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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d the distribution of hazardous heavy metals (As, Cr6+, Ni, Cd, Pb, and Mn) and estimated 

the health risk related to the heavy metals in fine dust (PM-10 and PM-2.5) of Sasang industrial complex, 

Busan, Korea.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in the industrial complex was 1.2 times higher than in a res-

idential area, while harmful heavy metals showed a difference of at least 1.3 times (Cd) and up to 6.5 times 

(Ni).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and carcinogenic heavy metals in the industrial complex increased sig-

nificantly compared to the residential area in spring (March to May) and winter (December to February) 

months. A risk assessment was performed using Monte-Carlo simulations containing a four-step procedure. 

During hazard identification, As, Cr6+ Ni, Cd, and Pb were categorized as human carcinogens and probable 

human carcinogens and evaluated for their levels of excess cancer risk. For concentrations of over 90% Cr6+

and As, the excess cancer risk was over 10-5 (1 person per 100,000). The non-cancer hazard index of As, Cr6+, 

Cd, and Mn was below the limit value o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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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 중 중금속은 입자상물질에 흡착되어 부유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해 대기오염물질 중 중금속은 다       

른 물질에 비해 자체 독성이 높다는 특성 외에도 환경 내         

에서 소멸기간이 길며, 생태계 내에서 농축되어 인체에 흡       

수됨으로 인해 인체 위해성이 큰 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다른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비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1)

대기 중 중금속 농도 분포는 지역별 특성과 환경적 요        

인으로 인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화학공정, 금속용       

융, 쓰레기소각, 화석연료 연소, 암석의 풍화, 산업 활동,       

광산 그리고 그 밖의 과정 등을 통해 자연적이거나 인위        

적인 발생원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2) 그 중 독성이     

있는 중금속은 지각물질과 같은 자연적인 배출원에 의한     

배출보다는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한 것이 더 많은 부분     

을 차지하는데, 산업단지의 경우 다양한 산업 활동에 의     

해 입자상물질에 포함된 중금속의 농도가 일반적인 대기     

환경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대기 중 중금속 성분     

은 분진이나 미세먼지 등에 결합되거나 2차, 3차 결합으     

로 대기 중에 체류하며 머무르게 된다.3) 대기오염물질 배     

출원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각종 공단지역 및 산업시     

설에서는 미세먼지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금속물질이 대     

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산업공정에 설치     

되어 가동 중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통과한 이후에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Tel: 82-51-309-2922, Fax: 82-51-309-2939, E-mail: csw95@korea.kr



134 최성화 · 최성우 · 김동영 · 차영욱 · 박승우 · 이서이 · 유은철

  

 

  

 

  

  

 

  

   

    

 

  

  

 

  

  

 

 

   

 

도 100% 제거되지 않는 미세한 형태의 환경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다.3,4)

미세먼지의 흡입은 천식과 같은 호흡기관련 질환 및 심       

혈관계 질환 발생과 저체중아나 조기출산과 같은 생식 관       

련 이상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또한 미세       

먼지에 포함되어있는 유해중금속은 위장과 신장, 혈액학     

적 및 신경계 독성 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암         

연구소(IARC)에서는 대기 입자상 물질에 포함된 유해중     

금속을 특히 암을 유발하는 주요 성분으로 인식하고 있       

으며6), 이는 대기오염과 중금속 물질의 건강 영향에 관       

한 여러 연구 결과들 에서 제시되고 있다.7-14) 또한, 발암        

성이 없는 중금속이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어느 수준의       

농도로 노출되는지에 따라 그 건강피해를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한다.

부산지역에서는 박10)에 의해 2008~2013년 부산 주거     

지역(연산동)을 중심으로 대기 중 PM-2.5의 조성 연구와      

건강위해도 평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지만, 위해가 더       

욱 우려되는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 건강에 미       

칠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으로 관련 연구가 반        

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대표 공업지역인 사상공      

업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6년간 장기 수집된 미세먼지 및       

중금속 농도 자료를 토대로 농도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대기 유해중금속 노출에 의한 공업지역 인근 주민 건강       

에 미칠 영향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과학        

적이며 건강영향이 고려된 공업지역 대기환경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부산 공단지역 미세먼지 중 유해중금속 농       

도 평가를 위해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     

는 대기환경종합측정소 중 사상 공업단지 내 학장동 측     

정소와 대조지역으로 주거지역인 (구)연산동 측정소의 최     

근 5~6년간의 PM-10, PM-2.5 농도와 PM-10과 PM-2.5     

에 흡착된 대기중금속 수동 분석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     

다. PM-10의 경우 2014년에서 2019년까지 6년간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PM-2.5의 경우 2013년에서 2017년     

까지 5년간의 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항     

목은 PM-10, PM-2.5 농도 그리고 포함된 유해중금속 6개     

항목(As, Cr, Ni, Cd, Pb, Mn)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지점 특성

연구대상 지점인 학장동 측정소는 부산의 대표적인 공     

업단지인 사상공업단지의 중심지에 있는 사상구 학장동     

학장초등학교 옥상(시료채취구 높이:12.6 m)에 위치해 있     

으며 인근 직선거리 0.5~2 km 반경 내에 사상공단업체들     

이 밀집해 있다(Fig. 1). 2020년 기준 학장동 소재 대기배     

출시설은 총 210여개로 그 중 금속 및 도금 관련 업체가     

40.9%, 자동차수리업 18%로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직선거리 1~2 km 반경 너머에는 아파트 등 주택단지가     

인접하여 이어진다. 대조지역으로는 부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제초등학교 옥상에 위치     

한 (구)연산동 측정소(시료채취구 높이: 12.4 m)를 선정하     

였으며, 시료채취지점 주변은 아파트, 빌라, 주택 등 전형     

적인 주거 밀집 지역으로 주변에 규모가 큰 대기오염물     

질 배출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2.3. 시료채취 및 분석

미세먼지 농도측정은 Impactor type의 PM-2.5 전용 채     

취기를 이용해 흡인유량은 16.7 L/min의 유량으로 매월     

7일~10일간 24시간 연속 채취하였으며, PM-2.5 중량농도     

및 금속성분 분석을 위해 PTFE 여지(pore size 2.0 µm,     

47 mm, Pall Corporation, USA)를 사용하였다. PM-10     

농도 측정은 하이볼륨에어샘플러(Micro PNS HVS-16,    

Fig. 1. Map of the Sasang industrial complex, Busan, and its surround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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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Z, Germany)로 1,130 L/min의 유량으로 매월 5일간,      

24시간 연속 채취하였고 중량농도 및 금속성분 분석을 위       

해서는 15 cm 석영여지(QFH 150, Hahnemuehle, Germany)      

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여지는 시료채취 전·후 항온 및 항        

습 조건이 유지되도록 24시간동안 데시케이터 내에 보관      

한 뒤 0.1 µg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ME5-F, Satorius,        

Japan)로 무게를 측정하였다. 

PM-2.5 중 중금속분석을 위해 PTFE 여지를 분해용기      

(Teflon vessel)에 넣고 12% 질산(미량분석용) 10 mL를      

가한 다음 분해용기의 마개를 닫아 마이크로웨이브오븐     

(Multiwave PRO, Anton Paar, Austria) 안에 넣고 600 W        

200oC 20분간 추출한 후 5A 여지로 여과하여 최종 15 mL         

를 맞추었다. PM-10 중 중금속분석을 위해서는 15 cm 석        

영여지의 전용커터를 사용해 1/4로 절단해서 뚜껑이 있      

는 100 mL Pyrex 유리병에 넣고 1.0M 질산과 2.23M 염         

산의 혼합액(1:1)을 30 mL 가한 다음 뚜껑을 느슨하게 잠        

근 후 초음파 추출기(BC-1200W, BOSCO, Korea)에서     

28 kHz로 100oC, 2시간 동안 추출하고 식힌 후 5A 여지         

로 거른 뒤 최종액량이 100 mL가 되도록 여지를 헹구어        

주었다. 각각 바탕시험을 위해 공여지를 동일한 방법으로      

전처리 수행하였다. 전처리 후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     

도계 ICP-OES(Varian 720-ES, USA)를 사용하여 중금속     

농도를 분석하고 공여지 시료 값을 보정하여 중금속 농       

도값으로 사용하였다.

2.4. 인체위해성 평가

PM-10 및 PM-2.5에 포함된 중금속의 흡입에 의한 건       

강위해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가장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위해성 평가방법인 미국국가연구위원회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와 국립과학원(NAS:   

National Academy of Science)에서 고안한 평가방법 등      

에 따라 유해성확인(Hazard identification), 용량-반응평가    

(Dose-response assessment),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및 위해도결정(Risk characteristics)의 4단계로수행하였다.16)

2.4.1. 유해성 확인 (Hazard identification)

유해성확인은 대상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     

는지 아닌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단계이며, 기존에 연     

구된 역학자료, 독성자료, in vivo 및 in vitro 실험자료, 물     

리화학적 성질에의한 실험자료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이 단계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기구인 국제암연    

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와 미국 환경청(US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발암분류표(Table 1)를 주로 이용하     

였다. IARC와 US EPA의 등급 분류 체계는 5가지그룹으     

로 나뉘는데, 각각 발암물질인 Group 1 및 Group A, 발     

암 가능성이 유력한 Group 2 및 Group B, 발암 가능성     

이 있는 Group 2B 및 Group C, 비분류 발암물질인     

Group 3 및 Group D, 비발암성물질인 Group 4 및     

Group E로 되어있다. US EPA의 경우 Group B는 발암     

성이 역학적으로 확인된 등급은 B1 그룹, 인체 실험자료     

는 불충분하지만 충분한 동물실험자료가 있는 등급을 B2     

그룹으로 분류하여 IARC 분류체계보다 인체발암성 증거     

에 비중을 크게 두어 분류하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     

다.17~19)

2.4.2. 용량-반응평가(Dose-response Assessment)

용량-반응평가는 인체가 유해물질의 특정용량에 노출    

되었을 경우, 과연 얼마나 유해한 영향을 받을 확률이 있     

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역학연구, 제한된     

인체실험연구, in vivo 및 in vitro 실험, 독성실험 및 여     

러가지 동물실험등의 자료가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IRIS와 US EPA 자료 등을 참고하여 발     

암물질과 비발암물질에 대한 분류 및 위해성평가의 기본     

Table 1. Carcinogenic classification of IARC and US-EPA

IARCa US-EPAb

Group 1 Carcinogenic to human A Human carcinogen

Group 2A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 B Probable human carcinogen

B1 Indicates limited human evidence

B2
Indicates sufficient evidence in animal & inadequate or 

no evidence in human

Group 2B Possible human carcinogen C Possible human carcinogen

Group 3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 D Not classifiable as to human carcinogenicity

Group 4 Evidence of probably carcinogenicity to humans E Evidence of non-carcinogenicity for human
a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bUnited State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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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독성값을 Table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니켈의      

경우 IRIS에서 제안한 니켈(Ni) 제련분진(refinery dust)에     

의한 흡입단위위해도를 활용하였고, 납의 경우 현재 US      

EPA에서 발암분류 정량적인 위해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      

은 관계로 TOX-RISK패키지를 이용하여 도출된 multistage     

모델의 납(Pb)의 단위용량 당 발생 가능한 발암잠재력을      

산출한 국내 연구결과를 인용20)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호흡단위위해도(Inhalation Unit Risk)는 사람들이 대기    

중에서 1 µg/m3의 농도로 존재하고 있는오염물질을 평생      

동안 흡입했을 때 발암가능성의 상한값이다.21)참고섭취    

량(RfD, reference dose)은 만성 인체 노출 시 유해 영향        

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섭취참고치를 의미하      

고, 호흡노출참고치(Inhalation RfC)는 일반적인 인구집단    

이 평생 동안 같은 농도로 매일 흡입하였을 때, 해        

(deleterious effect)를 일으키지않는 수준의 농도예상치를    

의미하는데, RfD와 RfC는 일반적으로비발암성물질의 위    

해도평가에 적용한다.21)

발암물질의 독성 값은 발암잠재력(CPF, cancer potency     

factor)으로 표현하는데, 이 값은 하루에 체중 1 kg 당 1 mg          

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증가하는 발암확률을 의미      

한다. CPF는용량-반응곡선에서 95% 상한값에 해당하는    

기울기, 즉 선형계수(Slope factor)로써 평균 체중의 건강      

한성인이 어떤 화학물질의 단위노출용량(mg/kg/day)으로   

오염된 환경매체를 평생 동안 접촉하고 살 때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초과발암확률의 95% 상한값을 의미한다.21)     

본 연구에서는 호흡단위 위해도를 체중과 호흡율을 고려     

한 값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22)

2.4.3.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노출평가는 위험성이 확인된 어떤 물질에 대하여 여러     

가지 환경매체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얼마만큼 노출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노출이 예상되는지를 정량적으로 파     

악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중 중금속 인     

체위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대기를 통한 흡입 만을 고려     

하였고, 조사대상의 체중 및 호흡량, 평균수명, 노출빈도     

및 노출기간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지침    

(2012)15)의 노출계수를 채택하였다. 

위해도평가에 사용된 인자들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성인평균체중(Body weight)은 62 kg을 적용하였고, 호흡     

율(Inhalation rate)은 하루 중 호흡 시 흡입하는 공기의 양     

을 말하는 것으로 성인평균 13 m3/day, 확률론적 위해성     

평가를 위해 호흡율의 분포는 삼각분포를 적용하였다.9,10)     

기대여명은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     

안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생존연령이다. 이중에서 특     

히 출생 시 평균 기대여명을 평균수명(lifetime)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 국내통계청시도별 기대여명자료(2017)에 따     

르면 부산광역시 인구의 기대수명(남: 78.9년, 여: 84.9년,     

전체: 81.9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기오염물질 위해성     

Table 2. Toxicity information of carcinogenic and non-carcinogenic heavy metals for risk assessment

Classification

Tumor type

Cancer assessment Noncancer assessment

Reference
US-EPA IARC

Inhalation unit riska)

(㎍/m3)-1

RfCb

(mg/m3)

RfDc

(mg/kg․day)

As A 1 Lung cancer 4.3E-03 1.5E-05 3.4E-04
US-EPA IRIS23)

Korea MOE(2008)24)

Cr6+ A - Lung cancer 1.2E-02 1.0E-04 3.0E-03
US-EPA IRIS7)

Korea MOE(2008)24)

Ni

(RD)e A 1 Lung cancer 2.4E-04 NAd NA US-EPA IRIS23)

Cd B1 1
Lung, trachea,

bronchus cancer
1.8E-03 NA 5.0E-04 US-EPA IRIS23)

Pb B2 2A - 1.2E-05 NA NA
US EPA IRIS23)

Korea MOE(2005)20)

Mn D - - NA 5.0E-05 1.4E-01 US-EPA IRIS22)

aExcess lifetime cancer risk associated with breathing 1 µg of a chemical per 1 m3 of air over a 70-year life span for a 70 kg    

human, IRIS, EPA
bReference concentration for inhalation exposure
cReference dose
dNot Assessed
eRefinery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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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관련 이전 연구들9,10,12,25-28)과의 결과 비교를 위해 위       

해도평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평균수명 75년(발암성평가 70     

년)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노출빈도(Exposure frequency)    

는 365일, 노출기간(Exposure period)은 오염지역의 건강     

영향 예측의 경우에는 인구유동성,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95% 신뢰구간 상한값인 25년을 가정하여 적용하였다.22)     

확률론적 위해성평가를 위해 체중은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가정하였다.9,10)

발암물질의 경우 발암이나 만성영향으로 인한 평생노     

출로 가정하였으며, 기대수명을 사용하여 평생일일평균    

용량(LADD, Lifetime Average Daily Dose)을 다음의     

식(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인체에 노출된 양 의 100%       

가 흡수된다고 가정하였다.

2.4.4. 위해도 결정(Risk characteristics)

위해도 결정은 용량-반응 평가와 인체 노출평가에서 산      

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에 특정 농도로     

노출되었을 경우, 개인이나 인구집단에서 유해한 영향 즉,      

암과 같은 영향이 발생할 확률을 결정하는 단계이며 발       

암위해도 및 비발암위해도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As, Cr6+, Ni, Cd, Pb에 대한 발암위해        

도와 As, Cr6+,Cd, Mn에 대한 비발암위해도를 구하고자      

하였다. Cr6+농도는 총 Cr 농도의 8%의 농도를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이는 강 등11)에 의해 국내 산업단지에서 조사     

된 총 Cr 중 6가 크롬의 함유율은 평균 0.7~2.4%로 조사     

된 바 있고, 외국의 도시지역29)에서 조사된 함유율 3~8%     

을 고려하여 총 Cr 중 6가 크롬 함유율 8%를 적용하여     

평가한 연구1,9,30)를 토대로 총 Cr 중 8%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평가치 분석(fixed point analysis)     

과 단일평가치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가     

변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위해성 평가(pro-     

babilistic risk assessment) 방법을 함께 실시하였다. 단일     

평가치 분석은 각 노출변수에 대해 단일 값 농도를 사용     

하여 대표적인 위해도를 분석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중간     

값(CTE, central tendency exposure), 평균값(mean exposure)     

및 95% UCL(upper confidence level) 값인 RME(reasonable     

maximum exposure)값을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CTE 농도는 일반인들의 평균적인 노출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고, RME 농도는 고노출 수준의 경향을 나타내는 평     

가 방법이다.31) 확률론적 위해성평가를 위해서는 Crystall     

ball(Clorado, Denver, USA, ver 11.1.2.1)을 활용하여     

Monte-carlo simulation을 실시하였다. Monte-carlo simu-    

lation을 통해 검출된 전체 농도자료를 대상으로 10,000번     

의 반복 실행을 수행하여 위해도 범위와 발생확률에 대     

한 결과값(25%, 50%, 75%, 90%, 95%, 100% 값)을 산     

출하여 발암성 위해도 분포수준을 파악하였다.12)

2.4.4.1. 발암평가를 위한 위해도 결정

발암물질의 경우 용량-반응평가를 통해 산출된 발암잠     

재력과 인체 노출평가를 통해 얻어진 일일평균인체노출     

량을 곱하여 초과발암위해도(Excess Cancer risk)를 산정     

하게 된다. US EPA에서는 허용위해도를 자연적으로 발     

생할 수 있는 위해수준 1.0E-06(백만명당1명의 초과발암     

확률)을 무시해도 좋을 아주 작은 위해도(de minimis     

LADD(mg/kg/day) =

C mg/m3 × IR m3/day × EF day/year × EP year
(1)

BW kg× LT day

LADD: lifetime average daily doses

C: contaminant concentration in inhaled air

IR: inhalation rate(m3/day)

EF: expose frequency(day/year)

EP: expose period(year)

BW: body weight(kg)

LT: lifetime(day)

Table 3. Exposure factor of this study for risk assessment 

Variable Unit Distribution Type Factors Source

Concentration of air pollutants ng/m3 Gamma
Gamma distribution estimates 

based on actual results

Body weight kg Lognormal Mean=62 (S.D.=8.8)

Korea MOE,201215)

Inhalation rate m3/day Triangle

Maximum=14

Minmum=12

Likeliest=13

Lifetime year Point
Carcinogenic = 70

Non-carcinogenic = 75 

Exposure frequency day Point 365

Exposure period year Poin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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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라고 규정한다. 반면,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위해수준은 1.0E-04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      

암성 물질의 위해도를 초과발암위해도라고 하면 인구 백      

만명당 1명~만명당 1명의 초과발암 확률수준에서 그 허      

용농도를 결정하게 된다22). 본 연구에서는 허용위해도 수      

준 1.0E-05와 비교하여 이보다 높은 수준이면 위해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낮은 수준이면 위해성이 낮음으로 간주      

하였다.

발암위해도는 유해오염물질에 장기간의 인체 노출의 결     

과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10의 (−)지수값으로 산        

출하며, 이 위해도는 산출된 평생일일평균용량(LADD)과    

한국인의 평균체중 및 평균 호흡량으로 보정된 발암잠재      

력(CPF, cancer potency factor)을 곱하여 발암위해도를     

산출하였다(식 2). 또한 CPF는 식 (3)을 이용하여 호흡단       

위위해도를 체중과 호흡율을 고려한 값으로 환산하여 사      

용하였으며, 성인이 70년 평생동안 20 m3/day의 호흡률      

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의 위해도를 나타내는 것이      

다.26,32)복수의 발암물질(multiple carcinogenic chemicals)   

의 흡입에 기인한 통합발암위해도는 CTE 및 RME 상태       

의 각 오염물질별 단일 발암위해도를 합하여 산출하였으      

며, 확률론적 통합발암위해도 역시 각각의 확률론적 단일      

발암위해도를 합하여 산출하였다.9)

2.4.4.2. 비발암 평가를 위한 위해도 결정

비발암평가를 위한 위해도 결정은 용량-반응 평가를 통      

해 산출된 평생 일일평균 섭취량을 참고 섭취량(RfD)으      

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으며, 비발암위해도는 위험성 몫       

인 HQ(Hazard Quotient) 지수로 나타낸다(식 4). 또한 모       

든 오염물질에 따른 비발암위해도는 이들 HQ 지수들을      

총합한 HI(Hazard Index) 지수로 나타낸다(식 5). 이들      

수치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위해영향(독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며, 1 이하인 경우에는 위       

해영향 발생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해도      

지수의 크고 작음에 따라 위해도의 정도는 평가되지 않       

는다.22)비발암성 물질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RfD가 없는      

경우에는 식 (6)을 이용하여 RfC를 산출하였다.25,26)복수     

의 발암물질 흡입에 기인한 통합 발암 위해도는 CTE,     

RME 상태의 각 오염물질별 단일 발암 위해도를 합하여     

산출하였으며, 확률론적 통합 발암위해도는 역시 각각의     

확률론적 단일 발암 위해도를 합하여 산출하였다. 복수의     

비발암물질(multiple non-carcinogenic chemicals)의 흡입   

에 의한 통합 비발암위해도 지수는 CTE 및 RME 상태     

의 각 오염물질별 단일 비발암위해도 지수를 합하여 산     

출하였다.9)

3. 결과 및 고찰

3.1. 연구대상 농도특성

3.1.1. 미세먼지 및 중금속 농도 분포

부산의 대표 공업지역(학장동)과 대조지역인 주거지역    

(연산동)의 중금속 농도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세     

먼지(PM-10, PM-2.5) 농도 및 미세먼지에 포함된 유해중     

금속(As, Cr6+, Ni, Cd, Pb, Mn)의 CTE(=50% 백분위수),     

RME(=95% 백분위수), Mean(평균) 및 S.D.(표준편차),    

유의성 분석결과(p-value) 등을 Table 4에 정리하였다. 통     

계적으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과의 농도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t-test를 통해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두 지역은 비     

소(As) 농도(p > 0.05)를 제외하고는 미세먼지(PM-10,     

PM-2.5) 및 유해중금속 농도 분포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     

(p < 0.05)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s의 경우 공업지역과 주     

거지역 간 농도 분포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경     

기도 지역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중금속 분포 특성 연구     
13)에서도 공단지역(안산)이 주거지역(수원)에 비해 Pb이    

1.9~2.2배, Ni이 1.7배~2.6배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As     

는 지역 간 농도차가 거의 없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결     

과였다.

공업지역의 PM-10 및 PM-2.5 평균 농도는 주거지역     

에 비해 1.2배 정도 높은데 반해 포함하고 있는 중금속은     

주거지역에 비해 1.3~6.5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     

며, Ni(2.8배~6.5배) > Mn(3.9~4.4배) > Cr6+(1.6~2.1배)     

Excess Cancer risk = LADD × CPF (2)

LADD : Lifetime average daily dose (mg/kg/day)

CPF : Cancer potency factor(mg/kg/day)-1

CPF (mg/kg/day)-1 = (3)

Inhalation Unit Risk(㎍/m3)-1× 70kg BW
× 1000 µg/mg

20 m3/d

HQ = LADD/RfD (4)

LADD : Lifetime average daily dose (mg/kg/day)

RfD : Reference dose (mg/kg/day)

HI = ∑HQs (5)

RfD(mg/kg/day) = RfC mg/m3 × 20 m3/d 
(6)

70 kg BW

RfC : reference concentration for inhalation exposure (m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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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1.7배~1.9배) > Cd(1.3~1.8배)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      

안심연료단지 직접영향 권역이 대조지역에 비해 Cr(3.6     

배) > Mn(2.1배) > Cd(1.9배), Ni (1.9배) > Pb(1.4배) 농         

도 수준을 나타낸 것33)과 비교하면, 공업지역 업종 특성     

에 따른 중금속 농도분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     

구에서 대상으로 한 사상공단의 경우 금속 및 도금관련     

Table 4. Concentrations of PM-10, PM-2.5 and their heavy metals in each industrial and residential area (unit: ng/Sm3) 

Industrial area Residential area
p-valueb

CTEc RMEd Mean S.D.e N CTE RME Mean S.D. N

PM-10

PM-10a 47.0 85.0 49.0 20.0 360 39.0 77.0 41.7 17.7 339 0.000

As 3.4 15.7 4.9 5.7 360 3.0 15.2 4.6 6.0 339 0.286

Cr6+ (Cr×8%) 1.3 3.0 1.5 0.9 360 0.1 0.4 0.7 0.1 339 0.000

Ni 12.4 38.1 15.5 12.6 360 1.7 6.5 2.4 2.1 339 0.000

Cd 0.6 2.3 0.8 1.2 360 0.3 1.8 0.6 0.8 339 0.000

Pb 25.9 61.1 29.6 17.6 360 14.0 39.7 17.3 13.1 339 0.000

Mn 66.5 191.9 83.1 61.9 360 18.6 49.2 21.2 14.3 339 0.000

PM-2.5

PM-2.5a 30.0 65.0 32.4 15.7 300 23.7 53.5 27.1 14.6 269 0.000

As 0.9 15.3 3.4 5.5 300 0.2 14.1 2.9 5.1 269 0.156

Cr6+ (Cr×8%) 1.0 4.7 1.6 2.2 300 0.1 1.1 0.0 0.7 269 0.000

Ni 7.8 35.5 12.2 15.2 300 1.5 11.9 4.3 12.6 269 0.000

Cd 0.5 2.2 0.7 1.2 300 0.3 1.6 0.4 0.7 269 0.001

Pb 18.1 65.7 24.3 21.7 300 9.5 40.2 12.9 13.1 269 0.000

Mn 48.2 177.8 65.8 62.7 300 9.4 38.6 14.9 21.8 269 0.000
aunit:µg/m3,bp < 0.05, cCentral tendency exposure, 50% percentile, dReasonable maximum exposure, 95% percentile, eStandard    

deviation

Fig. 2. Boxplots of PM-10, PM-2.5, and the heavy metals present in (a) industrial area and (b) residential area. The central 
horizontal bars are median values. The lower and upper limits of the box are the first and third quartiles, respectively. 
Black dots represent 5th and 95th percentil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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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밀집으로 Ni, Mn, Cr6+ 농도가 대조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강 등14)이 산업단지 중금속 조사에서 반       

월과 시화산업단지는 도금산업으로 인해 Cr과 Ni 농도가      

높다고 한 것과 유사하였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간 중금속 농도 분포를 보다 명       

확히 보기 위하여 그린 상자도표(Fig. 2)에서도 공업지역      

Ni과 Mn의 농도분포 범위가 주거지역 분포와 대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i의 경우 주거지역 PM-10과       

PM-2.5 중 중앙값과 95% 백분위수(괄호)가 1.7(6.5)ng/m3     

과 1.5(11.9)ng/m3를 나타낸데 반해, 공업지역에서는 각각     

12.4(38.1)ng/m3 와 7.8(35.5)ng/m3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Mn도 주거지역 PM-10과 PM-2.5 중에는 18.6(49.2) ng/m3     

과 9.4(38.6) ng/m3 농도 범위를 나타낸 것에 비해 공업     

지역에서는 각각 66.5(191.9) ng/m3, 48.2(177.8) ng/m3     

를 나타내어, 연구대상으로 한 공업지역 미세먼지 중에는     

대조지역에 비해 Ni과 Mn이 다른 유해중금속에 비해 뚜     

렷하게 고농도를 나타내고 농도분포 범위도 넓게 존재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Annual variation of PM-10 and PM-2.5 concentration during study period.

Fig. 4. Seasonal variation in the distribution of PM-10, PM-2.5, and heavy metals in the Sasang industrial complex.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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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연도별 미세먼지 분포

Fig. 3은 PM-10(2014~2019) 및 PM-2.5(2013~2017)    

에 대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연도별 평균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 PM-10의 공업지역/주거지역 연평균 농도     

비는 평균 1.2배(1.1~1.3배), PM-2.5도 평균 1.2배(1.1~     

1.4배)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도별 PM-10, PM-2.5 농      

도 증감 추이 또한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추세선       

을 통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최근 5~6년간 PM-10      

과 PM-2.5 모두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리 강화 및 저감시설       

설치 확대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3.1.3. 계절별 미세먼지 및 중금속 농도 분포

계절별 미세먼지 및 중금속 농도 분포를 확인하기 위       

해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    

로 구분하여 미세먼지 및 중금속의 평균농도와 표준편차      

를 공업지역(Fig. 4)과 주거지역(Fig. 5)을 구분하여 나타      

내었다. 공업지역에서는 PM-10과 PM-2.5 모두 겨울~봄     

사이 농도가 증가하였다가 여름~가을 사이 농도가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포함된 중금속 중 Ni, Pb, Mn,     

Cr6+의 농도가 미세먼지 증감 경향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주거지역에서는 미세먼지(PM-10, PM-2.5)의 농도    

분포와 각 중금속 간 농도분포가 다양하여 계절적 경향     

성을 찾기가 어려웠다.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변지역 직접     

영향 권역 미세먼지 및 중금속 조사33)에서 겨울철이 여     

름~가을에 비해 1.4배~1.9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제시하     

여, 공업지역의 겨울철 농도 증가 경향이 본 연구와 유사     

하였다.

As 농도의 경우 특징적으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모두     

에서 겨울 농도가 봄~가을 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앞서 3.1.1에서 As 농도는 공업/주거지     

역 간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계절적 분포 차     

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는 As가 토양     

과 광석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벽지, 조화     

(artificial flower), 색소, 그리고 살충제, 구충제, 목제 보     

존제 등에서 기원하는 바34), As가 특정 배출원 보다는 살     

Fig. 5. Seasonal variation in the distribution of PM-10, PM-2.5, and heavy metals in residential area.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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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제 살포 시기, 인위적인 인테리어, 가공 및 제작 시기        

등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경기도 지역 PM-       

10과 중금속의 계절적 중금속 변화 특성연구13)에서도 겨      

울~봄철(12~5월)이 여름~가을(6~11월) 보다 PM-10은   

1.7배, Pb과 As는 각각 3.5배와 3.4배로 높게 나타나, Pb        

과 As의 분포는 계절적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 바 있는데        

As의 농도분포가 겨울철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본 연     

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3.1.4. 미세먼지 농도와 중금속 항목 간 상관성 분석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의 미세먼지 농도와 중금속 항     

목 간 상관성 분석 결과는 Table 5와 Table 6에 각각 나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measured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PM-10 and PM-2.5 in the industrial area

Industrial
PM-10

PM-10 As Cr6+ Ni Cd Pb Mn

PM-10 1.000

As 0.170 1.000

Cr6+ 0.497 −0.061 1.000

Ni 0.524 −0.024 0.914 1.000

Cd 0.142 0.464 0.032 0.014 1.000

Pb 0.365 0.330 0.397 0.349 0.500 1.000

Mn 0.650 −0.015 0.734 0.726 0.029 0.350 1.000

Industrial
PM-2.5

PM-2.5 As Cr6+ Ni Cd Pb Mn

PM-2.5 1.000 

As 0.119 1.000 

Cr6+ 0.197 0.008 1.000 

Ni 0.257 0.017 0.703 1.000 

Cd 0.073 0.360 0.059 0.055 1.000 

Pb 0.310 0.204 0.270 0.292 0.429 1.000 

Mn 0.240 −0.025 0.636 0.681 0.112 0.390 1.000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measured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PM-10 and PM-2.5 in the residential area

Residential
PM-10

PM-10 As Cr6+ Ni Cd Pb Mn

PM-10 1.000 

As 0.115 1.000 

Cr6+ 0.482 0.111 1.000 

Ni 0.493 0.078 0.669 1.000 

Cd 0.100 0.641 0.001 0.099 1.000 

Pb 0.412 0.543 0.225 0.233 0.722 1.000 

Mn 0.626 0.289 0.737 0.590 0.104 0.307 1.000 

Residential
PM-2.5

PM-2.5 As Cr6+ Ni Cd Pb Mn

PM-2.5 1.000 

As 0.121 1.000 

Cr6+
−0.002 0.179 1.000 

Ni 0.150 0.215 0.051 1.000 

Cd 0.098 0.454 0.133 0.050 1.000 

Pb 0.301 0.374 0.081 0.100 0.555 1.000 

Mn 0.117 −0.030 0.340 0.198 0.105 0.238 1.000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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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통틀어 대체적으로 PM-     

10과 중금속 간의 상관성이 PM-2.5와 중금속 간 상관성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세먼지와 계절별       

증감 경향이 유사했던 Mn, Ni, Cr6+,Pb 항목의 경우,미세       

먼지와의 상관성이 Mn (r=0.650) > Ni (r=0.524) > Cr6+        

(0.497) > Pb(0.3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출지역별 분       

포의 차이보다 계절별 분포 특징을 일부 나타냈었던 As       

항목의 경우 미세먼지와의 상관계수가 0.115~0.121로 매     

우 낮게 나타났다. 중금속 항목 간 상관성에서는 공업지       

역 PM-10 중 Cr6+과 Ni의 상관계수가 0.914로 가장 높        

고, Mn과 Cr6+(r=0.704) 그리고 Mn과 Ni 간 상관성       

(r=0.703)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 등13)이 경기도 지역       

대기에서 PM-10과 Mn및 Ni과의 상관계수가 각각 0.82,      

0.61로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으나, PM-10과 Cr과의      

상관계수는 0.28로 낮고 As(0.78), Pb(0.60) 항목과의 상      

관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3.1.5. 미세먼지 농도구간별 중금속과의 상관성 분석

미세먼지 농도구간별로 포함된 중금속과의 상관성에 차     

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환경부 통합대기환경지수(CAI,    

Comprehensive air-quality index)에서 정한 미세먼지 농     

도 구간으로 구분하여 상관성 변화를 검토하였다. CAI는      

대기오염도 측정치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대        

기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국민      

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에 따른 인체 영향 및       

체감오염도를 고려하여 개발된 대기오염도 표현방식35)으    

로 그 중 PM-10 농도(µg/m3)와 PM-2.5 농도(µg/m3)는      

각각 “좋음(PM-10 ≤ 30, PM2.5 ≤ 15)”, “보통(31 ≤        

PM-10 ≤ 80, 16 ≤ PM2.5 ≤ 35)”, “나쁨(81 ≤ PM-10          

≤ 150, 36 ≤ PM2.5 ≤ 75 )”, “매우 나쁨(151 ≤ PM-10           

≤ 600, 76 ≤ PM2.5 ≤ 150)”의 농도 구간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데이터가 없는 PM-10 “매우 나쁨” 구     

간을 제외하고 각 미세먼지 농도별로 구간을 구분하여 중     

금속 항목과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3.1.5.1. PM-10

PM-10 농도구간별 상관계수 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     

다. PM-10 “좋음(Good)”에서 “보통(Normal)”, “나쁨(Bad)”    

구간으로 갈수록 중금속 항목 간 상관계수가 Ni-Cr6+(0.86     

→0.94), Mn-Cr6+(0.66→0.90) 그리고 Mn-Ni(0.74→0.88)   

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M-10 농도     

와 중금속 항목과의 상관성도 PM-10 “좋음” 구간 보다     

“나쁨” 구간에서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PM-     

10 “나쁨” 구간에서 사상공단 주요 업종인 도금과 금속     

관련 항목인 Cr6+, Ni, Mn항목 간 상관성이 각각 Mn-     

Cr6+(0.90) Mn-Ni(0.88), Ni-Cr6+(0.92) 로 더욱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As와의 상관성도 “좋음~보통 구     

간”(0.11) 보다 “나쁨” 구간(0.38)에서 다소 증가 한 것으     

로 나타났다.

3.1.5.2. PM-2.5

Fig. 7은 PM-2.5 농도구간별 상관계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PM-2.5 “좋음(Good)”에서 “나쁨(Bad)” 구간으로    

갈수록 Mn과 Cr6+의 상관계수(0.53~0.66)는 거의 일정하     

였고 Mn과 Ni의 상관계수는 증가(0.29→0.67)하였다. 또     

한, PM-2.5 “매우나쁨(Very bad)” 구간에서는 중금속 항     

목 간 상관성이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중 Cd과의 상관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항목 상관성이 낮     

았던 Pb과 다른 항목 간 상관성이 Pb-Cd(0.86), Pb-Mn     

(0.83), Pb-Ni(0.67), Pb-Cr6+(0.53) 으로 나타나 다른 농     

Fig. 6. Correlation coefficients of heavy metal concentrations from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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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         

선 결과에서 지역적, 계절적 특성이 뚜렷하지 않았던 Pb       

농도가 PM-2.5 농도 수준과는 연관성을 일부 나타내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3.2. 위해도 평가

3.2.1. 발암성평가

3.2.1.1. PM-10

PM-10에 함유된 발암성 중금속의 노출에 따른 초과발      

암위해도의 단일평가치 분석 및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에 의한 확률론적 분석 결과를 Table 7에 정리하였다. 

As의 노출로 인한 초과발암 위해도는 평가 대상 항목       

중 발암위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평가치     

분석 평균농도 노출 시에는 공업과 주거지역 모두 RME     

(상위 5%농도) 노출 시 공업지역에서 1.8E-5, 주거지역에     

서 1.7E-5로 본 연구에서 정한 허용위해도 기준인 1.0E-     

05(100,000명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를 초과하였으며,     

몬테카를로 분석 결과에서는 90% 이상에서 1.0E-05 수     

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5%에서도 무시     

해도 좋을 만한 위해도 기준인 1.0E-6보다는 높게 나타     

나 다른 중금속에 비해 관리가 요구되는 항목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As농도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농     

도분포 특성상 지역적 분포의 차이가 없어 공업과 주거     

지역 모두 As 고농도 노출에 의해서는 발암위해도가 있     

Fig. 7. Correlation coefficients of heavy metal concentrations from PM-2.5. 

Table 7. Excess cancer risk estimates calculated using fixed-point (CTE, RME, mean) and Monte-Carlo simulations of    
carcinogenic heavy metals in PM-10

Excess Cancer risk

Fixed point Monter Carlo

CTEa RMEb Mean
Percentiles

25 50 70 90 95 100

As
Industrial 3.8E-6 1.8E-5 5.5E-6 1.7E-6 4.3E-6 6.9E-6 1.2E-5 1.5E-05 4.4E-5

Residential 3.4E-6 1.7E-5 5.2E-6 1.3E-6 4.0E-6 6.7E-6 1.2E-5 1.5E-5 4.3E-5

Cr6+
Industrial 4.0E-6 9.3E-6 4.6E-6 2.5E-6 4.1E-6 5.7E-6 8.7E-6 1.1E-5 2.4E-5

Residential 3.8E-7 1.2E-6 4.9E-7 2.2E-7 3.9E-7 5.9E-7 1.0E-6 1.3E-6 6.8E-6

Ni
Industrial 7.8E-7 2.4E-6 9.8E-7 4.3E-7 8.0E-7 1.2E-6 2.0E-6 2.6E-6 8.7E-6

Residential 1.1E-7 4.1E-7 1.5E-7 4.5E-8 1.2E-7 2.0E-7 3.6E-7 4.4E-7 1.0E-6

Cd
Industrial 2.8E-7 1.1E-6 4.0E-7 1.4E-7 3.2E-7 4.9E-7 8.2E-7 1.0E-6 2.5E-6

Residential 1.4E-7 8.5E-7 2.7E-7 7.2E-8 2.0E-7 3.3E-7 5.7E-7 7.3E-7 1.9E-6

Pb
Industrial 8.1E-8 1.9E-7 9.3E-8 5.3E-8 8.3E-8 1.2E-7 1.7E-7 2.0E-7 5.3E-7

Residential 4.4E-8 1.2E-7 5.4E-8 2.8E-8 4.6E-8 6.6E-8 1.1E-7 1.4E-7 5.0E-7

Total
Industrial 8.9E-6 3.1E-5 1.2E-5 4.8E-6 9.6E-6 1.4E-5 2.4E-5 3.0E-5 8.0E-5

Residential 4.1E-6 2.0E-5 6.2E-6 1.7E-6 4.8E-6 7.9E-6 1.4E-5 1.8E-5 5.3E-5
aCentral tendency exposure, 50% percentile, bReasonable maximum exposure, 95% percen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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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Cr6+ 노출에 의한 초과발암위해도는 주거지역의 경우 모      

든 수준에서 1.0E-05를 넘는 농도가 없었다. 공업지역의      

경우, 단일평가에서는 1.0E-05 수준을 넘는 농도가 없었      

으나, 몬테카를로 분석 결과 95% 이상에서 1.0E-05 수준       

을 넘어 허용 발암 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i의 노출에 의한 초과발암위해도는 공업지역과 주거     

지역 모두 1.0E-05 를 넘는 수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국        

내 대기중금속측정망 조사 결과 부산지역 Ni 농도가 최       

근 5년간 국내 7대 대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것36)으로 조         

사되었으나, 위해도 평가 결과 초과발암위해도는 미국 환      

경청(US EPA)이 허용하는 위해도 수준 이내 인 것으로       

나타났다.

Cd과 Pb의 노출에 의한 발암위해도는 대부분의 수준      

에서 무시해도 좋은 위해도인 1.0E-06보다 낮게 나타나      

발암위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수의 발암관련 중금속에 의한 통합 초과발암위해도     

를 구한 결과 공업지역 단일평가치 분석 평균농도와      

RME 수준에서 1.0E-05 수준을 넘었고, 확률론적 분석에      

서는 70% 수준 이상에서 발암위해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평가된 발암중금속들의 통합 발암위해도에 대한     

기여율은 As > Cr6+ > Ni > Cd > Pb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3.2.1.2. PM-2.5

PM-2.5에 포함된 발암성 중금속의 노출에 따른 초과발      

암위해도 단일평가치 분석 및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의한 확률론적 분석 결과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As의 노출로 인한 초과발암 위해도는 평가 대상 항목     

중 발암위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평가치     

분석 평균농도 노출 시에는 공업과 주거지역 모두 RME     

(상위 5%농도) 노출 시 공업지역에서 1.7E-5, 주거지역에     

서 1.6E-5로 본 연구에서 정한 허용위해도 수준인 1.0E-     

05(100,000명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를 초과하였으며,     

몬테카를로 분석 결과 90% 이상에서 1.0E-05 수준을 초     

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PM-10에 의한 발암위해도 결과     

와 유사하였다.

Cr6+ 노출에 의한 초과발암위해도는 주거지역은 모든 수     

준에서 1.0E-05를 넘지 않았으나, 공업지역에서 단일평가     

RME 수준에서 1.0E-05 수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몬     

테카를로 분석 결과 90% 이상에서 1.0E-05 수준을 넘어     

허용 발암 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PM-10에 의     

한 초과발암위해도 보다 PM-2.5에 의한 초과발암위해도     

영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Ni, Cd, Pb노출에 의한 발암위해도는PM-10과 마찬가     

지로 모두 1.0E-05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발암위     

해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복수의 발암관련 중금속에 의한 통합 초과발암위해도     

를 구한 결과 PM-10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업지역     

단일평가치 분석 평균농도 이상과 RME 수준에서 1.0E-     

05 수준을 넘었고, 확률론적 분석에서는 70% 수준 이상     

에서 발암위해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된 발암중     

금속들의 통합 발암위해도에 대한 기여율은 As > Cr6+ >     

Table 8. Excess cancer risk estimates calculated using fixed-point (CTE, RME, mean) and Monte-Carlo simulations of    
carcinogenic heavy metals in PM-2.5.

Excess Cancer risk

Fixed point Monter Carlo

CTEa RMEb Mean
Percentiles

25 50 70 90 95 100

As
Industrial 1.0E-6 1.7E-5 3.8E-6 -1.8E-7 9.7E-7 3.9E-6 1.3E-5 1.8E-5 4.6E-5

Residential 2.3E-7 1.6E-5 3.3E-6 -2.5E-7 6.8E-7 3.3E-6 1.1E-5 1.6E-5 4.6E-5

Cr6+ Industrial 3.3E-6 1.5E-5 5.2E-6 1.7E-6 4.2E-6 6.5E-6 1.1E-5 1.4E-5 3.9E-5

Residential 3.3E-7 3.4E-6 9.1E-7 1.6E-8 1.1E-7 4.8E-7 3.6E-6 9.3E-6 1.2E-5

Ni
Industrial 4.9E-7 2.2E-6 7.7E-7 2.5E-7 6.0E-7 9.5E-7 1.6E-6 2.0E-6 5.9E-6

Residential 9.4E-8 7.5E-7 2.7E-7 3.6E-8 1.8E-7 3.2E-7 6.0E-7 7.6E-7 2.3E-6

Cd
Industrial 2.4E-7 1.0E-6 3.4E-7 9.1E-8 2.6E-7 4.2E-7 7.3E-7 9.0E-7 3.6E-6

Residential 1.4E-7 7.4E-7 2.1E-7 5.2E-8 1.6E-7 2.7E-7 4.8E-7 6.0E-7 2.3E-6

Pb
Industrial 5.7E-8 2.1E-7 7.6E-8 3.1E-8 5.9E-8 9.1E-8 1.6E-7 2.2E-7 1.1E-6

Residential 3.0E-8 1.3E-7 4.1E-8 1.5E-8 3.4E-8 5.1E-8 8.4E-8 1.1E-7 3.0E-7

Total
Industrial 5.1E-6 3.5E-5 1.0E-5 1.9E-6 6.1E-6 1.2E-5 2.6E-5 3.5E-5 9.6E-5

Residential 8.2E-7 2.1E-5 4.7E-6 -1.3E-7 1.2E-6 4.4E-6 1.6E-5 2.7E-5 6.3E-5
aCentral tendency exposure, 50% percentile, bReasonable maximum exposure, 95% percen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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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 Cd > Pb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준민 등37)이         

일부 공단지역 PM-2.5에 부착된 중금속 노출에 의한 건       

강위해성 평가에서 제시한 기여율 결과인 As > Cr6+ > Ni         

순으로 평가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As와      

Cr6+에 대한 보다 적극적 관리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총 Cr         

중 Cr6+의 비율을 8%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총 Cr 중 Cr6+의 비율을 14%로 가정한 연구10,34)들이 있        

는 것을 감안하면 Cr6+의 발암위해도는 다소 높아질 가       

능성이 있으므로 Cr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3.2.2. 비발암성 평가

비발암 독성평가는 참고 용량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       

는 As, Cr6+, Cd, Mn  4개의 항목에 대해 실시하였고,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PM-10과 PM-2.5 중에 포함된 비      

발암 건강 유해영향 발생 가능성을 Table 9에 나타내었       

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모두 비발암위해도 지수(HQ)가     

1보다 작은 수준으로 나타나, 비발암 독성 건강영향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HQ는 1을 기준으로      

독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지표이므로 수치의 크고 작음에      

따라 위해도의 정도를 비교 평가하지 않았다. 복수의 중       

금속에 의한 비발암 독성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As, Cr6+,        

Cd, Mn의 HQ의 합으로 구해진 통합 비발암위해도(HI)      

역시 1을 넘지 않았으므로 중금속 노출에 의한 통합 비        

발암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세먼지에 부착된 중금속 중 독성정보가 확인된 중금      

속을 대상으로 통합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사상 공업단지에 특히 높게 나타나는 Ni, Cu, Fe 등에 대     

한 독성정보가 없어 함께 평가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건강위해 가능성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업     

단지에 대한 입자상물질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부산지역 대표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대조지역과 비교     

하여 농도특성을 분석하고 건강피해 위해정도를 파악하     

여 보았다. 환경오염에 대하여 농도를 파악하고 인과관계     

를 규명하는 것에서, 이제는 오염 피해의 정도를 계량적     

으로 평가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판단     

한다. 현재와 같이 고도 산업화된 시대에 환경이 함께 공     

존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     

리 지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오염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를 장기적으로 파악하고 자료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     

그 위해도를 평가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현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기중금    

속 조사 자료는 데이터의 축적을 넘어 지역 건강위해도     

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 축적된 자료에 대한 더욱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져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 건강 위해관리 등 폭넓     

은 관리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4. 결 론

부산지역 대표 공단인 사상공단을 중심으로 최근 6년     

Table 9. Non-carcinogenic health risk(HQ) using fixed-point(CTE, RME, Mean) estimates on As, Cr6+,Cd and Mn in PM-10    
and PM-2.5

HQa

PM-10 PM-2.5

CTE RME Mean CTE RME Mean

As
Industrial 7.0E-4 3.2E-3 1.0E-3 1.9E-4 3.2E-3 7.0E-4

Residential 6.2E-4 3.1E-3 9.5E-4 4.1E-5 2.9E-3 6.0E-4

Cr6+
Industrial 2.9E-5 6.9E-5 3.4E-5 2.4E-5 1.1E-4 3.8E-5

Residential 2.8E-6 9.2E-6 3.7E-6 2.4E-6 2.5E-5 6.8E-6

Cd
Industrial 8.4E-5 3.2E-4 1.2E-4 7.0E-5 3.1E-4 1.0E-4

Residential 4.2E-5 2.5E-4 8.0E-5 4.2E-5 2.2E-4 6.3E-5

Mn
Industrial 3.3E-5 9.6E-5 4.1E-5 2.4E-5 8.9E-5 3.3E-5

Residential 9.3E-6 2.5E-5 1.1E-5 4.7E-6 1.9E-5 7.4E-6

HIb

(∑HQ)

Industrial 1.9E-2 3.7E-3 1.2E-3 3.0E-4 3.7E-3 8.7E-4

Residential 6.7E-4 3.4E-3 1.0E-3 9.0E-5 3.2E-3 6.8E-4
aHazard Quotient reveals thenon-carcinogenic health risk. Potential non-carcinogenic effect would occur when HQ>1.
bHI represents the sum HQ value of four heavy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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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PM-10과 PM-2.5 농도분포 및 미세먼지 중에 포함된       

유해 중금속의 오염도 특성을 대조지역(주거지역)과 비교     

분석하고, 중금속 흡입으로 인한 발암 및 건강위해 가능       

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업지역의 PM-10 과 PM-2.5 평균 농도는 주거지       

역에 비해 1.2배 높은 반면, 유해중금속 농도는 공업지역       

이 주거지역의 1.3~6.5배 수준이었으며, 니켈(2.8~6.5배)    

> 망간(3.9~4.4배) > 6가크롬(1.6~2.1배) > 납(1.7배~1.9배)     

> 카드뮴(1.3~1.8배)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소는 공업      

지역과 주거지역 간 농도 차이가 없었으며 겨울에 감소       

하는 계절적 특성은 확인되었다.

2) 연구대상지역의 최근 6년간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추이는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계절적으     

로는 봄과 겨울에 공업지역 미세먼지 농도 및 발암관련       

중금속 농도가 대조지역에 비해 더욱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미세먼지와 유해중금속 농도 간 상관성은 PM-10이      

PM-2.5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공업지역 PM-10 농도와      

니켈 및 망간의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PM-10 대기        

중금속 조사자료의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미      

세먼지 농도가 “좋음~보통” 보다 “나쁨~매우나쁨” 시기     

에 이들 항목 간 상관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나, 공         

단지역 입자상 물질에 대한 계절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더       

욱 부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4) 대기중금속 측정망 운영을 통해 최근 6년간 부산시       

공업지역 니켈 농도가 7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농도로        

조사되었으나, 건강위해도 평가에서 발암 관련 위해도 수      

준은 100,000명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나 미국 환경청(US EPA)이 정한 허용위해도      

(1,000,000명당 1명이 암에 걸릴확률~10,000명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 수준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        

나, 공업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      

출된다면 6가크롬과 비소에 의한 발암위해 가능성이 다      

소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동절기 미세먼지        

계절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방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에서 장기적으로 축적한 대기중금속 측정망 자료를 토대      

로 공단지역 유해중금속 농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       

확실성을 감안한 주민 건강 위해도 평가를 통해 주민 건        

강 우려를 해소함과 아울러 향후 발생 가능한 위해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에 의의       

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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