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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
gate the arsenic (As) contaminations in polished rice culti-
vated nearby abandoned mine areas, and to estimate the 
potential health risk through dietary intake of As-enriched 
polished rice in each age-gender population. 
METHODS AND RESULTS: The As contents in poli-
shed rice grown fifteen abandoned mine areas were analy-
zed. The average daily intake (ADD) as well as probabili-
stic health risk were estimated by assuming probability 
distribution of exposure parameters. The average total As 
concentration in polished rice was 0.09±0.06 mg/kg with 
a range of 0.02~0.35 mg/kg. For health risk assessment, 
the ADD values in all age-gender populations did not 
exceed the provisional tolerable daily intake (PTDI) of 
2.1 µg/kg b.w./day for inorganic As. Cancer risk probability 
(R) values were 2.45~3.28×10-4 and 2.51~5.75×10-4 for 
all age population and gender population, respectively. 
Particularly, the R value, 5.75×10-4, for children less than 
six years old were estimated to be high. Hazard quotient 
(HQ) values were 0.23~0.31 and 0.11~0.33 for general 

population and age-gender population, respectively. 
CONCLUSION(s): The average R values assessed via 
intake of polished rice cultivated in abandoned mine areas 
exceeded the acceptable cancer risk of 10-6~10-4 for regula-
tory purpose. Considering the HQ values smaller than 1.0, 
potential non-cancer toxic effects may not be caused by 
the long-time exposure through intake of As-contaminated 
polished rice. 

Key Words: Abandoned mines, Arsenic, Cancer risk proba-
bility, Hazard quotient, Polished rice

서  론

국내 광산 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광 폐기물은 강우와 바람

에 의해 토양 및 농경지로 확산되고, 광산폐수가 폐석더미 하

부에 있는 하천으로 유입 되어 농경지와 농산물을 오염 시킨

다 (Liao et al., 2005; Liu et al., 2010). 폐광산 인근 지역에 

적재되어 있는 광미 및 폐석더미는 다량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다 (Kim et al., 2005). 다양한 중금속 중 비소는 낮은 농도

에서도 역치가 없는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만성적

으로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피부, 폐, 간, 신장, 방광 

조직 등의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S EPA, 1998; 
IARC, 2004). 비소의 주요 노출경로는 식품과 음용수의 섭

취이며 (WHO, 2001), 1967년 WHO에서는 총 비소의 일일 

최대 섭취허용량을 50 μg/kg b.w.-day로 설정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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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s Mineral type
Sources

Tailing Waste rock Mine water 

m3 m3 Spot

SD Au - 200 2

CY W, Mo - 5,000 1

NS Au, Ag, Cu, Pb - - 2

JA Au, Ag, Cu - - 1

YA Au, Ag 30 262 1

DD Au, Ag, Pb, Zn - 20 2

GS Cu - 3,000 4

DH Cu, Pb - 10 3

KG Au, Ag, Cu, Pb, Zn - 4,000 2

KR Au, Ag - 270 2

MB Au 800 3

KK Au, Ag, Cu 750 1,260 2

SJ Mn 75,000 - 0

DY Fe - 200,000 0

PJ Au - - 0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fifteen abandoned mines selected in this study

이후 1989년에 The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에서 독성이 강한 무기비소의 

주간잠정최대섭취허용량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PTWI)을 15 μg/kg b.w.-week로 설정하였으며 (WHO, 
1989), 2010년에는 비소의 PTWI값을 삭제한 후 재설정을 

검토 중에 있다 (JECFA, 2010). 
최근 폐광산 지역의 비소로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는 주변 

농작물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농산물의 인체 독성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Alam et al., 2003; Huang et al., 2007; Khan 
et al., 2008; Rahman et al., 2008). 비소로 오염된 관개수를 

이용하여 재배된 쌀 중의 비소 함량은 최대 7.5 mg/kg까지 

검출되었다 (Liao et al., 2005). 오염 정도가 심한 토양에서

는 벼에 대한 비소의 유효도가 높으므로 다량의 비소가 쌀에 

축적되며, 이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인체 독성이 유발된

다 (Williams et al., 2007; Ma et al., 2008). 따라서 폐광산 

인근 지역의 농경지에서 생산된 쌀을 섭취한 경우, 해당 지역 

거주민의 발암 및 비발암 위해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비소 함량이 높은 백미 섭취에 따른 인체 위해성은 연령과 성

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비소 노출량에 대한 소화, 
흡수, 대사과정에서 약물동력학적 현상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Ginsberg, 2003; US EPA, 2005; Goodman et al., 2010). 
일반 지역에 비해 폐광산 인근 지역의 비소로 오염된 논토

양에서 생산된 백미를 섭취한 사람들의 위해 영향 가능성 문

제가 제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발암 및 비발암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폐광지역 주변에

서 경작된 백미 중 비소 오염도를 조사하고 백미 섭취에 따른 

평균 일일 노출량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산정하여, 비소의 발

암 및 비발암 인체위해성을 결정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공시 시료

2008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100개 폐광산 주변지역 토양 및 
수질 오염실태 정밀조사 결과에서 오염 개연성이 비교적 높아 
향후 복원이 필요한 II 등급 광산을 중심으로 15개 폐광 지역

을 조사대상지점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폐광 지역에서 각 

광산으로부터 100~1,000 m 반경 내의 논토양에서 재배된 벼 

시료를 2009년 11월에 채취하였다. 각 광산별로 SD 지점은 

5개, CY 지점은 5개, NS 지점은 4개, JA 지점은 4개, YA 
지점은 3개, DD 지점은 2개, GS 지점은 3개, DH 지점은 5
개, KG 지점은 4개, KR 지점은 5개, MB 지점은 5개, GK 
지점은 2개, SJ 지점은 3개, DY 지점은 3개, PJ 지점은 2개

로서 총 15지점 55개 벼 시료를 채취하였다. 조사 대상 폐광

지역의 광물 종류, 오염원으로서 광미, 폐광석 양, 그리고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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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parameter Symbol Unit Probability
Distribution Value Source

Total As conc. in polished 
rice Ct mg/kg Lognormal  0.093 ± 0.059 Measured data

Proportion of inorganic As 
in polished rice PAsi % Lognormal 57.4 ± 0.7 Paik et al., 2010a

Intake rate of polished rice IR g/day Lognormal Age-gender category 
(Table 3) MOHW, 2005

Absorption constant of 
polished rice intake FI Unitless Point 1 MOE, 2009

Average body weight WAB kg Point Age-gender category 
(Table 3)

KNHANES, 
2007, 2008

Cancer slope factor SF (mg/kg)/day Point 1.5 US EPA, 1998

Oral chronic reference dose 
value RfD mg/kg-day Point 3×10-4 (adult)

1×10-4 (children/infants)
US EPA, 1998
NRDC, 2001

Table 2. The published input parameters and dose response assessment for As used in this study 

내 수의 특징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백미 중의 비소 분석

수확한 벼 시료를 풍건한 후 백미로 도정하였고, 1분 동안 

자동 균질기를 사용하여 고운 가루로 빻아서 실온에 보관하였

다. 백미 시료 0.5 g을 고압 폴리테트라플로로에틸렌 용기에 

옮긴 후, 70% HNO3 8 mL와 H2O2 1 mL를 각각 주입하였다. 
microwave digestion system (ETHOS, Milestone, Italy)을 
이용하여 분해시킨 후 0.45 ㎛의 여과지로 여과하여 25 mL까

지 정용 하였다. 비소는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법 (ICP-MS, 
Agilent Technologies, 7500a)으로 분석하였다. 

 
위해성 평가

비소로 오염된 백미 섭취에 따른 평균일일노출량 (Average 
Daily Dose; ADD)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US EPA, 1989). 

ADD 
(mg/kg-day) =

Ct × PASi × IR × FI × EF × ED
(1)

WAB × AT   

Ct: 백미 중 총 비소 농도 

(Total As concentration in polished rice, mg/kg)
PASi: 백미 중 무기비소의 비율 

(Proportion of inorganic As in polished rice)
IR: 백미 섭취율 

(Ingestion rates of polished rice, kg-day)
FI: 백미 섭취 흡수계수 

(Absorption constant for polished rice intake; 1)
EF: 노출빈도 (Exposure frequency, days/year)
ED: 노출 기간 (Exposure duration, years)

W AB:평균 체중 

(Average body weight of exposed person, kg)
AT: 평균 노출 시간 (Average Time, days) 

비소의 위해성 평가는 Crystal ball program ver. 11.1.1 
(Colorado, Denver, USA)을 이용하여 각 변수들의 확률분

포에 의한 확률론적 기법으로 산출하였다. 백미 섭취에 의한 

연령 및 성별 ADD값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입력 변수는 

Table 2와 3에 제시하였다. 백미 중 비소 오염도는 총 비소 농

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백미의 평균무기비소비율 (PAsi) 57.4%
를 적용하여 ADD값을 산출하였다 (Paik et al., 2010a). 성
별 및 연령별 백미섭취율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영양조사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노출빈도는 주거 및 농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비소에 노출되는 총일수인 365일을 

적용하였다 (US EPA, 1997). 노출기간은 오염물질에 노출되

는 총 연수를 의미하며, 발암물질의 경우 평생을 두고 노출된

다고 가정하여 평균 기대수명인 70년을, 비발암 물질의 경우

에는 개인이 한곳에 거주하는 기간의 95% 상한치를 30년으

로 보고 성인은 30년, 1~2세는 2년, 3~6세는 4년, 7~12세는 

6년, 13~19세는 7년을 적용하여 ADD값을 산정하였다 (한국

형 노출지수 개발 및 운용체계 연구보고서, 2007). 성별 및 

연령별 체중 자료는 2005년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 
및 제 4기 2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의 자료를 근거

로 하여 적용하였으며, 기대수명은 2005년 통계청 생명표 자

료를 활용하였다. 
백미 섭취에 의한 ADD의 확률 분포값을 이용하여 인체

위해확률분포의 평균값, 5th percentile값, 95th percentile
값을 나타내었고, 발암위해확률은 허용범위인 10-6~10-4 수준

과 비발암독성위험값은 1.0을 기준으로 하여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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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lassification Average body weight Intake rate of polished rice Exposure duration 
for non-carcinogens 

kg g/day residential years

Gender

General 55.01 ± 17.76 205.7 ± 2.0 30

Male 57.04 227.1 ± 2.5 30

Female 51.56 183.9 ± 2.2 30

Age (year)

1~2 12.39 ± 2.13  86.9 ± 4.1  2

3~6 19.38 ± 4.09 134.6 ± 3.0  4

7~12  36.65 ± 11.36 186.5 ± 3.8  6

13~19  58.56 ± 12.84 199.7 ± 5.0  7

20~29  62.87 ± 13.43 190.9 ± 4.5 30

30~49  63.58 ± 11.50 211.9 ± 2.7 30

50~64 62.31 ± 9.83 238.4 ± 3.8 30

>65 57.38 ± 9.99 243.5 ± 4.1 30

Table 3. The average body weight, intake rate of polished rice, and exposure duration for age-gender population 

발암위해가능성 (R)은 다음 수식에 의해 결정되었다 (US 
EPA, 1989). 

R=1-exp(-SF × ADD) (2)
R: 발암위해가능성 (Cancer risk probability)
SF: 발암잠재력 

(Cancer slope factor, 1.5 (mg/kg)/day)
ADD: 백미 섭취를 통한 평균일일노출량 

(mg/kg-day)

발암위해확률은 평생 동안 비소로 오염된 백미를 섭취하여 

암을 유발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한 용량-반응 
자료로 발암잠재력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1.5 (mg/kg)/
day를 적용하였다 (US EPA, 1998). US EPA (2005) 보고에 
따르면, 어린 시기의 노출은 돌연변이원성의 기작을 통해 동

일한 농도로 노출되었을 때, 성인에 비해 높은 발암 위해성을 

보여준다고 한다. 그러나 비소는 돌연변이원성에 의한 발암성 

기전에 대한 연구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본 연구

에서는 Age Dependent Adjust Factor를 고려하지 않았다. 
비발암독성위험값(Hazard Quotient; HQ)은 ADD값과 

참고치 (reference dose RfD)를 비교하여 다음 수식에 의해 

결정되었다 (US EPA, 1998). 

HQ =
ADD

(3)
RfD

HQ: 위해성 지수 (Hazard Quotient)
RfD: 경구를 통한 참고치 (Oral reference dose value, 

3×10-4 mg/kg-day)

RfD값은 피부의 과다색소침착과 각화증 및 관다발계 독성 

영향에 대한 수치로 US EPA IRIS에서 제공한 3×10-4 mg/kg-
day를 적용하여 비발암독성위험값을 산출하였다 (US EPA, 
1998). 어린이 집단에 대한 RfD값은 성인에 비해 약 3배 정도 

낮은 값인 1×10-4 mg/kg-day를 적용하였다 (NRDC, 2001). 

결과 및 고찰

백미의 비소 오염도

15 지점의 폐광산 인근 지역에서 경작된 백미에 함유된 총 
비소 농도는 최소 0.02 mg/kg에서 최대 0.35 mg/kg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평균 농도는 0.09±0.06 mg/kg이었다 (Table 4). 
국내에서는 백미에 대한 총 비소 유해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기준치 초과율을 산출할 수는 없었으나, 총 비소 
평균 농도는 일반 농경지에서 재배된 백미의 농도 수준과 유

사하게 조사되었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 1988), 국내 

폐광산 지역에서 보고된 평균 농도와도 일치한 수준을 보여

주었다 (Paik et al., 2010b). 그러나 MB 폐광산 주변에서 경작

된 백미의 경우 비소 농도는 최대 0.35 mg/kg까지 검출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Zavala and Duxbury (2008)에서 보고한 백미 
중 비소의 세계적인 정상수준 범위인 0.082~0.202 mg/kg를 

초과하였다. 국외 에 함유된 비소의 최대 농도범위 (0.24~0.26 
mg/kg)와 비교했을 때 약간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Qian 
et al., 2010). 방글라데시에서 고농도 비소로 오염된 토양 및 

관개수의 영향을 받은 환경에서 재배된 백미 중 비소 농도 범위 
0.16~0.58 mg/kg 내의 높은 수준이다 (Alam et al., 2002). 이 
지점에서 측정된 농경지 토양 및 지하수의 비소 농도는 토양 

우려 및 대책 기준과 지하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폐금속 광산 토양 오염실태 정밀조사,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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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 Sampling sites Mean±SD Minimum Maximum

--------------- mg/kg ---------------

SD 5 0.13 ± 0.03 0.09 0.17

CY 5 0.06 ± 0.03 0.03 0.09

NS 4 0.10 ± 0.02 0.07 0.12

JA 4 0.08 ± 0.07 0.02 0.18

YA 3 0.10 ± 0.07 0.03 0.18

DD 2 0.08 ± 0.02 0.07 0.10

GS 3  0.05 ± 0.003 0.04 0.05

DH 5 0.06 ± 0.02 0.04 0.08

KG 4 0.08 ± 0.04 0.05 0.13

KR 5 0.11 ± 0.07 0.02 0.20

MB 5 0.13 ± 0.13 0.03 0.35

KK 2 0.06 ± 0.02 0.04 0.07

SJ 3 0.11 ± 0.06 0.07 0.17

DY 3 0.11 ± 0.06 0.04 0.15

PJ 2 0.16 ± 0.03 0.14 0.18

Table 4. Content of total As in polished rice cultivated in paddy fields around abandoned mine sites

Category Classification
Carcinogens Non-carcinogens

5th percentile Mean 95th percentile 5th percentile Mean 95th percentile

㎍/kg b.w.-day ㎍/kg b.w.-day

Gender

General 0.06 0.22 0.52 0.03 0.09 0.23

Male 0.06 0.20 0.44 0.03 0.09 0.19

Female 0.05 0.16 0.36 0.02 0.07 0.15

Age (year)

1 ~ 2 0.12 0.38 0.86 0.00 0.01 0.02

3 ~ 6 0.12 0.38 0.87 0.01 0.02 0.05

7 ~ 12 0.08 0.30 0.70 0.01 0.03 0.06

13 ~ 19 0.06 0.19 0.43 0.01 0.02 0.04

20 ~ 29 0.05 0.17 0.38 0.02 0.07 0.16

30 ~ 49 0.06 0.18 0.41 0.02 0.08 0.18

50 ~ 64 0.06 0.21 0.46 0.03 0.09 0.20

>65 0.07 0.23 0.52 0.03 0.10 0.23

Table 5. The average daily dose (ADD) for populations exposed to As-contaminated polished rice in the age-gender 
category 

이는 폐광지역 주변 비소로 오염된 논토양에서 경작한 백미 중 

총 비소 함량이 증가되는 연구결과와도 일치 한다 (Huang et 
al., 2007). 

인체 위해성 평가

백미 섭취경로에 따른 성별 및 연령별 ADD값은 무기비소

의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값으로 Table 5에 제시하였다. 독
성이 강한 무기비소는 완전한 생물학적 유효도 (absolute bi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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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arcinogenic risk probability (A) and hazard 
quotient value (B) via As-contaminated polished rice 
intake in the age-gender population.

vailability)가 100%로 As(III)는 103.9±25.8%, As(V)는 92.5±
22.3%로 유기비소의 생물학적 유효도인 33%에 비해 높다 (Ju-
hasz et al., 2006). 따라서 총 비소 노출에 대한 발암 및 비발

암위해확률은 무기 비소의 위해확률에 비해 과소평가 될 수 있다. 
쌀의 무기비소의 함량은 경작지 재배 조건과 품종에 따라 

10~90%로 다양하다 (William et al., 2005). 특히 폐광산의 

영향을 받은 논토양에서 경작된 쌀에 함유된 무기비소의 평균 
비율은 83%로 높게 나타났으며, 무기비소 기준의 일 노출량

은 3.8 Asi ㎍/kg b.w.-day로 FAO/WHO에서 설정한 일일 
잠정 최대 섭취 허용량 2.1 Asi ㎍/kg b.w.-day에 비해 유의

하게 높게 조사되었다 (Zhu et al., 2008) 
발암 영향에 대한 남성 및 여성의 평균 ADD값은 각각 

0.20과 0.16 ㎍/kg b.w.-day이었고, 55%와 45%의 노출 기

여도를 보여주었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0.05). 백미 섭취를 통한 모든 연령그룹의 ADD값 
확률 분포는 5th percentile 값 0.05~0.12 ㎍/kg b.w.-day), 
평균값 0.17~0.38 ㎍/kg b.w.-day), 95th percentile 값 

0.38~0.87 ㎍/kg b.w.-day로 나타났다. 전 연령 집단의 ADD
값은 FAO/WHO에서 무기 비소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한 

2.1 ㎍/kg b.w.-day의 PTDI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러나 12세 이하의 어린이 집단에서의 ADD평균값과 
95th percentile 해당값은 각각 0.30~0.38 ㎍/㎏ b.w.-day, 
0.70~0.87 ㎍/㎏ b.w.-day로 산정되었으며, 13~19세 청년 

및 20세 이상의 성인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12 세 이하의 어린이 집단은 15~19%의 노출 기여도를 나타

내었고, 13~19세 청년과 20세 이상의 성인집단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p<0.05). 또한 65세 

이상의 성인 집단의 평균 및 95th percentile 값은 각각 0.23 
및 0.52 ㎍/㎏ b.w.-day로 성인 연령 집단 중에서는 비교적 

높게 산정되었다. 비발암독성영향을 나타내는 ADD값은 연

령별로 다른 노출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성인집단은 한 

장소에 거주하는 기간의 95% 상한치를 30년으로 가정하여 

산정하였다. 비발암 독성영향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남성 및 
여성의 ADD값의 범위는 0.02~0.23 ㎍/㎏ b.w.-day이었고,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 연령별 ADD 평
균값은 0.01~0.10 ㎍/㎏ b.w.-day로 산정되었고, 연령이 높

아짐에 따라 증가하였다. 20세 이상 성인집단의 ADD값은 어

린이 집단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고 (p<0.05), 평균 노출 기여

도는 17~24%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발암성 물질

에 대한 ADD값 또한 2.1 Asi ㎍/㎏ b.w.-day PTDI에 비해 

매우 낮았다.
백미 섭취경로에 따른 연령 및 성별 발암위해확률(R)과 

비발암독성위험값 (HQ)을 Fig. 1에서 제시하였다. 전 인구집

단과 성별에 따른 백미 섭취 노출 발암위해확률분포의 평균

값은 2.45~3.28×10-4으로 허용 수준인 10-6 ~10-4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과 여성의 발암위해확률분포의 평균

값은 각각 3.00×10-4와 2.45×10-4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발

암위해성이 다소 높았지만,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 연령별 발암위해확률 또한 평균값은 2.51~5.75×10-4 

범위, 95th percentile 값은 5.75×10-4~1.30×10-3로 결정되었

고, 10-6~10-4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성인 집단에서는 발암위해확률

의 5th percentile값 (1.05×10-4~1.76×10-4)도 10-4 수준을 초

과하였다. 또한 연령별 평균발암위해성을 비교해보면, 12세 

이하의 어린이 집단에서 4.43×10-4~5.75×10-4 범위로 결정되

었고, 이는 13~19세 청년과 20세 이상의 성인집단에 비해 약 

1.5~2.0 배 높은 발암위해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6세 이하의 

매우 어린 시기 동안 비소로 오염된 백미 섭취 노출에 대한 

발암위해확률의 평균값은 5.75×10-4으로 가장 높았고, 극단적

으로 백미를 섭취하는 경우를 고려한 95th percentile 값은 

1.3×10-3으로 1,000명당 1.3명의 매우 높은 발암위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0~6세의 유아 시기의 평균적인 노출이 그 이상의 

인구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Tsuji et al., 
2004). 어린 시기에 노출될 경우 성인에 비해 단위 체중 당 

섭취율이 높기 때문에 동일한 노출 농도에서 일일 노출량이 증

가하게 된다 (Zaldivar, 1977). 위 결과는 성인집단에 비해 어

린 시기의 노출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여 발암 위해성을 평가

할 것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 집단의 백미 섭취노

출 발암위해확률은 평균값으로 산정했을 때, 발암위해허용수

준을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기의 노출에 따

른 발암위해성은 그 이후 평생 기간의 노출수준을 성인과 비교

했을 때, 평균 약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Ginsberg, 2003).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해 성인의 발암성 

자료를 근거로 어린이 집단의 발암성을 평가할 경우에는 노출 

시기별 독성의 민감도를 보정할 수 있는 ADA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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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Adjust Factor)를 적용하여 평가할 것을 제안하

고 있다 (US EPA, 2005). 그러나 이러한 ADAF값을 적용하

는 물질은 돌연변이원성의 작용 기작을 통해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로 제한하기 때문에, 비소는 돌연변이원성의 기작에 

의한 발암성 근거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비소의 명확한 발암기전을 밝히기 위한 충분한 연구 자료를 

확보하여 어린 시기의 노출에 대한 발암위해성 평가의 재검토

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US EPA, 2005). 성인 집단의 발

암위해확률의 평균값은 2.51~3.47×10-4 범위, 95th percentile 
값은 5.75~7.80×10-4 범위로 결정되었고, 성인 연령군에서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의 섭취 노출 발암위해확률의 평균값이 

높게 산출되었다. 
비발암독성위험값 (HQ)을 산출한 결과는 Fig. 1에 제시

하였다. 전반적으로 전 연령 및 성별 HQ값의 5th percentile, 
평균값, 95th percentile값 모두 1.0을 초과하지 않았다. 전 

인구집단, 남성, 여성의 HQ 평균값은 각각 0.31, 0.29, 0.23
이었고, 95th percentile 값은 0.75, 0.63, 0.51로 평가되었

다. 남성의 비발암독성값이 약간 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 위 독성값은 주로 체중과 백미 섭취

량에 의해서 산정된 ADD값에 의존적이나, 그 외에도 사회·
경제적인 다양한 변수들의 불확실성이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 또한 필요하다 (Good-
man et al., 2010). 연령별 HQ 평균값을 살펴보면, 12세 이

하의 어린이 집단에서 0.11~0.25, 20세 이상의 성인 집단에

서 0.24~0.33으로 산출되어 성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HQ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어린이 집단의 노출 

기간이 20세 이상의 성인집단에 비해 짧게 산정된 결과이다. 
독일에서는 연령별 1세 이하는 1년, 1~3세는 3년, 4~8세는 5
년, 9~16세는 8년, 16세 이상은 30년의 노출 기간을 적용하

여 비발암 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있다 (Stubenrauch et 
al., 1997). 어린이 및 유아집단의 비발암독성값을 결정하기 

위한 RfD값은 피부 과다색소침착, 각화증 및 혈관계 독성영향

의 임계점에 대한 무영향관찰용량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 0.0008 mg/kg-day 값에 불확실성

상수(uncertainty factor)를 3 대신 10으로 증가시켜 성인에 

비해 약 3배정도 낮은 oral RfD값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US EPA, 1998). 어린이와 유아는 성인에 비해 낮은 체중과 

큰 감수성으로 인해 인체 위해 영향에 대해 민감한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Qian et al., 2010). 따라서 어린 시기의 노출에 

대한 용량-반응 독성자료를 이용하여 민감도를 고려할 수 있

는 과정이 필요하다 (Zaldivar, 1977; US EPA, 2005; 
Meharg et al., 2008). 성인에 비해 어린이는 유해물질의 체내 

반감기가 약 5배 정도 지연되어 약물대사과정이 다르다 (Gins-
berg, 2003). 어린이 및 유아 시기의 노출을 고려한 어린이 

용량-반응 자료를 적용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NRDC, 2001). 
폐광지역에서 경작된 비소로 오염된 백미를 섭취했을 경우, 

발암 및 비발암 위해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생쌀 (raw rice)의 섭취 경로만을 고려한 

연령과 성별 비소 노출에 대한 발암 및 비발암 위해성을 과소

평가될 수 있다. 사람들은 쌀밥을 섭취하기 때문에, 쌀 섭취

와 동시에 요리할 때 넣은 물의 섭취 노출에 따른 위해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10 ㎍/L 이상의 비소로 오염된 물

을 이용하는 경우 쌀밥의 비소 농도는 생쌀에서 검출된 비소 
농도와는 상관성이 낮았고, 쌀밥 내 비소 농도는 밥을 지을 때 

넣는 물의 비소 농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Mondal 
et al., 2008). 따라서 광산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쌀밥 내 비

소 오염도를 고려한 섭취 노출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우리나라 폐광산 15지점 주변

에서 경작된 백미 55점의 시료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이므로, 국내 전 광산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백미 섭취 노출

에 대한 위해성을 대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셋째, 백미 섭

취를 통한 비소 노출의 위해성을 평가할 때, 무기비소 함량을 

고려한 ADD값을 산정하였지만, 무기비소에 대한 발암력 및 

참고치는 적용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비소 종별로 독성 및 

생물학적유효도는 다양하다 (Juhasz et al., 2006). 특히 무기

비소는 유기비소에 비해 독성이 10~100배 높고, 생물학적 유

효도 또한 약 3배 정도 높은 약 90%에 이른다. 따라서 무기

비소에 대한 발암잠재력 및 참고치가 개발되어 적용된다면 

신뢰성 있는 인체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어린이 및 유아시기에 비소로 오염된 백미를 섭취한 경

우, 이들의 민감성을 고려한 발암위해가능성을 평가하지 못했

다. 비소는 국제암연구소(IARC)와 미국환경보호청(US EPA)
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발암기전은 다양하지만 

돌연변이원성 기작에 의한 발암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

다고 보고되었다 (US EPA, 2005). 이와 반대로, Klein et al. 
(2007)의 연구에서는 비소가 약한 돌연변이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의 발암 및 독성영향들이 보고되

고 있지만, 정확한 발암기전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연구 자료

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Sams II et al., 2007). 
충분한 연구 자료를 근거로 한 명확한 발암기전이 밝혀진다

면, 어린 시기의 노출에 대한 민감성을 보정한 보다 더 정확

한 발암 위해성 평가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을 사료된다. 

요  약

국내 15 지점의 폐광산 주변 지역에서 재배 생산된 백미 

중 총 비소 오염도를 조사하였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평균일

일노출량(ADD)을 산정하여 발암위해확률 및 비발암독성영

향을 평가하였다. 광산 인근에서 재배 생산된 백미 중 총 비

소의 평균 농도는 0.09 mg/kg으로 조사되었다. ADD값은 

총 비소 함량에 무기 비소의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FAO/WHO에서 정한 2.1 ㎍/kg b.w.-day의 PTDI 값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산 지역 인근에서 재배한 백미를 

섭취했을 경우, 연령 및 성별 인구집단의 발암위해확률은 허

용수준인 10-6~10-4 범위를 초과하였고, 특히 6세 이하 유아

의 경우 평균 10,000 명당 5인 이상의 높은 발암위해확률이 

있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비발암독성위험값 (HQ)은 모든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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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성별 인구집단에서 1.0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폐광

산 주변 지역에서 재배 생산된 백미를 장기간 섭취하더라도 

비소에 의한 인체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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