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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environmental exposure to tobacco-specific nitrosamines (TSNAs) by
conducting an analysis of the concentration of TSNAs in deposited dust collected from a fertilizer plant and the
surrounding village, a simulation of high-temperature drying of tobacco waste, and CALPUFF modeling.

Methods: The raw materials of the products, deposited dust (inside and outside the plant and residential area),
soil, and wastewater were sampled and the TSNA concentrations were analyzed by LC-MS/MS. As the plant
was closed down before the investigation, simulation tests were conducted to confirm the substances discharged
during high-temperature (300oC) drying of tobacco waste. CALPUFF modeling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area of influence due to exposure to TSNAs.

Results: TSNAs were detected in organic fertilizers estimated to contain tobacco waste, deposited dust, and soil
collected from inside and outside the plant. N'-nitrosonornicotine (NNN), 4-(methylnitrosoamino)-1-(3-pyridyl)-
1-butanone (NNK), and N'-nitrosoanatabine (NAT) components were detected in five of 15 deposited dust
samples collected from the residential area around the plant, while TSNAs were not detected in the five sampling
points in the control area. Also, the simulation test for the high temperature drying of tobacco waste found
emissions of TSNAs. The CALPUFF modeling results showed that the survey area was likely to be included
in the area of influence of TSNA emissions from the plant.

Conclusions: It is estimated that harmful tobacco ingredients such as TSNAs were dispersed in nearby areas due
to the illegal use of tobacco waste as a raw material to produce organic fertilizers at the plant. These findings
assume that the residents have been exposed to TSNAs and suggest that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manage environmental health.

Key words: Tobacco-specific nitrosamines (TSNAs), fertilizer plant, environmental exposure, health effects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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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상지역은 2017년 기준으로 45가구 99명이 거주

하고 있는 농촌 마을로 주민들은 비료공장에서 취급

한 원료와 배출물질이 암 발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

였으며 피부암 등 집단 암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

한 건강영향조사를 2017년 청원하였다. 이 마을에서

는 2001년부터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운영되면서

악취, 분진, 폐수방류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청원이 수용되어 본 연구가 착수되기 이전에 이미

업체는 가동이 중단(2017. 4)되어 오염물질 배출 현

황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자체 사전 예비조

사, 청원 검토 자료를 분석하고 지역사회요구조사를

수행하였다. 2017년 지자체 사전 예비조사에서 연초

박을 380oC로 열분해하였을 때 L-Nicotine 등이 검

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1) 또한, 초점집단면접조사

(FGI: Focus Group Interview)에서 마을 주민 및 전

문가들은 공장에서 연초박을 주요한 원료로 사용하

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을 것이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

연초박은 담배를 만드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담뱃

잎 찌꺼기 폐기물로 담뱃잎을 가공 및 경화하면서

알칼로이드의 니트로화(nitrosation) 과정이 발생하여

니코틴(Nicotine)이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Tobacco-specific nitrosamins)으로 생성된다.3) 

조사 대상 물질인 TSNAs는 현재까지 N'-nitrosonor-

nicotine (NNN), 4-(methylnitrosoamino)-1-(3-pyridyl)-

1-butanone (NNK), 4-(methylnitrosoamino)-1-(3-pyridyl)-

1-butanol (NNAL), N'-nitrosoanatabine (NAT), N'-

nitrosoanabasine (NAB), 4-(methylnitrosamino)-4-(3-

pyridyl)-1-butanol(iso-NNAL), 4-(methylnitrosamino)-

4-(3-pyridyl)butyric acid (iso-NNAC) 7종류로 알려

져 있고, 이중 NNK, NNN은 국제암연구소(IARC)

에서 인체 발암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Group 1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NAT, NAB는 인체 발암 가능성이

불충분한 등급(Group 3)이다.4,5)

그간의 연구들은 직·간접흡연 및 3차 흡연에 따른

환경 중 TSNAs 노출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정 실내,

가구 표면, 의류섬유 등에 잔류하는 담배 유래 유해

물질을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6-17) 그러나,

TSNAs를 사용하는 공장과 같은 오염원으로 인한 환

경오염 및 노출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장 내·외부 및 주거지에서 채취

한 침적먼지 중의 TSNAs 농도를 분석하고, 연초박

건조 모의시험 및 대기확산모델링을 통해 TSNAs의

환경노출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조사 대상 지역은 전라북도 서북쪽에 위치한 익산

시 함라면에 속한 마을로 오염원인 비료공장의 반경

1 km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노령산맥 줄

기가 지나고 북으로부터 서쪽으로 금강을 끼고 평야

지대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현지조사와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오염원과의 이

격거리, 대기확산 및 지하수 흐름 방향, 인구수와 구

성 등을 고려하고 지자체 및 주민대표의 의견을 수

렴하여 최종적으로 비료공장으로부터 약 4.5 km 떨

어진 함라면 내 2개 마을을 대조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물질은 지자체 선행연구1)와 FGI 수행결

과를 토대로 비료 생산에 사용된 원료, 연료, 제조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주민들이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TSNAs를 조사가 필요한 잠

재적 유해물질로 선정하였다. 인체발암 위해성을 고

려하여 조사항목으로 선정된 TSNAs 4종(NNN, NAT,

NAB, NNK)의 화학구조는 Fig. 1과 같으며, 일반적

인 화학적 특성은 분자량이 177.2~207.2이며 끓는점

은 154~176oC인 것으로 보고되었다(Table 1).5)

Fig. 1. Structure of TSNAs. (A) NNN, (B) NAT, (C) NAB, (D) N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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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시료 채취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던 폐담뱃잎 시료 1개와 공

장 내 비료더미에서 TSNAs를 함유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기질비료 시료 2개를 수집하였다. 공장

가동이 1년 전 중단되었으나 공정과정 중 TSNAs

침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별로 펠렛 제조기

뒤 침적먼지 시료 1개, 교반기 내부 침적먼지 시료

2개, 건조기 내부 침적먼지 시료 4개, 원심집진기 내

부 침적먼지 시료 1개, 백필터 뒤 침적먼지 시료 1

개, 제품 저장고 위 침적먼지 시료 1개와 제품 저장

고 내부에서 침적먼지 시료 1개를 수집하였고 공장

내부의 천장 침적먼지 시료 1개, 벽면 침적먼지 시

료 8개, 바닥 침적먼지 시료 4개 및 집진시설 침적

먼지 시료 1개를 채취하였다. 집진시설 침적먼지 시

료까지 포함하여 사업장 내부에서 총 25개의 시료

를 채취하였다. 

초점집단면접조사 과정에서 마을 주민이 공장 폐

기물을 불법 매립하였다고 의심하였으며 토양·폐수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의 앞마당과 식당

하부 4 m 지점에서 각각 토양시료 1개씩 채취하였

고 공장 내 폐수 집수조와 원료배합부에서 각각 폐

수시료 1개를 채취하였다.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침적먼지와 TSNAs가 인

근 마을 주거지역으로 비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침적먼지 시료를 분석하였다. 조사지역에 위치한

15가구의 옥상, 실외 베란다 또는 옥상이 없는 주택

의 경우 지붕 틈 사이에 쌓인 침적먼지 15개 시료

를 채취하였으며 대조지역에 위치한 5가구의 옥상과

지붕에서 침적먼지 5개 시료를 채취하였다(Fig. 2).

Table 1. Properties of TSNAs5)

Properties
Substances

NNN NAT NAB NNK

CAS. No. 16543-55-8 71267-22-6 1133-64-8 64091-91-4

Molecular formula C9H11N3O C10H11N3O C10H13N3O C10H13N3O2

Molecular weight 177.2 189.2 191.2 207.2

Boiling point (oC)
154

(0.2 mmHg)
176

(0.5 mmHg)
162

(1 mmHg)
-

Fig. 2. Study area and deposited dust sampling point. (a) Study area, (b) Exposure area, (c-d) Contro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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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적먼지 시료는 불순물을 붓으로 제거한 후 차광용

기에 50 g씩 채취하여 보관하였다.

1차 조사는 2018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실시하였

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추가조사를 통해

시료를 확보하였다.

2.2. 시료분석 방법 

비료원료, 침적먼지, 토양과 같은 고체시료는 시료

10 g을 무수황산나트륨 3 g과 혼합한 후 염화메틸렌

(Methylene chloride) 20 mL를 넣었다. 0.1 mg/L 내

부표준물질 Cotinine-d3 50 µl를 첨가하고 30분간 초

음파추출(Sonication)하였다. 그 후 염화메틸렌 층만

시험관에 옮겨 이동상 200 µl을 혼합하고 질소농축

기를 사용하여 200 µl까지 농축시킨 다음 시린지필

터를 이용하여 여과(Filtering)하였다. 여과된 용리액

을 바이알(Vial)에 옮겨 LC-MS/MS(액체크로마토그

래프-텐덤질량분석기)로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기기

분석의 조건과 선택이온은 Table 2와 같다.

폐수시료와 표준용액을 상온에 놓아두었다가 분액

깔때기에 표준용액 500 mL와 시료 200 mL를 혼합

하였다. 1 mg/L 내부표준물질 Cotinine-d3 10 µl와

NaCl 25 g을 넣은 후 녹여주고 용매 염화메틸렌

5 mL를 분주하여 제조하였다. 그 후 진탕기로 20분

간 섞은 후 염화메틸렌 층만 시험관에 옮겨 이동상

200 µl을 넣고 질소농축기를 사용하여 200 µl까지 농

축시킨 다음 시린지필터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여

과된 용매를 바이알에 옮겨 Table 2와 같은 조건하

에 LC-MS/MS로 분석하였다.

2.3. 연초박을 이용한 TSNAs 포집 모의 시험

비료제조 공정 중 건조기내 300oC에서 연초박이

건조될 경우 TSNAs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TSNAs 포집 실험을 하였다. 공장 가동당시의 건조

시간을 고려하여 40분 동안 포집 실험을 진행하였

다. 연초박 시료와 표준용액을 상온에 30분간 두고

시약등급 수(Reagent water) 800 mL, 아세토니트릴

(Acetonitrile) 100 mL, 인산(Phosphoric acid) 11.5 g

이 혼합된 포집용액 150 mL를 담은 집진장치

(Impinger) 2개를 직렬 연결하고 얼음이 담긴 비이

커에 넣었다. 연초박 시료 5.0 g을 다른 집진장치에

담아 300oC로 가열된 히팅맨틀(Heating mentle)에

뜨거운 모래를 부어 시료가 즉시 가열 될 수 있도

록 하였다. 집진장치 3개를 테프론튜브(PTFE tube)

를 이용하여 직렬 연결하고 시료가 담긴 집진장치에

질소를 20분간 불어주면서 가열 휘산 된 기체를 집

진장치에 포집하였다. 20분간 포집이 완료되면 집진

장치 내의 포집용액을 교체하고 20분간 더 질소를

불어 재 포집하였다. 포집이 완료된 용액 중 15 mL

씩을 각각 분액깔때기(Separatory funnels)에 담고 내

부표준물질(NNN-d4, NAT-d4, NAB-d4, NNK-d4)

1.0 mg/L 용액을 20 µl 넣었다. 분별깔때기에 탄산나

트륨과 중탄산나트륨이 1:2로 혼합된 pH buffer를

넣어 약 pH 9.6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염화메틸렌과

헥산(Hexane), 에틸아세테이트(EA)를 45:45:10 비율

로 혼합한 용매 7 mL를 넣고 10분간 진탕한다. 유

기용매층만 테스트 튜브에 옮겨 무수황산나트륨을

이용하여 탈수하였다. 탈수된 용매에 이동상(0.002%

Table 2. Experimental and analytical condition of LC-MS/MS

Parameter Analytical condition

Column Extend C18 (2.1 mm I.D., 50 mm length, 1.8 µm particle size)

Mobile Phase
A: 0.002% formic acid in reagent water
B: Methanol

Column flow rate 0.2 mL/min

Injection volume 5 µL

Column temp 40oC

Ionization mode Positive ion electrospray

Capillary voltage 3.5 kV

Gas temperature 300oC

Gas flow 7 L/min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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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ic acid) 1 mL을 넣고 50oC에서 질소 농축하여

이동상만 남기고 이 용리액을 여과시킨 후 바이알에

옮겨 고체 및 폐수 시료와 같은 Table 2의 분석 조

건으로 LC-MS/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4. 대기확산모델링

비료공장이 2017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비료 제조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에 대한 측정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

을 보완하기 위해 WHO IARC의 배출계수를 활용

하여 TSNAs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하고 대기확산모

델링에 적용하여 공장이 운영되었을 당시 인근 마을

의 대기 오염 상태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기온, 강

수량, 상대습도, 풍향·풍속, 일조시간 등 기상항목은

함라 AWS (자동기상관측장비)의 2015년 시간별 관

측 자료를 이용하였다. 오염원 배출구는 비료공장의

굴뚝뿐만 아니라 공장 내 건조기를 제2의 굴뚝으로

간주하였고 로타리퀼른 타입의 고온 건조기 내 연초

박이 함유된 비료원료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TSNAs를 대상으로 하였다. 공장 내부 침적먼지

에서 고농도의 PAHs와 TSNAs가 검출된 점을 감안

하여 방지시설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가정하였다.

대상 공장이 폐업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장에서 사용된 원료와 연도별 사용량을 파

악하기 위하여 폐기물 배출부터 적정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2009년

부터 공장이 가동된 2017년까지의 기간 중 담배제

조회사의 식물성잔재물(연초박) 반출경로 및 원산지

를 파악하였다. 배출계수는 WHO IARC (2007) 자료

중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담배 품종인 Burley

의 건조상태의 상품가치가 없는 부위(Stems, Midrib)

를 적용하였으며, 제안된 농도범위 중 중앙값과 최

댓값을 사용하였다. 연초박 사용량은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2009년과 최근 연도인 2015년 자료를 적용

하였으며 연초박 사용량과 배출계수 농도값을 활용

하여 배출량을 산출하였다. 

대기질 예측모델은 CALPUFF를 적용하였으며 연

초박 고온 건조에 의한 배출량은 면오염원으로 가정

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III. 결 과

1. 연초박 및 비료 시료의 TSNAs 농도

연초박과 연초박을 함유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료 시료를 수집하여 TSNAs 성분을 분석하였다

(Table 3). 연초박 시료에서는 NNN 3,260 µg/kg,

NAT 2,310 µg/kg, NAB 94.2 µg/kg, NNK 1,090 µg/

kg으로 각각 확인되었다. 비료 A에서는 NNN

0.144 µg/kg, NAT 0.062 µg/kg, NAB 0.014 µg/kg,

NNK 0.046 µg/kg 농도를 보였고, 비료 B에서는 NNN

0.043 µg/kg, NAT 0.014 µg/kg, NAB 0.009 µg/kg,

NNK 0.017 µg/kg의 농도를 보였다. 특히 폐담뱃잎

을 압축하여 만든 연초박에서 분석했을 때 비료보다

TSNAs 4종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 수준으로 나

타났다. 

2. 공장 내·외부 시료의 TSNAs 농도

공장 내부 및 시설 등에 쌓인 침적먼지를 채취하

여 TSNAs 성분을 분석하였다(Table 4). 공정별 시

료에서는 교반기 및 건조기 내부에서 수집한 시료에

서 TSNAs 성분이 검출되었다. 교반기 내부는 NNN

6.3 µg/kg, NAT 30.8 µg/kg, NAB 1.6 µg/kg, NNK

7.1 µg/kg이었으며, 건조기 내부는 NNN 19.6 µg/kg,

NAT 62.2 µg/kg, NAB 3.0 µg/kg, NNK 4.3 µg/kg

이었다. 원심집진기 내부에서 채취한 시료의 TSNAs

Table 3. Concentrations of TSNAs in tobacco waste and fertilizers (unit: µg/kg)

Samples
Substances

NNN NAT NAB NNK

Tobacco waste 3,260 2,310 94.2 1,090

Fertilizers A 0.144 0.062 0.014 0.046

Fertilizers B 0.043 0.014 0.009 0.017

(Fertilizer A-B) Powdered fertilizers produced in the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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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백필터 뒤에서 채취된

시료의 TSNAs 농도가 높았다. 원심집진기 내부 시

료에서는 NNN 132.6 µg/kg, NAT 182.8 µg/kg, NAB

11.6 µg/kg, NNK 19.6 µg/kg이었으며, 백필터 뒤에

서는 NNN 26.0 µg/kg, NAT 160.1 µg/kg, NAB

7.2 µg/kg, NNK 6.2 µg/kg, 제품 저장고 위와 내부

는 각각 NNN 0.7, 3.4 µg/kg, NAT 1.3, 14.3 µg/kg,

NAB 0.1, 0.7 µg/kg, NNK 0.6, 2.6 µg/kg이었다. 공

장 내부에서는 우측 벽면에서 채취한 시료가 가장

높은 농도를 보여 NNN 40.7 µg/kg, NAT 75.1 µg/

kg, NAB 6.6 µg/kg, NNK 22.9 µg/kg으로 나타났다.

천장프레임에서 NNN은 11.9 µg/kg이며 NAT와 NAB,

NNK는 각각 42.7, 1.8, 11.7 µg/kg이었으며, 가운데

벽면은 NNN 9.4 µg/kg, NAT 36.6 µg/kg, NAB

1.4 µg/kg, NNK 7.3 µg/kg, 바닥은 NNN 7.2 µg/kg,

NAT 24.1 µg/kg, NAB 1.5 µg/kg, NNK 5.2 µg/kg이

었다. 공장 내·외부의 집진시설 시료는 NNN 0.9 µg/

kg, NAT 0.1 µg/kg, NAB 0.2 µg/kg, NNK 0.031 µg/

kg 이었다.

3. 공장 폐기물 매립추정 토양 및 폐수 내 TSNAs 농도

공장 앞마당과 식당 하부의 폐기물 매립 추정 지

역에서 채취된 토양과 폐수 시료 내 TSNAs 성분을

분석하였다(Table 5). 공장 앞마당에서 채취된 토양

시료는 NNN 1.03 µg/kg, NAT 0.48 µg/kg, NAB

0.09 µg/kg, NNK 0.94 µg/kg가 검출되었으며 식당

하부는 NNN 1.03 µg/kg, NAT 0.51 µg/kg, NAB

0.08 µg/kg, NNK 1.26 µg/kg으로 모두 TSNAs가 검

출되었으나, 폐수에서는 TSNAs가 검출되지 않았다.

Table 4. Concentrations of TSNAs in deposited dust collected from the plant

Sampling sites
Substances concentrations

NNN NAT NAB NNK

Processing spots
(unit: µg/kg)

Inside the stirrer (N=2) 6.3 30.8 1.6 7.1

Inside the dryer (N=4) 19.6 62.2 3.0 4.3

Inside the centrifugal dust collector (N=1) 132.6 182.8 11.6 19.6

The bag filter (N=1) 26.0 160.1 7.2 6.2

The pellet maker (N=1) 4.0 6.3 1.1 3.7

Above the product storage (N=1) 0.7 1.3 0.1 0.6

Inside the product storage (N=1) 3.4 14.3 0.7 2.6

Inside the plant
(unit: µg/kg)

Ceiling (N=1) 11.9 42.7 1.8 11.7

Middle wall (N=4) 9.4 36.6 1.4 7.3

Right wall (N=4) 40.7 75.1 6.6 22.9

Floor (N=4) 7.2 24.1 1.5 5.2

Inside and outside 
the plant (unit: µg/kg)

Dust collector (N=1) 0.9 0.1 0.2 0.031

*The arithmetic mean was calculated when there were more than two samples. 

Table 5. Concentrations of TSNAs in soil estimated to have been reclaimed with industrial waste and waste water

Substances Sampling sites
Substances

NNN NAT NAB NNK

Soil
(unit: µg/kg)

Front area of a restaurant with suspected buried waste 1.03 0.48 0.09 0.94

4m underground from the front area of a restaurant 1.03 0.51 0.08 1.26

Waste water
(unit: ng/L)

Waste water tank N.D N.D N.D N.D

Raw material mixer N.D N.D N.D N.D



404 하재나·윤미라·장준영·고도현·신호상·김수향·이철우·이보은·김정수

J Environ Health Sci 2020; 46(4): 398-409 http://www.kseh.org/

4. 공장 인근 지역 침적먼지 내 TSNAs 농도

공장 인근 조사지역과 대조지역의 가구에서 침적

먼지 시료를 채취하여 TSNAs 성분을 분석하였다

(Table 6). 조사지역 15개 지점 중 총 5개 지점에서

TSNAs가 검출되었으며, 3종이 검출된 지점이 2개

(A-1, A-15), 2종이 검출된 지점이 1개(A-7), 1종이

검출된 지점이 2개(A-4, A-12)로 나타났다. 공장에

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A-1 지점에서 각각

NNN 0.07 µg/kg, NAT 0.009 µg/kg, NNK 0.017 µg/

kg로 검출 지점 중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공

장에서 가장 먼 A-15 지점에서도 NNN 0.008 µg/kg,

NAT 0.005 µg/kg, NNK 0.005 µg/kg으로 확인되었

다. 그러나 대조지역 5개 지점에서는 TSNAs가 모

두 불검출되었다.

5. 연초박을 이용한 TSNAs 포집 모의 시험

해당 비료제조 업체의 공정과 같이 300oC에서 고

온건조 할 경우 TSNAs가 검출되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마을에서 보관 중이던 연초박 시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Table 7). 그 결과, 연초박을 고

Table 6. Concentrations of TSNAs in deposited dust collected from the village around the plant and the control area
(unit: µg/kg)

Sampling sites
Substances

NNN NAT NAB NNK

Village around 
the plant

(Exposure area)

A-1 0.07 0.009 N.D 0.017

A-2 N.D N.D N.D N.D 

A-3 N.D N.D N.D N.D 

A-4 N.D N.D N.D 0.002

A-5 N.D N.D N.D N.D 

A-6 N.D N.D N.D N.D 

A-7 N.D 0.001 N.D 0.002

A-8 N.D N.D N.D N.D 

A-9 N.D N.D N.D N.D 

A-10 N.D N.D N.D N.D 

A-11 N.D N.D N.D N.D 

A-12 N.D 0.005 N.D N.D 

A-13 N.D N.D N.D N.D 

A-14 N.D N.D N.D N.D 

A-15 0.008 0.005 N.D 0.005

Control area

B-1 N.D ND ND ND

B-2 N.D N.D N.D N.D 

B-3 N.D N.D N.D N.D

B-4 N.D N.D N.D N.D

B-5 N.D N.D N.D N.D

Table 7. Concentrations of TSNAs using a high temperature drying simulation of tobacco waste (unit: µg/kg)

Analysis NNN (N=3) NAT (N=3) NAB (N=3) NNK (N=3)

Measurement time
(Minute)

0~20 20~40 0~20 20~40 0~20 20~40 0~20 20~40

Detection concentration 
(mean±SD)

35.4±19.8 21.5±1.0 24.4±19.1 17.0±4.1 16.9±9.0 7.9±0.3 31.8±12.8 1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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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조 하였을 때 TSNAs 성분이 배출되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시험 전반부 즉, 20분 후에 측정한 농도

가 더 높았으며 40분 경과 후에는 농도가 다소 감

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6. 대기확산모델링

기상요인, 연초박 사용량, WHO IARC의 배출계

수 등을 고려하여 2009년과 2015년 각각 연간 대기

확산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마을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TSNAs 영향권 범위 이내에 속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조사지역의 주풍향인 북(N)

풍(10.8%), 북북서(NNW)풍(7.2%)이 불 경우 공장

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남동 방향인 마을쪽으로 이

동하여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 공장은 국내 일부

담배제조회사로부터 2009년에서 2015년까지(2011년,

2016년 제외) 연초박을 총 2,242.0 톤을 반입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지자체의 폐기물 실적보고 자료

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비료관리법에서 유기질비료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연초박을 고온 건조과정을

거쳐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초박 사용량이 943.2 톤으로 가장 많았던 2009

년의 경우, TSNAs의 연평균 예측 농도의 중앙값은

NNN 2.01 ng/m3, NAT 4.33 ng/m3, NAB 0.06 ng/m3,

NNK 1.27 ng/m3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3). 연초박

사용량이 53.8 톤으로 가장 적었던 2015년의 경우,

TSNAs의 연평균 예측 농도는 NNN 0.11 ng/m3, NAT

0.25 ng/m3, NAB 0.003 ng/m3, NNK 0.07 ng/m3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4).

Fig. 3. CALPUFF modelling of TSNAs dispersion characteristics at emission sites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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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기존의 연구들은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실내 침적먼지에서의 TSNAs 농도 수준을 측정한

연구결과가 대부분이지만, 본 연구는 공장에서의 연

초박 사용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의 영향을 살펴보았

다는데 차별점이 있다. 다만, 조사당시 이미 공장이

폐쇄된 상태였기 때문에 공장이 가동될 당시의 환경

노출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공장 및 인

근 주거지역 침적먼지 시료 등에서 TSNAs를 검출

하였고 대기확산모델링을 통해 노출영향권 범위를

추정하여 비료공장 가동이 해당 지역의 환경에 영향

을 주었음을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대기모델

링을 통해 연초박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2009년에

예측된 농도는 영국 런던 중심가에서 여름과 겨울에

측정된 TSNAs 4종의 평균 농도(NNN 0.21 ng/m3,

NAT 0.17 ng/m3, NAB 0.07 ng/m3, NNK 0.35 ng/

m3)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7)

본 연구에서 공장 내·외부 및 공정별 시설에서 채

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각각 NNN은 0.7~132.6 µg/

kg이었으며, NAT는 0.1~182.8 µg/kg, NAB는 0.1~

11.6 µg/kg, NNK는 0.031~22.9 µg/kg 범위로 검출되

었다. 주거지역에서 수집한 침적먼지의 경우 공장 인

근 조사지역의 일부 가구에서 NNN 0.008~0.07 µg/

kg, NAT는 0.001~0.009 µg/kg, NNK는 0.002~0.017

µg/kg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대조지역에서는 TSNAs

가 검출되지 않았다. Ramirez 등(2012)의 연구8)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가정 실내먼지를 채취하여

TSNAs 성분을 분석한 결과, NNN, NAT, NAB, NNK

평균 농도가 흡연자 가정에서는 각각 310 µg/kg (N.D~

460 µg/kg), 3,280 µg/kg (N.D~6,540 µg/kg), 670 µg/

kg (N.D~930 µg/kg), 890 µg/kg (240~2,290 µg/kg),

Fig. 4. CALPUFF modelling of TSNAs dispersion characteristics at emission sites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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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 가정에서는 각각 120 µg/kg (N.D~230 µg/

kg), 250 µg/kg (N.D~390 µg/kg), 550 µg/kg (420~

680 µg/kg)로 나타났다. Matt 등(2016)의 연구9)에서

는 흡연자의 가정 침적먼지 내 NNN, NAT, NAB,

NNK 농도를 분석한 결과 각각 2.5 µg/kg (1.1~

4.9 µg/kg), 2.0 µg/kg (0.1~5.1 µg/kg), 0.9 µg/kg (0.5~

1.3 µg/kg), 8.9 µg/kg (4.5~16.8 µg/kg)의 농도를 보

였다. 채취된 비흡연자의 가정 실내먼지에 일부 담

배성분이 존재하였으며, 3차 흡연 등 외부요인에 의

해 오염됨으로 인체가 담배성분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8) Matt 등(2013)의 또다른 연구10)에서는

연식이 오래된 흡연차량 내부에 잔류되어 있는 먼지

를 채취하여 담배 유래 유해물질을 확인하였으며,

Thomas 등(2014)11)은 비흡연 가정과 흡연 가정의 거

실, 욕실 등 표면에서 채취된 시료 중 흡연가정에서

NNK가 더 많이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ooyang

등(2014)12)은 다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내 침적먼지

에서 NNK가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간접흡

연의 영향으로 해석하였다. Terry cloth 샘플을 흡연

에 노출시킨 후 실내 챔버에 16개월간 보관하며 매

월 분석한 실험연구에서 TSNAs 농도는 전반적으로

11~13개월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3) 전자 담배

흡연이 허용되는 (전자 담배) 가게 내부에서 타올의

섬유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노출 후 1개월 후

에 수집한 시료에서 NNN 67 µg/kg이 검출되었다.14)

본 연구에서 TSNAs 농도 수준은 공장 시료의 경우

다른 연구들과 유사한 경우도 있었으나 주거지 침적

먼지 내 TSNAs 농도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 전반적

으로 낮은 범위로 나타났고 공장과 주거지간 이격거

리에 따른 농도구배도 관찰할 수 없었는데 이는 공

장 가동이 1년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채취한 시료

를 분석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차 흡연은 2차 흡연으로 형성된 다양한 담배성분

들이 가스상으로 재방출 되거나 대기, 먼지, 표면 등

에 축적되는 것으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

에 담배성분에 대한 노출수준을 완전하게 통제하기

어렵다.15,6) 그 중 TSNAs는 휘발성이 낮고 니코틴이

계속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수주에서 수개월동안 3차

흡연 형태로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6) Matt

등(2016)9)은 금연 후에도 흡연자의 가정에서 3차 흡

연으로 인한 오염이 6개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실내에서 저농도의 TSNAs 성분이 카펫,

차량시트 등에 잔류해 있는 경우 60일 후에도 일부

TSNAs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인체

노출 경로로는 3차 흡연 측면에서 TSNAs가 가구,

벽, 커튼, 매트리스, 옷 등 표면이나 침적먼지에 잔

류되어 흡입 및 섭취를 통해 주로 노출될 수 있으

며 간접흡연으로 오염된 표면이나 침적먼지가 피부

에 접촉되어 오염물질이 인체에 노출될 수 있다.18,19)

본 연구의 조사지역에서 2002년부터 약 15년간 비

료공장이 운영되었고 기록상 2009년부터는 연초박

을 반입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상당기간 주민들

이 TSNAs를 비롯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개연성

이 있다.

TSNAs로 인한 노출은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에서

분자와 세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0) TSNAs 중 NNN과 NNK 물질에 노출된

쥐, 햄스터 등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폐, 비

강, 구강, 기관, 식도, 위, 췌장, 간, 부신에 조직특이

적인 발암성을 보였으며,21) 장·단기간 간접흡연으로

TSNAs에 노출되었을 경우 인간의 폐암 세포 DNA

에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22) 또한 NNN과 NNK는

Cytochrome P450 enzymes에 의해 대사되어 핵이나

미토콘드리아에 DNA adduct를 생성하여 담배 연기

가 영향을 주는 암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3) 담뱃잎을 취급하는 과정 중 담

뱃잎이 피부에 접촉됨으로 인체 내 코티닌 농도 및

DNA 손상마커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24)

Dhall 등(2016)25)은 TSNAs에 노출된 쥐의 피부에서

면역반응 변화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실

제 조사대상 공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암 발생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0~2016년의 기간

동안 전국대비 표준화 발생비가 모든암이 남녀전체

2.05(95% 신뢰구간: 1.09-3.31), 기타 피부암이 남녀

전체 21.14(95% 신뢰구간: 5.50-46.93) 및 여자는

25.41(95% 신뢰구간: 4.79-62.30), 담낭 및 기타 담

도암이 남자는 16.01(95% 신뢰구간: 1.51-45.88)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전북, 익산시, 함라면에 비해서도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2)(Data not shown).

공장이 폐업함으로 인해 공장 가동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대기중 배출량을 평가할 수 없어 정확한

노출량 산정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모의시험을 통

해 연초박 고온건조 시 오염물질(NNN, NAT, NAB,



408 하재나·윤미라·장준영·고도현·신호상·김수향·이철우·이보은·김정수

J Environ Health Sci 2020; 46(4): 398-409 http://www.kseh.org/

NNK)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기질 환경영

향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대기확산모델링을 수행하여

조사대상지역이 오염의 영향권 내에 위치하는 것을

파악하는 등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V. 결 론

청원에 의하여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내·외부 및 주거지에서 채취

한 침적먼지 중의 TSNAs 농도를 분석하고, 연초박

건조 모의시험 및 대기확산모델링을 통해 TSNAs의

환경노출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비료원료, 공장 내·외부의 침적먼지, 토양 및 폐수

시료, 공장 주변지역과 대조지역의 침적먼지 시료를

채취하고 LC-MS/MS를 이용하여 TSNAs 노출을 평

가하였다. 모의시험을 통해 연초박 시료를 고온건조

한 후 시간에 따른 TSNAs 성분 배출을 확인하였다.

지역의 기상요인, 연초박 사용량, 배출계수 등의 자

료를 확보하여 대기모델링을 통해 TSNAs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공장 내·외부 침적먼지와 토양 시료, 주

변 주거지에서 채취한 침적먼지 시료에서 TSNAs

성분이 검출되었다. 또한 공장이 가동되는 상황을 추

정한 모델링 결과에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TSNAs

영향권 범위 내에 조사대상 마을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정확한 배

출량 산정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공장이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

는 연초박을 고온건조공정이 포함된 유기질비료 생

산에 이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TSNAs 등 연초박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주거지로 확산되어 주민들이 노

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 확인

된 오염원 및 오염지역에 대한 환경정화 작업 등 주

민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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