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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인조잔디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한 어린이 건

강 향이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다.특히 인조잔디 충진재(고무분말)에 함유

된 속,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olycyclicAromaticHydrocarbon,PAHs),

휘발성유기화합물류(VolatileOrganicCompounds,VOCs)는 시설 이용 시 고

무분말의 직 는 손에 묻어 입으로 유입됨으로써 섭취 노출이 발생될 우려

가 있다.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조잔디 충진재에 함유된 유해물질 은양

의 노출에 의해서도 어린이 성장․발달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납

(Pb)을 상으로 섭취 노출량 추정방법에 해 연구하 다.

최근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활용 EPDM(EthylenePropyleneDiene

Monomer)의 인조잔디 충진재를 상으로 하여,고무분말의 입경별(250㎛ 이

상 미만)섭취 노출량을 추정하 다.섭취 노출량 추정법으로 함량 농도에

생물학 이용성(Bioavailability)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용한 생물학 이용

성은 산용출 농도에 의한 방법과 소화액용출 농도를 이용하는 방법의 경우를

비교 평가하 다.EPDM 납의 함량 실험은 재활용 고무분말 의 유해

물질 시험법,산용출 실험은 자율안 확인 상공산품 안 기 유해원소

용출 시험법,소화액용출 실험은 RIVM(RijksinstituutvoorVolksgezondheid

enMilieu)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험법을 용하 다.

EPDM 고무분말의 입자크기별 함량법 용출법에 의한 인조잔디 이용 시

납의 어린이 섭취 노출량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

다.

첫째,EPDM 고무분말에 함유된 납의 농도는 3.0㎎/㎏ 이었으며,산용출 결

과는 함량농도의 6.5배,소화액용출은 10.3배 수 이었다.산용출과 소화액용출

결과 값은 비슷한 양상을 보 다.

둘째,250㎛ 미만입경의 EPDM 고부분말의 함량,산용출 소화액용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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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납 농도로 2.4㎎/㎏,1.4㎎/㎏,0.5㎎/㎏ 로서 250㎛ 이상의 큰 입자에

서의 함량 용출농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납 농도로 평가되었다.따라서

인조잔디 충진재의 사용기간이 길어져 고무분말의 입경이 작아질 경우 체내

용출양이 커질 우려가 있었다.

셋째,고무분말 납의 함량 농도를 이용한 인체 노출량 해도 추정을

한 보정 계수인 생물학 이용성은 소화액용출에 의한 결과,250㎛ 이상 입

경 EPDM 고무분말에서 4.2%,250㎛ 미만 21.9%로 산출되었다.인조잔디 충

진재의 입경이 작을수록 생물학 이용성은 유의하게 높았으며,특히 250㎛

미만 입경에서의 산용출법에 의한 생물학 이용성은 58.0% 로서 소화액용출

법에 의한 경우보다 약 2.7배 높았다.

넷째,250㎛ 미만 입경의 EPDM 고무분말 납에 의한 인조잔디 이용 어

린이 등학생 학년의 섭취 노출량은 산용출법이 4.13×10-4,소화액용출법이

1.56×10
-4
로서 가장 높은 노출량으로 추산되었다.이로 인해 250㎛ 미만 입경

의 인조잔디 충진재 납의 어린이 섭취노출로 인한 해도는 산용출법의 경

우 250㎛ 이상 입경보다 약 7.9배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인조잔디 충진재의 입경이 작을수록

납의 섭취 노출량 해도가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작은 입경의

인조잔디 충진재 납의 소화액 용출농도로 큰 입경에서 보다 약 3.3배 높아

해도 추정 시, 장시료로 이용한 인조잔디 충진재의 입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재 인조잔디 고무분말 안 기 은 함량농도로 규제하고 있어,이용

자의 섭취 노출량 해도 추정 시 생물학 이용성 용법을 활용할 수밖

에 없다.본 논문에서는 소화액용출법과 산용출법이 유사한 납 노출 경향성이

찰됨에 따라 표 화하기 쉬운 산용출법의 용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

다.다만,작은 입경에서의 산용출법에 의한 섭취 노출량이 소화액보다 약 2.6

배 높아 과 평가될 우려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고무분말 종류 재활용 EPDM 고무분말의 시제품

만을 상으로 평가하여 산출된 결과이므로,모든 인조잔디 충진재를 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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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결과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따라서 향후 인조잔디 운동장 어린

이 노출에 한 유해물질의 다매체 경로 물질에 한 연구와 다양한 용출

법에 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인조잔디,고무분말,납,생물학 이용성,섭취 노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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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유해물질에 한 해여부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학교운동장,체육시설

등에 인조잔디 충진재로 고무분말을 이용한 인조잔디 운동장과 실외 놀이터

바닥재 등이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주로 고무분말에서 추출되는 화

학물질은 속물질과 PAHs(PolycyclicAromaticHydrocarbon)로, 속은

주로 납(Pb)과 아연(Zn)이 검출되고 있다.이로 인한 어린이에 한 유해 향

논란이 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조잔디에서 놀이나 활동 섭취 는 피부 에 따라 떨어진 고무 타

이어 조각의 섭취( 성노출),손으로 표면을 한 후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을 통한 섭취(만성노출),피부 을 통한 피부 감작( 성노출)에 한

경로로 노출될 수 있다.

최근 인조잔디 충진재로 사용되는 고무분말에 한 인체 환경 노출의 유

해성은 아직 불확실하나 잠재 인 험성에 한 의문 과 심은 국내․외로

여러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OEHHA(OfficeofEnvironmental

HealthHazardAssessment)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 장 소화

시뮬 이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고무분말 섭취에 따른 독성평가결과 고무분말

을 단기간 섭취한 경우 일부 속 물질에 한 해수 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OEHHA,2007),미국 NBC(NationalBroadcastingCompany)에서는 시뮬

이션에 따라 소화기 의 납 흡수를 보도하 다(NBC,2008).

납은 체내에 은 양이 유입되어도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체

에 노출될 경우 입경이 작을수록,노출 집단의 연령이 어릴수록 체내 흡수율

이 높아지며 흡수되지 않은 일부만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체

내로 유입된 납은 칼슘 신 흡수된다.따라서 칼슘이 많이 필요한 어린이는

같은 양의 납에 노출되더라도 일반 성인보다 더 많은 양의 납이 흡수된다.

성인에 비해 신진 사가 활발해 소화기를 통한 납의 흡수가 3∼ 7배나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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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난다.납의 흡수율이나 잠재기가 크기 때문에,아동의 경우 인체

부하량이 성인보다 더 크다.어린이의 경우 납의 독성에 해 매우 민감하며

신장,간,신경 면역체계 등에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들에 한 리는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물학 이용성(Bioavailability)은 얼마만큼의 오염물질이 인간과 생물에게

악 향을 미치는지 나타내는 값으로,화학물질이 생체에 들어와서 순환하면서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해성평가에서 생물학 이용성은

흡수계수(RelativeAbsorptionFactor,RAF)의 형태로 반 된다.주로 생물학

이용성에 한 실험은 토양 내 속물질을 평가하기 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네덜란드 RIVM에서는 소화시뮬 이션에 한 다양한 실험방법을 제

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소화 시뮬 이션 연구를 바탕으로 고무분말 내 섭취 노출의

잠재 인 생물학 이용성을 반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Zhang,2008;

CDC,2008;CPSC,2008).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 될 경우 체내흡수율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 흡수율

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최근 연구에서 Ultra-finepulverizer를 이용하여 15

㎛ 미만의 크기로 미세 분쇄시킨 분을 성장기 Sprague-dawley종 쥐

에 섭취시켰을 때 체 증가량이 높은 경향을 보 으며,소화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성장능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Park,2007).토양

는 식품 섭취노출로 인한 입자크기별 차이를 비교하기 한 연구가 이

지고 있으며, 토양의 입자크기별 시험 내 소화액 추출실험(In vitro

digestion)결과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Oomen,2003;Guney,2010).직경이 작은 입자가 큰 입자에 비해 단 질량

당 표면 을 증가시킴으로써 생물학 으로 더 활성이 있는 특성을 갖게 된다

(Oberdörster,2005;Sanguansri,2006).

본 논문에서는 생물학 이용성을 고려한 인조잔디 충진재인 고무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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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크기별 납의 섭취노출에 한 유해수 을 평가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인조잔디 충진재인 고무분말 납의 섭취노출 특성을 반 한 시험법

을 평가하며,

둘째,입자크기에 따른 생물학 이용성을 반 한 인체 섭취 노출량을 평가

하고,

셋째,고무분말 섭취노출로 인한 인체 유해수 을 추정함으로서,입자크기별

고무분말 내 납의 건강 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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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내용 방법

1.연구내용

본 연구는 인조잔디 충진재의 고무분말 생물학 이용성을 고려한 입자

크기별 납의 섭취 노출에 한 유해수 을 평가하 다.인조잔디 충진재의 고

무분말 납의 섭취노출 특성을 반 한 시험법을 평가하며,입자크기에 따른

생물학 이용성을 반 한 인체 섭취 노출량을 평가하고,고무분말의 섭취노

출에 의한 유해수 을 추정함으로서,입자크기별 고무분말 납의 건강 향

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생물학적 이용성(Bioavailability)을 고려한
고무분말 중 납의 섭취노출에 의한 유해수준 평가

생물학적 이용성을 고려한
섭취 노출량 평가

시험법 비교

전함량

입자크기에 따른 노출수준

비의도적 섭취 (250㎛ 미만)

의도적 섭취 (250㎛ 이상)

유해 수준 평가

평가대상자
(만7 - 18 세)

노출 시나리오
(직접섭취)

고무분말 납(Pb) 농도 분포

섭취
노출량
산정

산용출

소화액

생물학적 이용성(Bioavailability)을 고려한
고무분말 중 납의 섭취노출에 의한 유해수준 평가

생물학적 이용성을 고려한
섭취 노출량 평가

시험법 비교

전함량

입자크기에 따른 노출수준

비의도적 섭취 (250㎛ 미만)

의도적 섭취 (250㎛ 이상)

유해 수준 평가

평가대상자
(만7 - 18 세)

노출 시나리오
(직접섭취)

고무분말 납(Pb) 농도 분포

섭취
노출량
산정

산용출

소화액

Figure1.Researchschemeof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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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방법

2.1.연구 상 시료

2.1.1.고무분말

본 연구의 상 시료인 재활용고무분말 EPDM(EthylenePropyleneDiene

Monomer)은 Ethylene과 Propylene에 탄소-탄소 이 결합을 갖는 diene이 도

입된 것으로,Ethylene과 Propylene의 함량비는 물론이고 Diene의 종류와 함

량에 따라 그 특성이 좌우 된다. 상업 으로 사용되는 Diene은

5-Ethylidene-2-Norbornene(ENB),Dicyclopentadiene(DCPD),1,4-Hexadiene

(HD)등을 들 수 있다.EPDM은 불포화도가 낮아 산화나 오존에 한 항성

이 매우 강하고 고온에서도 안정한 연 특성을 갖고 있으며,충 제 와 가소

제를 충분히 첨가할 수 있으므로 사출성이 우수하다.인조잔디 충진재로 사용

되는 재활용고무분말은 EPDM을 원료로 만든 각종 자동차부품 선계통,

기부품 등을 분쇄하여 재활용한 것이며 다른 고무분말에 비해 카본성질이

많아 검은색이 묻어남과 동시에 마모성이 더 크다. 한 고무분말양은 1㎡ 당

8～ 9kg이 소요되며,인조잔디운동장 한 개 설치 시 80～ 90t이 소요된다.

Majorcomponent
EthylenePropyleneDieneMonomer(44～ 99%)

Carbonblack(1～ 50%)

Minorcomponent

ZincOxide

Sulfur

Accelerators/Activators(<1%)

Antioxidant/Stabilizer(<1%)

Table1.ComponentofEPDM crumbru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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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입자크기에 따른 비교

시험편은 고무분말 입자크기에 따른 비교를 해 250㎛ 미만과 250㎛ 이상

으로 분류하 다.이는 토양시험법에서 토양 입자크기 250㎛ 미만이 아이

들의 손에 묻어 무의식 으로 섭취될 수 있는 표 인 크기로 제시되고 있으

며,고무분말과 유사한 형태로 참고하 다(USEPA,2008).입자크기 250㎛ 미

만의 시험편은 재활용고무분말 EPDM을 핸드그라인더로 분쇄하여 체로 걸러

비하 다.

2.2.시험법 검토

2.2.1. 함량 시험법

함량 시험법은 ‘한국산업표 에서 제시한 산업규격의 재활용 고무분말

의 유해물질 분석방법(USEPA3052방법)’을 참조하 다.

시험편 고무분말 0.2g을 Teflon(PTFE)용기에 넣어 질산 8㎖,과산화 수소

산 2㎖ 넣은 후,Microwavedigestionsystem에서 가열 분해한다.추출 후 용

기를 Fumefood로 옮겨 충분히 식히고,추출된 용액을 여과지가 깔려있는 깔

기에 통과 시켜 25㎖ Volumetricflask에 넣고 다시 Vessel을 소량의 증류

수로 씻어 그 액을 다시 여과(Advantec5Cfilter)시킨 후 최종 으로 증류수

를 넣어 총량이 25㎖가 되도록 희석한다.추출된 용액 10㎖에 질산 9㎖을 첨

가하여 Hotplate에 가열분해 하 다(230-250℃).가열분해 후 탄화과정을 거

쳐 유기물이 완 분해 될 때까지 반복과정을 수행하 다.최종 분해된 용액을

증류수를 넣어 총량이 10㎖가 되도록 희석하여 이 용액을 시험용액으로 하

다.

시료분석은 처리가 끝난 시료를 유도결합 라즈마 질량분석기(Indu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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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edplasmamassspectrometer)DRCICP-MS(Perkin-Elmer,USA)로 분

석하 으며,회수율은 10% 이내로 신뢰할 수 있는 값이었다.

Mass up : 25ml distilled water

↓

↓ 1h

120-210 ℃
Microwave digestion system

8ml HNO3 +2ml H2O2

230-250 ℃
Hot plate digestion

9ml HNO3

↓

Filtration 0.45um

↓

Temperature 0.2g  contaminated matrix

Mass up : 25ml distilled water

↓

↓ 1h

120-210 ℃
Microwave digestion system

8ml HNO3 +2ml H2O2

230-250 ℃
Hot plate digestion

9ml HNO3

↓

Filtration 0.45um

↓

Temperature 0.2g  contaminated matrix

Figure2.Procedureoftotalcontenttest

2.2.2.산용출 시험법

산용출 시험법은 ‘기술표 원에서 제시한 품질경 공산품안 리법의

자율안 확인 상공산품 안 기 유해원소 용출 시험법’을 참조하 다.

삼각 라스크에 0.07mol/L염산 수용액 20㎖ 와 0.4g시험편을 혼합하여 1분

동안 흔들고 혼합물의 pH을 확인(pH ≥ 1.5이면 농도 약 2mol/L염산 수용

액을 pH=1.0-1.5될 때까지 흔들면서 한 방울씩 첨가)후, 라필름으로 막은

후 진탕기에서 37±2℃로 1시간동안 추출한다(rpm :200).추출 후 37±2℃에

서 1시간 방치하여 여과지(기공 크기 :0.45㎛)로 여과하고,이 용액을 시험용

액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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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h

1.0-1.5
20ml HCl (0.07mol/L)

(Adjust the pH to 1.0-1.5 using 2M HCl)

Filtration 0.45um

↓ 1h 

37±2 ℃ Incubation

↓

pH mixture0.4g  contaminated matrix

↓ 1h

1.0-1.5
20ml HCl (0.07mol/L)

(Adjust the pH to 1.0-1.5 using 2M HCl)

Filtration 0.45um

↓ 1h 

37±2 ℃ Incubation

↓

pH mixture0.4g  contaminated matrix

Figure3.Procedureofacidextractiontest

2.2.3.인공소화액 추출 시험법

인공 소화액을 이용한 시험 내 소화액 추출실험에 한 자세한 시험방법은

RIVM에서 발행한 보고서인 어린이 완구류 실험 방법에 한 보고서와

Oomen등의 토양 실험 방법을 참조하 다(Oomen,2003;Oomen,2005).

시험의 첫 단계는 장 내에서의 용출을 모사한 것으로 0.6g의 시편과 12㎖

의 인공 액(Gastricjuice)을 혼합하여 1시간 추출 후 pH를 2.5로 조 하고

다시 1시간을 추출한다.2단계는 십이지장(Duodenaljuice)과 소장(Bile)에서의

용출 흡수를 모사한 것으로 12㎖의 인공십이지장액과 6㎖의 인공담즙을 투

여한 다음 pH를 6.5로 조 하고 2시간을 더 반응시킨 다음에 원심분리를 하여

상등액을 추출하 다.추출된 용액 10㎖에 질산 6㎖과 과염소산 3㎖을 첨가하

여 Hotplate에 가열분해 하 다(200-250℃).분석에 이용하 다.가열분해 후

탄화과정을 거쳐 유기물이 완 분해 될 때까지 반복과정을 수행하 다.최종

분해된 용액을 증류수를 넣어 총량이 10㎖가 되도록 희석하여 이 용액을 시험

용액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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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ining matrix

↓

h

h 

min

Incubation time 

↓

Centrifugation

↓

Chyme

Small intestine

Stomach

Mouth

Bioaccessibility of contaminant

↓ Analysis

↓

Saliva

Duodenal juice + bile

↓

Gastric juice

↓

Contaminated matrix

Remaining matrix

↓

h

h 

min

Incubation time 

↓

Centrifugation

↓

Chyme

Small intestine

Stomach

Mouth

Bioaccessibility of contaminant

↓ Analysis

↓

Saliva

Duodenal juice + bile

↓

Gastric juice

↓

Contaminated matrix

Figure4.Schematicrepresentationofaninvitrodigestionmodelthat

follows a three-step procedure simulating the digestive

processinthemouth,stomachandsmallintestine

↓ 1h

12ml gastric juice

Hot plate digestion
6ml HNO3 +3ml HCIO4

↓

Centrifugation

↓ 2h

6.512ml duodenal juice + 6ml bile

↓ 1h

2.5
Gastric juice adjustment pH

(Adjust the pH to 2.5 using 10M NaOH or 37 % HCl)

↓

pH mixture0.6g  contaminated matrix

↓ 1h

12ml gastric juice

Hot plate digestion
6ml HNO3 +3ml HCIO4

↓

Centrifugation

↓ 2h

6.512ml duodenal juice + 6ml bile

↓ 1h

2.5
Gastric juice adjustment pH

(Adjust the pH to 2.5 using 10M NaOH or 37 % HCl)

↓

pH mixture0.6g  contaminated matrix

Figure5.Procedureofinvitrodigesti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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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tricJuice DuodenalJuice

ml g/L ml g/L ml

Inorganicsolution

15.7 NaCl 175.3 40 NaCl 175.3 30 NaC

3 NaH2PO4 88.8 40 NaHCO3 84.7 68.3 NaH

9.2 KCl 89.6 6.3 KCl 89.6 4.2 KC

18 CaCl2․ 2H2O 22.2 10 KH2PO4 8

10 NH4Cl 30.6 10 MgCl2 5

8.3 HCl 37% 180㎕ HCl 37% 200㎕ HC

Organicsolution

3.4 urea 25 4 urea 25 10 ure

10 glucose 65 　

10 glucuronicacid 2 　

10 glucoseaminehydrochloride 33 　

　 　

Addtomixture

organic+

inorganicsolution

1 BSA 　 9 CaCl2 ․

2H2O

22.2 10 CaC

2H2

3 mucin 　 1 BSA 　 1.8 BS

1 pepsin 　 3 pancreatin 　 6 bile

　 0.5 lipase 　 　 　

pH 1.07±0.07 7.8±0.2 8.0±

Table2.Constituentsandconcentrationsofthevarioussyntheticjuicesoftheinvitrodigestion

Source:Oomean,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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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표 시료(Standardreferencematerial)정도 리

두 가지 인증 표 물질 ERM
®
-EC680k(Low-density polyethylene)와

ERM®-EC681k(Low-density polyethylene)를 상으로 한 습식 산분해법과

마이크로 분해법을 이용한 처리방법에 한 정도 리(QA/QC)를 평가하

다.습식 산분해법은 코니컬비어커에 시료 0.2g에 황산과 질산을 이용하여

분해한 후 질산과 과염소산을 이용하여 완 분해하 으며,마이크로 분

해법은 질산과 과염소산을 이용하여 Microwavedigestionsystem에서 가열

분해하 다.

가장 리 사용되는 인증 표 물질 ERM®-EC680k과 ERM®-EC681k을

이용하여 인조잔디 시료와 동일한 분해과정을 거치도록 코니컬비이커를 사용

하여 복합 산을 이용한 습식 산분해법과 마이크로 분해법을 이용한 처리

방법을 용한 뒤 본 연구에서 용한 처리법에 한 산 분해 효율을 실험

하 다.사용된 인증표 물질은 재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InstituteforReferenceMaterialsand Measurement(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jointresearchcentre,InstituteforReferenceMaterials

andMeasurements,Retieseweg111,B-2440Geel․Belgium)에서 만든 것을

사용하 다.

인증표 물질 ERM
®
-EC680k 과 ERM

®
-EC681k 은 Polymer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CRM)로서 Inorganic pigments(As2O3, Green 36,

ZnS/CdS, Green 7, Cr2O3, PbCrO4/PbSO4, HgS, Sb2O3, SnO2)등을

Granulatespiked형태로 제조된 Low-DensityPolyethylene(LDPE)이다.

2.3.1.검출한계

본 시료분석에서는 처리가 끝난 시료를 유도결합 라즈마 질량분석기

DRCICP-MS로 분석하 다.검량선 작성 결과 부분의 물질에서 상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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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가 0.99이상의 양호한 직선형을 보 다.

납의 검출한계(LimitofDetection,LOD)는 바탕시료(Blank)값과 바탕시료

표 편차의 3배의 합이며,본 연구의 결과 값은 모두 바탕시료 값으로 보정한

값을 사용하 다.

y = 0.0175x

R2 = 0.9999

0

0.2

0.4

0.6

0.8

0 10 20 30 40 50

Pb Conc (ppb)

A
re

a

Figure6.CalibrationcurveofPbforcrumbrubberanalysis

LOD

(ng/ml)

Totalcontent Acid

extraction

Digestion

extractionWetashing Microwavedigestion

Pb 0.0055 0.041 0.127 0.019

Table3.DetectionlimitofPbinacrumbrubbersampleusingtest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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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재 성 회수율 결과

정 도(Precision)에 사용되는 상 표 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는 분석 결과의 재 성을 나타낸다.재 성 실험 결과는 아래의 표에 시

험법별 재 성을 나타냈다.

RSD=SD/X×100

RSD

(%)

Totalcontent Acid

extraction

Digestion

extractionWetashing Microwavedigestion

Pb 19.3 22.3 8.7 20.2

Table4.RelativestandarddeviationofPbinacrumbrubbersamplebytest

methods

인증표 물질 ERM
®
-EC680k과 ERM

®
-EC681k에 한 함량분석을 습

식 산분해 마이크로 분해법을 이용한 처리방법 용 후 ICP-MS를 사

용 분석을 실시하 다.분석결과는 표 분석 값과의 비교 회수율 계산을

하 으며 아래의 표에 나타낸 것과 같다.

Certifiedvalue

(mg/kg)

Observedvalue

(mg/kg)
Recovery(%)

Wetashing
Microwave

digestion
Wetashing

Microwave

digestion

ERM®-EC680k 13.6±0.5 14.7 13.9 107.7 102.2

ERM®-EC681k 98±6 99.4 117.9 101.4 120.3

Table5.Comparisonofthecalibrationcorrelationcoefficientofwetaciddigestion

andmicrowavedi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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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생물학 이용성(Bioavailability)평가

인조잔디에서 운동 놀이 활동 시 고무분말의 비의도 으로 섭취하거나,

손을 통해 입으로 섭취하게 된다.인체의 각 소화기 에 머무르게 되며 고무

분말 내 유해물질이 용출되어 인체로 흡수되고,인체 내 축 되어 건강상의

문제 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인체 소화시뮬 이션에 기 한 소화기 내에서의 추출 분석 결과는 보정계

수인 생물학 이용성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인공 소화액 추출방법 산용

출 추출방법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이는 고무분말에 함유된

속들의 인체 소화기 내에서의 추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식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인공 소화액 추출 실험 결과를 이용한 생물학 이용성 수식


전함량실험 추출된고무분말내원 총함량

액실험에 해추출된고무분말내원 함량
×

‣ 산용출 추출 실험 결과를 이용한 생물학 이용성 수식


전함량실험 추출된고무분말내원 총함량

산용출실험에 해추출된고무분말내원 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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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인체 노출평가

노출평가는 실제 인 노출 환경으로부터 노출 가능한 인구집단이 어느 정도

의 해에 처해 있는지를 악하기 해서 노출량을 평가하는 단계로,그 물

질의 매체 농도 는 생물학 인 감시(Biologicalmonitoring)자료들을 토

로 추정한다.

인체 노출경로 인조잔디에서 운동 놀이 활동 시 오염된 고무분말을

비의도 (250㎛ 미만) 는 의도 (250㎛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는 입자크기

용출시험법별 노출량을 평가하 다. 상연령은 등학생( 학년,고학년

구분)부터 ․고등학생을 상으로 하 으며,이러한 노출 평가를 수행하기

하여 노출 특성 노출 변수의 특성으로 고무분말 섭취량 노출 빈도

기간 등을 통해 인체노출량을 산정하 다.

섭취 노출평가를 한 상연령에 따른 노출인자는 생리 변수 련 인자는

국내 “한국형 노출 계수 개발 운용체계 구축”자료를 참고하 으며,시간

련 변수는 인조잔디운동장 학교 공원에서 설문조사(275명)를 통해 노출

빈도 기간의 값을 도출하 다.평균 고무분말을 섭취하게 되는 고무분말

섭취량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Exposurefactorshandbook에서 제시한 토

양섭취 기본 값을 바탕으로 어린이 0.2g/day,청소년 0.1g/day을 참고하 다

(Johns,2008).이에 결정된 노출계수를 근거로 하여 섭취노출 특성과 시험법

에 따라 평균노출량(LifetimeAverageDailyDose,LADD)을 산출하 다.

‣ 인조잔디 이용 시 고무분말을 섭취하는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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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D(㎎/㎏/day):일생동안의 일일평균노출량

-C(㎎/㎏):고무분말 내 함량 농도

-B(%):Bioavailability

-IR(mg/day):일일 고무분말 섭취량

-EF(days/yr):연간 평균 노출 빈도

-ED(years):평균 이용 기간

-BW(㎏):노출 인구의 평균 체

-AT(days):노출 인구의 평균 노출일수

Exposurefactor
Sym

bol

Agegroups

Source
Elementaryschoolstudents Middleand

highschool

students

(13-18years)
Younger

(7-9years)

Older

(10-12years)

Bodyweight

Bodyweight(kg) BW 28 40 56
KEFH

(2007)

Ingestionrate

Ingestionrate

(g/day)
IR 200 200 100

US

CEFH

(2002)

Johns

(2008)

PeriodandTime

Exposureperiod

(year)
ED 3 3 3 Survey

Numberofstandard

timeexposure(days)
AT 1095 1095 1095 Survey

Number of year

exposure(days/yr)
EF

134.4

(48-336)

177.6

(48-336)

168

(96-228)
Survey

Table6.Exposurefactorsofchildrenbyobservationand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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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해도 추정

본 연구 상 물질인 납은 어린시기에 만성 노출 시 세포괴사,신경행동학

이상 발달장애를 유발하며,장기 노출 시 세포괴사, 액 암,신장 종양

을 유발할 수 있다고 확인되었다(IARC,USEPA IRIS).실험동물에서 장

계를 통한 납의 흡수는 주로 연령 식품 섭취량에 따라 달라진다.생후 1주

된 젖먹이의 랫트의 경우 약 흡수율이 52%로,6주된 랫트의 흡수율이 0.4%인

것과 비교가 되며, 한 랫트 새기의 경우 성체 랫트에 비해 조직에서의 단

체 당 납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stial,1978).납의 인체 장 계

에 한 흡수 역시 동물에서와 마찬가지로,음식물 성분 양 상태,화학물

질의 형태 등에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동의 경우 2-3세 상에

서 납 페인트 내의 납에 한 흡수율이 17%정도 이다(WHO,1995).

발암성 분류 등 은 IARC(InternationalAgencyforResearchonCancer)정

보에서는 B2(인체 유력한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NTP(National

ToxicologyProgram)정보에서는 B(인체에 한 조사결과 발암성 상물질)

로 분류하고 있다.

해도 결정은 해성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며, 해성평가의 앞선

과정인 노출평가 과정에서 산출된 노출량과 향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US

IRIS에서의 납에 한 어린이 내용일일섭취량(TolerableDailyIntake,TDI)

0.0006mg/kg-day를 참고하여 유해지수(HazardousQuotient,HQ)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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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결과

1. 속 납(Pb)의 노출량 분석

1.1.시험방법간의 결과 비교

고무분말 시험법 인체에 유사한 형태의 방법을 검증하기 하여 함량

법과 산용출 그리고 인공소화액추출방법인 세 가지 시험법을 용하여 결과를

비교하 다.각 시험법별 농도분포가 비 칭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그 차이

를 이기 해 기하평균값을 이용하여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험법 함량법을 용하 을 때 더 높은 결과 값을 보 으며,소화액

추출방법에 비해 평균 약 10배의 차이를 보 다.산용출과 소화액 추출 결과

값은 비슷한 양상을 보 으며, 함량법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추출율을 보

다.함량법의 경우 실험 시 산 분해 과정에서 시료가 완 히 녹는 을 감안

해 볼 때,실제 섭취된 고무분말의 유해물질 인체 이율 보다 과 평가하게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용출시험법 결과에 한 비교 시 산용출이 소화액 추출 결과보다 높은 용출

율은 두 시험법간의 추출용액의 차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보이며,특히 pH의 차이와 염소이온의 반응으로 고무분말의 경우 가교,산화

반응이 쉽게 일어나게 되어 나타난 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험법에 따른 속 납 농도 분포는 다음과 같다.



-19-

Figure7.Pbincrumbrubberoftestmethodshis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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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Pb

N GM±GSD Range

Totalcontent 60 3.00±1.92 1.29-14.67

Acidextraction 60 0.46±5.39 0.001-2.23

Digestionextraction 60 0.29±3.13 0.02-6.25

Table7.ConcentrationofPbincrumbrubberbytestmethods

(unit:mg/kg)

Figure8.ComparisonoftestmethodsforPbcontents

inacrumbru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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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입자크기별 결과 비교

고무분말에 해 섭취가능성이 있는 250㎛ 미만 250㎛ 이상의 입자 크기

에 따라 세 가지 시험법을 용하여 결과를 비교하 다.

체 으로 입자크기 250㎛ 미만의 고무분말에서 더 높은 추출율을 보이지

만 함량법 결과에서는 기하평균 3.73mg/kg으로 입자크기 250㎛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한 소화액용출법과 산용출법의 경우 입자크기별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입자크기에 따른 용출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250㎛ 미만에서는 소화액용

출에 비해 산용출에서 높은 결과를 보 으며,반면 250㎛ 이상에서는 소화액

용출에서 더 높은 결과를 보 다.이는 소화액용출법의 처리 Hotplate에

서 유기물 분해 시 200℃ 이상 고온의 가열과정에서 납의 난용성 흰색 침 물

이 남게 되어 납 분석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입자크기에 따른 속 납 농도 분포는 다음과 같다.

Pb

(mg/kg)

<250㎛ >250㎛

p-value*

N GM±GSD Range N GM±GSD Range

Total

content
30 2.42±1.58 1.43-7.50 30 3.73±2.10 1.29-14.67 0.0150†

Acid

extraction
30 1.40±1.62 0.50-2.23 30 0.15±5.54 0.001-0.42 <0.0001‡

Digestion

extraction
30 0.53±2.70 0.12-6.25 30 0.16±2.59 0.02-0.68 <0.0001‡

Table8.ConcentrationofPbincrumbrubberbyparticlesizefractions

*Wilcoxonranksum Test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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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9.Pbcontentincrumbrubberbyparticlesizef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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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생물학 이용성(Bioavailability)결과

고무분말에 해 인체 소화기 과 유사한 형태의 소화시뮬 이션과정을 통

해 분석한 결과는 추출정도를 비율로 이용하여 생물학 이용성을 분석하

다.

입자크기에 따라 생물학 이용성을 구분하여 분석하 으며,크기에 따른

차이는 입자크기 250㎛ 미만이 산용출 57.98%,소화액 21.85% 로 250㎛ 이상

보다 높은 생물학 이용성을 나타냈다. 한 소화액용출법에 비해 산용출법

에서 높은 생물학 이용성의 결과를 보 다.입자크기에 따라 산용출과 소화

액용출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산용출은 소화액용출 결과에 비해 입자크기 250㎛ 미만의 경우 약 2배의 차

이를 보 고,입자크기 250㎛ 이상은 비슷한 수 으로 조사되었다.

고무분말 추출농도를 비율로 이용한 속 납 농도의 생물학 이용

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Size

Bioaccessibilityvalue(%)

Acidextraction Digestionextraction

ratio
*
p-value

†

N GM±GSD Range N GM±GSD Range

<250㎛ 3057.98±1.54 29.70-96.18 3021.85±2.33 6.30-98.04 2.7 <0.0001‡

>250㎛ 30 3.98±7.37 0.02-29.58 30 4.23±3.03 0.29-29.12 0.9 0.2838

Table9.BioavailabilityofPbcontentincrumbrubberbyparticlesizefractions

*ratio:Acidextraction/Digestionextractionratio

†Wilcoxonranksum Tes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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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0.Bioavailabilityusingdigestionextraction

ofPb contentin crumb rubber by

particlesizefractions

Figure11.Bioavailabilityusingacidextractionof

Pb content in crumb rubber by

particlesizef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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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섭취 노출평가

2.1.고무분말 섭취에 따른 노출량 산정

인조잔디에서 운동 놀이 활동 시 오염된 고무분말을 비의도 는 의도

으로 섭취하게 되는 노출량을 확인하 다.노출시나리오는 일반 인 조건과

가장 극단 인 노출형태를 가지고 있는 최악의 노출조건으로 구분하여 연령별

평균노출량의 인체 해 확률분포값을 산정하 다.그리고 소화액용출법과 산

용출법을 이용한 생물학 이용성 결과를 활용하여 산출한 결과를 가지고 평

가하 다.

용출법을 이용한 생물학 이용성결과를 비교 시 산용출법을 이용한 결과가

소화액용출법을 이용한 결과보다 높은 수 으로 평가되었으며,특히 입자크기

가 작은 250㎛ 미만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고무분말 소화액용출 결

과에 한 납의 평균노출량은 평균노출시나리오에 의한 입자크기 250㎛ 미만

의 평가 결과, 등학생 학년 1.56×10
-4

·고등학생 4.87×10
-5

mg/kg-day으로 산출되었다.고무분말 산용출 결과에 한 납의 평균노출

량은 입자크기 250㎛ 미만으로 평가한 결과, 등학생 학년 4.13×10
-4

·고등학생 1.29×10-4mg/kg-day으로 소화액용출 결과보다 높게 산출되었다.

입자크기별 비교 시 소화액용출과 산용출 결과 모두 250㎛ 이상 값보다 250

㎛ 미만 값에서 일일섭취량이 약 2배 이상 높게 산출되었다.

고무분말의 납에 의한 노출로 인한 상연령의 섭취 노출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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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fraction

(mg/kg-day)

Digestionextraction

Elementaryschoolstudents Middleandhigh

schoolstudents

(13-18years)
Younger

(7-9years)

Older

(10-12years)

Normal
case

Worst
case

Normal
case

Worst
case

Normal
case

Worst
case

<250㎛

Mean 1.56×10
-4
3.89×10

-4
1.44×10

-4
2.73×10

-4
4.87×10

-5
6.61×10

-5

5th 2.95×10-5 7.38×10-5 2.73×10-5 5.16×10-5 9.22×10-6 1.25×10-5

95th 1.20×10
-3
2.99×10

-3
1.11×10

-3
2.10×10

-3
3.74×10

-4
5.08×10

-4

>250㎛

Mean 5.58×10
-5
1.40×10

-4
5.16×10

-5
9.77×10

-5
1.74×10

-5
2.37×10

-5

5th 2.32×10
-6
5.81×10

-6
2.15×10

-6
4.07×10

-6
7.26×10

-7
9.85×10

-7

95th 8.90×10
-4
2.22×10

-3
8.23×10

-4
1.56×10

-3
2.78×10

-4
3.77×10

-4

Table 10.Resultofestimating ingestion exposure to Pb by particle size of

bioavailabilityusingdigestionextraction

Sizefraction

(mg/kg-day)

Acidextraction

Elementaryschoolstudents Middleandhigh

schoolstudents

(13-18years)
Younger

(7-9years)

Older

(10-12years)

Normal
case

Worst
case

Normal
case

Worst
case

Normal
case

Worst
case

<250㎛

Mean 4.13×10
-4
1.03×10

-3
3.82×10

-4
7.23×10

-4
1.29×10

-4
1.75×10

-4

5th 1.22×10
-4
3.06×10

-4
1.13×10

-4
2.14×10

-4
3.82×10

-5
5.19×10

-5

95th 1.33×10
-3
3.32×10

-3
1.23×10

-3
2.32×10

-3
4.15×10

-4
5.63×10

-4

>250㎛

Mean 5.26×10-5 1.31×10-4 5.16×10-5 9.77×10-5 1.74×10-5 2.37×10-5

5th 1.40×10
-7
3.49×10

-7
1.29×10

-7
2.44×10

-7
4.37×10

-8
5.92×10

-8

95th 9.11×10
-4
2.28×10

-3
8.43×10

-4
1.59×10

-3
2.85×10

-4
3.86×10

-4

Table 11.Resultofestimating ingestion exposure to Pb by particle size of

bioavailabilityusingacid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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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2.ResultofingestionexposuretoPbbyparticlesizeofbio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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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인체 해도 추정

인조잔디에서 운동 놀이 활동 시 오염된 고무분말을 비의도 는 의도

으로 섭취하게 되는 인체 해도를 추정하 다.

해도 결정은 어린이 내용일일섭취량과 평균노출량 값을 비교하여 유해지

수를 산출하 다.인체 해 확률분포의 평균,5%,50% 해당 값 95% 해당

값을 이용하 고,HQ는 0.1～ 1 과 여부를 고려하여 해 수 을 평가하

다.

평균 노출 시나리오에 의한 유해지수는 산용출과 소화액용출법 모두 등학

생 학년 > 등학생 고학년 > ·고등학생 순으로 해도가 산출되었다.

등학생 ·고등학생의 평균노출 시나리오에 의한 유해지수는 0.01～ 0.1

수 으로 등학생의 경우 부분 유해지수 0.1을 과하는 것으로 산출되었

다.

소화액용출 결과 입자크기 250㎛ 미만에서 유해지수 0.01～ 0.1수 으로

등학생의 경우 유해지수 0.1을 과하는 사례가 있었다.

산용출 결과 입자크기 250㎛ 미만에서 유해지수 0.1～ 1수 으로 등학

생의 경우 최악의 노출시나리오에서 유해지수 1을 과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소화액용출 결과에 비해 높은 수 으로 산출되었다.

입자크기별 비교 시 소화액과 산용출 결과 모두 250㎛ 이상 값보다 250㎛

미만 값에서 약 2배 이상의 높은 유해수 으로 평가되었다.

고무분말에 함유되거나 제품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납의 해도를 추정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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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fraction

Digestionextraction

Elementaryschoolstudents Middleandhigh

schoolstudents

(13-18years)
Younger

(7-9years)

Older

(10-12years)

Normal
case

Worst
case

Normal
case

Worst
case

Normal
case

Worst
case

<250㎛

Mean 0.2597 0.6491 0.2402 0.4544 0.0811 0.1101

5th 0.0492 0.1229 0.0455 0.0861 0.0154 0.0209

95th 1.9964 4.9910 1.8467 3.4937 0.6239 0.8467

>250㎛

Mean 0.0931 0.2326 0.0861 0.1628 0.0291 0.0395

5th 0.0039 0.0097 0.0036 0.0068 0.0012 0.0016

95th 1.4830 3.7075 1.3718 2.5952 0.4634 0.6289

Table12.HazardQuotientofPbbyparticlesizeofbioavailabilityusingdigestion

extraction

Sizefraction

Acidextraction

Elementaryschoolstudents Middleandhigh

schoolstudents

(13-18years)
Younger

(7-9years)

Older

(10-12years)

Normal
case

Worst
case

Normal
case

Worst
case

Normal
case

Worst
case

<250㎛

Mean 0.6890 1.7225 0.6373 1.2057 0.2153 0.2922

5th 0.2040 0.5099 0.1887 0.3570 0.0637 0.0865

95th 2.2109 5.5273 2.0451 3.8691 0.6909 0.9377

>250㎛

Mean 0.0876 0.2191 0.0861 0.1628 0.0291 0.0395

5th 0.0002 0.0006 0.0002 0.0004 0.0001 0.0001

95th 1.5186 3.7965 1.4047 2.6575 0.4746 0.6440

Table13.HazardQuotientofPbby particlesizeofbioavailability using acid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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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 찰

지 까지 많은 연구에서 토양이나 어린이용품 등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한

어린이 노출에 많은 심을 기울여 왔다. 를 들면 토양이나 어린이 장난감

의 페인트 납 오염 등 어린이의 정상 인 발달과 건강에 매우 심각한 해

를 가할 수 있음이 밝 져 왔고,이에 한 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등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유해물질에

한 연구가 보고되어지고 있다. 재까지 연구되어 온 인조잔디용 고무분말

에 한 노출 해성평가 사례는 주로 흡입노출,피부노출 섭취노출에

한 평가가 이 지고 있다.그 섭취 노출에 한 연구는 직 섭취에 한

가정으로 인조잔디에서 운동 고무분말을 삼킬 수 있다는 노출을 추정한 연

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NIPH,2006).그러나 이는 극단 인 최악의 조건을

가정한 연구로써 인조잔디에서 활동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우 고무분말의

노후화로 인해 가루상태로 존재하는 작은 크기의 입자가 무의식 으로 섭취될

가능성에 해 고려해 야 한다.토양의 경우 작은 입자크기의 노출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Ruby,1996;Hamel,1999).체외 추출 실험의 생물

학 이용성에 한 연구에서 입자크기 250㎛ 미만에 해 표 화된 입자크기

로 사용되어지고 있다(Kelley,2002). 한 입자크기 250㎛ 미만은 어린이 손

가락에 착되어 섭취될 수 있는 일반 인 크기로 이용되어져 왔다

(Rodriguez,1999;Yang,2002;Zagury,2007Girouard,2009).본 연구에서는

입자크기에 따른 농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작은 입자에서의 높은

노출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작은 입자가 큰 입자에 비해 표면 이 증가

하고 용해율은 히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고무분말에 함유된 속 물질의 인체 노출 가능성을 평가하기 해 함

량법과 용출법에 한 연구가 이 지고 있다.고무분말 인체 노출량

해도 추정을 한 보정 계수인 생물학 이용성을 평가한 연구는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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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평가 시 많이 이용되고 있다.생물학 이용성을 이용한 평가는 함량

농도 값을 이용하여 합한 인체 노출량을 추정하기 해 산용출과 소화액용

출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보정하게 된다.

산용출법은 국내 완구 류 유해물질평가 시 사용되어지고 있는 시험방법으로

ISO 3696(1987,Waterforanalyticallaboratoryuse-Specificationandtest

methods)의 규격에 따라 용한 용출법으로 빨거나,핥거나,삼킬 수 있는 완

구 종류를 상으로 용출시험법에 따라 추출하는 시험법이다.두 가지 추출시

험 방법은 처리 시 산용출 실험은 염산을 사용하고 소화액용출실험은 조제

한 ,장,담즙으로 추출한다. 한 pH 비교 시 산용출 실험은 pH 1.0～ 1.5

사이로 장 추출을 가정한 방법이며,소화액용출실험은 장에서는 pH 2.5,

소장에서는 pH 6.5로 하여 추출하 다.그리고 소화액용출실험에서는 마지막

분해과정에서 추가로 고온(200℃)의 Hotplate과정을 거치게 된다. 표 인

소화액용출실험으로는 RIVM에서 제시한 시험 내 소화액 추출실험방법의 효

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VandeWiele,2007).소화액시험

법은 온도,용출시간,pH 조건,분리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비교되어지고 있

다.그 본 연구에서도 그것을 용하여 소화액 실험 시 RIVM에서 제시하

고 있는 시험 내 소화액 추출실험방법을 사용하 다. 재 가용한 시험법

에서 소화액용출실험은 인체와 유사한 형태의 실제 소화과정을 가장 잘 반

할 수 있는 실험이지만,여러 단계의 추출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매우 많이 소요되고,실험하는 연구자의 편차가 크다는 단 이 있다.

USEPA의 연구에 따르면 고무분말 산용출 실험결과 27.7mg/kg수 으

로,생물학 이용성 결과 4.7%로 조사되었다(USEPA,2009).본 연구에서는

함량 측정 방법과 함께 인체에 유입 시 장 등을 통해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녹아나와 체내 흡수되는 조건을 반 한 산용출 소화액용출법을

용하여 평가한 결과 입자크기 250㎛ 이상의 결과에서는 산용출과 소화액 용

출 결과의 차이가 비슷한 수 으로 조사되었으나,250㎛ 미만의 결과에서는

산용출의 결과가 소화액 용출결과보다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이는 소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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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출법의 처리 Hotplate에서 유기물 분해 시 200℃ 이상 고온의 가열과

정에서 납의 난용성 흰색 침 물이 남게 되어 납 분석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한 두 용출 시험법간의 결과 차이는 추출 용액

과 pH조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특히 용출

실험에서 pH따른 용출비 변화는 납 물질의 경우 pH가 높아질 수 록 용해도

가 낮아지는 특성이 있으며(SanMiguel,2002;이평구,2003),산용출(pH 1.5

이하)에 비해 소화액 용출 실험의 소장추출 과정에서 pH 6.5로 높은 pH 조건

에서 추출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임동빈(2000)의 바닥재에서 pH변화에

따른 납 용출특성에 한 연구결과 납의 용출특성은 낮은 pH에서 높고,pH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고 하 으며,이는 납이 성 약알카

리성 환경에서 흡착되거나 착화합물을 형성하 던 부분이 강알카리성으로 되

면서 다시 용해되어 용출액 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무분말의 섭취 노출평가는 인체에 유사한 노출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으로서 소화액용출법 산용출법에 한 용성을 검토하 다.그 결과 등

학생 ․고등학생의 납의 평균노출량은 1×10
-5
～ 1×10

-4
mg/kg-day수

으로,250㎛ 미만의 평균노출량이 높게 산출되었으나 BfR에서의 어린이에

한 내용일일섭취량 0.0036mg/kg-day수 에는 미치지 않았다.납에 한

어린이의 내용일일섭취량은 WHO에서 0.035 mg/kg-day,덴마크 EPA에서

0.0013mg/kg-day으로 제안하고 있다(DanishEPA,2008).두 용출법 사이의

신뢰성 검증을 해 결과를 비교해보면 산용출은 소화액용출 결과에 비해 입

자크기 250㎛ 미만의 경우 약 2배의 높은 용출율을 보 고,입자크기 250㎛

이상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작은 입자크기에서는 두 용

출법 사이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인체 내로 유입된 고무분말로 인한 유

해물질을 평가하기 해 가장 근 한 방법은 소화액을 이용한 용출법이나,시

험방법의 복잡함과 소화액에 함유된 다양한 효소 등의 유기성분으로 인해 바

탕 값 보정의 어려움 등의 특성으로 보편화된 표 시험법으로서의 제약이 있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이에 비해 산용출법은 소화액용출법보다는 간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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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화된 시험법으로서 편차를 최소화할 수는 있으나,여러 가지 소화흡수작

용을 돕는 소화효소로 구성된 소화액에 비해 단순한 염산으로의 추출로 장

에서의 용출만을 평가하게 되어 한정 인 추출방법이지만 소화액용출법보다는

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고무분말의 해도 추정결과 등학생 고등학생의 평균노출

시나리오에 의한 유해지수는 0.01～ 0.1수 으로 등학생의 경우 부분 유

해지수 0.1을 과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캘리포니아 연구에서는 어린이가

고무분말을 10g을 섭취한다고 가정하 을 때 납의 산용출 유해지수 결과는

0.226,소화액의 결과는 0.174로 평가되어 0.1이상의 험 값이 나타나 잠재

인 해 가능성이 존재하 다(CaliforniaEPA,2007).

그리고 인조잔디 충진재로는 고무분말에 한 다양한 종류가 사용되고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재활용 EPDM 고무분말을 사용하여

연구하 다.본 연구 결과는 EPDM의 특성이 반 되었으며, 장시료가 아닌

시제품을 이용하여 분석한 제한된 결과이기 때문에 보편화하기에 어려움이 있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입자크기의 농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

으며,생물학 이용성을 보정한 결과 섭취에 한 평균노출량과 해도 추정

결과 작은 입자크기에서 높은 노출수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인체에 유

사한 노출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소화액용출법 산용출법에 한

용성을 검토한 결과 실험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약이 있는 소화액용출법

보다는 산용출법이 한정 인 추출방법이긴 하지만 결과의 편차가 고 간략한

시험법으로 표 화하기에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무분말 추출정도를

비율로 이용하여 생물학 이용성을 반 한 섭취노출의 유해수 을 평가하

으며,생물학 이용성으로 평가한 결과는 함량 분석 시 과 평가될 가능성

을 여,인체 해성평가에 있어 보다 합리 인 기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라 단되어진다.이에 따른 인조잔디 운동장 어린이 노출에 한 유해물

질의 다매체 경로 물질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5-

Ⅴ.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조잔디 충진재의 고무분말 생물학 이용성을 고려한

입자크기별 납의 섭취 노출에 한 유해수 을 평가하 다.고무분말 입자

크기에 따른 생물학 이용성을 반 한 인체 섭취 노출량의 유해수 을 추정

하여,입자크기별 고무분말 납의 건강 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하 다.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EPDM 고무분말에 함유된 납의 농도는 3.0㎎/㎏ 이었으며,산용출 결

과는 함량농도의 6.5배,소화액용출은 10.3배 수 이었다.산용출과 소화액용출

결과 값은 비슷한 양상을 보 으며, 함량법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추출율

을 보 다.

둘째,250㎛ 미만입경의 EPDM 고무분말의 함량,산용출 소화액용출법

에 의한 납 농도로 2.4㎎/㎏,1.4㎎/㎏,0.5㎎/㎏ 로서 250㎛ 이상의 큰 입자에

서의 함량 용출농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납 농도로 평가되었다.따라서

인조잔디 충진재의 사용기간이 길어져 고무분말의 입경이 작아질 경우 체내

용출양이 커질 우려가 있었다.

셋째,고무분말 납의 함량 농도를 이용한 인체 노출량 해도 추정을

한 보정 계수인 생물학 이용성은 소화액용출에 의한 결과,250㎛ 이상 입

경 EPDM 고무분말에서 4.2%,250㎛ 미만 21.9%로 산출되었다.인조잔디 충

진재의 입경이 작을수록 생물학 이용성은 유의하게 높았으며,특히 250㎛

미만 입경에서의 산용출법에 의한 생물학 이용성은 58.0% 로서 소화액용출

법에 의한 경우보다 약 2.7배 높았다.



-36-

넷째,250㎛ 미만 입경의 EPDM 고무분말 납에 의한 인조잔디 이용 어

린이 등학생 학년의 섭취 노출량은 산용출법이 4.13×10-4,소화액용출법이

1.56×10
-4
로서 가장 높은 노출량으로 추산되었다.이로 인해 250㎛ 미만 입경

의 인조잔디 충진재 납의 어린이 섭취노출로 인한 해도는 산용출법의 경

우 250㎛ 이상 입경보다 약 7.9배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인조잔디 충진재의 입경이 작을수록

납의 섭취 노출량 해도가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작은 입경의

인조잔디 충진재 납의 소화액 용출농도로 큰 입경에서 보다 약 3.3배 높아

해도 추정 시, 장시료로 이용한 인조잔디 충진재의 입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재 인조잔디 고무분말 안 기 은 함량농도로 규제하고 있어,이용

자의 섭취 노출량 해도 추정 시 생물학 이용성 용법을 활용할 수밖

에 없다.본 논문에서는 소화액용출법과 산용출법이 유사한 납 노출 경향성이

찰됨에 따라 표 화하기 쉬운 산용출법의 용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

다.다만,작은 입경에서의 산용출법에 의한 섭취 노출량이 소화액보다 약 2.6

배 높아 과 평가될 우려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고무분말 종류 재활용 EPDM 고무분말의 시제품

만을 상으로 평가하여 산출된 결과이므로,모든 인조잔디 충진재를 표할

수 있는 결과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따라서 향후 인조잔디 운동장 어린

이 노출에 한 유해물질의 다매체 경로 물질에 한 연구와 다양한 용출

법에 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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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Exposure to Lead Ingestion by

Particle Sizes ofCrumb Rubberon Artificial

TurfconsideringBioavailability

SunDukKim

GraduateSchoolof

PublicHealthYonseiUniversity

Artificialturffield,outdoorplayground flooring materials,etc.using

crumb rubber as their filler are steadily increasing on the school

playgrounds,sportsfacilities,etc.,andthechemicalsubstancesextracted

from crumb rubber are heavy metals such as lead(Pb), zinc(Zn),

PAHs(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and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Socriticism abouttheeffectofitsharm on thechildren

mainlyplayingonaschoolplaygroundisincreasing.Therefore,children

canbeexposedthroughroutessuchasingestionwhileplayingorworking

onanArtificialturffieldoringestionofcrumbrubberdroppedbyskin

contact(acute exposure),and ingestion through contactby touching a

surface with hand and then bringing the hand to the mouth(chronic

exposure).Therefore,thispaperresearchedleadsubstancesamongheavy

metals having strong toxicity even ifa smallamountofthem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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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dintoahuman body among chemicalsubstancesthatcan be

exposedonartificialturf.Leadisexposedtoahumanbody,thesmaller

theparticlesizeandtheyoungertheageoftheexposedgroup,themore

leadisabsorbedintothehumanbody andonlyanunabsorbedpartis

discharged.Sothisresearchevaluatedthelevelofexposureandhazard

quotientbyparticlesizes.

Thisresearchperformedexperimentsbyparticlesizesinordertoevaluate

theirexposureonaningestionrouteusingrecyclablecrumbrubberEPDM

amongcrum rubberusedasfillersforartificialturf.Thecrumbrubber

testmethodsincludeatotalcontenttestmethodandanacidextraction

method,and a digestion extraction method was used to compare the

methodsreflecting thecharacteristicofexposuretoingestionbyhuman

bodies.Invitrodigestionmethodpresentedby RIVM(Rijksinstituutvoor

VolksgezondheidenMilieu)wasreferredto.Riskassessmentofhuman

health research reflected bioavailability, a correction factor for the

estimation ofexposure amounts and risk assessment,two extraction

methodswerecomparedandanalyzed.

This paperaimed to evaluate the hazard levelofexposure to lead

ingestionbyparticlesizesofcrumbrubberonartificialturfconsidering

bioavailability,derivingthefollowingmajorresults.

Firstly,forcrumbrubber,threetestmethodssuchasatotalcontent,

acidextractionandinvitrodigestionmethodwereappliedandtheirresults

werecompared.Ofthetestmethods,theapplicationofatotalcontent

methodshowedahigherresultvalue,whichwasabout10timesthein

vitro digestion method.The acid extraction method and the in vitro

digestionmethodshowedasimilaraspectandarelativelylowerextraction

ratethanthetotalcontentmethod.



-45-

Secondly,asaresultofcomparisonusingthreetestmethodsdepending

oningestible particlesizesofcrumbrubbersuchaslessthan250㎛ and

morethan250㎛,thecrumbrubberoflessthan250㎛ particlesizeshowed

ahigherextractionrate.Andasaresultofcomparisonofextractionlevels

dependingonparticlesizes,theacidextractionshowedahigherresultthan

theinvitrodigestion inlessthan250㎛,whilethe invitrodigestion

showedahigherresultthantheacidextractioninmorethan250㎛.

Thirdly,asaresultofevaluatingbioavailability,acorrectionfactorto

estimatetheexposureamountandriskassessmenttoahumanbodyusing

theleadcontentconcentrationincrumbrubber,thelessthan250㎛ particle

sizeshowedhigherbioavailabilitythanthemorethan250㎛ particlesizein

termsofdifferencedependingonsizes.Besides,Acidextractiondiffered

about2timesfrom thedigestionextractionresultin250㎛ orlessparticle

size,andwassimilartothatin250㎛ ormoreparticlesize.

Fourthly,as a resultofconfirming the unintentionalor intentional

ingestion exposure amount to the contaminated crumb rubber while

exercising orplaying on Artificialturffield,theaverageleadexposure

amount to the digestion extraction result among crumb rubber was

calculated to be1.56×10
-4
mg/kg-day forlow gradeelementary school

studentsand4.87×10-5mg/kg-dayformiddleandhighschoolstudentsin

250㎛ orlessparticlesize,and thattotheacid extraction resultwas

higherthanthattothedigestionextractionresult.Besides,theaverage

leadexposureamountstoboththedigestionextractionresultandtheacid

extractionresultwereabout2ormoretimeshigherin250㎛ orlower

particlesizethanin250㎛ orhigherparticlesize.

Fifthly,asaresultofestimatingtheharzardleveltohumanbodiesby

the exposure to crumb rubberingestion on artificialturfto bo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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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estionextractionresultandtheacidextractionresultwereabout2or

moretimeshigherin250㎛ orlowerparticlesizethanin250㎛ orhigher

particlesize,exceeding hazard quotient0.1formostoftheelementary

schoolstudents.Besides,itwashigherfortheacidextractionresult(hazard

quotient0.1～ 1)thanforthedigestionextractionresult(hazardquotient

0.01～ 0.1)in250㎛ orlessparticlesize.

Asasummaryoftheaboveresearchresult,itcouldbeconfirmedthat

anoxygenextractionmethodismoresuitableforstandardizationthana

digestionextractionmethodincomparingtestmethods,andasaresultof

correcting itsbioavailability,higherbioavailability couldbeconfirmedin

smallerparticlesizes.Asa resultofestimating theaverageexposure

amountandhazardlevelagainstingestion,higherexposurelevelscouldbe

confirmed in smallerparticle sizes.This research resultreflected the

characteristicsofrecyclablecrumbrubberEPDM amongvariouskindsof

crumbrubber,andislimitedtotheanalysisusing trialproductsrather

thansitespecimens,sothereisdifficultyinitsgeneralization.Accordingly,

aresearchonthemulti-mediarouteofharmfulsubstancesforitsexposure

to children on an artificialturfplay ground and a research on the

comparisonofvariousextractionmethodsshouldberealized.

Key words:artificialturf,crumb rubber,Pb,bioavailability,exposure

assess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