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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미세먼지장기노출영유아

체중 5% 적고인지력떨어진다

영유아가수은 비스페놀A와 같은 환경오염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체중과 신경인지 발달

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영유아의 경우 같은

연령대 영유아보다 평균 체중이 5% 적고 인지

기능이다소떨어졌다는것이다

14일환경부에따르면국립환경과학원은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천안아산 울산

등 4곳에서 모집한 산모와 영유아 723명을 대상

으로영유아시기(03세)에 노출된유해인자가

성장발달에어떤영향을주는지를연구했다

그결과 임신기간부터생후 24개월까지국내

미세먼지(PM10) 연평균 기준(50㎍㎥) 이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영유아의 체중은 평균 기준

미만 환경의 영유아보다 약 5% 체중이 적은 것

으로나타났다마이크로그램(㎍)은 100만분의 1

그램이다 두 집단의 체중 차이는 12개월에 360

g 36개월에 720g 60개월에 1114g이었다 전체

영유아의 몸무게 평균은 12개월 101 36개월

145 60개월 191이다

비스페놀A과 수은노출의경우영유아의인

지능력에악영향을준것으로조사됐다 임신말

기 산모의 비스페놀A 수치가 1㎍L 증가하면

생후 36개월까지 영유아의 평균 동작점수는 13

점 낮아졌다 이 연령대의평균점수는 945점이

다 비스페놀A는캔이나플라스틱재질의용기

등에많이들어있다 수은이 1㎍L 증가할때생

후 60개월아동의인지점수는 091점 낮았다 이

연령대평균점수는 1044점이다

유승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과장

은 이번 연구는 현재의 환경유해물질 노출 수

준에서도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노출을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

이필요하다고말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감소를 위

해주기적인청소와조리시환기를권장했다 유

아용품을사용할때에는비스페놀A 무검출등

친환경 상품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환경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 산모와영유아를

위한 환경보건가이드를 어린이 환경과 건강 포

털(wwwchemistorygokr)과 환경보건포털

(wwwenvhealthgokr)를통해제공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온 가족이 함께

걸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25곳

을선정했다

14일 공단에따르면 걷기 좋은단풍길

은 경사가 완만한 산책길로 무등산국립

공원원효분소바람재원효분소구간

(68km)을 포함 총 25곳이다 공단이 추

천한 국립공원 산책길은 등산보다는 누

구나쉽게걸을수있는게특징이다

무등산 산책길의 탐방 적기는 단풍이

울긋불긋물들것으로보이는이달 24일

부터다음달 7일까지이며왕복 2시간 30

분 정도 코스다 이 시기 무등산은 곱게

물든단풍과함께바람타고출렁이는억

새밭의장관도탐방객에게선사한다

월출산국립공원의 경우 도갑탐방지원

센터억새밭(27km) 구간 1시간20분

짜리 도보 코스로 탐방 적기는 이달 31

일부터다음달 15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은 직전마을삼흥

소피아골대피소(42시간) 뱀사골

탐방지원센터요룡대뱀사골탐방지

원센터(4km2시간) 구간으로 탐방적기

는 각각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5일과 이

달 16일부터 25일까지다 이시기지리산

단풍은강렬한붉은색을특징으로 전국

에서수많은탐방객이몰려든다

내장산은 내장탐방지원센터내장사

(31시간30분)와 탐방안내소원적

암벽련암(382시간)코스를추천했

다 광주전남권 외에도 공단은 가야산

계룡산 설악산 오대산 주왕산 북한산

등 전국의 명산이자 국립공원 산책길을

소개했다 국립공원의 걷기 좋은 단풍길

25곳은 공단 홈페이지(wwwknpsor

kr)에서확인할수있다

공단관계자는 올해는일조량이많고

다음달초까지는일교차가큰날씨가이

어져단풍이아주곱게물들것으로보인

다고말했다

한편 국립공원단풍은이달초설악산

에서 시작해 중순께 소백산과 월악산을

거쳐 내달 초에 내장산 지리산 무등산

등으로내려갈전망이다 단풍절정은설

악산 등 중부는 18일께 내장산 무등산

등 남부는 11월 첫째 주 정도로 예상된

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공개한 걷기좋은국립공원단풍길에선정된월출산국립공원의모습 공단은억새밭사이로단풍이

절정을이루는이달말부터가탐방적기라고소개했다 <광주일보자료사진>

걷기 좋은국립공원산책길 어딜까요
국립공원관리공단무등산바람재월출산억새밭등 25곳 선정

광주 대촌 들녘에서 고구마도 캐고

힐링의시간보내세요

광주시남구는오는 23일양과동생태

체험장에가꾼고구마밭에서 고구마캐

기체험행사를연다

남구는 올 봄부터 양과동 생태체험장

에 1320(400평) 규모의고구마가밭을

일궈왔으며 이날 사전에 신청한 주민들

을대상으로고구마를캐는체험행사를

갖는다 참가자에게는 현장에서 호미와

장갑 상자등이제공된다

참가자들은직접캔고구마를 1상자(5

)당 8000원에살수있다 가족단위또

는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 일반 주

민등누구나참여할수있으며 300명선

착순이다 접수는오는 21일까지이며당

일현장접수는받지않는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 대촌 청정 들녘

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된 고구마도 마음

껏 캐고 가을 날 대촌 들녘의 풍요로움

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구는

지난 2011년부터 학생들에게 생태체험

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친환경

먹거리를제공하기위해매년고구마캐

기 행사를 열고 있다 문의는 남구 문화

관광과(6072321) 김형호기자 khh@

가족과친환경고구마함께캐요

23일남구양과동생태체험장

미세먼지초과노출유아

평균체중보다 1가벼워

캔플라스틱사용줄여야

지난해열린고구마캐기체험행사

임신말기오염물질영유아인지능력영향 미세먼지가영유아몸무게에미치는영향

연간

미세먼지

50

이상

12개월 36개월 60개월

360
720

1114

동작점수
1.3점
하락

비스페놀A
1 L

증가

수은
1L

증가

인지점수
091점
하락





<자료국립환경과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