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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발의 역할은 크게 두가지로서 그 하나는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로 중요한 인간의 머리를 외부의 충격이

나 직사광선·더위·추위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

라 대기와 수질 및 음식물 등에 함유되어 체내로 흡입

또는 섭취되거나, 접촉에 의해 직접 피부를 통하여 체

내로 흡수되는 신체에 불필요한 수은, 비소, 아연 등의

중금속들을 모모세포(毛母細胞)에 집중적으로 보내, 분

열하는 세포내로 모이게 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1-2)

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미용상의 역할로

사람의 대표적인 미의 상징으로서의 기능이 있다3-6).

모발 Keratin은 금속과 쉽게 결합하는 산성기를 가지

고 있어 세발용 화장품, 두발용 화장품, 세정수, 땀, 먼

지 등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이온을 흡수한다. 특히 화

학적 처리(퍼머넨트 웨이브, 헤어컬러 등)를 받은 모발

은 산성기(메르캅탄기-mercaptan-SH group, 술폰산기-

sulfonic acid-SO3H, 카르복실기-carboxylic acid-COOH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속의 흡착량도 많게 되어 어

떤 특정 원소의 잔류축적량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모발에 많다고 한다. 이로서 모발 중의 미량금속 측정

으로 체외물질대사 이상을 관찰하고 병을 예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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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7-11). 

모발 염색은 모발의 색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모발

색상에 과학의 응용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욕

구의 예술적 행위이다. 인류 모발염색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 고대 문명으로부터 시작되어 동물과 식물에서

부터 추출한 염료를 사용하 으나, 이들 대부분이 추

출이 어렵거나 모발염색 후의 부자연스러움에 의해

차츰 그 사용빈도가 감소하 다. 그러다가 1863년

Hoffman에 의한 p-phenylenediamine의 염색력에 대한

연구보고 이후로 합성염모제가 개발되어 이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며12), 근년에 이르러서는 합성염모제의

소비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규칙적인 사용자도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3). 

이러한 합성염모제는 사용염료의 종류, 적용방법 및

색의 착상정도에 따라 일시적, 반 구적, 구적 염모

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동물실험과 실험실에서 조사

한 바에 의하면 반 구적 및 구적 염모제에 함유된

aromatic, nitroso 및 amino 화합물이 돌연변이 또는

발암성이 있다14-17)고 하여 지난 20년동안 이의 제거를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발견되고 있

다. 한편 염모제 중에는 니켈, 마그네슘, 구리, 코발트,

납, 아연, 카드늄, 크롬 등의 중금속들이 미량 검출되

고 있어, 이와 같은 중금속을 함유한 염모제를 사용할

경우 함유된 중금속의 농도에 따라 흡수정도는 달라

질 수 있으나 이들 중금속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수

포, 습진, 다형홍반, 육아종, 구진, 소양증 등을 동반한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염

모제를 사용하는 일반인들의 건강관리 관점으로 볼

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

의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시판중인 모발 염색약 중의

중금속 농도에 관한 연구18)뿐으로 미비할 뿐 아니라

염모제의 모발처리에 따른 중금속 폭로 등에 대한 연

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현재 시판

중인 염모제 중의 중금속(납, 구리, 아연, 망간, 철, 니

켈)함량과 실제 이의 처리전·후 및 처리횟수 따른 중

금속 함량을 정량하여 염색처리에 따른 중금속 폭로

정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으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

들의 건강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1. 시 료

시료인 모발 채취는 1999년 7∼8월 대구의 미용실

에서 현재 다이어트나 약물복용이 없는 건강한 20대

여성의 화학적 처리(퍼머넌트웨이브, 염색, 탈색처리)

를 하지 않은 6명의 모발(virgin hair)만을 선택하여 모

근으로부터 2∼3cm 부위에서 10cm내로 커트한 모발

을 시료로 이용하 다.

2. 시료의 염색

염모제는 색의 정착(fastness)에 따라 모발 표면의

염료 부착으로만 색을 나타내어 바로 씻어낼 수 있는

일시적 염모제와, 모발 내부의 염료 염착에 의한 염색

으로 염색이 4~5주 정도 지속되는 반 구적 염모제

및 모발내부의 멜라닌 색소용해 작용으로 모발 자연

색의 탈색과 함께 염료를 구결합시키는 구적 염

모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시판·사용되

고 있는 단일과정염색법의 구산화 염모제(중간갈색,

크림형태) 1종을 선택하여, 먼저 시료를 전용 샴푸제

로 1회 샴푸하고 3회 헹구는 샴푸처리(40˚C수온유지)

로 모발에 묻어 있을 단순 이물질을 제거하고 상온에

서 자연 건조시킨 뒤 염색전의 중금속 분석처리에 사

용하 다.

모발의 1회 염색은 염모제(염색제, 산화제)와 시료모

발을 각각 동량으로 하여 제품에 명시된 염색방법으

로 40분간 염색한 후 샴푸처리하고 자연 건조시킨 뒤

중금속 분석처리에 사용하 으며, 모발의 2회 염색은

1회 염색시킨 모발을 데시게이터에 폐·보관하여

대기상의 중금속 오염에 대비하 고 1개월 후 같은

방법으로 30분간 염색한 후 샴푸처리하고 자연 건조

시켜 중금속 분석처리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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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발 염모제의 중금속 분석

1) 염모제의 전처리

염모제는 질산습식 탄화처리로 하 으며, 1제인 염

색제와 2제인 산화제를 각각 1g씩 취하여 65% HNO3

(특급시약-Merck, Germany) 10ml를 넣어 90˚C온도를

유지하여 약 10ml정도 남을 때까지 10시간 가열시킨

후 2% HNO3 용액으로 25ml 최종부피에 맞추었다.

2) 중금속 측정

염모제의 중금속 분석 원소는 납(Pb), 아연(Zn), 구리

(Cu), 망간(Mn), 니켈(Ni), 철(Fe) 등 6종류를 측정하

고, 샘플분석은 Industively Coupled Plasma(ICP-AES,

JY38-Plus, France)기기에 가스는 Argon(Grade U,

99.995%)을 사용하여 다원소동시분석법으로 측정하

으며 Multi-element Standard Solution(MERCK,

Germany)의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조제하 다.

4. 모발 염색전후의 중금속 분석

1) 모발시료의 전처리

시료는 먼저 증류수로 3회 세척하여 단순 유상 부

착물을 제거한 후 105˚C 건조기에서 6시간 건조시킨

시료 1g을 65% HNO3(특급시약-MERCK, Germany) 20ml

에 넣어 24시간 방치 한 후 90˚C를 유지하여 약 10ml

정도 남을 때까지 10시간 동안 가열·분해·증발시킨

후 2% HNO3 용액으로 25ml 최종부피에 맞추었다. 

2) 중금속 측정

모발 염색전·후의 중금속 분석 원소 및 샘플분석

은 염모제 분석 방법에 준하 다.

5. 통계처리

본 연구의 분석치는 SAS 통계팩케지를 이용하여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으며, 시료별, 염색횟수별에

따른 2요인 계획법에 의한 분산분석(ANOVA검정)으로

그 유의차를 검정하고 Duncan 다중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적용하여 염색횟수의 개별비

교를 하 다.

III.

<표 1>은 염모제의 염색제와 산화제 중금속 함량의

평균 및 표준편차, 모발시료의 염색전과 염색횟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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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발에 염색전후의 중금속 함량치

시료 원소 납(Pb) 아연(Zn) 구리(Cu) 망간(Mn) 철(Fe) 니켈(Ni)

염 색 제 0.250±0.075 33.650±5.775 0.800±0.025 0.675±0.025 31.050±0.750 1.700±0.050

산 화 제 0.225±0.075 35.450±5.650 0.575±0.025 0.075±0.050 6.600±0.500 1.500±0.050

염색전 모발 2.950±0.225 29.000±9.700 9.400±0.350 1.075±0.250 40.775±3.325 1.950±0.075

1회 염색모발 3.025±0.225 40.250±8.650 9.650±0.375 1.350±0.125 42.900±7.100 2.200±0.075

2회 염색모발 3.350±0.400 51.650±6.275 10.950±1.000 1.475±0.100 44.350±5.200 2.225±0.125

F - value 11.53** 638.46*** 112.09*** 52.87*** 27.99*** 21.14***

Duncan
염색전 b c b c b b

Grouping
1 회 b b c b c a

2 회 a a a a a a

※ 단위 : ppm 

※ 위의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희석배수 25배를 곱한 값

※ 유의수준 : ** p < 0.01          *** p < 0.001

시료 원소 납(Pb) 아연(Zn) 구리(Cu) 망간(Mn) 철(Fe) 니켈(Ni)



따른 중금속 함량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유의차검정

및 Duncan 다중검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 납(Pb)

납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접한 관계에 있는 금속

중의 하나로 산업부문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도심지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유래하여

주로 호흡기를 통하거나 위장관을 통해서 흡수되며

미량은 피부를 통해서 흡수된다. 이렇게 흡수된 납은

소변으로 거의 배출되고 나머지는 머리카락, 손톱, 발

톱 등을 통해 배출되지만, 다량 체내로 흡수되면 성인

과 어린이들에게 있어 인체의 여러 장기내에 흡수되

어 혈액학적, 위장 및 신경의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고농도의 장기간 폭로에서는 만성

신장장애, 고혈압, 생식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효소

를 억제하여 세포의 칼슘 신진대사를 변질시키고 신

장, 두뇌, 뼈에서 단백질 결합의 합성을 자극하며, 저

농도에 폭로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임신의 결과로 장

애성의 신경행동적인 발달과 어린이들에게 있어 성장

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7-8, 18-19).

그리고 이러한 납은 여성들의 화장품 중 토너, 모이

스쳐라이져, 콘실러, 화운데이션, 컴팩파우더, 립칼라,

아이새도우, 아이라이너 등을 사용한 화장을 할 경우

최소 0.07µg/g 정도의 납에 폭로될 수 있으며 음식물

을 통해서는 하루 18.0∼22.8µg/g을, 대기중의 공기를

통해서는 1.31∼1.0µg/g을 섭취할 수 있고20), 담배 한

개피당 0.70∼2.01µg/g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본 실험의 분석결과, 납의 함량은 염색제가

0.250ppm, 산화제가 0.225ppm이었고, 염색전 모발은

2.950ppm, 1회 염색모발이 3.025ppm, 2회 염색모발은

3.350ppm으로 처리횟수에 따른 유의차가 인정(P<0.01)

되었으며, Duncan 검정결과 1회 염색에서는 염색전과

의 차가 없었으나 2회 염색에 있어서 그 유의차가 인

정되어 납의 경우 2회 이상의 염색에 의해 중금속 폭

로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납 함량치가 조윤승 외(1984)22)가 보고한

평균 납 함량치 7.57ppm 보다는 비교적 낮은 농도를,

박원식(1997)8)의 0.567ppm 보다는 높은 농도를 보 는

데 이는 두발에 함유된 납의 축적량은 식이·환경에

따라 큰 변동이 생기며, 비록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개

인차가 클 뿐 아니라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선

행연구23)와 일치하 다. 그러나 김홍진(1985)24)의 연구

에 따르면 정신분열병 척도에서 이상자군의 두발 중

평균 납 함량이 13.05±1.75ppm으로 정상아 두발 중의

납 함량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뇌와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은 아닐지라도 모발의 염

색처리 횟수의 증가로 인한 두발의 납의 축적은 어느

정도의 유해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므로 과도한

염색처리는 삼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아연(Zn)

아연은 지각 중에 흔히 존재하고 있으며 체중의 약

0.003% 정도의 양이 체내의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필

수 원소로 체내결핍시에는 발육부진 등이 나타나 미

국 WHO에서도 1일 아연 섭취량을 권고하고 있다. 그

러나 다른 원소들보다 낮은 독성을 가지고 있다하여

도 이 역시 과량섭취시에는 독성을 나타내어, 급성중

독의 경우 혈성장염, 백혈구수 감소, 중추신경계 억제,

사지마비, 우울현상 등의 보고가 알려져 있기도 하다

8,19).

분석결과, 아연의 함량은 염색제가 33.650ppm, 산화

제가 35.450ppm이었고, 염색전 모발은 29.000ppm으로

조혜경(1984)25)의 평균 아연 함량치 147.5ppm 보다는

낮은 농도를, 박원식(1997)8)의 6.287ppm 보다는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식이섭취양태 및 개체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생

각되며, 1회 염색모발이 40.250ppm, 2회 염색모발은

51.650ppm으로 처리횟수에 따른 유의차가 인정

(P<0.001)되었다. Duncan 검정결과는 1회 염색에서부터

염색전과의 차가 인정되어 단 1회의 염색만으로도 중

금속 폭로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1회와 2회 염색에

따른 차도 인정되어 염색횟수가 많아질수록 중금속

폭로정도의 피해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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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리(Cu)

구리는 인류생활 중에서 가장 오래 사용되어 왔으

며 인체내 필수금속 중의 하나로서 생체내에 함유되

어 있는 철의 대사와 관련하여 철의 흡수나 골수의 세

포형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생리적

작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8). 성인의 경

우 각 조직내 100∼150mg이 포함되어 있으며20), 과다

섭취시에는 구토증세, 위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통

계에 의하면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비출열, 금속맛,

호흡기 자극, 금속열, 간장해, 용혈 등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본 실험에서의 분석결과, 구리의 함량은 염색제가

0.800ppm, 산화제가 0.575ppm이었고, 염색전 모발은

9.400ppm으로 조혜경(1984)25)의 평균 구리 함량치

13.29ppm보다는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1회 염색모발

이 9.650ppm, 2회 염색모발은 10.950ppm으로 처리횟

수에 따른 유의차가 인정(P<0.001)되었으며 Duncan

검정결과 아연과 망간의 결과와는 달리 염색에 따른

피해가 인정되었으나 염색전과 1회 염색에 의한 중금

속 폭로의 피해보다 1회 염색에서 2회 염색에 의한 중

금속 폭로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희(1988)26)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고혈압증을 나

타내는 환자군일수록 두발 중 구리와 아연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 구리, 구리/아연과 혈압치와는 유의적인

부(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로 미루어볼 때

비록 본 연구결과에서의 2회 염색처리까지 모발 중 아

연과 구리 함량치가 조혜경(1984)25)의 연구결과에서 보

면 정상범위에 속할지라도 반복되는 염색처리에 의한

아연과 구리의 함량이 유의적인 차이로 증가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 다. 

4. 망간(Mn) 

망간은 과거 유리의 제조에 흔히 쓰여왔으며, 생물

의 발육이나 성장에 필수금속으로 지각에 널리 분포

되어 있으며, 체내 망간 결핍시에는 골격이상, 불임,

출생시 사망율이 증가하는 반면, 망간에 중독되면 두

통, 불면, 관절 및 근육통, 경련, 정신착란증, 폐렴, 파킨

슨씨병(Parkinson’s syndrom)과 같은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9, 18-19). 

망간은 대기중에 3.90µg/m3이 존재하여 공기를 통해

약 1∼2µg을 섭취할 수 있고 주로 음식물과 함께 하

루 약 3∼7mg이 인체에 들어와 장관을 통해서 배설되

어 정상 건강 성인의 생체내에는 약 12∼20mg정도 존

재하며, 또한 담배 한 개피당 83.68∼416.380µg의 망간

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21).

본 실험의 분석결과, 염색제의 망간의 함량은

0.675ppm, 산화제가 0.075ppm이었고, 염색전 모발은

1.075ppm으로 박원식(1997)8)의 평균 망간 함량치

0.036ppm 보다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망간이 지역적

인 차는 적은 편이나 개인의 식성이나 체질 및 모발색

상 등의 요인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

며, 1회 염색모발이 1.350ppm, 2회 염색모발은

1.475ppm으로 처리횟수에 따른 유의차가 인정

(P<0.001)되었다. Duncan 검정결과 염색에 의한 중금속

폭로의 피해 뿐만 아니라 염색횟수가 증가할수록 중

금속 폭로의 피해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철(Fe)

철 역시 필수원소로서 인체내의 철의 농도는 체중

의 약 0.04% 정도로서 연령, 성별, 양상태, 건강상태,

체내의 철 저장 상태에 따라 다르며, 혈중 헤모 로빈

의 헤모에 결합되어 주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이 있

다. 그러나 급성 중독의 경우 구토, 혈변, 창백, 혈압저

하와 더불어 쇼크, 혼수, 경련을 유발하여 종종 사망하

는 일이 많고, 만성적인 중독의 경우 강경변, 당뇨, 심

장장애, 성기능저하를 볼 수 있으며, 가스상의 철은 매

우 유독하여 폐부종, 중추신경장해를 쉽게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19).

본 실험의 분석결과, 철의 함량은 염색제가

31.050ppm, 산화제가 16.600ppm이었고, 염색전 모발은

40.775ppm으로 박원식(1997)8)의 평균 철 함량치

0.830ppm과 조혜경(1984)25)의 26.02ppm 보다 다소 높

게 나타내었고, 1회 염색모발이 42.900ppm, 2회 염색

모발은 44.350ppm으로 처리횟수에 따른 유의차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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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P<0.001)되었으며 Duncan 검정결과 구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6. 니켈(Ni)

니켈은 화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 대부분

이 인위할동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자동차 배기가

스, 난방 및 동력원으로서의 석탄·석유의 연소, 제

련·제강으로부터의 배기, 흡연 등에 의해 음식, 공기,

물에 소량 함유되어 주로 취식, 흡입, 피부접촉을 통해

체내로 들어온다. 니켈은 40년 전부터 악성종양의 주

범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폐나 비강의 발암작용, 호흡

기 장해와 전신중독, 만성중독, 비중격천공, 비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하며, 특히 Nickel carbonyl은 상온에

서 증발하기 쉬운 가장 독성이 강한 액체 화합물로서

생체에 흡인되면 두통, 흉통, 호흡곤란, 현기증, 혈담과

중추신경 장해를 유발 뿐만 아니라 급성중독 및 폐암

발생으로 인하여 1978년부터 발암물질로서 독성이 충

분히 인식되었다. 니켈은 또한 크롬과 더불어 가장 흔

한 알레르기 원인물질 등의 하나로 특히 여성에게 있

어서는 접촉성 피부염의 첫 번째의 원인물질이기도

하여 여성들이 사용하는 귀걸이, 팔지, 목걸이 등의 금

속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니켈에 의해서나, 또는 대부

분의 세제와 청결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니켈 등에 의

해 주부습진 등의 접촉성 피부염을 초래하는 원인으

로 보고되고 있다7-8, 18-19).

본 실험의 분석결과, 니켈의 함량은 염색제가

1.700ppm, 산화제가 1.500ppm이었고, 염색전 모발은

1.950ppm으로 박원식(1997)8)의 평균 니켈 함량치

0.101ppm보다는 높게 권혁희(1988)26)의 2.0ppm과는 비

슷한 수준의 함량치를 나타내었으며, 1회 염색모발이

2.200ppm, 2회 염색모발은 2.225ppm으로 처리횟수에

따른 유의차가 인정(P<0.001)되었으며 Duncan 검정결

과 1회 염색에서는 염색전과의 차가 인정되어 폭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1회와 2회 염색

간의 차는 인정되지 않아 1회와 2회 염색의 폭로 피해

정도는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서 시판 염모제에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들이 검출되었으며, 염모제 처리전·후의 모발

중금속 함량치도 유의한 차가 인정될 만큼 많이 흡수

된 것으로 나타나, 만일 이들 중금속들이 모발에만 흡

수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체내에 흡수될 경우 여러

가지 병환을 동반한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을 초

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여

러 중금속 환경에 노출된체로 염모제를 사용하는 일

반인들의 건강관리 관점으로 볼 때, 염모제의 중금속

농도에 대한 허용농도 재설정 및 염모제의 적정 사용

량에 대한 규제설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와 관련한 분야에 대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본 연구는 건강한 20대 여성의 모발을 대상으로 현

재 시판중인 염모제와 이의 처리전·후 및 처리횟수

에 따른 중금속(납, 아연, 망간, 구리, 철, 니켈)의 함량

을 정량하여 모발 염색에 의한 중금속 폭로정도를 과

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중금속으

로 인한 건강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제시할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염모제 염색제의 중금속 함량치는 0.250ppm(Pb),

33.650ppm(Zn), 0.800ppm(Cu), 0.675ppm(Mn),

31.050ppm(Fe), 1.700ppm(Ni)으로 나타났으며, 산화제

의 경우 0.225ppm(Pb), 35.450ppm(Zn), 0.575ppm(Cu),

0.075ppm(Mn), 16.600ppm(Fe), 1.500ppm(Ni)으로 나타

났다. 

2. 염색전 모발의 중금속 함량치는 2.950ppm(Pb),

29.000ppm(Zn), 9.400ppm(Cu), 1.075ppm(Mn),

40.775ppm(Fe), 1.950ppm(Ni)으로 나타났고, 1회 염색모

발은 3.025ppm(Pb), 40.250ppm(Zn), 9.650ppm(Cu),

1.350ppm(Mn), 42.900ppm(Fe), 2.200ppm(Ni)으로 나타났

으며, 2회 염색모발은 3.350ppm(Pb), 51.650ppm(Zn),

10.950ppm(Cu), 1.475ppm(Mn), 44.350ppm(Fe),

2.225ppm(Ni)으로 나타나 염색처리에 따른 유의차가

p<0.01∼0.001 수준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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