Se, Tl) using ICP-MS. Verification of the analysis method included calculation of linearity,

accuracy, precision and detection limits. In addition, a comparative test with the conventional graphite furnace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GF-AAS) method was performed. In the case of Pb, Cd, and Hg in whole

blood, cross-analysis between Pb, Cd, and Hg analysis method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isting method and the new method (ICP-MS).

Results: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was 0.999 or higher in seven items and 0.995 or higher in three

items. The Pb result showed tha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very high at 0.983, and th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0.966. The Cd result showed tha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0.917 between

the existing method and the new analysis concentration value. Its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0.960,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Hg had a low correlation at 0.687, and th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0.761, which was lower than that of Pb and Cd. The intra-day and inter-day accuracy

of Pd and Cd were satisfactory, but Hg did not meet the criteria for both accuracy and precision when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analysis method.

Conclusion: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proposes a more efficient and feasible analysis method by

verifying a blood heavy metal concentration experiment using multiple simultaneous analyses. All samples were

processed and analyzed using the new ICP-MS. It was confirmed that the agreement between the two methods

was very high,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current and new methods being 0.769 to 0.998. This study

proposes an efficient simultaneous methodology capable of analyzing multiple elements with small sampl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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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studies of various applications and the reliability of ICP-MS analysis methods are required, and

research on the verification of accurate, precise, and continuous analysis methods is required.

Key words: Whole blood metals, bio-monitoring, ICP-MS, multi-simultaneous analysis

I. 서 론

중금속은 일상생활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산업

및 특수 환경에서 중금속을 취급하지 않아도 일반인

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어서 생물학적 모니

터링의 미량 원소 분석에서 그 역할과 장단점에 대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현재 질병 경향은 환경과 생활방식의 문제로 진화

되고 있고, 직간접적 방법으로 노출을 모니터링하거

나 지표물질 등을 이용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통하

여 평가하고 있으며 인체모니터링을 통한 표준화되

고 정확한 위해물질 노출평가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

되고 있다.2-3) 이 같은 바이오모니터링은 인체 시료

(혈액, 소변과 대변, 모발 및 모유 등)에서 지표물질

농도를 인체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모든 노출의 경로

와 노출원이 통합된, 개개인의 총 노출량과 내적 노

출량에 대한 자료 제공을 하는 것 이외에도 개인 간,

개인 내의 신체활동과 대사과정의 차이뿐 아니라 흡

수와 배설에 있어서의 차이를 반영한다.4-5) 이들 인

체 시료 중 혈액은 채혈량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

지만, 인체 장기를 일정한 상태로 순환하며 균일하

고 대표성 있는 농도를 나타내고, 신체의 생리적 상

태 및 노출 정도를 예측하고 위험도를 평가하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료이다. 이에 임상적인 진단

을 위해서 전혈 미량 원소 분석을 위한 신뢰성 있

고 표준화된 방법을 확립해 오고 있다.6-8)

국내외에서 생체시료에 대한 미량 중금속 분석방

법은 흑연로 원자흡광분석기(Graphite furnace-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GF-AAS)를 이용한 분석이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으나 높은 검출한계와 분석시

간, 재현성 문제, 조작의 문제 등으로 인해 모니터

링 분석법으로 사용하기에는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

었다. 따라서 GF-AAS의 대안으로 낮은 검출한계와

다중항목 동시 분석이 가능한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

량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

metry, ICP-MS)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9)

금속류는 다양한 환경에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중

금속 항목에 대한 복합적인 다중 경로 노출을 평가해

야 하는데 최근 들어, 특히 여러 중금속 등의 위해물

질들이 상호작용하여 건강에 원인 및 영향을 야기하

는 다중항목 노출 접근법(multi-pollutant approach)의

관점에서 정성/정량적 노출 중에서 특히 정량적 농

도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ICP-MS 기기를 이

용한 소변과 혈액 중 중금속 분석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일본 및 EU

등에서는 모니터링 분석법으로 ICP-MS 분석법을 채

택하여 GF-AAS 분석법과 병용하고 있다.10-12) 그러

므로 우리도 선진기술을 대체하는 표준화되고 신뢰

성 있는 새로운 분석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ICP-MS 분석법을 이용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금속류 다중항목 분석법을 사용 중에 있

는 선진국의 바이오모니터링 프로그램과 달리, 우리

나라는 아직도 원자흡수 분광법(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AAS)을 이용한 일부 원소들만의 개별

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단일항목, 고농도 노출에 대한 전통적인 관

점에서 다중항목, 저농도, 만성노출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보건환경 연구 경향을 감안할

때, 다중항목 동시 분석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감

도가 높은 ICP-MS 분석법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13-15) 검증과 표준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AAS

분석법과 비교하여, ICP-MS를 이용한 생체시료 중

의 유해물질인 중금속 등에 대한 동시 분석법에 대

한 신뢰성 있는 분석법 개발 및 확인에 대한 연구

는 국내는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연구 및 보고가

아직 많지 않다. 특히 데이터의 신뢰성과 표준화가

매우 중요한 바이오모니터링 조사 사업에서 새로운

분석방법이 정착하고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석기술의 개발과 함께, 기존 확립되

고 보고된 분석을 재현할 수 있는 재생성 있는 분

석법의 개발과 정확한 확인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표준물질(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이 있고, 다중항목 중에서 정

확도, 정밀도 및 다중 분석 시 재현성이 좋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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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고 확인 평가하였으며, 일부 항목은 현재

환경부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바이오모니터링 사

업에서 적용중인 분석법과의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최근 희귀 진단, 임상, 법의학 및 독성학 등에 활

용되며 미국 NIH에서 실시한 ECHO (Environmental

influences on Child Health Outcomes) 프로그램에

서 제시하는 환경성 질환 분류 등에서도 사용되는

베릴륨, 붕소, 리튬, 알루미늄, 바나듐, 망간, 크롬,

코발트, 니켈, 구리, 셀레늄, 몰리브덴, 은, 주석, 안

티몬, 탈륨, 바륨, 비소 등의 미량 원소 중 7종과 Pb,

Cd 및 Hg 등을 본 연구에서 ICP-MS를 이용하여 생

체시료를 분석하는 항목으로 선정하였다.16,31)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시약은 특급시약들을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각 개별원소 안티몬(Sb), 총 비소

(tAs), 카드뮴(Cd), 납(lead, Pb), 망간(manganese, Mn),

수은(mercury, Hg), 몰리브덴(molybdenum, Mo), 니

켈(Nickel, Ni), 셀레늄(selenium, Se), 탈륨(thallium,

Tl) 표준물질 1,000 mg/L (SPEX CertiPrep, USA)

용액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내부 표준물질은 로듐(Rhodium, Rh)과 이리듐

(Iridium, Ir)을 적용하였고, 각각 1,000 mg/L (SPEX

CertiPrep, USA) 용액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시료

분해를 위한 질산(HNO3, 순도 61-71%, 케미탑,

Korea)은 반도체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내부정도관

리 등을 진행하기 위한 매질인증 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CRM)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

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NIST SRM 955c를 사용하였고, 보조적으로

매질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s, RM)은 Clinchek

8840, 8841 (RECIPE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시약조

제 및 전처리에 사용된 모든 초자 등 기구는 metal-

free를 위하여 20% 질산에 24시간 담근 후 초순수

증류수로 여러 번 세척하여 사용하였고, 모든 검정

곡선용 표준용액 및 혈액 시료는 metalfreeTM conical

tube (PerkinElmer Inc., USA) 등의 용기에서 제조

하였다.

무기 금속류 동시분석법 개발은 NeXION 2000B

ICP-MS (PerkinElmer, Massachusetts, US)를 사용하

였다. 현재 국내 바이오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적용

되는 분석법과의 비교를 위한 GF-AAS로는 PinAAcle

900z (Perkin Elmer, Massachusetts, US) 장비를 이

용하였고, 골드아말감 방식의 수은 전용 분석기로는

DMA-80 (Milestone, Sorisole, Italy)을 이용하여 연

구하였다.

2. 분석법 개발

ICP-MS를 이용한 금속류 다중 동시 분석(multiple

simultaneous analysis) 방법 개발 대상 물질은 국내

외 바이오모니터링 대상 물질을 포함하되, CRM 및

RM 등을 이용하여 신뢰성 확인 평가가 가능한 물

질로 하였다. 특히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바이오모니터

링 프로그램인 NHANE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의 분석법과 분석항목

들 등을 참고하였으며, NHANES에서 공시한 분석

항목들의 검출한계 수준을 본 연구에 개발목표로 설

정하였다.18-19)

전체 연구디자인과 ICP-MS 분석법 개발 및 분석

법 확인 평가는 A 기관에서, ICP-MS간 교차확인 평

가 및 기존 분석법과의 교차확인 평가는 현재 국민

환경보건 기초조사사업 분석기관인 B 기관에서 수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CDC에서 적용중인 ICP-MS

전처리법 중 희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산성과 알칼리

조건을 비교하면서 생산된 데이터 및 시험방법에 대

한 확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전처리 방법의 최적화를 위하여, 전혈 100 µL에

1.0% 질산 100 µL 혹은 바탕 혈액(base blood) 100

µL, 희석제 4.8 mL를 넣어 기기분석용 시료를 준비

하였고, 혈액의 높은 매질효과(matrix effect)를 보정

해주기 위해 모든 실험은 표준물질 첨가법(standard

addition method)으로 진행하였다. 검정곡선용 1차

표준용액은 1.0% 질산에 희석하여 2,000 ppb로 제

조하였다. 이후 0.5 ppb까지 1.0% 질산으로 단계적

으로 희석, 제조하였다.

ICP-MS 분석용 전처리 방법의 종류에는 마이크로

웨이브(closed-vessel microwave) 또는 핫 블록(hot

block)을 이용한 분해(digestion) 방법17)과 산성과 염

기성 희석(dilution)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후자의 방

법으로 간단히 희석하여 분석할 수 있고, 시약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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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을 최소화하도록 할 수 있으며 미국 CDC에서 발

행된 분석 매뉴얼18)을 기반으로 하여 염기성 희석제

와 산성 희석제를 비교하였다.

그 구성성분과 조성은 3차 증류수에 tetramethyl-

ammoniumhydroxide (TMAH) 0.4%, ethanol 1%,

ammonium pyrrolidine dithiocarbamate (APDC)

0.01%, triton X-100 0.05%, 금(gold, Au) 200 ppb

가 들어가고 로듐(Rh), 이리듐(Ir)을 각각 10 ppb의

농도로 첨가하여 내부표준물질로 사용하였다. 산성

희석제는 기존에 보고된 참고문헌19)을 기초로 하여

준비하였으며, 그 구성성분과 조성은 질산 0.5%,

triton X-100 0.1%, 1-propanol 2%, Au 200 ppb에

Rh, Ir을 각각 10 ppb의 농도로 첨가하여 내부표준

물질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시료의 희석배율을 평가

대상 원소 10종에서 상대오차 20% 이내로 나타난

50배를 최적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ICP-MS 분석 시 발생하는 동중원소에 의한 방해

를 제어하고자 DRC (Dynamic Reaction Cell) 모드

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ICP-MS 기기조건 최적화를

위해서 다양한 범위에서 RF (Radio Frequency)

power와 DRC 가스모드 설정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RF power는 1,500~1,600 kW 범위에서 조건에 따라

각각 비교하며 최적화하였고, 분석대상 원소 중 RM,

CRM 총 4종의 상대오차 20% 이내에 들어오는 원

소들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셀 가스 종류와 유량을

최적화하였다. 사용된 가스모드는 총 4종으로 표준

모드(standard mode)에 Ar, DRC 모드에 메테인(CH4)

과 산소(O2), KED (Kinetic Energy Discrimination)

모드에 헬륨(He)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충돌반응 장치의 가스로 He을 사

용하였고 반응 셀은 NH3와 O2를 사용하여 방해 성

분을 중성 화학종 또는 분석한 질량과 겹치지 않는

화학종으로 변환 간섭원(interference source)을 제어

하였다.

3. 분석법 확인 평가

개발된 정량분석법의 신뢰성 및 재현성을 증명하

고자 ISO, IUPAC, EURACHEM 등 국제기준에 준

하여, 선택성, 직선성, 검출한계, 정밀도 및 정확도,

교차확인 평가 등을 포함한 분석법 확인 평가(method

verification)를 수행하였다.20-21)

본 연구에서는, 검정곡선 작성을 위한 표준용액의

농도 범위는 전체물질의 LOQ~2,000 ng/mL의 농도

가 되도록 희석하여 표준용액을 만들어 동시 분석한

다음 각 원소별 검정곡선을 작성하였다. 정밀도와 정

확도는 NIST SRM 955c를 사용하였고, 보조적으로

RM으로는 Clinchek® 8840, 8841을 사용하였다. 혈

액의 높은 매질간섭 효과를 보정해주기 위해 모든

실험은 표준물질 첨가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국내외

의 바이오모니터링 프로그램들에서 보고한 일반 인

구집단 농도 범위를 참고로 하여 정리하였다.

3.1. 정밀도, 정확도

바탕 매질시료에 표준물질을 세 가지 농도로 첨가

한 각각 5개의 개별시료를 5일 간 반복 분석하여 일

자 내(Intra-day)와 일자 간(Inter-day) 정밀도 및 회

수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CRM인 NIST의 SRM

및 RM인 Clinchek®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3.2. 직선성, 검출 및 정량한계

분석조건 최적화에 성공한 11종 원소에 대하여 검

정곡선 작성용 1차 혼합표준물질을 제조하였고, 이

를 각 농도별로 희석하여 직선성(linearity)을 평가하

였다. 확인된 직선범위(dynamic range)를 토대로 시

료 및 표준물질의 최적 희석배율을 50배로 설정하

였다. 확정된 농도 구간에서 7개 항목은 결정계수

(R2) 0.999 이상, 3개 항목은 0.995 이상의 좋은 상

관성을 보였다(1.95-500 ng/mL). 그러나 Cu의 경우

는 0.95 이하로 충분한 상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

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Cu의 농도는 혈청 시료에

서 분석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이후 평가에서는 제

외하였다.

따라서 분석법 확인 평가는 총 10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

는 신호 대 잡음비(S/N비)에 근거하는 방법으로 신

호 대 잡음비가 2-3배로 나타나는 분석대상물질 농도

를 검출한계로 하였고,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

LOQ)는 10회 반복 측정한 표준편차의 10배로 하였

다.21)

3.3. 상관성 분석

개발된 ICP-MS법과 기존 분석법의 차이를 확인하

고자 비교시험을 진행하였다. 비교시험 대상항목은

현재 바이오모니터링 프로그램인 국민환경보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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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Korean 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Survey,

KoNEHS)에서 혈액에서 분석 중인 Pb, Cd 및 Hg

이었고, 기존 분석법으로는 KoNEHS에서 적용되는

방법인 생체시료 중 환경오염물질 분석매뉴얼21)을

참고하여, Pb과 Cd의 경우 GF-AAS법을, Hg은 골

드아말감 DMA법을 적용하였다.

인체 유래물에 대한 채취와 전달, 분석에 대하여

중앙대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윤리 승인을 받은 후

(IRB NO. 1041078-201709-BR-179-01), 연구사업 수

행을 위해 확보 및 보관하던 시료 중 폐기예정인 80

명의 혈액시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동일 시료에

대한 GF-AAS와 ICP-MS와의 교차확인 평가와 실

험실간 교차확인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하였

으며, 상관계수와 급내 상관계수(intra class correlation,

ICC)를 산출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상관성과 일치 정

도를 산출하였다.22)

그 밖에, 서로 다른 장비 간 분석결과에서 산출된

값들에 대한 상관성을 확인 평가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CC)를 산

출하였으며, 두 군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통계분석으로

는 SPSS 프로그램(version 23, IBM Corp., NY, US)

를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신규 분석법의 확인 평가결과

혈액 중 금속류 동시 분석법 대상 원소는 안티몬

(antimony, Sb), 총비소(arsenic, tAs), 카드뮴(cadmium,

Cd), 납(lead, Pb), 망간(manganese, Mn), 수은

(mercury, Hg), 몰리브덴(molybdenum, Mo), 니켈

(Nickel, Ni), 셀레늄(selenium, Se), 탈륨(thallium,

Tl) 등의 10종을 포함하였다.

일반적으로 ICP-MS 전처리 방법에 이용하는 마이

크로웨이브(closed-vessel microwave) 또는 핫 블록

(hot block)을 이용한 분해방법은 생체시료의 모든

유기물을 완전히 분해하며 휘발성 원소의 손실을 감

소시켜 분석할 수 있지만, 마이크로웨이브 용기 오

염의 가능성이 크고 대용량처리에 비용과 시간이 많

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산과 염기 희석방법은

간단히 희석하여 분석할 수 있고, 시약의 오염을 최

소화하도록 하고 질산을 첨가하면 단백질을 응고시

킬 것으로 예상하며, 계면활성제를 첨가하면 세포막

을 파괴하고 시료 균질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

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 적용한 희석법 중 염기성과 산성 희석

제 비교 결과, 염기성 희석제가 산성 희석제에 비해

Table 1. Results from the method verification: Gas mode, linerities and LODs of 10 metals

Analyte Mass
Gas

mode

Linearity

(R2)

LOD

(ng/mL)

Reference LOD (ng/mL)

CDC

ICP-MS*18) 3rd KoNEHS** Reference

Antimony (Sb) 121 Oxygen 0.9987 0.100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Arsenic (As) 75 Helium 0.9994 0.404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Cadmium (Cd) 114 Standard 1.0000 0.095 0.1-0.3 Not reported
0.02

30)

(GF-AAS)

Lead (Pb) 206 Oxygen 0.9997 0.182 0.7-3.0
3.0

(GF-AAS)

1.0
30)

(GF-AAS)

Manganese (Mn) 55 Standard 0.9955 0.072 0.99-1.06 Not reported Not reported

Mercury (Hg) 202 Methane 0.9992 0.407 0.16-0.33
0.1

(DMA)

0.62
33)

(DMA)

Molybdenum (Mo) 98 Standard 1.0000 0.114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Nickel (Ni) 60 Standard 0.9999 0.118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Selenium (Se) 82 Standard 0.9985 0.215 24.5-30.0 Not reported Not reported

Thallium (Tl) 205 Methane 1.0000 0.100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 CDC NHANES 13-14/15-16

**: 3rd Korean 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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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성분들을 안정시키고, 단백질을 잘 용해하며,

휘발되기 쉬운 수은 이온을 안정시켰으며, 세척 효

과를 가짐으로 carry over를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

를 가지고 있어 전처리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ICP-MS의 가스모드는 분석물질별로 표준, NH3,

He 모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였으며, 검정곡선 작성

결과 각 물질의 직선성(R2)은 최소 0.995로 산출되

었다(Table 1).

세 범위의 농도를 주입한 혈액 시료를 이용하여

일내, 일간 정밀도 및 회수율을 평가한 결과, 일내

실험의 경우 10개 항목에서, 일간 시험에서는 10개

항목에서 각각 회수율 86.1-132.9%이었고, 재현성은

모든 항목에서 100.0±15.0% 이내였다(Table 2).

NIST의 SRM인 NIST 955c 두 개 농도와 RM인

Table 2. Recovery and precision of the ICP-MS method of whole blood

Analyte Mass
Spiked conc.

[ng/mL]

Intra-day (n=5) Inter-day (5 days)

Recovery

(%)

Precision

(% CV)

Recovery

(%)

Precision

(% CV)

Antimony (Sb) 121

5.0 90.8 2.5 100.8 7.3

20.0 92.8 1.4 100.7 6.0

150.0 93.8 1.8 99.4 4.0

Arsenic (As) 75

2.5 96.6 6.0 104.3 2.6

10.0 98.8 1.9 101.5 1.7

75.0 99.5 1.1 100.8 1.4

Cadmium (Cd) 114

2.5 91.9 2.1 100.4 8.5

10.0 92.8 1.8 97.8 3.4

75.0 94.3 3.3 98.9 3.8

Lead (Pb) 208

12.5 93.1 4.3 95.7 2.2

50.0 97.5 2.7 97.6 0.6

375.0 97.8 1.0 100.0 1.5

Manganese (Mn) 55

5.0 112.6 10.2 132.9 12.8

20.0 108.2 2.1 107.6 5.3

150.0 106.2 4.0 102.9 1.6

Mercury (Hg) 202

2.5 103.1 10.8 103.9 17.2

10.0 102.3 1.5 101.0 4.6

75.0 101.4 1.3 100.8 1.1

Molybdenum (Mo) 98

2.5 94.6 5.3 97.3 8.7

10.0 99.3 0.7 100.1 3.5

75.0 102.3 0.9 100.2 1.6

Nickel (Ni) 60

2.5 94.5 13.1 103.0 12.5

10.0 99.6 7.0 99.1 4.6

75.0 101.8 0.7 102.0 1.5

Selenium (Se) 82

12.5 92.28 8.0 86.1 12.3

50.0 98.5 3.3 95.5 8.7

375.0 96.5 1.4 99.7 2.4

Thallium (Tl) 205

2.5 97.1 1.2 98.5 2.0

10.0 98.4 1.1 99.1 0.5

75.0 100.1 1.1 100.3 0.7

CV, coefficient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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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Chek®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정확도는 각각 89.2-118.3%이었고, 재현성은

모든 항목에서 ±15% 이내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Table 3).

2. 장비와 실험실 간 비교

혈중 Pb, Cd, 및 Hg의 경우 기존 연구들에서 많

이 사용되었던 분석법(GF-AAS for Cd & Pb; DMA

for Hg)과 신규 분석법(ICP-MS) 간의 결과 값 차이

를 확인하고자 분석방법 간 교차분석을 진행하였

다. 그 결과 Pb은 GF-AAS법과 ICP-MS법으로 측

정된 분석농도 값의 Pearson’s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가 0.983로 매우 높았고, 급내 상관계수

(ICC)는 0.966이었으며 두 군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p=0.990).

Cd은, GF-AAS법과 ICP-MS법으로 측정한 분석

농도 값의 Pearson’s 상관계수가 0.917이었고, ICC

가 0.960이었으며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p=0.895).

Hg은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골드아말감법과 본 연

구에서 개발한 ICP-MS 방법을 비교하였다. DMA와

ICP-MS 각각의 GM±GSD는 1.733±0.902와 1.201

±1.447이었으며, p=0.687로 다소 낮은 상관성을 보

였고, ICC도 0.761로 Pb과 Cd에 비해서는 낮았으

나,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p=0.439).

분석 농도 수준으로 구분하여 보면 2.0 µg/L 이하

저농도 구간에서는 DMA가 1.438±0.382, ICP-MS는

Table 3. Accuracy between CRM (NIST) and RM (ClinChek®) values measured by ICP-MS and the NIST target values

provied in the NIST SRM 955c and ClinChek® RM (n=3)

Analyte

CRM (NIST SRM 955c) RM (ClinChek® 8840 & 8841)

Level II Level III Level I Level II

CV (%) Accuracy (%) CV (%) Accuracy (%) CV (%) Accuracy (%) CV (%) Accuracy (%)

Antimony (Sb) - - - - 3.3 105.5 6.5 105.2

Arsenic (As) 1.9 98.0 7.4 99.2 5.1 98.9 6.2 97.6

Cadmium (Cd) 5.1 105.5 2.1 105.7 4.3 118.3 5.7 117.6

Lead (Pb) 2.1 97.3 1.1 100.6 7.2 109.8 6.2 102.2

Manganese (Mn) - - - - 5.9 96.1 8.9 114.4

Mercury (Hg) 4.0 100.7 5.4 100.0 13.3 94.7 8.5 106.5

Molybdenum (Mo) - - - - 6.4 89.2 10.8 94.9

Nickel (Ni) - - - - 10.1 100.0 6.0 116.0

Selenium (Se) - - - - 1.4 99.8 1.1 100.8

Thallium (Tl) - - - - 5.3 100.0 3.1 99.0

CRM, certificated reference material; RM, reference material;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US); CV,

coefficient of variance.

Table 4. Strength of agreement of th ICP-MS, GF-AAS and Mercury Analyzer method for each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ent (ICC) values (n=80)

Analyte
Analytical Method ICC

(95% CI)

Strength of

agreement*Old New

Lead (Pb) GF-AAS (PE) ICP-MS (PE)
0.966

(0.947-0.978)
Excellent

Cadmium (Cd) GF-AAS (PE) ICP-MS (PE)
0.960

(0.938-0.975)
Excellent

Mercury (Hg) DMA (MS) ICP-MS (PE)
0.761

(0.556-0.872)
Excellent

*ICC<0.4: Poor, 0.4<ICC<0.59: Fair, 0.60<ICC<0.74: Good, 0.75<ICC<1.00: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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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0.518로 ICP-MS가 낮았으며, 2.0 µg/L 이상

의 농도에서는 DMA는 2.475±0.975, ICP-MS는

2.935±1.421로 ICP-MS가 높게 평가됨을 알 수 있

었다(Fig 1.).

본 연구에서는 100 µL의 전혈 시료를 이용하여 10

종의 금속 원소를 동시 분석할 수 있는 신규 ICP-

MS 기반의 분석법을 개발하고 확인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분석대상 물질 중 10개 항목에서 본 연구

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재현성과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Fig. 1. A: Comparison of concentrations of whole blood GF-AAS, DMA method and ICP-MS method; B: Box plots

corresponding to whole blood level by GF-AAS, DMA-80 and IC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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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석법의 ICP-MS 검출한계는

독일과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오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검출한계와 유사한 검출한계 수준을 나

타내었고,23,25) AAS의 검출한계는 매우 정확하고 민

감하였다. 또한 일반인 혈액 시료를 이용하여 신규

및 기존 분석법으로 Pb, Cd 및 Hg을 분석한 결과

값의 평균 변이계수는 각각 7.0% Pb, 5.73% Cd,

6.4% Hg이었다.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법 비교 시 결과의 차이 수

준이 ±20% 이내일 때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24) 본 연구에서 수행한 상관성과 급내 상관계

수 결과 역시 두 방법 간 결과의 일치율이 높음을

보여주었다(Table 4).

ICP-MS를 이용한 생체시료 금속류 다중 동시분석

법은 이미 선진국의 바이오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적

용되고 있으며,6,15-16) 일부 국내에서도 연구자들에 의

하여 새로운 분석방법으로 개발되고 확인 평가되고

있다.25-27)

본 연구에서 개발되고, 확인 평가한 분석법은 보

다 적은 생체 시료량으로도 많고 다양한 환경 유해

금속류 동시 분석이 가능하면서 일반 인구집단의 저

농도 범위에서도 정량분석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기존 분석법으로 바이오모니터링 프로그램

에서 확인된 농도 범위(reference value)와의 일치도

가 높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33)

생체시료 중 금속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ICP-

MS 분석법은 기존의 GF-AAS 방법에 비하여 스펙

트럼 간섭 및 검출한계가 낮고, 신속한 분석이 가능

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다중원소 분석이 가능

하면서도 민감도가 높다는 점은 ICP-MS 분석법이

가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14-15,28)

현재 보건환경 연구에서, 생체시료 중 다중원소 간

의 상호 작용과 통합 농도를 이용하여 질환과의 관

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권장되고 있으며,29) 이를 위해

서는 기존보다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중

항목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롭고 확인 평가된 분석법

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 바이오모니

터링 프로그램 같은 국가의 대규모 조사 사업에서,

Table 5. Strength of agreement of th ICP-MS A and ICP-MS B method for each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ent (ICC)

values (n=80)

Analyte
Comparison ICC

(95% CI)
Strength of agreement

 ICP-MS (A) ICP-MS (B)

Antimony (Sb)

ICP-MS A

(PE)

ICP-MS B

(PE)

0.998

(0.997-0.999)
Excellent

Arsenic (As)
0.995

(0.992-0.996)
Excellent

Cadmium (Cd)
0.985

(0.976-0.991)
Excellent

Lead (Pb)
0.979

(0.968-0.986)
Excellent

Manganese (Mn)
0.948

(0.921-0.966)
Excellent

Mercury (Hg)
0.991

(0.986-0.994)
Excellent

Molybdenum (Mo)
0.963

(0.943-0.976)
Excellent

Nickel (Ni)
0.769

(0.631-0.856)
Excellent

Selenium (Se)
0.994

(0.991-0.996)
Excellent

Thallium (Tl)
0.955

(0.923-0.974)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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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의 신뢰성(reliability) 확보는 물론이고 대량

의 수많은 시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

는 새롭고 정확한 분석법을 필요로 하는데, 경제성

과 안전성을 위하여 시료량 최소화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환경 바이오모니터링 프로그램이 가지는 역

할 중 국가 또는 지역 사회에서의 참고 수치 제시

측면에서 볼 때, 분석결과에서 나온 수치에 대한 일

관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동일 시료를 이용하여 ICP-MS 분석과 AAS 분석

의 분석결과를 비교한 일부 선행 연구들에서는 일반

적으로 ICP-MS 분석의 결과가 AAS 분석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0,30) 최근 국내외에서 수

행된 한 연구에서는 두 방법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14) 본 연구에서도 역시 유의한 차이를 나타

Fig. 2. Comparison of concentrations of whole blood ICP-MS A and ICP-M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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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ICP-MS법을 두 개 기관에서

동일한 시료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여 개

별시료 분석 값으로 산출된 ICC를 확인한 결과 0.769

~0.998로 매우 우수한 상관성을 가짐을 확인했다

(Table 5). 니켈(Ni)의 경우 ICP-MS에 장착되어있는

Nickel skimmer cone이 니켈 소재로 되어 있어서 상

관성 0.769로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니켈의 경우 이

후 백금(Pt) 소재로 된 Nickel skimmer cone을 사용

한 확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으로는 분석법의 확인 평가

를 한 모델의 ICP-MS로만 개발기관(A)과 기존 분

석기관(B) 두 곳에서만 수행되어 다양한 모델의 ICP-

MS를 보유한 여러 실험실 간에 대한 교차확인 평가

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며 즉, 분석법 확인 평가의

완벽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들

수 있다.

개발된 신규 분석법을 바이오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복수의 실험실을 대상으로

신규 분석법을 확인 평가하고 실험실 간, 실험실 내

교차확인 평가를 통해서 분석결과에 대한 재현성을

평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표준물질

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보다 다양하고 많은 수의

실제 생체시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

다 많은 다양한 실험과 장기간에 걸친 연구, 관찰

및 비교 확인 평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국내외 바이오모니터링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Pb, Cd과 Hg을 대상으로 한 일반

인구집단의 동일한 시료에 대한 반복 실험에서 충분

하게 확인 평가된 재현성을 나타내었다. 이들 항목

의 경우, 충분한 일자 내 재현성과 일자 간 재현성,

인증된 표준물질을 이용한 정확도 평가에서 충분한

정확도를 나타내고, 결과의 재현성이 잘 유지되었다.

그러나 Hg의 경우에는 장비 간 비교 검사에서 휘

발성으로 인해 상관성이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

게 평가되었다. 현재 국내외 바이오모니터링 프로그

Fig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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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대상 항목인 Pb, Cd, Hg 외에, As도 보건환경

평가에서 많이 연구되면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LC-ICP-MS를 이용한 종 분리분석이 다양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비교평가 역시 차

후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 이외의 항목들도 최대한 많이 포함

할 수 있는 동시 분석 개발을 위해서는 시료 확인

평가물질에 대한 성상과 특성, 표준물질 및 시료의

장기 안정적 보관에 대한 안정성(stability) 등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며,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실험으로

확인 평가한 정확성과 재현성(reproducibility)을 필

요로 한다.32)

여러 가지의 제한점에도, 본 연구에서는 적은 양

의 생체시료를 이용하여 많은 다중항목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ICP-MS 분석법을

개발하였으며, 정확성와 정밀성을 확보하였고 동시

에 기존 분석법에 비교하여 유사하고도 일관된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비교, 확인

평가하여 제안하였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ICP-MS 분석을 이용한 금속류 다중항목 분석법이

이미 해외 선진국 바이오모니터링 프로그램들에 적

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부분적 연구가 진

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국내의 바이오모니

터링 프로그램에서는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한 국

가의 대푯값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석법의

적용은 보다 엄격한 확인 평가와 관리기준 적용이

필요하며, 기존 분석방법과의 결과와 연계성과 재생

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저용량 생체시료를 이용

한 다중항목 분석법을 이론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

라, 실험으로 확인 평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

현 가능한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

를 둘 수 있다. 일반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중

항목의 금속류에 대한 저농도 만성노출 평가를 위하

여, 차후 ICP-MS 분석법 적용한 바이오모니터링 조

사의 확대와 분석법 고도화를 위한 관련 연구의 확

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

MS)를 이용하여 혈액 중 금속류 동시 분석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전처리 및 기기 조건을 최적화하였고,

개발된 분석법의 직선성, 정확도, 정밀도, 검출한계,

정량한계 및 상관성을 확인 평가하였다.

각각의 항목을 검출하기 위하여 분석시스템을 최

적화하여 100 µL 전혈 시료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

하였다. 또한, 일부 생체시료를 가지고 GF-AAS,

DMA-80과 ICP-MS로 비교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비

교하여 일치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모든 실험항목을 대상으로 ICP-MS법으로 산출된

분석결과의 신뢰도 확인 평가과정으로 본 연구 설계

를 한 개발기관(A)과 직접 본 연구를 수행하였던

ICP-MS를 운영 중인 실험기관(B)간의 긴밀한 확인,

교차확인 평가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10종의

금속류 항목들은 두 방법 간 일치도가 0.769~0.998

로 일치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동일 중금속류와 생체시료를 이용하여 기존 국내

바이오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의 분석법(GF- for Pb & Cd; DMA for Hg)과 신

규 개발 분석법(ICP-MS) 결과를 비교한 결과, 충분

한 재현성을 가진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저용량 혈중시료를 이용한 다중항목 분

석법을 실험으로 확인 평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

현 가능한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

를 둘 수 있으며, 앞으로 다중항목의 금속류에 대한

저농도 만성노출 평가를 위하여, 새로운 ICP-MS 분

석법의 현장적용 확대와 더불어 분석법 고도화를 위

한 관련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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