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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말말말씀씀씀

또 하나의 인생 터닝 포인트에서 생각해보면 제게 석사 학위과정은 학문
의 길 보다는 인격수양의 과정에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논문의 마무리
를 글로 남기려니 예전 생각에 베풀지는 못하고 받기만 한 삶을 반성하게
됩니다.본 논문이 완성되기 까지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부족한 저의 논문이 완성되도록 정성껏 지도해 주시고 많은 조언
과 격려를 해주신 임영욱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환경 보건이라는 학문을 공부할 기회를 주시고 세계적인 동향과
비젼을 보여주시어 자긍심을 심어주신 신동천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올립니다.또한 2년 반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항상 관심 가져주시
고 학업에 있어 많은 기회를 주신 양지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그리고 항상 배려해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느라 힘이 많이 드셨을 진용
이 형,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호현이 형,자신감이 없는 저에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신 용진이 형,항상 조용히 도움을 주셨던 문기 형,
의지할 수 있었던 청수 형에게도 감사드립니다.또한,지금 이렇게 논문을
작성할 수 있게 옆에서 형,친구 같은 버팀목이었던 동기 승한이 형,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었던 민석이 형,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저로 인한 골치가 많이 아팠을 창수 형,옆 건물에 있어
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었던 지영,수환이,묵묵히 잘 따라주었던 수희,



은숙,선덕,현지,요한이 형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힘들 때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도와주신 지혜선생님,준환
이 형께 감사드리며,이우순,채윤숙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
습니다.
서로에게 친구 이상의 형제같은 나의 의형제인 상휴,규철이에게 고마움
을 전하며,근 20년을 함께 인생의 동반자처럼 지내온 멋쟁이들,태진이,
형중이,욱회,지원이,지선이,진희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컴퓨터 천재
로 도움을 많이 주신 대부님인 김사비오샘,이 세상 고민 혼자 다하는 이
쁜이 윤선이에게도 감사합니다.목소리만으로도 힘이 되어준 종로 Family,
경표 형님,호령이,종빈이,세화,영주 등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또
한 멀리에서도 도움을 많이 준 구라파,대한 형,창희,정언이,완우,덕성
이,익승이에게 고마움을 표하며,적은 나이지만 오히려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세윤이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끝으로,오늘의 제가 있게 해주신 인생의 선생님,조언자,정신적 지주로
이 세상의 멘토인 아버지,항상 웃음과 편안함으로 제 인생의 마리아 같은
존재인 어머니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이제,오늘의 저를 다시 돌아보며 한 걸음씩 더 발전하며,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년 2월
이건우 사룀



- I -

차차차 례례례

차차차례례례 ···························································································································Ⅰ

표표표 차차차례례례·····················································································································Ⅲ

그그그림림림 차차차례례례·················································································································Ⅳ

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Ⅴ

ⅠⅠⅠ...서서서 론론론····················································································································1

ⅡⅡⅡ...연연연구구구내내내용용용 및및및 방방방법법법·····························································································6
1.연구내용···········································································································6
2.연구방법···········································································································7
2.1.연구 대상 시료························································································7
2.1.1.미세입자의 포집···············································································7
2.1.2.금속성분 농도 분석·········································································8
2.1.3.영향인자의 분석···············································································9

2.2.입자 크기에 따른 노출 분포······························································10
2.3.위해성 평가····························································································15
2.3.1.위험성 확인·····················································································15
2.3.2.노출 평가·························································································17
2.3.3.용량-반응 평가···············································································17



- II -

2.3.4.위해도 결정·····················································································18

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19
1.미세입자의 노출량 분석·············································································19
2.중금속의 노출량 분석·················································································23
2.1.계절에 따른 중금속 농도····································································23
2.2.교통량 및 연무 현상에 따른 중금속 농도······································28

3.중금속의 노출 평가·····················································································33
4.입자 크기에 따른 위해성 평가·································································37

ⅣⅣⅣ...고고고 찰찰찰··················································································································41

ⅤⅤⅤ...결결결 론론론··················································································································45

참참참고고고문문문헌헌헌···················································································································47

AAAbbbssstttrrraaacccttt····················································································································51



- III -

표표표 차차차례례례

표 1.문헌에 따른 호흡기 내 침착계수·····························································12
표 2.연구 대상 중금속의 발암,비발암 물질에 대한 위험성 확인 및 독성값·····16
표 3.연구 내 입경별 미세입자의 영향인자에 따른 노출 수준···················20
표 4.입경별 중금속의 평균 농도·······································································24
표 5.가을과 겨울의 계절 변화에 따른 중금속 농도·····································26
표 6.주중과 주말의 구분에 따른 중금속 농도···············································29
표 7.연무 현상의 유무에 따른 중금속 농도···················································31
표 8.중금속의 호흡기 내 침착계수 산정 근거···············································34
표 9.입경별 호흡기 내 발암,비발암 위해 기여도········································39



- IV -

그그그림림림 차차차례례례

그림 1.극미세입자의 흡입 시 잠재적 영향·······················································3
그림 2.연구의 틀·····································································································6
그림 3.호흡기 내 입자 분포···············································································10
그림 4.입경별 미세입자의 겨울과 가을에 대한 평균 농도·························21
그림 5.겨울의 입경별 미세입자의 평균 농도·················································21
그림 6.가을의 입경별 미세입자의 평균 농도·················································21
그림 7.계절에 따른 미세입자의 평균 농도 차이···········································22
그림 8.교통량에 따른 미세입자의 평균 농도 차이·······································22
그림 9.연무 현상의 유무에 따른 미세입자의 평균 농도 차이···················22
그림 10.입경별 중금속의 평균 농도·································································25
그림 11.가을과 겨울의 계절 변화에 따른 중금속 농도 차이·····················27
그림 12주중과 주말의 구분에 따른 중금속 농도 차이································30
그림 13연무 현상의 유무에 따른 중금속 농도 차이····································32
그림 14입경별 호흡기 내 중금속 분포율························································36
그림 15입경별 호흡기 내 중금속의 위해 기여도··········································40



- V -

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산업 활동의 증가와 도시화,차량의 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대기 중 미
세입자의 성분과 농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미세입자의 증가는 낮은 농
도에서도 자연 생태계 및 인체에 심각한 영향과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은 화석연료의 연소,특히 고온의 연
료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자동차 및 공장
등의 인위적인 배출원으로 인해 미세입자 및 극미세입자 내 중금속의 저감
관리는 절실하다.따라서 최근 극미세입자의 인체 및 환경 노출의 유해성
에 의한 잠재적인 위험성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기 중의 미세입자 및 극미세입자를 MicroOrifice
Uniform DepositImpactor(MOUDI,Model110,MSPcorporation)를 사용
해 입경별(18이상,18-10,10-5.6,5.6-3.2,3.2-1.8,1.8-1.0,1.0-0.56,0.56-0.32,
0.32-0.18,0.18-0.1,그리고 0.1-0.056㎛)로 포집하였다.포집 장소는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에 위치한 세브란스 연세의료원내 도로변에서 실시하였다.
포집 기간은 2007년 12월 26일~27일,2008년 1월 3일~4일,15일~16일,2월
19일~21일,25일~27일,9월 27일~29일,10월 7일~9일,20일~21일,28일~30
일,11월 1일~3일로 10회 포집하였다.포집된 먼지 시료는 입경별로 중금
속을 AAS(ModelHGA 900,PerkinElmer,USA)로 분석하여 계절 및 교
통량의 차이,연무 현상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으며,입자의 호흡
기 내 침착 가능성을 감안하여 입경별로 인체 위해성에 대하여 비교 평가
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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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경별로 포집된 미세입자의 계절별 농도는 가을보다 겨울이 더 높은 농
도의 경향을 나타냈으며,교통량의 차이에 있어서는 대부분 1.0㎛ 이하의
입자에서 교통량이 많은 주중의 경우 더 높은 농도를 보였다.가을철에 호
흡기 질환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연무 현상은 전체적으로 연무
현상이 없는 시기보다 더 높은 농도를 보였다.또한 Cr,Ni,Pb,Cd의 중
금속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의 중금속 농도가 가을철 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교통량이 많은 주중에는 Pb을 제외하고 주말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연무가 없는 시기에 비해 연무 현상의 발생 시에는 Cd을 제외
하고 모든 중금속에서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입경별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먼지 중
중금속의 호흡기 내 분포와 입경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0.1㎛~1.0㎛
범위 내의 중금속의 경우 폐포와 기관/기관지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
며,0.1㎛ 이하 범위의 중금속이 다음으로 폐포와 기관/기관지에 많이 분
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호흡기 내 입경별 침착률을 가정으로 중금
속에 대한 노출 평가를 수행한 후 위해성 평가를 통해 위해 기여도를 산출
한 결과,Ni을 제외한 다른 중금속에서는 폐포와 기관/기관지의 경우 1.0
㎛ 이하 범위의 중금속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인
후두부의 경우 1.0㎛ 이상 범위의 중금속에서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
다.따라서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호흡기 내 더욱 깊은 곳에 침착하게 되
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극미세입자와 1.0㎛ 이하의 미세입
자의 경우 상기도부보다 하기도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폐포의 경
우 1.0㎛ 이하의 미세입자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한 영향이 클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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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대책으로는 배출원 중 자동차 등의 인위
적인 배출원의 저감 관리 대책과 연무 현상 등으로 인한 기상 현상으로 인
한 외출 자제에 대한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
고 판단되어진다.
���������������������������������������������������������������������������

핵심어 :미세입자,극미세입자,중금속,노출 평가,침착 계수,위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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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 중에는 많은 미세입자가 부유하며,이는 산업
활동의 증가와 도시화,차량의 수 등의 증가로 인하여 그 종류와 농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또한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차량정체 시간이
길며 대형버스와 트럭 등의 운행이 빈번하다.그에 따라 미세입자의 증가
는 낮은 농도에서도 자연 생태계 및 인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과 피해를 유
발시키고 있다(Lebowitzetal.,1996;홍종호 등.,2003).또한 그 중에서도
환경 중 대기오염으로 인해 직경 0.1㎛ 이하의 극미세입자는 인체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Petersetal.,1997;Obedorster
etal.,1995).
최근 극미세입자의 인체 및 환경 노출의 유해성은 아직 불확실하나 잠재
적인 위험성에 관한 의문점과 관심은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스위스 등 유
럽 및 여러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다(김미숙 등.,2007).그에 따라 극미세입
자의 잠재적인 건강위해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미국의
경우 환경보호청(EnvironmentProtectionAgency;이하 EPA)에서 발표한
나노기술백서에 따르면 연구의 주요과제로서 위해성 평가를 연구의 진행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Institutefor
OccupationalSafety and Health;이하 NIOSH),NationalToxicology
Program(이하 NTP)에서는 독성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연구의 결과
는 극미세입자의 환경 노출에 대한 위험성을 밝히는데 유용한 정보로 쓰이
겠지만 복합적인 원인이 섞여 있는 환경 노출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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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하지만 극미세입자는 활발한 운동성과 반응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 환경 중에서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지속성은
마이크로 입자보다 배로 더할 것이다.또한 0.1㎛이하의 입자는 인체 내에
침투할 경우 0.1~2.5㎛ 범위의 입자에 비해 표면적이 102~103배 정도 넓으
며,2.5~10㎛ 범위의 입자에 비해서는 약 105배 정도 넓다(Harrisonetal.,
2000).
특히,극미세입자는 규폐증이나 자기면역 이상 등과 같은 유해 영향이
유발될 가능성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며 나노입자의 흡입에 의한 노
출은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염증반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많은 연구
가 보고되고 있다.이러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자의
작은 사이즈이다.극미세입자는 호흡할 때 흡입 가능한 큰 입자에 비해서
작은 입자가 더욱 잘 침착된다(ICRP,1994).흡입된 극미세입자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respiratorytract의 모든 조직에 침착된다.극미세입자가 흡입
으로 인해 폐에 들어왔을 경우 후두의 공기통로에 침착되면 1～2일 안에
기침 혹은 콧물 등으로 나오게 되지만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통로의
조직으로까지 들어오게 된다.그리하여 폐포조직(alveoli)에 침착되면 세포
사이의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나노입자는 더 이상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된다.그 결과 용해되지 않는 나노입자는 몇 달,몇
년 동안 폐에 머무르게 된다.그리고 폐로부터 혈관으로도 이동하게 되는
데 이 부분은 침착하는 것과는 다른 메카니즘에 의해 이루어진다.흡입된
나노입자는 신체 안에서 상피세포와 혈관 또는 림프 조직에 침투하여 뼈
골,간,신장,비장,심장 등과 같은 민감한 기관까지 이동한다.또한 코의
후각조직을 통해 들어온 나노입자가 뇌로의 전이 현상까지 일으킨다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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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며(NIOSH,2005),나노입자가 동물의 폐와 피
부,소화기관 및 뇌까지 침입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Oberdorsteretal.,2004).또한 그림 1과 같이 흡입된 극미세입자는 폐 기
관에 침착하여 궁극적으로는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Oberdorsteretal.,2005).

그림 1. 극미세입자의 흡입 시 잠재적 영향

대기 중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은 화석연료의 연소,특히 고온의 연료 연
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lenetal.,2001).미국과 영국
및 대만 등에서 MOUDI(MicroOrificeUniform DepositImpactor)를 통해
미세입자 및 극미세입자의 입경별로 나누어 포집하여 각각의 중금속 농도
를 분석하였다.입자의 분포와 각각 입자 내 중금속의 분포는 다른 형태를
보이며,중금속의 종류에 따라 Ultrafine,fine,coaseparticle범위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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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율이 다르다(Allenetal.,2001;Linetal.,2005).이러한 중금속 등을
포함하고 있는 미세입자에 비해 극미세입자는 가래를 뱉어내는 기관지처럼
배출 기능이 없는 폐포에 침착이 많이 되어 인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더욱이 미세입자와 극미세입자는 폐의 세대별로 침전분률이 다르다.
5㎛ 이상의 큰입자는 관성충돌에 의하여,30nm 이하의 입자는 확산에 의
하여 구강/인후두부 및 기관도입부에서 상당량이 제거되고,남은 입자들이
각 폐엽에 유입하게 된다.따라서 폐포에의 침착은 이형모형으로 나타나며
30nm와 5㎛에서 높게 나타난다.중력 및 관성이 지배적인 입자직경 5㎛는
구강/인후부 및 상위세대에서는 관성충돌에 의해서,하위세대에서는 중력
침강에 의하여 침전분률이 높게 일어나며,확산이 지배적인 입자직경
30nm는 구강/인후부 및 하위세대에서의 침전분율이 높게 나타난다.하지
만 입자직경 1㎛ 정도에서는 중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분지관의 직경이
작고 유속이 느린 하위세대에서의 침전량이 높게 나타나야 하지만 중력과
관성,확산의 영향이 모두 약하게 미쳐 침전량이 적다(구재학 등.,2003;
Asgharianetal.,2007).또한 기관/기관지에서는 주로 Ultrafineparticle
및 Coarseparticle범위에서 침착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그에 따라
호흡기 내 입자의 총 침착모형은 U자 2차 함수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 중에서 포집한 미세입자를 MOUDI를 사용해 입경별
(18이상,18-10,10-5.6,5.6-3.2,3.2-1.8,1.8-1.0,1.0-0.56,0.56-0.32,0.32-0.18,
0.18-0.1,그리고 0.1-0.056㎛)로 포집하였으며,중금속 Cr,Ni,Pb,Cd을 분
석하여 입자크기에 따른 중금속 농도를 통해 위해성 평가를 하고자 한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중금속은 Cr,Ni,Pb,
Cd,As,Hg이 있으며,연구 대상 중금속은 Cr,Ni,Pb,Cd으로 정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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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고 As,Hg은 대부분 가스상 물질임에 따라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대기 중 미세입자를 입경별로 포집하여 중금속 Cr,Ni,Pb,Cd에
대한 계절 및 교통량,연무 현상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입자 크기에 따른 호흡기 내 침착계수를 고려하여 입경별 중금속
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함으로써,

셋째,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입경별 미세입자 중 중금속의 건강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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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내내내용용용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내내내용용용

본 연구는 대기 중의 미세입자를 MOUDI를 통해 입경별로 포집하여 잠
재적인 인체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포집된 입경별 미세입자 농도와 중
금속 농도를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그리고 문헌을 통해 호흡기 내
미세입자의 침착계수를 얻어 입경별로 침착되는 중금속 농도를 산출하였
다.산출된 중금속 농도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여 입경별 위해도 수준을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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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222...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시시시료료료

222...111...111...미미미세세세입입입자자자의의의 포포포집집집

입경별(18이상,18-10,10-5.6,5.6-3.2,3.2-1.8,1.8-1.0,1.0-0.56,0.56-0.32,
0.32-0.18,0.18-0.1,그리고 0.1-0.056㎛)로 미세입자를 포집하였으며,포집 장
소는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에 위치한 세브란스 연세의료원내 도로변에서
실시하였다.포집 기간은 2007년 12월 26일~27일,2008년 1월 3일~4일,15
일~16일,2월 19일~21일,25일~27일,9월 27일~29일,10월 7일~9일,20
일~21일, 28일~30일, 11월 1일~3일이며, 포집 기계는 Micro Orifice
Uniform DepositImpactor(MOUDI,Model110,MSPcorporation)를 사용
하여 30ℓ/min 유량으로 진행하였다.포집 필터는 PTFE Membrane
filter(2.0㎛,47㎜,Pall)를 사용하였고 주로 48시간을 기준으로 포집하여 데
시케이터에서 보관하였다.포집 진행 전 필터의 평균 무게를 정량하고 포
집된 필터의 평균무게를 정량한 후 유량과 포집시간을 고려하여 포집된 입
경별 미세입자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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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222...금금금속속속성성성분분분 농농농도도도 분분분석석석

미세입자에 흡착되어 있는 중금속 성분을 추출하기 위하여 초음파 추출
및 마이크로파(microwave)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비이커에 필터를 잘게
잘라 넣은 후 질산 5㎖를 넣고 28kHZ의 초음파 추출기(Model3510R-
DTH,BransonUltrasonicsCorporation,USA)로 1시간동안 추출하여 태플
런 재질의 시료용기(vessel)에 옮겨담았다.비이커의 잔유물을 넣기 위해 2
㎖의 질산으로 시료용기에 옮겨담은 후 산처리방법으로 추출하기 위해
microwave(ModelMars-5,CEM Corporation,USA)에 넣어 US EPA
3051A방법에 준하여 추출하였다.microwavedigestion system으로는 16
0℃에서 1시간 가열하며,추출이 끝나면 1.2㎛ GF/Cfilter로 여과하고 증
류수로 최종액량이 총 10㎖가 되도록 조정하여 전처리하였다.
전처리가 끝난 후 중금속 Cr,Ni,Pb,Cd을 분석하기 위해 AAS(Model
HGA 900,PerkinElmer,USA)를 사용하였으며,회수율은 10% 이내로 신
뢰할 수 있는 값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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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333...영영영향향향인인인자자자의의의 분분분석석석

입경별 미세 및 극미세입자 중 교통량의 차이와 기상청 측정자료를 통한
연무 현상의 유무에 대한 영향을 보고자한다.시료 포집 장소가 의료원 내
에 위치하여 주중과 주말에 따라 교통량의 차이를 알 수 있어 주중과 주말
에 따라 구분하였다.세브란스 연세의료원에 출입하는 차량 대수는 주중에
하루 평균 53,926대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주말의 경우 하루 평균
12,165대의 차량이 출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미세입자를 포집
하는 장소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 대수는 주
중에 하루 평균 5,375대 정도였으며,주말의 경우 하루 평균 782대 정도였
음을 알 수 있었다.
연무 현상은 흔히 가을철에 많이 나타나며,봄철의 황사와 마찬가지로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70%이하의 습도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가시거리 및 다른 기후 영향을
통해 기상청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다.따라서 연무 현상의 발생 유무에 따
라 시료를 구분하여 중금속 농도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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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입입입자자자 크크크기기기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노노노출출출 분분분포포포

미세입자가 호흡기 내에 침착되는 기전은 관성,중력,확산,그리고 차단
의 4가지로 나뉘어 진다.폐포에의 침착은 30nm와 5㎛에서 높게 나타나는
이형모형으로 나타난다.입자직경 5㎛는 구강/인후두부 및 상위세대에서는
관성충돌에 의해서,하위세대에서는 중력침강에 의하여 침전분률이 높게
일어나며,직경 0.1㎛ 이하의 입자는 구강/인후두부 및 하위세대에서의 확
산에 의하여 침전분율이 높게 나타나며,직경 1㎛ 입자는 분지관의 직경이
작고 유속이 느린 하위세대에서의 침전량이 높게 나타나야 하지만 중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영향이 약하게 미쳐 침전량이 적다.또한 기관/기관지
에서는 주로 Ultrafineparticle및 Coarseparticle크기에서 침착이 일어나
는 것을 알 수 있다.그에 따라 호흡기 내 입자의 총 침착계수는 U자 2차
함수 모형을 나타낸다(그림 3).

그림 3. 호흡기 내 입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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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계수의 그래프는 Lungmodel을 사용하여 구한 값이며,평상시의 침
착계수와 운동 시의 침착계수가 달라 평상시의 침착계수를 이용하였다.정
확한 침착계수는 문헌을 통해 구해진 값을 사용하였다.
호흡기 중 인후두부,기관/기관지,폐포에 대한 입자의 분포와 코 및 비
강부터의 총 침착계수를 문헌을 통해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내었다.



- 12 -

입자 크기 인후두
침착계수(%)

기관/기관지
침착계수(%)

폐포
침착계수 (%)

총
침착계수(%) 참고 문헌

0.0087㎛ 80 Daigleetal.(2003)
0.0116㎛ 78 Daigleetal.(2003)
0.0154㎛ 74 Daigleetal.(2003)
0.0205㎛ 70 Daigleetal.(2003)
0.0274㎛ 66 Daigleetal.(2003)
0.0365㎛ 59 Daigleetal.(2003)
0.04㎛ 1.7 17.7 33.1 Kim etal.(2000)
0.04㎛ 59 Jaquesetal.(2000)
0.04㎛ 50 Kim etal.(2005)
0.0487㎛ 55 Daigleetal.(2003)
0.05㎛ 43 Naziretal.(2002)
0.06㎛ 1.3 11.4 27.2 Kim etal.(2000)
0.06㎛ 48 Jaquesetal.(2000)

표 1. 문헌에 따른 호흡기 내 침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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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크기 인후두
침착계수(%)

기관/기관지
침착계수(%)

폐포
침착계수 (%)

총
침착계수(%) 참고 문헌

0.06㎛ 42 Kim etal.(2005)
0.0649㎛ 55 Daigleetal.(2003)
0.08㎛ 1.5 9.1 23.9 Kim etal.(2000)
0.08㎛ 40 Jaquesetal.(2000)
0.08㎛ 35 Kim etal.(2005)
0.1㎛ 0.4 6.8 18.2 Kim etal.(2000)
0.1㎛ 35 Jaquesetal.(2000)
0.1㎛ 32 Kim etal.(2005)
0.1㎛ 27 Naziretal.(2002)
0.18㎛ 5.98 16.6 22.6 Chioetal.(2007)
0.2㎛ 16 Naziretal.(2002)
0.4㎛ 13 Naziretal.(2002)
0.7㎛ 14 Naziretal.(2002)

표 1. 문헌에 따른 호흡기 내 침착계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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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크기 인후두
침착계수(%)

기관/기관지
침착계수(%)

폐포
침착계수 (%)

총
침착계수(%) 참고 문헌

1㎛ 0.1 1.7 8.5 10.3 Kim etal.(1999)
1㎛ 18 Naziretal.(2002)
2㎛ 40 Naziretal.(2002)
2.33㎛ 5.1 8 14.39 Hsiehetal.(1999)
2.5㎛ 17.4 15 32.4 Chioetal.(2007)
2.54㎛ 5.8 12.19 18.55 Hsiehetal.(1999)
2.8㎛ 5.2 9 16.55 Hsiehetal.(1999)
3㎛ 14.2 39.8 55.4 Kim etat.(1999)
5㎛ 6.4 33.5 35.7 75.5 Kim etal.(1999)
5㎛ 77 Naziretal.(2002)
10㎛ 92 Naziretal.(2002)

표 1. 문헌에 따른 호흡기 내 침착계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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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위위위해해해성성성 평평평가가가

222...333...111...위위위험험험성성성 확확확인인인

위해성 평가를 하기 위한 첫 단계인 위험성 확인 과정은 사람이 어떤 물
질에 노출되었을 경우 과연 유해한 영향이 유발되는가를 결정하는 단계로
서 오염물질의 종류 및 양,그 오염물질의 독성,환경 중에서의 축적성 등
의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 결정하는 정성적인 평가 단계인 위험
성 규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물질의 동물 및 사람에 대한
발암성의 여부와 발암성이 있다면 발암성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
하는 일이다.위험성 확인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는 과학적이고 통계학적인
질을 바탕으로 평가한다.위험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는 역학자료,독성자
료,인체를 대상으로 한 인위적 실험자료,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등
이 있다.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표 2와 같이 발암,비발암 물질에 대한
위험성 확인의 기본 자료와 독성값을 구성하였다.



- 16 -

대상물질

발암성 영향 비발암성 영향

출처
발암등급 종말점 흡입 단위위해도

(㎍/m3)

구강 흡입
독성 영향

영향(증상) 참고치
(mg/kg-d) 영향(증상) 참고치

(mg/m3)
Cr(3가) - - - 1.5 - - IRIS

Cr(6가) A 폐암 1.2E-02 - 3.0E-03 비강세포
위축증 8.0E-06 만성 IRIS

Ni(염) - - 몸무게
감소 2E-02 - 아만성 IRIS

정련분진
Ni A 위암 2.4E-04 - - - IRIS

Pb B2 - - 3.5E-03 - - IRIS

Cd B1 폐,기관지
암 1.8E-03 신장 영향 5.0E-04 - 만성 IRIS

표 2. 연구 대상 중금속의 발암, 비발암 물질에 대한 위험성 확인 및 독성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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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222...노노노출출출 평평평가가가

노출 평가는 실제적인 노출 환경으로부터 노출 가능한 인구집단이 어느
정도의 위해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출량을 평가하는 단계이
다.노출은 유기체에 유해물질이 접촉하게 되는 과정으로 노출 정도에 따
라 위해도가 결정된다.인체로의 노출경로 중 공기의 흡입 노출을 평가하
였으며,이러한 노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출의 빈도 및 기간,그리고
호흡률을 통해 인체노출량을 추정하였다.호흡률은 미국 환경보호청(EPA)
의 Exposurefactorshandbook에서 제시한 13.3m3/day로 사용하며,수명
은 국내 통계청의 생명표에서 제시한 70년,몸무게는 한국 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한 60kg으로 사용하였다.이러한 값을 통해 일일평균노출량을 계산하
였다.
노출 평가는 MOUDI를 통해 수행함에 따라 입자 내 중금속 농도를 호흡
기 내 0.1㎛이하,0.1-1.0㎛,1.0-3.2㎛,3.2-10.0㎛,10.0-18.0㎛ 범위의 입자 분
포로 고려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222...333...333...용용용량량량---반반반응응응 평평평가가가

용량-반응 평가 단계에서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인체영향을 역치 존재
의 유무에 기본 가정을 두고 발암물질과 비발암물질로 나누어 평가한다.
용량-반응 평가를 위해 가능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에서 제시한 용량-반응평가에 의하여 수행된 IRIS(Integrated Risk
InformationSystem)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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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의 인체노출량을 이용하여 초과발암위해도와 비발암위해도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용량-반응평가를 통해 산출된 특정물질의 발암잠재력 및
단위위해도 추계치와 참고흡입량 및 참고섭취량 수치가 필요하다.발암잠
재력은 용량-반응 곡선에서 기울기 또는 선형계수의 95% 상한값으로 단위
노출용량 당 초과 발암 확률을 의미하며,참고흡입량은 일생동안 동일한
물질을 흡입하더라도 어떠한 유해 영향도 받지 않는 수준에서 인체가 일일
기준으로 노출될 수 있는 독성물질의 최대량으로서 특정 요인에 노출되는
인구 집단의 일일 안전 용량을 평가하는 수치를 말한다.따라서 각 물질에
대한 각각의 단위위해도 추계치와 참고치를 IRIS를 통해 검토하였다.

222...333...444...위위위해해해도도도 결결결정정정

위해도 결정은 위해성 평가 4단계의 마지막 과정으로 1차적으로 앞의 3
가지 단계의 모든 정보를 종합하는 과정이다.즉,사람이 환경매체를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유해물질에 과연 얼마나 노출되는가를 결정하는 노출평가
과정을 거쳐 용량-반응 평가에서 도출된 정보를 통합하여 특정 농도의 특
정 오염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개인이나 인구집단에서 위해영향이 발생
할 확률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극미세입자의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된 입경별 중금속의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10단계의 중금속 농도 총합의 위해도에 대한 각각의
입경별 중금속 농도를 통해 위해도의 기여율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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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미미미세세세입입입자자자의의의 노노노출출출량량량 분분분석석석

2007년 12월 ~2008년 2월 및 2008년 9월 ~11월에 10단 MOUDI로 포
집한 미세 및 극미세입자의 농도 분포를 표 3및 그림 4~6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약 50㎍/㎥정도의 농도가 포집되었으며,0.18㎛~0.32㎛와
1.8㎛~3.2㎛에서 높은 이형 모형을 보였다.포집된 미세 및 극미세입자의
형태는 겨울과 가을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겨울의 경우 60㎍/㎥
의 농도가 포집되었으며,가을의 경우는 40㎍/㎥ 정도의 농도가 포집되었
다.겨울과 가을의 미세입자의 농도 차이 역시 0.18㎛~0.32㎛와 1.8㎛~3.2㎛
의 범위에서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7).
교통량에 따른 영향을 보면 주중과 주말의 전체 농도는 39.3㎍/㎥,42.6
㎍/㎥로 주말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1.0㎛이하 농도에서는 21.6㎍/㎥,
19.6㎍/㎥으로 주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8).따라서 미세입자 농도
차이로서는 교통량의 차이에 대한 영향을 쉽게 알 수 없지만 1.0㎛를 기준
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무 현상의 유무에 따른 영향을 보면 0.056㎛~0.1㎛ 범위의 미세입자를
제외하고는 연무 현상이 발령된 시기의 미세입자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그
림 9).비교적 미세입자의 평균 농도 형태와 비슷하게 이형 모형을 나타냈
으며 0.1㎛~1.0㎛의 범위에서 다른 크기의 입자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연무 현상은 가을에 포집한 시료 총 5회 중 3회에 나타났으며,3회는 주중
2회와 주말 1회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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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크기
계절 차이 교통량 차이 연무 현상

평균
겨울 가을 주중 주말 유 무

0.056㎛ 이하 1.3±0.6 1.1±0.6 1.2±0.5 0.9±0.2 1.05±0.61 1.17±0.23 1.2±0.5
0.056㎛~0.1㎛ 2.5±0.7 1.7±2.4 1.3±0.5 2.4±1.7 1.14±0.55 2.63±2.11 2.1±2.0
0.1㎛~0.18㎛ 6.4±3.3 3.6±2.0 4.0±6.8 3.1±0 3.96±1.46 3.11±0.05 5.0±1.9
0.18㎛~0.32㎛ 9.1±3.0 5.2±5.6 6.0±2.2 4.0±1.4 6.98±3.41 2.69±0.1 7.1±3.7
0.32㎛~0.56㎛ 6.8±1.8 5.3±3.8 5.1±3.5 5.7±3.5 7.34±2.3 2.31±0.11 6.0±3.1
0.56㎛~1.0㎛ 6.9±4.9 3.8±4.6 4.0±2.2 3.5±1.5 5.2±3.14 1.77±0.29 5.4±3.0
1.0㎛~1.8㎛ 5.3±3.3 4.0±2.2 3.7±2.3 4.4±0.3 4.3±1.8 3.57±1.54 4.7±2.1
1.8㎛~3.2㎛ 8.7±7.1 5.5±3.2 4.9±1.4 6.3±2.4 6.63±1.88 3.73±0.27 7.1±3.6
3.2㎛~5.6㎛ 5.9±4.6 5.0±2.5 4.4±0.9 6.0±1.5 5.69±1.63 4.05±0.73 5.4±2.1
5.6㎛~10㎛ 4.6±4.9 3.2±1.7 2.7±1.0 4.1±0.8 3.7±1.12 2.5±1.06 3.9±2.1
10㎛~18㎛ 2.9±2.7 2.1±0.9 2.0±0.8 2.2±0.4 2.08±0.75 2.2±0.46 2.5±1.3

표 3. 연구 내 입경별 미세입자의 영향인자에 따른 노출 수준                                                            (㎍/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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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입경별 미세입자의 겨울과 가을에 대한 평균 농도

그림 5. 겨울의 입경별 미세입자의 평균 농도

그림 6. 가을의 입경별 미세입자의 평균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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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계절에 따른 미세입자의 평균 농도 차이

그림 8. 교통량에 따른 미세입자의 평균 농도 차이

그림 9. 연무 현상의 유무에 따른 미세입자의 평균 농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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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중중중금금금속속속의의의 노노노출출출량량량 분분분석석석

222...111...계계계절절절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중중중금금금속속속 농농농도도도

미세입자 중 중금속 Cr,Ni,Pb,Cd을 분석하였다.미세입자의 분포와는
달리 중금속은 각각 분포 형태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형태는 다르지
만 Cr의 경우 1.8㎛이하 입자 크기 내 농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냈으며
Pb,Cd은 0.18㎛-1.0㎛의 범위에서 주 분포를 나타냈다.단지 Ni의 경우는
1.8㎛ 이상의 범위에서 주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분석된
중금속의 농도는 Cr,Ni,Pb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농도 분포를 나타냈으
며,Cd의 경우 상당히 미량으로 분석되었다(표 4,그림 10).
또한 겨울과 가을에 포집된 중금속을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가을에 비해
겨울에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표 5,그림 11).Ni의 0.056㎛이하 입자
내 농도를 제외하고 모든 중금속에서 가을에 비해 겨울의 농도가 더 높다.
Cr,Pb은 0.1㎛-1.8㎛의 범위에서 주로 큰 차이를 보였고,Ni은 1.0㎛ 이상
의 범위에서 주로 큰 차이를 보였다.특히,Cr,Ni,Pb의 경우 0.56㎛~1.0㎛
범위의 입자 내 농도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Cd은 3.2㎛~5.6㎛의 입자
내 농도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계절적인 영향과 가을에 비해 겨
울의 많은 화석연료 사용량 등의 원인으로 인해 가을에 비해 겨울에 좀 더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사려된다.



- 24 -

입자 크기 Cr Ni Pb Cd

0.056㎛ 이하 1.9±1.1 1.0±1.4 0.7±0.4 0.03±0.04

0.056㎛~0.1㎛ 2.6±1.9 0.8±0.4 1.6±1.0 0.08±0.08

0.1㎛~0.18㎛ 2.4±0.6 0.8±0.4 4.2±2.4 0.1±0.1

0.18㎛~0.32㎛ 3.1±1.7 1.1±0.9 6.8±4.8 0.3±0.2

0.32㎛~0.56㎛ 2.7±1.4 1.6±1.5 8.3±5.0 0.2±0.1

0.56㎛~1.0㎛ 3.9±5.1 4.7±8.7 9.3±8.4 0.2±0.2

1.0㎛~1.8㎛ 2.7±1.4 1.3±0.9 3.2±2.6 0.08±0.07

1.8㎛~3.2㎛ 1.6±0.6 3.6±5.0 2.7±2.1 0.07±0.1
3.2㎛~5.6㎛ 1.1±0.3 3.9±3.7 1.5±0.5 0.2±0.3

5.6㎛~10㎛ 1.2±0.6 2.0±2.3 1.1±0.5 0.01±0.01

10㎛~18㎛ 1.5±0.8 4.3±3.5 0.9±0.3 0.04±0.03

표 4. 입경별 중금속의 평균 농도                                   (ng/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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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입경별 중금속의 평균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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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크기
겨울 가을

Cr Ni Pb Cd Cr Ni Pb Cd
0.056㎛ 이하 2.4±1.3 0.6±0.4 1.0±0.4 0.06±0.04 1.5±0.7 1.3±1.9 0.5±0.08 0.009±0.002

0.056㎛~0.1㎛ 3.1±2.8 0.7±0.4 2.4±0.8 0.1±0.07 2.1±0.5 0.9±0.4 0.8±0.02 0.02±0.004

0.1㎛~0.18㎛ 2.7±0.7 0.9±0.4 6.1±1.9 0.2±0.06 2.1±0.4 0.8±0.3 2.4±0.56 0.06±0.02

0.18㎛~0.32㎛ 4.1±1.9 1.7±1.0 10.8±3.1 0.4±0.09 2.1±0.5 0.5±0.3 2.8±1.6 0.2±0.2

0.32㎛~0.56㎛ 3.4±1.8 2.0±1.8 11.6±3.8 0.3±0.03 2.0±0.5 1.2±1.2 5.1±3.9 0.1±0.06

0.56㎛~1.0㎛ 5.8±7.1 8.5±11.5 15.3±8.0 0.4±0.1 2.0±0.6 0.9±0.7 3.4±2.4 0.07±0.04

1.0㎛~1.8㎛ 3.6±1.3 1.7±1.1 4.6±3.1 0.1±0.08 1.9±1.1 0.8±0.5 1.7±0.6 0.03±0.01

1.8㎛~3.2㎛ 2.1±0.3 6.0±6.5 3.7±2.8 0.1±0.1 1.0±0.2 1.3±0.6 1.7±0.5 0.02±0.005
3.2㎛~5.6㎛ 1.3±0.1 7.4±1.2 2.0±0.1 0.4±0.35 0.8±0.3 0.5±0.03 1.1±0.2 0.02±0.002

5.6㎛~10㎛ 1.7±0.1 3.3±2.7 1.5±0.2 0.02±0.01 0.7±0.3 0.6±0.2 0.7±0.2 0.005±0.0

10㎛~18㎛ 2.0±0.8 7.7±0.3 1.0±0.3 0.04±0.02 1.0±0.4 1.0±0.002 0.7±0.2 0.04±0.04

표 5. 가을과 겨울의 계절 변화에 따른 중금속 농도                                                                    (ng/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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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가을과 겨울의 계절 변화에 따른 중금속 농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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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교교교통통통량량량 및및및 연연연무무무 현현현상상상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중중중금금금속속속 농농농도도도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교통량에 따른 중금속 농도를 확인한 결과 Pb
의 경우는 주말에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Cr과 Ni,Cd은 주중에 더 높
은 농도를 나타내었다(표 6,그림 12).주중과 주말의 중금속 농도 차이는
주로 0.1㎛-1.8㎛의 범위 내에서 크게 나타났으며,주말의 경우 주중에 비
해 모든 중금속에서 주로 5.6㎛이상의 범위에 있는 입자 내 농도가 더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하지만 전체적으로 주중에 높은 경향이 나타나지 않
은 것은 차량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무 현상의 유무에 따른 중금속 농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Cd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연무 현상이 발령되었을 때에 더 높은 농도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입자 크기 내 농도를
합한 전체적인 농도 수준에서의 차이는 Cd을 제외하고 연무 현상 발령 시
에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주로 5.6㎛이상 범위의 입자 크기 내 범위에서는
모든 중금속에서 비 연무 현상 시에 더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표 7,그
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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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크기
주중 주말

Cr Ni Pb Cd Cr Ni Pb Cd
0.056㎛ 이하 1.9±0.5 2.0±2.4 0.6±0.05 0.009±0.002 0.9±0.0 0.3±0.0 0.4±0.0 0.009±0.0

0.056㎛~0.1㎛ 2.2±0.3 0.6±0.2 0.8±0.02 0.017±0.004 1.9±0.8 1.3±0.07 0.8±0.03 0.02±0.003

0.1㎛~0.18㎛ 2.2±0.5 0.8±0.4 2.0±0.3 0.07±0.02 1.8±0.4 0.7±0.09 2.9±0.3 0.05±0.002

0.18㎛~0.32㎛ 2.3±0.6 0.4±0.4 2.2±0.9 0.2±0.3 1.8±0.4 0.6±0.2 3.8±2.3 0.09±0.03

0.32㎛~0.56㎛ 2.2±0.6 1.6±1.5 3.7±2.1 0.1±0.06 1.7±0.1 0.6±0.06 7.2±6.4 0.1±0.08

0.56㎛~1.0㎛ 2.2±0.6 1.1±0.9 2.7±2.1 0.06±0.05 1.5±0.2 0.6±0.41 4.4±3.5 0.08±0.05

1.0㎛~1.8㎛ 2.6±0.7 0.9±0.6 1.6±0.9 0.03±0.02 0.8±0.0 0.7±0.0 1.9±0.0 0.04±0.0

1.8㎛~3.2㎛ 1.2±0.2 1.7±0.1 1.8±0.7 0.03±0.008 0.9±0.0 0.7±0.0 1.6±0.0 0.02±0.0
3.2㎛~5.6㎛ 0.6±0.0 0.5±0.0 1.0±0.0 0.01±0.0 1.1±0.0 0.5±0.0 1.3±0.0 0.02±0.0

5.6㎛~10㎛ 0.5±0.0 0.5±0.0 0.6±0.0 0.006±0.0 0.9±0.0 0.9±0.0 0.9±0.0 0.005±0.0

10㎛~18㎛ 0.7±0.0 1.0±0.0 0.6±0.0 0.006±0.0 1.4±0.0 1.0±0.0 0.8±0.0 0.09±0.0

표 6. 주중과 주말의 구분에 따른 중금속 농도                                                                          (ng/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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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주중과 주말의 구분에 따른 중금속 농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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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크기
연무 현상 비 연무 현상

Cr Ni Pb Cd Cr Ni Pb Cd
0.056㎛ 이하 1.7±0.8 1.7±2.6 0.5±0.1 0.008±0.001 1.1±0.4 0.7±0.6 0.5±0.05 0.01±0.002

0.056㎛~0.1㎛ 2.4±0.2 0.9±0.5 0.8±0.03 0.02±0.0 1.7±0.5 1.0±0.4 0.8±0.01 0.02±0.008

0.1㎛~0.18㎛ 2.2±0.5 0.8±0.4 2.4±0.3 0.07±0.02 1.9±0.4 0.7±0.02 2.4±1.0 0.04±0.005

0.18㎛~0.32㎛ 2.3±0.6 0.5±0.4 3.5±1.9 0.09±0.04 1.7±0.3 0.6±0.1 1.9±0.4 0.3±0.3

0.32㎛~0.56㎛ 2.1±0.6 1.5±1.6 6.9±4.4 0.2±0.06 1.7±0.2 0.7±0.09 2.4±0.4 0.07±0.02

0.56㎛~1.0㎛ 2.1±0.8 0.8±1.0 4.6±2.6 0.09±0.04 1.8±0.2 1.0±0.2 1.6±0.5 0.03±0.02

1.0㎛~1.8㎛ 2.1±1.3 0.7±0.5 1.9±0.7 0.04±0.007 1.7±1.2 1.0±0.5 1.4±0.6 0.02±0.02

1.8㎛~3.2㎛ 1.0±0.1 1.4±0.6 2.0±0.3 0.03±0.004 1.2±0.4 1.1±0.6 1.3±0.4 0.02±0.005
3.2㎛~5.6㎛ 0.8±0.3 0.5±0.03 1.1±0.2 0.02±0.002 0.9±0.4 0.5±0.04 1.1±0.2 0.02±0.002

5.6㎛~10㎛ 0.6±0.3 0.6±0.2 0.7±0.2 0.005±0.0 0.7±0.3 0.7±0.2 0.8±0.3 0.005±0.0

10㎛~18㎛ 0.9±0.4 1.0±0.002 0.6±0.2 0.03±0.05 1.0±0.5 1.0±0.003 0.7±0.2 0.05±0.06

표 7. 연무 현상의 유무에 따른 중금속 농도                                                                            (ng/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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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무 현상의 유무에 따른 중금속 농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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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중중중금금금속속속의의의 노노노출출출 평평평가가가

미세 및 극미세입자의 입경별 Cr,Ni,Pb,Cd의 농도에 호흡기 내의 총
침착계수와 폐포,기관/기관지,인후두에서의 농도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
서 문헌을 통해 침착계수를 결정하였다(표 8).MOUDI의 입경 구분이 10단
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문헌을 통해 얻은 침착계수는 전 단계를 충족시킬만
큼 충분하지는 않았다.따라서 폐포,기관/기관지,인후두에서의 입자가 침
착되는 모형을 참고하여 임의의 비율을 적용하였다.특히 입경 0.1㎛~1.0㎛
의 침착계수를 단계별로 구분하기가 어려웠으며,대부분 각 단계 입경의
중앙값을 적용하여 노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에 따라 총 침착계수에 따른 각 중금속의 농도를 전체적인 호흡기 내
분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포,기관/기관지와 인후두에 침착되는 비율을
결정하였다.그림 14와 같이 입경별로 총 침착계수에 대한 각 기관의 비율
이 100%가 되지 않는 것은 코,비강 등 다른 부분에 침착되거나 제거된
것으로 알 수 있다.분석된 모든 중금속의 입경별 각 기관의 침착 비율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었다.3.2㎛ 이하의 범위 내에 분포한 중금속의
경우 폐포에 상당히 많은 분포율을 보여 호흡기 질환과 같은 영향이 클 것
으로 사료된다.또한 3.2-10.0㎛의 범위 내 분포된 중금속의 경우 폐포보다
는 주로 기관/기관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이상
의 경우 또한 폐포에 도달하지 못하여 주로 기관/기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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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크기 총
침착계수(%) 산출 근거 폐포

침착계수(%) 산출 근거

0.056㎛
이하 62.5 0.0087~0.06㎛의

침착계수 (중앙값) 27.2 0.06㎛의 침착계수

0.056~0.1㎛ 38.2 0.06~0.1㎛의 침착계수
(중앙값) 23.9 0.08㎛의 침착계수

0.1~0.18㎛ 27 0.1~0.18㎛의 침착계수
(중앙값) 17.3 0.1~0.18㎛의 침착계수

(중앙값)

0.18~0.32㎛ 17.8 0.18~0.4㎛의 침착계수
(중앙값) 12.6 0.18~1㎛의 침착계수

(중앙값)

0.32~0.56㎛ 13.5 0.4~0.7㎛의 침착계수
(중앙값) 12.6 0.18~1㎛의 침착계수

(중앙값)

0.56~1.0㎛ 14.1 0.7~1㎛의 침착계수
(중앙값) 12.6 0.18~1㎛의 침착계수

(중앙값)

1.0~1.8㎛ 27.1 1~2㎛의 침착계수
(중앙값) 11.4 1~2.33㎛의 침착계수

(중앙값)

1.8~3.2㎛ 47.7 2~3㎛의 침착계수
(중앙값) 25.4 2.33~3㎛의 침착계수

(중앙값)

3.2~5.6㎛ 65.8 3~5㎛의 침착계수
(중앙값) 37.7 3~5㎛의 침착계수

(중앙값)

5.6~10㎛ 84.1 5~10.㎛의 침착계수
(중앙값) 17.8 5~10㎛의 침착계수

(중앙값)

10~18㎛ 92 10㎛의 침착계수 0 10㎛이상은 침착되지
않음

표 8. 중금속의 호흡기 내 침착계수 산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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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크기 기관/기관지
침착계수(%) 산출 근거 인후두

침착계수(%) 산출 근거

0.056㎛
이하 14.6 0.04~0.06㎛의

침착계수 (중앙값) 1.5 0.04~0.06㎛의
침착계수 (중앙값)

0.056~0.1㎛ 10.7 0.06~0.1㎛의 침착계수
(중앙값) 1.0 0.06~0.1㎛의

침착계수 (중앙값)

0.1~0.18㎛ 6.4 0.1~0.18㎛의 침착계수
(중앙값) 0.3 0.1~1㎛의 침착계수

(중앙값)

0.18~0.32㎛ 3.8 0.18~1㎛의 침착계수
(중앙값) 0.3 0.1~1㎛의 침착계수

(중앙값)

0.32~0.56㎛ 3.8 0.18~1㎛의 침착계수
(중앙값) 0.3 0.1~1㎛의 침착계수

(중앙값)

0.56~1.0㎛ 3.8 0.18~1㎛의 침착계수
(중앙값) 0.3 0.1~1㎛의 침착계수

(중앙값)

1.0~1.8㎛ 4.9 1~2.33㎛의 침착계수
(중앙값) 2.6 1~2.33㎛의 침착계수

(중앙값)

1.8~3.2㎛ 12.2 2.33~3㎛의 침착계수
(평균값) 4.4 2.33~3㎛의 침착계수

(평균값)

3.2~5.6㎛ 23.9 3~5㎛의 침착계수
(중앙값) 3.9 3~5㎛의 침착계수

(중앙값)

5.6~10㎛ 33.5 5.㎛의 침착계수 6.4 5.㎛의 침착계수

10~18㎛ 33.5 5㎛의 침착계수 6.4 5.㎛의 침착계수

표 8. 중금속의 호흡기 내 침착계수 산정 근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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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입경별 호흡기 내 중금속 분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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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입입입자자자 크크크기기기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위위위해해해성성성 평평평가가가

호흡기 내 각 침착계수를 고려하여 중금속의 입자 크기에 따른 위해도를
산출하였다.10단계의 중금속을 합하여 위해성 평가를 수행한 후 0.1㎛이
하,0.1㎛-1.0㎛,1.0㎛-3.2㎛,3.2㎛-10㎛의 중금속 농도에 대한 입자 크기별
위해도를 산출하였다.모든 중금속의 비발암 호흡 위험값을 구하였으며,
Cr,Ni,Cd은 초과발암위해도를 산출하였다(표 9).
입경별 위해 비율은 폐포,기관/기관지,인후두부로 구별하여 산출한 결
과,각각의 중금속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폐포의 경우
Cr,Ni,Pb,Cd이 0.1㎛ 이하 범위에서는 28%,10%,9%,11%의 비율을 보
였으며 입경 0.1㎛-1.0㎛ 범위에서는 40%,24%,61%,45%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그림 15).그 외 기관/기관지,인후두부는 차츰 낮아지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따라서 폐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중금속과는 달리 입경 1.0㎛
이상의 금속 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Ni을 제외하고 다른 중금속은 입
경 1.0㎛ 이하의 입자 크기 범위에서 약 50% 이상의 위해 비율을 차지하
였으며,인후두부의 경우는 모든 중금속에서 입경 1.0㎛ 이상 입자의 범위
에서 산출된 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또한 Cr의 경우 0.1㎛ 이하 입자
범위 내 위해도가 다른 중금속에 비해 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Pb은 0.1㎛-1.0㎛ 범위에서 다른 중금속에 비해 위해 비율이 높은 것을 확
인하였다.위해도를 산출한 결과,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인체 내에 더욱 깊
이 침착되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위해도를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
침착계수를 고려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것은 호흡기에 미치는 위해성
이 상당히 낮게 산출되게 하는 우려를 만들어 낼 수 있다.분석된 Cr,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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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Cd의 전체 농도와 호흡기에 침착된 농도의 비율을 보면 32.39%,
41.06%,25.23%,30.55%로 나타났다.따라서 최대한 예방 위주의 위해성 평
가에 대한 의미로서는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어질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호
흡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위해도 값으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위해성 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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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크기
Cr Ni Pb Cd

폐포 기관/기관지 인후두 폐포 기관/기관지 인후두 폐포 기관/기관지 인후두 폐포 기관/기관지 인후두

0.1㎛ 이하 27.98 27.23 15.73 10.28 8.52 4.34 9.47 10.41 6.13 10.54 10.74 6.70

0.1㎛~1.0㎛ 39.67 25.20 10.32 24.18 12.48 4.73 61.15 44.22 19.24 44.64 30.13 13.69

1.0㎛~3.2㎛ 17.47 15.96 40.41 24.10 18.95 37.11 16.85 17.92 45.10 10.64 10.51 27.91

3.2㎛~10㎛ 14.88 31.61 33.53 41.44 60.05 53.82 12.53 27.45 29.53 34.17 48.62 51.70

표 9. 입경별 호흡기 내 발암, 비발암 위해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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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입경별 호흡기 내 중금속의 위해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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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종류의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다.오염물
질의 주 원인은 자동차,공장 등이 있으며,이러한 배출원에는 중금속,
PAHs,VOCs등의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이렇게 수많은 오염물질에
노출된 사람이 호흡할 경우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또한 입자 크기가 작은 미세 및 극미세입자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으며,호흡기 내 기관지는 물론이고 폐포에 많
은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그래서 입경이 작은 입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해답을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극미세입자의 경우 독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및
해석의 견해의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노출 연구에서 역시 수
농도와 질량 농도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Harrison등의 연구에 따르면 0.1㎛이하의 입자는 인체 내에 침투할 경우
0.1~2.5㎛ 범위의 입자에 비해 표면적이 102~103배 정도 넓으며,2.5~10㎛
범위의 입자에 비해서는 약 105배 정도 넓다라는 점을 결과로 극미세입자
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Harrisonetal.,2000).
극미세입자의 노출 연구는 미국 및 대만 등의 국외에서 많이 진행되어지
고 있다.현재 자동차로 부터 중금속 및 PAHs의 배출로 인한 미세입자 및
극미세입자의 노출 분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지고 있으며,그에
대한 확인을 위해 CMB(ChemicalMassBalance),PMF(PositiveMatrix
Factorization),PCA(PrincipalComponentAnalysis)등의 모델링 분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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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배출원 추적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차량 운행으로 번잡한 도로 및
터널에서 입자 크기에 따른 미세입자 및 극미세입자,중금속의 분포 및 차
량 대수의 차이로 인한 중금속 농도 분포를 나타낸 경우 중금속에 따라
Ultrafine,Fine및 Coarseparticle의 범위 중 주 분포가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차량의 영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Fangetal.,2005;
Loughetal.,2005).또한 계절의 영향으로 4계절의 미세입자 및 중금속의
평균 농도값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각각의 중금속에서 주 분포가 다른 것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계절에 따른 농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주말과
주중으로 구분한 교통량의 차이에 따른 중금속 농도 역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본 연구에서 Pb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주중에 비해 교통량이
적은 주말에 더 많은 농도의 값을 나타내었다.또한 주말의 2회 측정 중 1
회의 경우 연무 현상의 발령으로 인해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한다면 교통
량의 차이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Lough등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Pb의 경우 교통량이 적은 주말에 더 높은 농도가 나타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Loughetal.,2005).하지만 그에 대한 배출원 조사가 되
어지지 않아 어떠한 영향으로 농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
하게 밝혀지지 않았다.Lin등의 연구에 따르면 Coarseparticle의 경우 일
반 거리의 먼지로 부터의 원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며,Fineparticle의 경우
디젤,가솔린,브레이크 라이닝이 주 배출원이라고 말하고 있다(Linetal.,
2005).또한 Ultrafineparticle의 경우 디젤,가솔린,산업장의 영향을 주 배
출원으로 밝히고 있다.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배출원에 대한 추적 조사
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Fineparticle이하의 경우 자연발생원보다는 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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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배출원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극한 상황이지만 산불로 인해 대기가 건조해져 그에 따른 연무 현상에
대한 연구도 국외에서 진행되어져 왔다.또한 연무 현상은 봄철의 황사와
비슷한 맥락으로 주로 가을에 건조해진 대기로 인해 미세입자가 더욱 쉽게
날리게 되어 그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더욱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한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그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기상
청의 연무 현상의 발령을 기준으로 가을 중 측정한 미세입자와 중금속 농
도를 확인하였다.그 결과 입자 분포에서는 연무 현상이 발령된 시기가 더
욱 높은 농도를 나타내어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Cd을 제외
하고는 모든 중금속의 분포가 비 연무 현상 시에 비해 연무 현상이 발령
된 경우 더욱 높은 농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세입자 및 극미세입자의 호흡기 내 분포가 다른 것을 국내외
문헌을 통해 알 수 있었다.Jaques,구재학,Choi등의 연구를 통해 폐포
및 기관/기관지,인후두부 등에 입자 크기에 따라 침착되는 비율이 다른
것을 확인 하였으며(Jaquesetal.,2000;구재학 등,2003;Choietal.,
2007),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적용하여 노출평가 시 인체에 더욱 현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도를 통해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교통량의 차이 및 연무 현상의 유무
에 따른 미세입자 및 중금속의 농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금속 농
도와 침착 계수를 통해 얻은 위해도를 통해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입자가
상기도부에 비해 하기도부에 더욱 많이 침착되어 호흡기 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교통량의 차이에서
교통량이 적은 경우 더 높은 농도값을 나타낸 중금속과 입자 크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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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의 배출원 추적 조사 연구 등이 더욱 추가되어 정확한 결과의 도출
을 위해 추가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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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미세입자를 입경별(18㎛,10㎛,5.6㎛,3.2
㎛,1.8㎛,1.0㎛,0.56㎛,0.32㎛,0.18㎛,0.1㎛,0.056㎛)로 포집하였으며 Cr,
Ni,Pb,Cd의 중금속 농도를 통해 교통량의 차이와 연무 현상의 유무에
따른 농도 분포의 변화를 보았다.또한 중금속의 평균 농도를 통해 호흡기
내 노출 분포에 따른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한 연구 결
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대기 중 미세입자 및 극미세입자를 계절 및 교통량,연무 현상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Cr,Ni,Pb,Cd의 중금속을 분석하였다.그 결과 가
을에 비해 겨울의 중금속 농도가 높았으며,차량 대수가 많았던 주중의 경
우 주말에 비해 Pb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그리고
가을의 비 연무 현상 시에 비해 연무 현상이 발령된 경우 Cd을 제외하고
연무 현상 시에 더욱 높은 중금속 농도를 나타내었다.

둘째,미세입자를 입경별로 구분하여 호흡기 내 폐포,기관/기관지,인후
두부 중에 분포되는 비율을 산출한 결과,다른 입경별 구분에 비해 0.1
㎛~1.0㎛의 입자 범위의 경우에 폐포와 기관/기관지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폐포,기관/기관지,인후두부에 분포하는 입자 크기에 따른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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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수행한 결과,1.0㎛ 이하 범위 내 중금속이 기관/기관지,인후두부
의 상기도부에 비해 폐포의 하기도부에 더 큰 영향을 미쳐 호흡기계 질환
을 일으킬 수 있으며,1.0㎛ 이상 범위의 중금속은 하기도부에 비해 인후두
부와 같은 상기도부에 영향을 더욱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1.0㎛ 이하 내 분포한 입자의 경우 큰
입자에 비해 더욱 깊이 침착될 수 있으며 특히,폐포의 경우 작은 입자가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쳐 호흡기 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또한 좀 더 현
실적으로 분석된 위해성 평가를 통해 대부분의 중금속에서 증명되었듯이
0.1㎛-1.0㎛ 범위 내의 중금속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따라서 Fineparticle범위 입자 내 중금속에서 좀 더 영향을 미친
자동차 등의 인위적인 배출원의 저감 관리 대책과 연무 현상과 같은 기상
문제로 인한 노출의 감소를 위해 외출 자제의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
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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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EExxxpppooosssuuurrreeeaaannndddrrriiissskkkaaasssssseeessssssmmmeeennntttooofffsssiiizzzeee---rrreeelllaaattteeedddhhheeeaaavvvyyymmmeeetttaaalllsss
iiinnnpppaaarrrtttiiicccuuulllaaattteeemmmaaatttttteeerrr

Lee,GeonWoo
GraduateSchoolof
PublicHealthYonseiUniversity

Increasingindustrialactivities,urbanizationanduseofvehicleshave
contributedtotheincreasingvarietyandconcentrationofparticles.The
resultofincreasingfineparticlesiscurrentlycausingsignificantdamage
totheecosystem andhumanhealthevenatlow concentrations.Heavy
metalsfoundwithintheairarealsobeingconstantlyreleasedbyfossil
fuelcombustion and otheractivitiesthatrequirecombustion athigh
temperatures.Monitoring programs,typically for the vehicles and
industries, that detect anthropogenic sources of heavy metals
incorporated in fine particles are; thus; crucial at this stage.
Consequently,many studiesassessing therisk and exposureoffine
particlestohumanbodyandtheenvironmentarerapidlyprogressing.
Inthisstudy,varyingsizesofparticles(over18,18-10,10-5.6,5.6-3.2,
3.2-1.8,1.8-1.0,1.0-0.56,0.56-0.32,0.32-0.18,0.18-0.1,and0.1-0.056㎛)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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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collected usingMicroOrificeUniform DepositImpactor(MOUDI,
Model110,MSPcorporation).Thesamplewascollectedalongthestreet
ofSeverancehospitalin YonseiUniversity,located atShinchon-dong,
Seodaemun-gu in Seoul,Korea.Thesamplewastakenintotalof10
timesconsecutively during December,2007 to November,2008.The
distributionofheavymetalsineachparticlesizehasalsobeenanalyzed
by AAS(ModelHGA 900,Perkin Elmer,USA)fordifferentseasons,
traffic volume and haze condition.Furthermore,the distribution of
particle size within the respiratory system has been examined for
furtherriskassessmentofhumanhealth.
Fineparticlesofvarying sizedemonstrated higherconcentration in
wintercompared tofall.Consideringthetrafficvolume,particlesless
than 1.0㎛ revealed higherconcentration during theweeksofhigher
traffic conditions.Higher concentration of fine particles was also
apparentinthefallseason,whichthefrequenthazeconditionscause
respiratorysymptomscomparedtononhazeconditions.Intermsofthe
assessmentofheavy metals,significantdifferencehasbeen observed
betweenwinterandfall,inwhichtheconcentrationofCr,Ni,Pb,and
Cdwerehigherinwinter.Moreover,theconcentrationofheavymetals
washigherduringtheweekincomparisontotheweekend,exceptfor
Pb.WiththeexceptionofCd,thehazeconditionsdevelopedduringthe
fallseasonshowedhigherconcentrationofheavymetalscompared to
nonhaze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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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monitoring programs detecting various anthropogenic
sourcesoffineparticlesand thechangesinforecastarenecessaryat
thisstage.Accordingly,the risk assessmenthasbeen performed to
determinethedistributionofheavymetalsintherespiratorysystem and
thedispersalofassociatedparticlesize.Asaresult,boththeparticles
rangesfrom 0.1to1.0㎛ andtheparticleslessthan0.1㎛ werehighly
concentratedinthealveolarandtrachea-bronchiole.Withrespecttothe
particle size,the assessment ofrisk contribution on alveolar and
trachea-bronchiolewashigherforparticleslessthan0.1㎛.Incontrast,
theparticleslargerthan1.0㎛ werefoundtocausesignificantriskto
pharynxand larynx.Asaresult,itispredicted thesmallerparticles
willrevealhigherchanceofcausingrespiratorysymptomsthroughtheir
accumulationwithintheinnerregionoftherespiratorysystem.
From theseresults,theultrafineandthefineparticleslessthan1.0㎛
canbepredictedtocauseconsiderablehealthrisktothehumanbody,
especiallyinalveolarinwhichthefineparticleslessthan1.0㎛ actas
dominating risk. Consequently,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the
anthropogenicsourcesoffineparticlesgeneratedbyvehiclesshouldbe
controlledandhazearisingasaresultofweatherconditionsshouldbe
consideredbeforecarryingoutoutdooractivities.
���������������������������������������������������������������������������

Key word :fine particle,ultrafine partilce,heavy metal,exposure
assessment,depositionfraction,riskassessment


	차 례
	국문요약
	Ⅰ.서 론
	Ⅱ.연구내용 및 방법
	1.연구내용
	2.연구방법
	2.1.연구 대상 시료
	2.1.1.미세입자의 포집
	2.1.2.금속성분 농도 분석
	2.1.3.영향인자의 분석

	2.2.입자 크기에 따른 노출 분포
	2.3.위해성 평가
	2.3.1.위험성 확인
	2.3.2.노출 평가
	2.3.3.용량-반응 평가
	2.3.4.위해도 결정



	Ⅲ.연구 결과
	1.미세입자의 노출량 분석
	2.중금속의 노출량 분석
	2.1.계절에 따른 중금속 농도
	2.2.교통량 및 연무 현상에 따른 중금속 농도

	3.중금속의 노출 평가
	4.입자 크기에 따른 위해성 평가

	Ⅳ.고 찰
	Ⅴ.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