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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덧 2년 반이란 시간이 흘러 졸업을 앞두고 있다니.....................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과 환경공해연구소 생활을 병행하면서 사회에서 느끼기 힘

든 情과 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들이었고, 공학전공이었

던 제가 환경보건의 길로 들어선 지금까지 후회 없이 생활하고, 보람을 느

낄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신동천 교수님께 먼저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넉

넉한 미소로 대해 주신 정용 교수님, 가까이에서 항상 살펴주시고, 건강을 

염려해 주신 임 욱 선생님,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큰형님 같이 좋은 인연

으로 함께 해주신 김황룡 선생님,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

을 해주신 임종한 선생님, 바쁘신 중에도 웃는 모습으로 새벽까지 통계지

도를 해주신 강대룡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는 말 을 전하고 싶습니다. 

30년간 살아오면서 “사람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사람을 소중하

게 생각하면서, 2년 반 동안 함께 인연을 맺었던 환경공해연구소 식구들, 

먼저 같은 연남동에 살면서도 한번도 동네에서 마주치지 않았고, 연구소 

생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양지연 선생님, 넉넉한 마음으

로 항상 챙겨주시던 김예신 선생님, 말수는 적지만 양가 있는 몇 마디로 

고민을 해결해 주었던 황만식 선생님, 옆자리에서 작은 형 역할을 해준 형

석선배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같은 입장에서 항상 같이 해준 동기 새

침떼기 효진, 내숭쟁이 명현, 털복숭이 석재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학기 쉬고 같이 졸업하는 경숙에게도 함께 하여 즐거웠노라고 전하며, 동

갑내기이며 마음이 통해 잘 지내고 있는 준환씨, 학부 때부터 좋은 인연을 

같이 하고 있는 듬직한 문기, 같은 부산갈매기이고 옆자리에서 부족한 날 

항상 챙겨주고 있는 종훈이, 나의 채찍(?)에도 굴하지 않고 굿굿하게 혀∼

엉 하면서 잘 따라주고 있는 혁표, 술마시면 귀여워지는 용진, 화성人 화

성, 속 깊은 시골처녀 수, 못 말리는 길, 우순, 윤숙 누님에게도 고맙다



는 말을 전하며, 여진, 지혜에게도 같은 마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함께 하 기에 더욱 고마운 죽마고우인 훈, 태용, 민극, 찬동 또 

다른 친구 및 선후배인 재훈형, 혁진형, 동네 골목길에서 새우깡에 소주한

잔 하며 청춘을 부르짖었던 한용, 정삼, 상웅 재형, 태운 재수시절부터 지

금까지 좋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양현이형, 민수형, 필성, 도일 어려웠던 

군대시절을 함께 한 진오, 태진, 완식, 정혁 굶주림을 함께 한 대학동기 및 

선후배 경훈형, 진만형, 강현, 철승, 유식, 광환, 현민, 승식, 형준, 정민에게

도 우리들은 아름다운 시절의 한 부분을 함께 하여 즐거웠노라고 그리고 

원히 이들과 함께 가겠노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소중한 가족들.......... 원한 내림사랑으로 힘들게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께 이 작은 결실과 함께 원한 충성을 맹세하며, 철없는 오

빠를 항상 신뢰해준 하나뿐인 여동생 현미, 우리 집에서의 중재자이자 살

림꾼인 처제 지해, 그리고 부족한 사위를 자식같이 항상 반갑게 반겨주시

는 장인, 장모님께도 같은 마음을 전해드리며, 2000년 어느 날, 분위기 좋

은 카페에서 “ 고마, 2년만 고생해라 그라믄 나머지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 라는 사탕발림에 속아 결혼하여, 2년이 10년이 될지도 모르는 지금의 상

황에도 나를 편안하게 해주며, 잘 따라준 사랑하는 아내 승희에게 마음 깊

이 감사하다고 전합니다. 

지금 무대에서는 한 막의 끝을 알리는 서막이 내려오지만, 그 서막은 시작

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걷히겠지.................. .

                                                               

                                                     2002년 7월 

                                                     김호현 사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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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환경중의 카드뮴(Cd) 노출은 인체 내에서의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유독성의 물질이며, 직업상의 노출이 없는 인구집단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카드뮴의 인체 노출은 비흡

연자의 경우 음용수와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농작물과 같은 음식류가 주요 

원인이며, 흡연이 카드뮴의 노출을 가중시킨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도

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혈중 카드뮴의 농도 분포를 파악하고, 간 및 신장기

능변수에 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들과의 상관성연구로 연구대상자들의  간 

및 신장기능의 향 요인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자의 임상검사 및 혈중 카드뮴분석을 위한 채혈은 2001년 2월/8월

에 걸쳐 실시하 으며, 시료들은 2001년 5월/10월 각각 분석을 실시하 다. 

136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및 채혈하 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성

별, 연령, 흡연유무 및 일일 흡연량 등의 기본조사를 실시하 고, 식습관에 

관한 설문도 함께 실시하 다. 혈중 카드뮴의 정량분석은 흑연로 원자흡수

분광광도계(graphite furnac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 GF-AAS, 

Varian GTA-96, Australia)에 자동시료주입기를(auto-sampler)를 장착하여 

사용하 다. 자료의 통계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logistic regression) 및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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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카드뮴의 분포는 전체 평균 1.43㎍/ℓ(불검출 ∼ 17.24㎍/ℓ)이었고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를 보 다. WHO(2001)에서 제시한 

혈중 카드뮴 권고치인 5㎍/ℓ를 초과하는 대상자수는 38명(26.8%), 5㎍/ℓ

이하범위내의 대상자수는 88명(61.9%)이며, 검출한계이하인 대상자수는 16

명(11.3%)의 분포를 나타냈다.

혈중 카드뮴 농도분류별(B-cd〈2.5, 2.5≤B-cd〈5, 5≤B-cd〈10, 10≤

B-cd)로 각 기능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간기능 변수 중 T-protein과 GOT 

항목이 혈중 카드뮴농도가 높은 그룹에 비례해서 두 변수들의 수치도 유의

성 있게 상승함을 관찰할 수 있었고, Albumin, GPT, γ-GTP의 수치도 혈

중 카드뮴농도가 높은 그룹에 비례해서 상승함을 보 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으며, T.bilirubin과 ALP의 변수들은 역상관 관계를 나타냈

다. 신장기능의 변수인 BUN과 Creatinine의 두 항목도 혈중 카드뮴농도가 

높은 그룹에 비례해서 상승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간 및 신장기능변수들에 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들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수행한 결과 T-Protein은 혈중 카드뮴, Albumin은 연령, GOT는 혈중 

카드뮴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PT의 경우 혈중 카

드뮴, 성별, 생선류, 흡연습관, γ-GTP는 혈중 카드뮴, 성별, 흡연습관, 

ALP는 성별, 혈중 카드뮴이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카드뮴에 의한 간 및 신장기능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을 

수는 없었고, 환경 중 카드뮴의 노출변수들에 의한 간접적인 향으로, 식

습관 중 간기능의 검사항목별 그룹에서는 두 그룹 모두 생선류를 주로 섭

취하는 경우에 간질환에 걸릴 확률이 각각 3, 2.5배로 나타나 식습관 중 생

선류에 의한 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기능에

서는 흡연그룹이 비흡연그룹에 비해 신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3배정도 높은 



- iii -

것으로 나타났고, 간기능 검사별 그룹에서 흡연에 의한 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혈중 카드뮴과 흡연의 교호작용(interaction)을 본 변수에서는 두 

그룹 모두 혈중 카드뮴이 WHO-일반인 권고치 5㎍/ℓ를 초과하지 않고, 

흡연을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그렇지 않은 그룹이 간질환에 걸릴 확률이 

각각 12,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혈중 카드뮴 및 흡연의 각각의 

변수에서는 간기능에 큰 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혈중 카드뮴과 흡연의 

교호작용에 의해 간기능에 미치는 향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카드뮴의 반감기는 10-30년으로 직접적인 카드뮴 노출에 의한 건강 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그 과정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일반인의 혈중 카드뮴 농도 분포 조사의 한 과정이

며, 총 연구대상자 중 일반인 권고치를 초과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노출에 

기여하는 향 요인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핵심어 : 혈중 카드뮴, 간 및 신장 기능, 환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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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카드뮴(Cd)과 납(Pb)은 저농도로 환경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Lopez-Artiguez 등, 1993), 많은 산업화된 도시에 잠행성의 환경오염물이

다(Buchet 등, 1983). 특히 환경중의 카드뮴(Cd) 노출은 인체 내에서의 반

감기가 길기 때문에 특별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잘 알려진 유독성의 

물질이며(Buchet 등, 1983; Muller 와 Anke, 1994; Ikeda 등, 1989, 1995), 

장기간의 직업상의 노출과 환경노출에 기인하는 독성의 향도 최근 연구

되어지고 있다(Jarup 등, 1998). 1829년에 금속 카드뮴의 생산이 처음 보고

된 이래 카드뮴은 부식성에 대한 내성과 낮은 융점 등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됨으로 그 사용량이 증가

되었다(Page 등, 1986). 그러나 카드뮴의 독성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늦은 

편이어서, 1932년 Prodan이 처음으로 인체에 미치는 향을 기술하 고, 

그 후 Friberg(1950)가 카드뮴 취급 근로자에게 폐기종과 신기능장애를 보

고한 이래 비로소 카드뮴의 독성학적인 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Mason 

등, 1964; Itokawa 등, 1973; Goering 등, 1995). 

카드뮴의 주요 발생원으로는 화산활동 등의 자연적인 발생원으로부터 

철강산업 및 산업용 기계 부품재료로 사용되며, 아연 제련시 부산물로 카

드뮴이 생성되며, 알카리 배터리, 구리와 같은 다른 금속의 합금에 이용됨

으로써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도 한다. 유럽의 경우 주요 발생원으로 철강

산업,  소각로, 화산활동, 아연 생산 등의 의한 카드뮴노출을 주 오염원으

로 여기고 있으며, 쓰레기 발생률이 많아짐에 따라 소각장의 운 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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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각시 카드뮴오염이 점점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직업상의 노출이 없

는 인구집단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카드뮴의 

인체 노출은 비흡연자의 경우 음용수와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농작물과 같

은 음식류가 주요 원인이며(Lopez-Artiguez 등, 1993), 흡연이 카드뮴의 노

출을 가중시킨다(Watanabe 등, 1983, 1985a, b; Buchet 등, 1983; Lee 등, 

1986; Cikrt 등, 1992). 

 수치상의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유럽과 미국에서는 많은 식료품에 카

드뮴이 함유 되어 있으며 일일평균 10-30㎍을 섭취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WHO, 1987; Herber 등, 1997). 미국에서의 최근 연구에는 파스타

(pasta), 곡물(cereal), 양상치(lettuce), 구운 감자(baked potatoes)등이 카드

뮴의 섭취의 50%를 차지한다는 연구보고도 있으며(Ryan 등, 2001), 흡연으

로 인해 1-2㎍(한 개피 당)의 카드뮴을 섭취하고 대략, 10%는 호흡에 의

해, 5%는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Elinder 등, 1983; Friberg 등, 

1986), 대기 질에 의한 환경노출도 카드뮴노출의 한 원인으로 간과하지 않

고 있으며(WHO, 1987; Vahter 등, 1991), 산업화된 도시에서의 직업적인 

노출이 없는 인구집단에서는 연령에 비례해서 카드뮴이 인체내 축적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Grandjean, 1998). 

신장기능장애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카드뮴의 발암성에 대하여 category 2A에서  category 1로 격상시켰고

(IARC, 1993), 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1994)에서는 카드뮴에 대한 BEI(biological exposure index)를 

혈중 카드뮴농도 5㎍/ℓ, 요중 카드뮴 배설량 5㎍/g creatinine로 권장하여, 

카드뮴에 대한 허용 한계치를 강화하는 추세로서 여러 경로를 통해 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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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와 흡수된 카드뮴의 건강장해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카드뮴

노출에 의한 건강 악 향인 신장기능장애, 폐질환, 칼슘신진대사작용 등은 

가장 두드러진 향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Jin 등, 1998), 미량의 카드뮴에 

장기간 폭로시에는 만성적인 장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체내에 흡수

된 카드뮴이 초기에는 간장에 침착되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장에 침

착된 카드뮴이 혈액을 통해 신장으로 이동하여 마침내 신장조직에 축적된

다.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내 카드뮴 축적량이 증가되어 임계농도

(약 200㎎/㎏)에 도달하면 신장기능의 선택적인 손상으로 재흡수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여러 종류의 단백뇨, 효소뇨, 당뇨 및 이온뇨 

등이 초래된다(Grandjean, 1998)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

부 도시생활자들을 대상으로 혈액내 카드뮴 농도 및 간 및 신기능저하를 

반 하는 T.Protein, Albumin, γ-GPT, BUN, Creatinine 등의 조사를 통

하여 간 및 신장기능과 혈중 카드뮴과의 상관성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혈중 카드뮴의 농도 분포를 

조사한다.

둘째,  혈중 카드뮴의 농도분류에 따라서 간 및 신장 기능 변수들을 조

사하여 혈중 카드뮴과 각 기능변수들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셋째,  간 및 신장기능변수에 향을 미칠수 있는 환경요인들과의 관련

성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대상자들의  간 및 신장기능에 기여하는 향 요

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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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에서는 일부 도시생활자들의 혈중 카드뮴 농도와 간 및 신장기

능의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고, 더불어 혈중 카드뮴 농도분류에 따른 

각종 변수들의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며, 또한 혈중 카드뮴 축적의 다양한 

경로를 설문 및 평가자료를 통해 일반인의 간 및 신장기능과 관련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전체적인 연구의 틀은 그림 1 과 같다.

   

Distribution of
cadmium
in blood
of adult

at urban area
multiple

and
logistic

regression
Liver or Kidney

Function
of adult

at urban area

Cd-B,
Age,

Smoke,
Diet,
Sex

questionnaire

Subjects Envirmental factors Relationship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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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조사대상 및 내용

연구대상자의 임상검사 및 중금속분석을 위한 채혈은 2001년 2월/8월에 

걸쳐 실시하 으며, 시료들은 2001년 5월/10월 각각 분석 실시하 다. 142

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및 채혈하 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성별, 

연령, 흡연유무 및 일일 흡연량 등의 기본조사를 실시하 으며, 식습관에 

관한 설문도 함께 실시하 다.

나. 혈중 카드뮴 

1) 시료채취 및 전처리

혈액의 응고방지를 위해 EDTA로 처리된 3㎖ 진공채혈관(vacutainer, 

Beckton & Dicktion, U.S)을 사용하여 정맥혈을 직접 채혈한 후 드라이 아

이스(dry ice)에 저장하여 이송된 것을 -70
o
C에서 보관하 다. 분석 전 혈

액시료를 상온에서 서서히 녹인 다음, 진공채혈관(Vacutainer tube)을 충분

히 흔들어 혈액과 EDTA가 잘 섞이도록 한 후, 이 중에서 0.2㎖을 취하여 

triton X-100 용액으로 희석하여, 시료 혼합기를 이용하여 수초간 혼합한 

후, 자동시료주입기(Auto-sampler)에 장착하여 분석한다. 분석효율을 높이

기 위해 혈액시료 0.25㎖에 1% triton-x 0.5㎖, 10% 암모니아 질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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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monium nitrate) 0.1㎖, 탈이온수 0.9㎖와 20% TCA 0.75㎖를  순서대

로 넣고 충분히 혼합한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5000rpm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을 취하여 분석실시 하 다.

2) 정량분석

2-1) 기기 및 재료

혈중 카드뮴의 정량분석은 흑연로 원자흡수분광광도계(graphite furnac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 GF-AAS, Varian GTA-96, Australia)에 

자동시료주입기를(auto-sampler)를 장착하여 사용하 다.

표준원액은 1000ppm(1000mg/L)의 농도를 해당 원소의 표준저장용액을 

시료의 농도와 거의 유사하게 희석하여 사용하 으며, 시약조제시 사용된 

탈이온수(deionized water)는 순수제조장치(Milipore, Miliford, M.A, US)를 

이용하여 18.3MΩ/cm로 만들어 사용하 다.  모든 실험은 2회 반복 측정

하되, 반복측정값의 변이(C.V.)가 5%를 초과할 경우 4회 반복 측정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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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석조건

분석시의 조건은 222.8nm의 분석선에서 분석하 으며, slit 넓이는 

0.5nm이었다. 시료를 85℃에서 5초간 건조시키고 95∼300℃까지 다단계로 

온도를 상승시키며 회화시켰으며, 1900℃에서 2초간 원자화시켰다. 퍼지가

스(purge gas)로는 아르곤(Argon : 99.999%)을 사용하 다. 시료 주입량은 

20㎕이었으며, 2회 반복 측정하도록 하 다. 카드뮴(Cd)의 고온전기로 온도

프로그램(furnace program)의 건조(dry), 회화(ash), 원자화(atomize)조건을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본 연구에서의 혈중 카드뮴 분석 적정 조건

내용 시간(sec) 조건

      램프파장(nm) - 228.8

      Slit 넓이(nm) - 0.5

      건조온도(℃) 55 85∼140

      회화온도(℃) 8 300

      원자화온도(℃) 2.8 1900

      주입량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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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검량선 작성 

본 연구에서는 혈중 카드뮴 농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20대 초반의 

비흡연 여성 혈액을 바탕혈액시료로 사용하 다. 혈중 카드뮴의 검량선을 

작성하기 위해 바탕혈액시료 0.2㎖에 표준용액 0.2㎖(바탕시험용액의 경우 

탈이온수 0.2㎖)를 가한 후, 희석용액으로 전체 용량이 2㎖이 되게 하여 시

료와 동일한 조건에서 분석하 다. 표준시료용액의 농도는 4가지 수준으로 

조제하여 앞서 기술한 분석조건 및 기기조건으로 분석하 다. 시료와 동일

한 조건에서 분석하 으며, 실제 시료의 정량에 사용된 검량선은 다음과 

같다(그림 2).

                                      

y  = 0 .4168x  + 0 .0518

R 2 = 0 .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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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혈중 카드뮴의 검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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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상검사

연구 대상자들의 기초 임상검사를 위해 비만도, 혈압, 간기능 검사, 신

기능 검사, 기왕증․자각 증상등 문진에 의한 건강 진단을 실시하 으며, 

총 대상인원은 142명이나 6명의 소변 및 혈액의 누락으로 총 136명의 임상

결과만이 도출되었다.

1) 간기능 검사

 간기능 검사는  총단백질 등 지방의 향을 받는 항목도 있으므로 아

침 일찍 공복시에 채혈을 하 다. 채혈한 혈액이 용혈 되면 수치가 상승되

는 항목도 있으니 주의하고, 근육주사나 격렬한 운동 후에 상승되는 경우

에 대비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채혈했다. 6㎖를 채혈하여 분석은 항목별 전

처리 후 임상병리분석기기인 Hitachi 747로 분석 처리하 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간기능 검사항목은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간기능 검사항목

검사 항목 검사 목적 질병의 종류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빌리루빈, LDH

간세포의 파괴 및 사멸의 

유무와 정도

간염, 간괴사

단백질 및 분획 간활동의 저하 유무와 정도 간기능 장해

γ- 로블린 만성화와 간경변의 유무와 정도 간경변증

빌리루빈, 감마지피티

알카린포스파타제, 

담관과 담도계의 장해 유무 담즙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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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능 검사 

   단백이 몸속에서 분해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의 하나가 요소이

다. 요소는 모두 신장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의 배설기능이 저하되면 

혈액중에 고이게 되어 혈액중의 요소를 측정함으로서 신장의 배설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혈액 중 요소평가는 요소의 함류 원소인 질소 농도를 측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 크레아티닌은 근육내의 크레아틴으로부터 생겨

나는 최종산물이다. 하루의 생산량은 개인의 근육내의 량에 비례하며, 정상

상태에서는 그 생산량이 배설량에 일치한다. 신기능 검사는 수분 섭취량이 

적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난 후, 외상, 소화관출혈, 발열이 있으면 요소

질소는 약간 상승하고 단백질의 과잉섭취를 계속해도 요소질소는 약간 상

승할 수 있으니 검사전 2-3일전에 과격한 운동, 단백질의 과잉 섭취를 제

한하도록 하고, 아침 공복시 채혈하 다. 분석은 항목별 전처리 후 임상병

리분석기기인 Hitachi 747로 분석처리하 다.  

3) 소변 검사

  본 연구에서는 소변 검사를 위해 연구 대상자들의 소변 30∼50cc정도

를 채취하 다. 소변 채취시 생리에 의한 방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을 선별하 다. 소변단백 검사의 측정은 시험지법(소변 스틱법)을 

이용하여 색조의 변화로 판정하지만, 판정자의 주관이 들어가기 쉽기 때문

에 검사 직전의 운동유무, 발열유무를 확인하 고, 단백뇨가 (+) 이상이면 

소변의 단백의 양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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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계적 검증

분석된 혈중 카드뮴 농도와 혈청에서 분석한 생화학 변수의 수치는 기

하평균(geometric means : GM), 기하표준편차(geometric standard 

deviations : GSD)로 나타내었으며,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하

다. 개인특성 및 혈중 중금속과 간기능 및 신장기능의 분포는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하 고, 혈중 카드뮴과 각 변수〔serum 

biochemistry(e.g., ehzyme activity) parameters :  Ikeda 등. 1997〕들과의 

관련성분석은 로지스틱(logistic regression) 및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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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혈중 카드뮴 분석의 정확도

가. 표준참고물질(Standard Reference Materials)의 분석

이 연구에서 확립된 분석조건 및 기기 조건의 타당성(validity)을 검증하

기 위하여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 Technology)에서 

만들어진 혈액 표준 참고 물질 955a-1, 955a-2(Standard Reference 

Materials ; 이하 SRM)를 분석하 다. 분석에 사용된 혈액 SRM의 납(Pb) 

농도는 50.0±0.9㎍/ℓ와 135.3±1.3㎍/ℓ 다. 구입 후 사용할 때까지는 시

료와 동일하게 -70℃에서 보관하 고, 분석하기 전 실온(22℃)에서 서서히 

녹여서 사용하 다. 이후 전처리과정이나 분석조건 및 기기조건은 시료와 

동일한 상태에서 분석을 실시하 다. 표준 참고 물질의 분석결과를 표 3에 

제시하 으며, 양호한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3. 혈액 표준 참고 물질(Standard Reference Materials)을 이용한 

         QA/QC 결과

SRM NO
표시 농도

(㎍/ℓ)

분석 결과

(㎍/ℓ)

회수율

(%)

955a-1 50.1±0.9 43.3 86

955a-2 135.3±1.3 117.9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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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출한계(detection limit)

   혈중 카드뮴(Cd-B)의 검출한계는 검량선을 이용하여 산출하 으며, 

Cd-B의 검출한계는 0.5㎍/ℓ 를 나타내었다.

2. 혈중 카드뮴 농도 조사

가. 혈중 카드뮴 농도 평가

총 144명 연구대상자의 혈중 중금속 농도 중 개인 특성 및 통제하지 못

한 미지 변수에 의해 특이하게 높은 농도값을 나타내는 연구대상자들은 통

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어하 다. 연구 대상자들을 연령별과 흡연 유무

에 따라 2그룹으로 분류한 뒤, 각 그룹별 농도의 95% 상한 신뢰한계를 벗

어나는 최대 극한치(extreme value)를 구분하여 본 연구 대상자들을 평가

하기 위한 자료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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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중 카드뮴 농도 분포

최대 극한치를 제외한 연구대상자들의 혈중 카드뮴 농도를 표 4에 나타

내었다. 혈중 카드뮴의 농도분포는 전체 평균 1.43㎍/ℓ(불검출 ∼17.24㎍/

ℓ)이며, log-normal 분포를 나타냈다(그림 3). WHO(2001)에서 제시한 혈

중 카드뮴 권고치는 5㎍/ℓ이며, 총 136명의 혈중 카드뮴 농도 분포 중 

WHO 권고치를 초과하는 연구대상자는 38명(26.8%), 5㎍/ℓ이하범위내의 

대상자수는 88명(61.9%)이며, 검출한계이하인 대상자수는 16명(11.3%)의 

분포를 나타냈다.

 표 4. 연구 대상자들의 혈중 카드뮴 농도           (단위 : ㎍/ℓ)

농도
전체인원

(n=142)

WHO 노출 수준2)

일반인

혈중카드뮴
1) GM±GSD

(Min∼Max)

1.43±6.68

(ND∼17.24)
5

    1) 혈중 카드뮴 검출한계 : 0.05㎍/ℓ

    2) WHO-Environmental Health criteria(2001)

   GM : geometric means    GSD : geometric standard deviations 

   ND : Not detected

                               

연구대상자 전체 Cd농도(u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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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연구 대상자들의 혈중 카드뮴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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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연 유무에 따른 혈중 카드뮴 농도 분포

연구 대상자들의 혈중 카드뮴 농도를 흡연 유무에 따라 비교해 본 결

과, 혈중 카드뮴은 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

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표 5, 그림 4). 

표 5. 연구대상자의 흡연유무에 따른 혈중 카드뮴 농도   (단위: ㎍/ℓ)  

 

농도
전체

(n=144)

흡연자

(n=32)

비흡연자

(n=106)
p-value

혈중

카드뮴
1)

Mean

(Min∼Max)

1.43

(ND∼17.24)

1.57

(ND∼16.56)

1.41

(ND∼17.24)
> 0.05

 1) 혈중 카드뮴 검출한계 : 0.05㎍/ℓ

 ND : Not Detected

             

전체 흡연자 비흡연자
0

5

10

15

20
혈중 카드뮴 농도 (ug/l)

WHO

         그림 4. 흡연유무에 따른 혈중 카드뮴 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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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흡연자의 성별에 따른 혈중 카드뮴 농도 분포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에 의한 향을 평가하기 위해 비흡연자들을 대상

으로 남녀별 혈중 카드뮴 농도를 평가하 다(표 6, 그림 5). 혈중 카드뮴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연구 대상자의 비흡연자 

중 남성이 33%로 여성보다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혈중 카드뮴 농도 차이에는 뚜렷한 경향을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비흡연자 중 성별에 따른 혈중 카드뮴 농도   (단위 : ㎍/ℓ)      

 

중금속 농도
비흡연자

(n=106)

남성

(n=35)

여성

(n=71)
p-value

혈중

카드뮴1)

Mean

(Min∼Max)

1.40

(ND∼17.24)

1.01

(ND∼15.40)

1.66

(ND∼17.24)
> 0.05

 1) 혈중 카드뮴 검출한계 : 0.05㎍/ℓ

 ND : Not Detected

비흡연자 남자 여자
0

5

10

15

20
혈중 카드뮴 농도 (ug/l)

WHO

      그림 5. 비흡연자 중 성별에 따른 혈중 카드뮴 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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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령과 혈중 카드뮴과의 상관성 평가

연구 대상자들을 흡연 및 비흡연자로 분류하여 연령과 혈중 카드뮴과  

농도와의 상관성을 평가한 결과, 연령과 혈중 카드뮴 농도간에 유의한 상

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6). 측정 대상자들의 불검출된 경우가 있는 

관계로 연령에 따른 농도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Cd_S : y = -0.0088x + 4.4812

R2 = 0.0008
Cd_NS : y = 0.0103x + 3.4526

R2 = 0.0008
0

4

8

12

16

20

0 20 40 60 80
연령  (세)

전체 연구 대상자

혈
중

 카
드

뮴
 농

도
(u

g
/l
) Cd_S

Cd_NS
선형 (Cd_S)
선형 (Cd_NS)

      그림 6. 연구대상자의 연령과 혈중 카드뮴과의 상관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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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 및 신장기능 검사 결과

가. 문진 및 기초 임상 검사 평가에 따른 유소견자 현황

전체 조사대상자들을 혈중 카드뮴 농도를 분류하여 간 및 신장질환주의

자들의 분포를 간질환주의자, 신장질환주의자, 간 및 신장질환주의자로 나

누어 남성과 여성 각각 연령대별 분포를 표 8에 제시하 다. WHO(2001)

에서 제시한 혈중 카드뮴 일반인의 권고치 5㎍/ℓ를 초과한 조사대상자 35

명 중 간질환주의자의 경우 9명(남성 8명, 여성 1명), 신장질환주의자는 여

성 3명, 두 질환모두 이상소견을 보인 조사대상자가 2명(남성 1명, 여성 1

명)의 분포를 보 으며, 기준치 이내자(0.01≤B-cd〈0.5)85명 중 간질환주

의자는 17명(남성 12명, 여성 5명), 신장질환주의자는 여성 11명, 기준치 이

내자 중 간 및 신장기능 모두 이상소견을 보인 연구대상자가 4명(남성 3

명, 여성 1명)으로 나타났으며, 검출한계이하인 그룹중 간질환주의자는 5명

(남성 3명, 여성 2명), 신장질환주의자는 여성 1명, 두 질환모두 이상소견을 

보인 조사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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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혈중 카드뮴 농도분류별 간 및 신장질환주의자 분포  (단위 : ㎍/ℓ)  

혈중 카드뮴

농도 그룹
 각 기능 성별

연령(년)

20-39 40-59 60이상

0.5≤B-cd

(35)1)

  간질환(9)
2)

 남성    6    1    1

 여성    1    -    -

  신장질환(3)
2)

 남성    -    -    -

 여성    2    1    -

 간 및 신장질환(2)
2)

 남성    -    1    -

 여성    -    -    1

0.01≤B-cd〈0.5

(85)
1)

  간질환(17)
2)

 남성    6    6    -

 여성    3    2    -

  신장질환(11)2)
 남성    -    -    -

 여성    3    7    1

 간 및 신장질환(4)2)
 남성    1    1    1

 여성    1    -    -

B-cd〈0.01

(16)
1)

  간질환(5)2)
 남성    1    2    -

 여성    -    2    -

  신장질환 (1)
2)

 남성    -    -    -

 여성    -    1    -

 간 및 신장질환(-)
2)

 남성    -    -    -

 여성    -    -    -

  

 1) 농도범위내의 인원 수  

 2) 간 및 신장질환 이상 소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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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 및 신장질환에 따른 혈중 카드뮴 농도 비교

 1) 질환유무에 따른 혈중 카드뮴 농도 비교

조사대상자들을 간 및 신장질환이상 그룹과 질환이상소견이 없는 그룹

간의 혈중 카드뮴 농도의 차이를 표 9에 제시하 다. 남성의 경우 이상소

견을 보인 그룹이 정상그룹에 비해 혈중 카드뮴 농도가 유의하게(p〈0.05)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는 정상그룹이 이상소견을  보인 그룹(인원 수=25)보

다 높은 혈중 카드뮴 농도를 나타냈다. 총 조사대상자의 혈중 카드뮴농도

는 정상그룹이 1.68 ㎍/ℓ, 이상소견을 보인 그룹이 1.38 ㎍/ℓ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간 및 신장질환 그룹과 정상그룹간의 혈중 카드뮴 농도비교      

                                                     (단위 : ㎍/ℓ)  

  

성별
정상그룹 간 및 신장질환그룹

p-value
인원 수 GM GSD 인원 수 GM GSD

남성 37 1.15 5.52 27 1.35 8.97 〈0.05*

여성 47 2.27 5.63 25 1.31 6.16 N.S

전체 84 1.68 5.71 52 1.33 7.41 N.S

 GM : geometric means  GSD : geometric standard deviations

 N.S :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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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의한 연령대별 혈중 카드뮴 농도 비교

조사 대상자의 성별에 의한 혈중 카드뮴 농도를 비교하기 위해 질환유

무 및 성별로 나누어 혈중 카드뮴 농도를 살펴보았다(표 10). 남성의 경우 

20-39세 연령 대에서는 간 및 신장질환그룹이 2.08㎍/ℓ, 정상그룹이 1.80

㎍/ℓ으로 간 및 신장질환그룹이 정상그룹보다 높은 농도수준을 보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40-59세 연령 대에서도 간 및 신장질환

그룹이 정상그룹보다 다소 높은 농도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20-39세 연령 대에서도 간 및 신장

질환주의 그룹이 2.85 ㎍/ℓ, 정상그룹이 2.31 ㎍/ℓ로 간 및 신장질환그룹

이 다소 높은 농도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반대로 연구대상인구분포가 가장 많은 40-59세의 정상그룹이 간 및 신장

질환그룹보다 혈중 카드뮴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표 10. 연령별 혈중 카드뮴 농도                    (단위 : ㎍/ℓ)

 연령
정상그룹 간 및 신장질환그룹

p-value
 인원 수 GM GSD 인원 수 GM   GSD

남성

 20-39  19 1.80 5.46 14  2.08   6.80 N.S

 40-59  11 0.52 7.23 11 0.59  11.90 N.S

 60이상 7 1.20 2.05 2 6.16   3.22 -

여성

 20-39  17 2.31 6.37 10 2.85   3.09 N.S

 40-59  27 2.13 5.66 13 0.62   7.47 N.S

 60이상 3 3.70 3.82 2 3.54   7.39 -

 GM : geometric means   GSD : geometric standard deviations 

 N.S :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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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흡연여부에 따른 질환유무별 혈중 카드뮴 농도

질환유무에 따른 혈중 카드뮴 농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흡연유무 및 

성별에 따라 분류하여 표 11에 나타내었다. 정상그룹의 남성흡연자의 혈중 

카드뮴 농도는 1.49 ㎍/ℓ이며, 남성비흡연자는 0.94 ㎍/ℓ로 흡연자들이 비

흡연자들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정

상그룹의 여성들은 비흡연자가 대다수이므로 평가에서 제외하 다. 간 및 

신장질환그룹의 경우 남성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

나, 정상그룹과 동일하게 유의성 있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흡연여부에 

따른 질환유무별 혈중 카드뮴 농도비교 결과는 흡연자의 경우 간 및 신장

질환그룹이 간 및 정상그룹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고, 비흡연자의 경우에

도 간 및 신장질환그룹이 높은 분포를 보 다. 두 결과 모두 통계적 유의

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 질환에 따른 흡연유무별 혈중 카드뮴 농도비교  (단위 : ㎍/ℓ)

구분 성별
흡연자 비흡연자

p-value
인원 수 GM GSD 인원 수 GM GSD

정상그룹
남성 16 1.49 5.92 21 0.94 5.31 N.S

여성 1 11.02 - 46 2.19 5.65 -

간 및 신장

질환그룹

남성 15 1.51 7.70 12 1.24 10.80 N.S

여성 - 25 1.31 6.16 -

 GM : geometric means    GSD : geometric standard deviations 

 N.S :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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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혈중 카드뮴 농도 분류별 간 및 신장 기능 지표들의 평가

혈중 카드뮴 농도차이에 따른 간 및 신장 기능 지표들의 수치범위를 파

악하기 위해  WHO(2001)에서 제시한 혈중 카드뮴 일반인의 권고치 5㎍/

ℓ를 기준으로 하여 5㎍/ℓ이상 10㎍/ℓ이하(5≤B-cd〈10), 10㎍/ℓ이상(10

≤B-cd), 5㎍/ℓ이하 2.5㎍/ℓ이상(2.5≤B-cd〈5), 마지막으로 0.25㎍/ℓ이

하(B-cd〈2.,5)의 네가지 범위로 분류하여 평가하 다(표 12).

먼저 간 기능 지표들의 혈중 카드뮴 농도분류별 수치들을 살펴보면, 

T-protein의 경우 10㎍/ℓ이상(10≤B-cd, n=18)그룹은 7.58±1.04, 5㎍/

ℓ이상 10㎍/ℓ이하(5≤B-cd〈10, n=17)그룹은 7.40±1.04, 5㎍/ℓ이하 2.5

㎍/ℓ이상(2.5≤B-cd〈5, n=33)그룹은 7.28±1.06, 0.25㎍/ℓ이하(B-cd〈2.,5, 

n=52)그룹은 7.24±1.07로 유의한(p〈0.05)차이를 보 으며, 각 농도분류별  

T-protein의 수치는 Normal range(5.8∼8.1 g/㎗)를 벗어나는 그룹은 없었

다. 

Albumin은 10㎍/ℓ이상(10≤B-cd, n=18)그룹은 4.64±1.06, 5㎍/ℓ이상 

10㎍/ℓ이하(5≤B-cd〈10, n=17)그룹은 4.60±1.04, 5㎍/ℓ이하 2.5㎍/ℓ이

상(2.5≤B-cd〈5, n=33)그룹은 4.59±1.10, 0.25㎍/ℓ이하(B-cd〈2.,5, n=52)

그룹은 4.49±1.08로 혈중 카드뮴이 높은 농도그룹이 Albumin의 수치가 높

은 경향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각 농도분류

별  Albumin의 수치는 Normal range(3.1∼5.2 g/㎗)를 벗어나는 그룹은 없

었으며, GOT의 경우 10㎍/ℓ이상(10≤B-cd, n=18)그룹은 30.12±1.99, 5㎍/

ℓ이상 10㎍/ℓ이하(5≤B-cd〈10, n=17)그룹은 22.56±1.56, 5㎍/ℓ이하 2.5

㎍/ℓ이상(2.5≤B-cd〈5, n=33)그룹은 23.98±1.48, 0.25㎍/ℓ이하(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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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n=52)그룹은 22.26±1.54로 유의한(p〈0.05)차이를 보 으며, 각 농도

분류별 GOT의 수치는 Normal range(7∼38 Ｕ/L)를 벗어나는 그룹은 없었

다. 

GPT의 경우 10㎍/ℓ이상(10≤B-cd, n=18)그룹은 30.60±1.68, 5㎍/ℓ이

상 10㎍/ℓ이하(5≤B-cd〈10, n=17)그룹은 26.42±1.65, 5㎍/ℓ이하 2.5㎍/

ℓ이상(2.5≤B-cd〈5, n=33)그룹은 24.46±1.62, 0.25㎍/ℓ이하(B-cd〈2.,5, 

n=52)그룹은 23.46±1.73로 혈중 카드뮴이 높은 농도그룹이 GPT의 수치가 

높은 경향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각 농도분

류별 GPT의 수치는 Normal range(7∼43 Ｕ/L)를 벗어나는 그룹은 없었으

며, r-GTP의 경우를 살펴보면, 10㎍/ℓ이상(10≤B-cd, n=18)그룹은 35.56

±1.85, 5㎍/ℓ이상 10㎍/ℓ이하(5≤B-cd〈10, n=17)그룹은 27.93±1.80, 5㎍

/ℓ이하 2.5㎍/ℓ이상(2.5≤B-cd〈5, n=33)그룹은 27.43±1.97, 0.25㎍/ℓ이

하(B-cd〈2.,5, n=52)그룹은 23.05±1.96로 혈중 카드뮴이 높은 농도그룹이 

r-GTP의 수치가 높은 경향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

며, 각 농도분류별  r-GTP의 수치는 Normal range(남성 10∼87 Ｕ/L, 여

성 8∼39 Ｕ/L)를 벗어나는 그룹은 없었다. T-bilirubin 과 ALP의 경우 그

룹간의 유의한 농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Normal range(T-bilirubin ; 

0.1∼1.3 ㎎/㎗, ALP ; 102∼333 IU/ℓ)를 벗어나는 그룹은 없었다. 

신장 기능 지표인 BUN, Creatinine의 경우에도 그룹간의 유의한 농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Normal range(BUN; 7.8∼22.0 ㎎/㎗ , Creatinine 

; 0.5∼1.5 ㎎/㎗)를 벗어나는 그룹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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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간 및 신장기능 지표에 따른 각 항목별 수치 및 상관성 분석

간 및 신장 

기능변수

혈중 카드뮴별 농도 분류

기준치

전체

GM±GSD
B-cd〈2.5

2.5≤B-cd〈5

GM±GSD

5≤B-cd〈10

GM±GSD

10≤B-cd

GM±GSD

인원 수 52 33 17 18

간 

 T-protein 5.8∼8.1 7.328±1.10
*

7.24±1.07 7.28±1.06 7.40±1.04 7.58±1.04

 Albumin 3.1∼5.2 4.564±1.06
NS

4.49±1.08 4.59±1.10 4.60±1.04 4.64±1.06

 T.bilirubin 0.1∼1.3 0.766±1.59
NS

0.81±1.75 0.75±1.48 0.78±1.58 0.724±1.42

 ALP 102∼333 174.11±1.33NS 174.11±1.33 189.30±1.34 173.15±1.41 162.63±1.33

 GOT 7∼38 24.13±1.60
*

22.26±1.54 23.98±1.48 22.56±1.56 30.12±1.99

 GPT 7∼43 25.71±1.69
NS

23.46±1.73 24.46±1.62 26.42±1.65 30.60±1.68

 r-GPT
m 10∼87

f   8∼39
27.04±1.94

NS
23.05±1.96 27.43±1.97 27.93±1.80 35.56±1.85

신장
 BUN 7.8∼22.0 12.80±1.30NS 13.15±1.27 12.40±1.27 12.46±1.29 12.38±1.42

 Creatinine 0.5∼1.5 1.02±1.52
NS

0.98±1.20 1.16±2.17 0.96±1.18 0.94±1.23

              * p〈0.05  

                m : male   f : female   N.S ; Not Significant

               GM : geometric means   GSD : geometric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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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혈중 카드뮴과 간 및 신장지표들간의 상관관계

혈중 카드뮴과 간 및 신장지표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에 제시하 다. 혈중 카드뮴과 T-protein의 상관계수는 0.27, 혈중 카

드뮴과 GOT의 상관계수는 0.17, 혈중 카드뮴과 γ-GTP의 상관계수는 

0.15로 혈중 카드뮴과 T-protein은 유의성 있는 상관성을 나타냈고, 연령과 

BUN의 상관계수는 0.20, 연령과 T.bilirubin은 0.19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T-protein과 Albumin은 0.37, GPT의 상관계수는 0.26, γ

-GTP와의 상관계수는 0.22로 조사되었으며, ALP와  γ-GTP의 상관계수

는 0.17의 상관성을 나타냈고, GOT와 GPT의 상관계수는 0.46, GOT와 γ

-GTP의 상관계수는 0.42로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GPT

와 γ-GTP의 상관계수는 0.82로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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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간 및 신장기능지표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A B C D E F G H I J K

A 1.00

B 0.002 1.00

C -0.03 0.20
*

1.00

D -0.01 -0.02 -0.08 1.00

E 0.27** -0.02 -0.02 -0.06 1.00

F 0.06 -0.19
*
-0.12 0.05 0.37

***
1.00

G -0.09  0.19
*

0.07 0.07 -0.06 0.09 1.00

H -0.03 0.05 0.12 0.07 0.05 0.06 -0.01 1.00

I 0.17 0.10 0.12 -0.03 0.08 -0.05 0.03 0.09 1.00

J 0.12 0.15 0.15 -0.05 0.26
**

0.10 0.02 0.04 0.46
***

1.00

K 0.15 0.10 0.09 -0.004 0.22* 0.14 0.01 0.17* 0.42*** 0.82*** 1.00

 *P〈0.05   **P〈0.01   ***P〈0.001 

  A : B-Cd        D : Creatinine       G : T.bilirubin     J : GPT  

  B : Age         E : T-protein        H : ALP          K : γ-GTP

  C : BUN         F : Albumin         I :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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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간 기능지표별 관련성 분석

전체연구대상자들의 간기능 지표의 환경요인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에서 관련성을 보 던 변수들을 대상으로 유

의한 변수만을 선정하여 회귀식을 도출하 다(표 14). T-Protein, Albumin, 

GOT, GPT, γ-GTP, ALP 등을 종속변수로 하여 환경요인인 혈중카드뮴

(B-Cd), 성별(Sex), 연령(Age), 식습관(육류, 생선류, 채식 및 과일류), 음

주습관(Alcohol), 흡연습관(Smoke), 혈중 카드뮴(B-Cd)*흡연습관(Smoke) 

등의 여러 변수들과의 관계를 제시하고자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T-Protein은 7.473*혈중카드뮴+0.032(r
2
=0.12, p=0.04), Albumin은 4.911*

연령-0.240(r
2
=0.12, N.S)의 회귀식을 구하 다. GOT의 경우 22.109*혈중카

드뮴+0.850(r2=0.11, N.S) 고, GPT는 31.061*혈중카드뮴+0.779*성별-8.615*

생선류+9.080*흡연습관+10.275(r
2
=0.27,p=0.001), γ-GTP의 경우 35.559*혈

중카드뮴+1.126*성별-18.872*흡연습관+12.297(r
2
=0.27, p=0.001)의 회귀식을 

도출하 다. ALP의 경우 165.87*성별-29.669*혈중카드뮴+26.444(r2=0.12,  

N.S)로 나타났다. T-Protein에 유의한 변수는 혈중카드뮴이었고, Albumin

은 연령에 의해서 유의한 결과를 보 으며, GOT는 T-Protein과 마찬가지

로 혈중 카드뮴의 변수에 의해서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GPT의 경우 혈중 

카드뮴, 성별, 식습관 중 생선류, 흡연습관의 변수가, γ-GTP는 혈중카드

뮴, 성별, 연령, 흡연습관 등의 변수에 관련성을 보 으며 , ALP는 성별과 

혈중카드뮴*흡연습관에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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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간 및 신장기능 지표에 따른 각 항목별 수치 및 상관성 분석

간 및 신장 

기능변수

혈중 카드뮴별 농도 분류

기준치

전체

GM±GSD
B-cd〈2.5

2.5≤B-cd〈5

GM±GSD

5≤B-cd〈10

GM±GSD

10≤B-cd

GM±GSD

인원 수 52 33 17 18

간 

 T-protein 5.8∼8.1 7.328±1.10
*

7.24±1.07 7.28±1.06 7.40±1.04 7.58±1.04

 Albumin 3.1∼5.2 4.564±1.06
NS

4.49±1.08 4.59±1.10 4.60±1.04 4.64±1.06

 T.bilirubin 0.1∼1.3 0.766±1.59
NS

0.81±1.75 0.75±1.48 0.78±1.58 0.724±1.42

 ALP 102∼333 174.11±1.33NS 174.11±1.33 189.30±1.34 173.15±1.41 162.63±1.33

 GOT 7∼38 24.13±1.60
*

22.26±1.54 23.98±1.48 22.56±1.56 30.12±1.99

 GPT 7∼43 25.71±1.69
NS

23.46±1.73 24.46±1.62 26.42±1.65 30.60±1.68

 r-GPT
m 10∼87

f   8∼39
27.04±1.94

NS
23.05±1.96 27.43±1.97 27.93±1.80 35.56±1.85

신장
 BUN 7.8∼22.0 12.80±1.30NS 13.15±1.27 12.40±1.27 12.46±1.29 12.38±1.42

 Creatinine 0.5∼1.5 1.02±1.52
NS

0.98±1.20 1.16±2.17 0.96±1.18 0.94±1.23

                   * p〈0.05  

                    m : male   f : female   N.S ; Not Significant

                    GM : geometric means   GSD : geometric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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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간 및 신장기능에 향을 미치는 관련성 분석 

간과 신장기능에 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간 및 신장이상소견을 보인 그룹과 정상그룹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간 및 신장기능에 향변수로는 혈중 카드뮴, 연령, 식습

관(육류, 생선류, 채식 및 과일류), 흡연여부, 성별, 음주습관 등의 변수를 

사용하 으며, 상호작용(interaction)의 향을 살펴보기 위해 혈중 카드뮴

의 변수와 흡연여부를 한 변수로서 간 및 신장기능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

보았다(표 15, 16). 

1) 신장기능에 향을 미치는 회귀분석

신장기능에서의 여러 관련변수들을 살펴보면,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지

만, 혈중 카드뮴 농도가 WHO-일반인 권고치 5㎍/ℓ를 초과하는 그룹이, 5

㎍/ℓ 이하인 그룹에 비해 신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1.3배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성별(Sex; p〈0.05)이 신장기능과의 유의성 있는 변수로 나타났

다. 신장기능에서의 다른 변수들의 평가에서는 흡연의 변수가, Odds 

ratio(O.R;3.086)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습관이 (O.R;1.922)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흡연 다음으로 높은 Odds ratio를 보 다. 

신장기능에서의 식습관의 변수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회귀

모델의 설명력은 7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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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신장기능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분석 결과

  

기준

변수
설명변수

모델

회귀계수 비차비(95% 신뢰구간)

신장  혈중카드뮴   2.588×10-1 1.295(0.382, 4.397)

 연령   5.825×10
-1

1.790(0.579, 5.539)

 흡연숩관   1.127 3.086(0.464, 20.523)

 육고기류   1.044×10
-1

1.110(0.186, 6.614)

 생선류  -5.888×10-1 0.555(0.171, 1.803)

 채소 및 과일류  -1.658 0.191(0.021, 1.727)

 음주습관   6.535×10
-1

1.922(0.624, 5.726)

 성별  -1.993 0.136(0.027, 0.693)

 N.S ;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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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기능에 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간기능 검사 항목 중 GOT, GPT, bilirubin등의 검

사목적은 간세포의 파괴 및 사멸의 유무와 정도이며, 간염 및 간괴사 등의 

질병을 유발하며, γ-GTP 및 bilirubin 등의 항목은 담관과 담도계의 장해

유무를 살피며 담즙정체의 질병이 오는 것으로, 간기능 검사항목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 다.

간기능 검사항목별로 살펴본 표 16의 결과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 으며, 간 기능과 여러 환경요인과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먼저 간기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GOT, GPT, Bilirubin 

그룹에서는 혈중카드뮴과 흡연을 interaction한 변수가 Odds ratio(O.R; 

12.423)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습관의 변수 중 생선류만이 Odds 

ratio가 3.029(0.108, 51.072)로 나타났으며,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88% 다. 

간기능 검사 항목별 두 번째 그룹인 γ-GTP, ALP, Bilirubin 그룹에서

도 식습관의 변수 중 생선류의 Odds ratio가 2.566(0.245, 26.839), 채소 및 

과일류의 Odds ratio가 1.227(0.219, 6.862)로 나타났으며, 혈중 카드뮴과 흡

연을 interaction한 변수가 Odds ratio(O.R; 8.260)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69% 다. 혈중 카드뮴과 흡연을 interaction

한 변수에서는 두 그룹 모두 혈중 카드뮴이 WHO-일반인 권고치 5㎍/ℓ를 

초과하지 않고, 흡연을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그렇지 않은 그룹이 간질환

에 걸릴 확률이 각각 12,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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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간기능에 향을 주는 환경 요인에 대한 간기능 검사 항목별 

       로지스틱분석 결과

기준

변수
설명변수

모델

회귀계수 비차비(95% 신뢰구간)

 GOT  혈중카드뮴   1.559×10
-1

1.169(0.735, 1.857)

 GPT  흡연습관  -7.670×10
-3

0.992(0.980, 1.005)

Bilirubin  연령  -6.506 0.522(0.065, 4.166)

 육고기류  -1.759×10-1  0.839(0.063 11.198)

 생선류   1.108  3.029(0.108, 51.072)

 성별  -1.162 0.313(0.038, 2.581)

 음주습관  -1.858 0.156(0.018, 1.385)

 혈중카드뮴*흡연   2.520   12.423(0.088, 999.99)

 ALP  혈중카드뮴   7.960×10
-2

1.083(0.780 1.502)

γ-GTP  흡연습관  -5.790×10
-3

0.994(0.984, 1.005)

Bilirubin  연령   3.507×10-1 1.420(0.343, 5.878)

 육고기류  -1.116 0.328(0.046, 2.331)

 생선류   9.423  2.566(0.245, 26.839)

 채소 및 과일류   2.047 1.227(0.219, 6.862)

 성별  -6.948×10
-1

0.499(0.102, 2.437)

 음주습관  -2.963 0.744(0.144, 3.841)

 혈중카드뮴*흡연   2.112   8.260(0.209, 326.860)

  N.S ;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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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습관에 의한 혈중 카드뮴 농도 및 간 및 신장질환주의자 분포

 표 15, 16에서 살펴본 결과 중 식습관에 의한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

나지 않았으나, 식습관에 따른 실제적인 혈중 카드뮴 및 간 및 신장질환자

들의 분포를 살펴보았다(표 17). 

 먼저 식습관에 따른 그룹별 인원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혈중 카드뮴 

농도는 생선류〉육류〉혼식〉채소 및 과일류의 우선 순위로 나타났으며, 

간질환자의 분포는 육류〉혼식〉생선류〉채소 및 과일류, 신장질환자의 분

포는 생선류〉혼식〉육류〉채소 및 과일류의 우선 순위를 보 다. 채소 및 

과일류를 주로 섭취하는 그룹이 혈중 카드뮴 농도가 가장 낮은 농도를 보

으며, 간 및 신장질환자들의 분포 또한 채식 및 과일류를 주로 섭취하는 

그룹이 간 및 신장질환자의 분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식습관에 의한 혈중 카드뮴 농도 및 간 및 신장질환주의자 분포

                                                    (단위 : ㎍/ℓ)

식습관 인원 수
혈중 카드뮴 간질환 신장질환

GM±GSD 인원 수 % 인원 수 %

혼식 72 1.50±6.48 20 27.8 13 18.1

육고기류 12 1.66±6.99 6 50.0 2 16.7

생선류 35 1.76±5.20 8 22.9 5 35.0

채소 및 

과일류
17 1.26±8.15 3 17.6 1 5.90

  

     GM : geometric means    GSD : geometric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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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들의 인체시료에서의 카드뮴(Cadmium)의 노출은

혈액(whole blood), 뇨(urine),  모발(hair), 산모의 모유(breast milk) 등으

로 인체내의 축적정도를 평가하 다(IPCS, 1992). 그 중 혈중 카드뮴

(Blood-Cd)은 환경과 직업적 카드뮴 노출의 생체지표(biomarker)로서 단기

간(short-term)의 카드뮴 노출과 장기간의 카드뮴의 축적을 정량적으로 평

가하게 되며, 혈중 카드뮴 수준은 전체 카드뮴의 인체 부하량

(body-burden)에 향을 주게 된다(WHO, 1992; Lauwerys and Hoet, 

1993). 최근 들어 인체 내에 미량의 금속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카드뮴, 납, 수은과 같은 중금

속들이 가장 유해한 중금속 물질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다(Birgitta 등, 

1996). 또 카드뮴, 납, 수은 등은 일본 노동후생성에서 67종의 내분비계장

애물질중의 하나로 분류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생태보전기금(World Wild 

life Fund, WWF)의 142종의 내분비계장애물질에도 분류되어져 있다. 카드

뮴에 대한 인체 내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결과는 외국에서는 다수 발표되어

지고(Moyer, 1999; Krachler 등, 1999; Ikeda 등, 1997; Zhang 등, 1997; 

Zhang 등 1999a; Moreno 등, 1999; Hotz 등, 1999; Alcock, 1996), 지속적

인 모니터링의 수행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직업적 노

출에 의한 납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지고 있으나, 특정 직업적 노

출이 없는 일반인의 혈중 카드뮴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우리 나

라에서의 일반인들의 조사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4개 지역의 141명의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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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농도를 조사한 결과 1.27±1.69ng/㎖(GM±GSD)의 농도수준을 보

고(Chan-seok Moon, 1995), 직업적으로 중금속에 노출된 적이 없는 산

모 55명을 대상으로 혈액에서의 카드뮴 평균농도는 1.26±0.59㎍/ℓ로 나타

났다(강찬순 등, 2001). Ikeda 등(1997)의 연구에서는 일본의 18개 지역의 

비흡연자이며,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지 않는 여성 371명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혈중 카드뮴의 평균농도는 2.17±1.63ng/㎖(GM±GSD)의 분포를 

나타냈다. 도시 거주 일반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인원 144명의 혈중 카드뮴 평균농도는 WHO-Environmental Health 

criteria(2001)-일반인 권고치 5㎍/ℓ를 초과하지 않은 1.43±6.68(GM±

GSD)의 분포로 나타났다. 참고적으로 특정 직업적/환경적으로 노출이 없

는 일반인의 혈중 카드뮴 농도는 일반적으로 0.5-2㎍/ℓ의 분포를 보인다

(Moyer, 1999). 기술하지 못한 여러 나라들의 연도별 자료들은 아래(그림 

7)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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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각 나라별 혈중 카드뮴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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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체내 장기에 축적된 카드뮴은 생물학적 반감기(biological 

half-life)가 길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인체 내 흡수된 카드뮴은 

혈액을 통해 체내에서 이동되며, 흡수량의 50%정도가 간(liver)과 신장

(kidney)에 분포하게 되며 생물학적 반감기가 간에서는 4.7-9.7년, 신장에

서는 10-30년 정도의 반감기를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Ellis 등, 1895). 근

로자들의 직업상의 카드뮴 노출은 간에서의 카드뮴 노출의 강도 및 지속기

간의 비율은 더 커지며, 산업장의 노출은 신장에 대한 간의 카드뮴의 비율

이 저농도로 일생동안 노출된 것보다 더 높으며(Davison 등, 1988; Ellis 

등 1985), 징후가 발병한 후에는 카드뮴 농도는 감소하게 된다(Braithwaite 

등, 1991; Roels 등, 1981). 환경 중 카드뮴 노출은 공기, 물, 음식물, 흡연 

등 다경로로 노출되며, 음식물에 의해서는 일생동안 10㎍/person/day(0.14 

㎍/kg-day)카드뮴에 노출되며, 채소류(vegetables), 감자류(potatoes), 우유

(milk)등이 주요오염원이다(EPA, 1999).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집트 

Manzala 호수의 생선(fish) 및 어부(fishermen)의 카드뮴 농도가 높게 조사

되었다는 보고도 있으며(Osferr 등, 1998), 육류(meat), 달걀(eggs) 그리고 

우유(milk) 등에서도 카드뮴이 다소 포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riberg 

등, 1974; Sato 등, 1997). 음식물에 관한 또 다른 조사에서는 쌀(rice)과 

(wheat)이 원재료로서 카드뮴노출의 유의성 있는 source이며(Ikeda 등, 

1999; Emara 등, 1991), 콩(soybean) 또한 중국 북동지역의 중요한 source

로 조사되고 있다(Zhang 등, 1998b).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식습관 설문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환경요인을 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상관관계분석에서 

관련성을 보인 간 기능 지표들 중 몇 가지 변수들의 결과는 GPT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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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류만이 유의한 상관성(회귀계수:9.080, p〈0.05)을 나타냈다. 간기능을 검

사 항목별로 분류하여 로지스틱 분석한 결과 GOT, GPT, Bilirubin의 그룹

에서는 생선류를 선호하는 그룹의 O.R=3.029 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γ-

GTP, ALP, Bilirubin의 그룹에서는  생선류를 선호하는 그룹의 O.R=2.566

으로 나타나 간 기능검사 항목별 결과에서는 공통적으로 생선류에 의한 

향을 볼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 독성연구소의 2002년도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평가(Ⅲ)’보고서에 의하면 1990∼1999년까지의 식품자료

를 이용해 카드뮴의 오염도조사 및 인체노출평가 결과 Fishes 251.29ppb, 

Seeweeds 161.5ppb, Vegetables 20.19ppb, Fruits 8.56ppb 등으로 조사되었

으며, 1일 인체 노출량의 평가시 fishes(49%)〉grains(23%)〉vegatables

(16%)〉fruits(5%)의 우선 순으로 나타나 카드뮴의 노출이 생선류에 의한 

향이 큰 것으로 보고하 다.

흡연(smoke)은 일상의 음식물(diet)과 함께 카드뮴 섭취의 주요 source

이며, 담배 한 개비 당 1-2㎍씩 포함되어 있으며, 대략 10% 정도 들이마시

며, 5% 정도는 흡수된다는 보고가 있다(WHO, 1987; Herber 등, 1977). M. 

dell'Omo 등(1999)의 연구에서도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혈중 카드뮴 

농도가 평균 두배 정도의 농도 차이를 보 다는 결과를 제시하 으며, 체

코 일반인의 혈중 카드뮴 조사에서의 흡연유무에 따른 혈중 중금속의 농도 

분포는 흡연자의 경우 1.25㎍/ℓ, 비흡연자는 0.9㎍/ℓ로 조사되었다. 본 연

구에서도 특정 직업적/환경적 노출이 없는 일반인의 혈중 카드뮴농도를 조

사하 으며, 흡연자의 경우 1.57㎍/ℓ, 비흡연자는 1.41㎍/ℓ로 흡연자가 다

소 높게 측정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간 기능지표 중 흡연에 의해서 GPT, γ-GTP 와의 관련성(회귀계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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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전체인원의 로지스틱 분석에서도 신장기능에  

O.R =3.086 으로 나타났다. 간기능 검사 항목별 그룹에서는 개인의 하루 

흡연량과 흡연기간을 종합한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흡연에 의한 

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혈중 카드뮴과 흡연을 interaction한 변수에서는 

두 그룹 모두 혈중 카드뮴이 WHO-일반인 권고치 5㎍/ℓ를 초과하지 않

고, 흡연을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그렇지 않은 그룹이 간질환에 걸릴 확

률이 GOT, GPT, Bilirubin의 그룹에서는 12배, γ-GTP, ALP, Bilirubin의 

그룹에서는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혈중 카드뮴 및 흡연의 각

각의 변수에서는 간기능에 큰 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혈중 카드뮴과 

흡연의 교호작용(interaction)에 의해 간기능에 미치는 향이 증가함을 보

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 및 신장기능의 변수(liver and kidney function 

parameters)들의 수치에 의해 간 및 신장기능의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혈

중 카드뮴에 의한 관계만을 조사하 으며, M. Ikeda 등(2000)의 연구에서

는 카드뮴 노출의 변수를 음식물, 혈액, 뇨 세가지 대상에 의해 각 간기능 

변수들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혈액만이 카드뮴과 높은 관련성을 보 으

며, 음식물과 뇨중의 카드뮴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고연령층(40-60세)만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세 가지 대상 모두 유

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혈중 카드뮴 농도분류별(B-cd〈1.67, 1.67≤B-cd〈2.51, 2.51≤B-cd)로 

각 기능변수들의 수치평균을 살펴본 결과 ALP만이 혈중 카드뮴농도가 높

은 그룹에 비례해서 상승함을 보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p＜0.05)하게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혈중 카드뮴 농도분류별(B-cd〈2.5, 2.5≤B-cd〈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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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d〈10, 10≤B-cd)로 각 기능변수들의 수치평균을 살펴본 결과 간기

능 변수 중 T-protein과 GOT 항목이 혈중 카드뮴농도가 높은 그룹에 비

례해서 두 변수들의 수치도 유의성 있게 상승함을 관찰할 수 있었고, 

Albumin, GPT, γ-GTP의 변수들의 수치도 혈중 카드뮴농도가 높은 그룹

에 비례해서 상승함을 보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T.bilirubin과 ALP의 변수들은 역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신장기능의 변수

인 BUN과 Creatinine의 두 항목도 혈중 카드뮴농도가 높은 그룹에 비례해

서 상승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카드뮴의 간세포독성 실험은 대부분 1980‘대에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Dudley 등, 1982; Nakamura 등, 1983; Weigel 등, 1984). 그 한 예로, 

Dudley 등(1982)의 동물실험에서 CdCl2(3.9㎎ as Cd/kg)을 rats에 주입하

여, 살펴본 결과 GOT, GPT, ALP의 수준이 증가함을 보고하 으며, 

Nomiyama(1993)의 동물실험에서는 0.5㎎CdCl2/kg을 토끼에 주입한 후, 4

주 뒤부터 GPT와 γ-GTP의 수치상승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6주 뒤에는 

신장의 기능장애를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에, Toda 등(1984) 연구에서는 

카드뮴에 노출된 남성 근로자 5명의 뇨에서 β2-microglobulinuria의 현저

한 증가(287-41,900 ㎍/day)를 보 지만, GOT, GPT, ALP의 혈청수준은 

변화가 없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Onodera 등, 1996) 유사한 결과를 보고

하고 있으며, 인체 내 카드뮴의 복잡한 용량-반응의 상호관계로 인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β2-microglobulinuria, NAG 활성도 등

의 좀 더 민감한 지표들을 사용하여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

며, 통계분석시 식습관에 의한 다양한 변수의 사용과 간 및 신장기능지표 

중 좀 더 민감한 지표들의 분석에 의한 연구진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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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의 반감기는 10-30년으로 직접적인 카드뮴 노출에 의한 건강 향

을 살필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그 과정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일반인의 혈중 카드뮴 농도 분포 조사의 한 과정이

며, 총 연구대상자 중 WHO-Environmental Health criteria(2001)-일반인 

권고치 5㎍/ℓ를 초과하는 시료에 대한 노출에 기여하는 향 요인들의 지

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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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일부 도시 거주 일반인을 대상으로 혈중 카드뮴의 농도 분포와 혈중 

카드뮴의 세부농도분류에 의한 간 및 신장 기능 변수들의 분포를 살펴보았

고, 간 및 신장기능변수에 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들과의 관련성연구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간 및 신장기능에 기여하는 향 요인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혈중 카드뮴의 분포를 살펴본 바 전체 평균 1.43㎍/ℓ(불검출 ∼17.24

㎍/ℓ)이고 오염 범위가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WHO(2001)에서 제시

한 혈중 카드뮴 권고치는 5㎍/ℓ이며, 총 142명의 혈중 카드뮴 농도 분포 

중 5㎍/ℓ를 초과하는 대상자수는 38명(26.8%), 5㎍/ℓ이하범위내의 대상자

수는 88명(61.9%)이며, 검출한계이하인 대상자수는 16명(11.3%)의 분포를 

나타냈다.

2. 혈중 카드뮴 농도그룹에 따른 간 및 신장 기능 지표들의 수치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네 가지(5≤B-cd〈10, 10≤B-cd, 2.5≤B-cd〈5, B-cd〈2.,5)범위

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protein과 GOT의 경우 혈중 카드뮴이 높은 그룹이 T-protein 및 

GOT의 혈청수준이 상승하는 유의한(p〈0.05)차이를 보 으며, Albumin과 

GPT, γ-GTP은 혈중 카드뮴이 높은 농도그룹이 혈청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T-bilirubin 과 AL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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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룹간의 유의한 농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신장 기능 지표인 

BUN, Creatinine의 경우에도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

든 간 및 신장기능변수들에서 Normal range를 벗어나는 그룹은 없었다.

3. 간 및 신장기능에 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들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Protein=7.473*혈중카드뮴+0.032(r
2
=0.12, p=0.04), Albumin=4.911*연령

-0.240(r2=0.12, N.S), GOT=22.109*혈중카드뮴+0.850(r2=0.11, N.S), GPT=

31.061*혈중카드뮴+0.779*성별-8.615*생선류+9.080*흡연습관+10.275(r
2
=0.27,

p=0.001), γ-GTP=35.559*혈중카드뮴+1.126*성별-18.872*흡연습관+12.297

(r2=0.27, p=0.001)ALP=165.87*성별-29.669*혈중카드뮴+26.444(r2=0.12,  N.S)

3. 간 및 신장기능에 향을 미치는 환경요인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카드뮴에 의한 간 및 신

장기능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고, 환경 중 카드뮴의 노출변

수들에 의한 간접적인 향으로, 식습관 중 간기능의 검사항목별 그룹에서

는 두 그룹 모두 생선류를 주로 섭취하는 경우에 간질환에 걸릴 확률이 각

각 3, 2.5배로 나타났다.  신장기능에서는 흡연그룹이 비흡연그룹에 비해 

신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3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간기능 검사별 두

그룹에서 흡연에 의한 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혈중 카드뮴과 흡연을 

interaction한 변수에서는 두 그룹 모두 혈중 카드뮴이 WHO-일반인 권고

치 5㎍/ℓ를 초과하지 않고, 흡연을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그렇지 않은 

그룹이 간질환에 걸릴 확률이 각각 12,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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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liver/kidney 

function and cadmium in blood in the urban 

population

                                 Ho-hyun Kim

                                    Dept. of Environmental Health

                                    The Graduated School of

                                    Health Science ＆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ng Chun Shin, M.D., Ph.D)

Exposure to Cadmium(Cd) from the environment is of particular 

importance because of its long biological half-time and well-known 

toxicities to humans. For the general population, the main sources of 

exposure to cd are foodstuffs such as crops grown on polluted soil and 

contaminated drinking water. Tobacco smoking is an additional source 

of cd. 

The present study was initiated: (ⅰ)to describe the distribution of 

Blood-Cd(B-Cd) concentrations in the population from Korea which was 

not occupationally exposed; and (ⅱ)to detect any effects of the 

exposure on liver and kidney functions of the people.

This study was carried out between February and August 2001.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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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ubjects in adult men and women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and in practice, 136 men and women volunteered to offer 

blood samples. The questionnaire investigated factors, i.e. sex, age, 

smoking habit, alcohol habit, diet habit etc.

Analysis for Cd was carried out with a graphite furnac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GF-AAS, Varian GTA-96, Australia) and by 

the standard addition method. The samples, standard solution, and a 

matrix modifier were automatically injected with an auto-sampler. The 

parameters were assumed to distribute log-normally and geometric 

means(GM) and geometric standard deviations(GSD) were calculated 

analysis of variance(ANOVA) and regression was performed by using 

SAS package.

In B-Cd concentration, total GM 1.43㎍/ℓ. The distribution of B-Cd 

concentration was positively skewed and did not fit a normal 

distribution for either the whole study population.

Association of liver and kidney function parameters with cd in blood as 

classified into four dose groups in terms of B-Cd of B-cd〈2.5, 2.5≤

B-cd〈5, 5≤B-cd〈10, 10≤B-cd, followed by ANOVA to detect 

possible dose possible dose-dependent increases in the parameters. 

T-protein and GOT showed significant(p＜0.05). Albumin, GPT, γ-GTP 

showed a small yet difference, but not significant(p＞0.05). 

The multiple regression between liver function parameters and 

environmental factors was calculated as follows;

T-Protein=7.473*B-Cd+0.032(r2=0.12,p=0.04), Albumin=4.911*age-0.240

(r
2
=0.12, N.S), GOT=22.109*B-Cd+0.850(r

2
=0.11, N.S), GPT=31.061*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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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9*sex-8.615*fishes+9.080*smoke+10.275(r
2
=0.27,p=0.001), γ-GTP=

35.559*B-Cd+1.126*sex-18.872*smoke+12.297(r
2
=0.27,p=0.001), ALP=165.87

*sex-29.669*B-Cd+26.444(r2=0.12,  N.S)

In the present stud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demonstrate the correlation of the cd with the occurrence of renal 

tubular dysfunction at the level of  urban population. Such a study has 

not appeared effect of direct. Urban population exposure of cadmium 

was mainly by diet(fishes etc), smoke and B-Cd*smoke indirect of 

environmental factors.

The number of subjects are shown to be far below the limits 

recommended by WHO-Environmental Health criteria(2001). Further 

study is in progress to confirm the observation on the expanded scale 

among koreans.

Key word : Blood-Cd, liver and kidney function, environmental fac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