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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미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대기오염

의 배출 및 노출 특성을 반 하지 못하고 오염물질의 독성 위주로 관리되고 있

어, 사전예방의 저감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근 위해도에 입각한 관리안이 수립되어

야 한다고 제안되고 있다. 또한 실제 오염물질의 모든 측면을 평가하여 우선순

위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이나 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위해도에 기초한 논리적

이고 손쉬운 방법 개발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필요로 대두된 것이 바로 화

학물질 우선순위 선정 기법 개발 연구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화학물질 우선순

위 선정 기법은 다양한 목적에 따라 개발되므로, 모든 잠재적 용도에 부합하는 

한가지 특정 시스템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시스템의 목적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중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위해도 우선 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평가

하고 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우선 기존의 화학물질 우선순위 선정 시스템을 고찰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지표(indicator) 및 로직(logic)을 선정하여 우선순위 선정 기법을 구성하

다. 채택한 지표는 크게 6 가지로, 노출 잠재력과 관련된 지표는 물질의 이동

성(mobility), 환경중 지속성(persistence), 배출량(released amount) 범주에 대하

여 각각 증기압(vapour pressure), 공기 중에서의 반감기(half-life in air), 국내 

TRI(Toxic Release Inventory) 자료에 보고된 대기 중으로의 배출량을 선정하

으며, 인체 향 관련 지표는 포유류에 대한 흡입 만성 독성(inhalation chronic 

toxicity), 발암성(carcinogenicity), 돌연변이원성(mutagenicity) 등의 5가지 독성을 



- ii -

포함한 기타 독성(other specific toxicity) 결과 유무로 선정하 다. 이들 지표에 

대하여, 현재 대기오염의 우려 수준이 높은 울산광역시에서 대기 중으로의 배출

량이 보고되고 있는 46종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여, 각 지표에 대한 신뢰도

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값을 결정하 다. 각 자

료를 기존의 기법 및 전체 분포에 기초하여 intervals을 결정하고 각각 1∼5점씩 

부여하고 이들 점수를 합산하여 각 파트의 점수로 이용하 다. 결국 독성에서 

15점, 노출에서 15점이 도출되며, 이를 곱한 값의 최대값이 100점이 되도록 

normalize 시켜주었다. 

우선순위 선정 기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평가하고, 기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상 물질에 대한 정량적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선

정 기법에서 도출된 결과와 비교하 다. 위해성 평가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정보 

및 독성치가 수치로서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위해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상물

질의 수가 우선순위 선정 기법에서보다 적었으며, 공통적으로 비교 가능한

(comparable) 범위 내에는 16종의 물질이 포함되었다. 또한 위해성 평가 과정에

서 발암성 결과와 비발암성 독성 결과를 통합하기 위하여 각각 허용 위해도 수

준(acceptable level)을 설정하 다. 즉, 비발암 독성 평가시 참고치를 초과하여 

노출량과의 비가 ‘1’을 넘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발암성 평

가의 결과를 일반적인 발암성 위해도에 대한 허용 수준(10
-6
)과 비교하여 그 비

가 ‘1’을 초과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각각의 ratio를 순위 선정을 위한 지표

로서 이용하 다. 그러나 실제 발암성 결과와 비발암성 결과를 통합하는 데에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으므로, 통합한 순위뿐 만 아니라 각각 발암성, 비발암

성 결과를 따로 적용한 순위 역시 도출하 다.

조사된 자료를 각 물질에 대한 점수에 의해 몇 가지 군(High, Medium, 

Low)으로 분류하여 둘 간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에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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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긴 결과가 신빙성이 있어 유용하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순위 

결과를 몇 가지 군으로 구분하여 순위를 범주형 변수로 표현하고 결과의 일치도

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 자료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의 결과를 적용하여 카파 일

치도 계수(Kappa coefficient of concordance)를 계산하고 이를 판정 지표로 이용

하 다.

위해도 우선순위 선정 기법을 적용하여 각 지표에 대해 모두 값이 있어 점수

가 도출되는 물질은 25종이었으며, 상위에는 ethylene oxide, vinyl chloride, 

acrylonitrile, epichlorohydrin, benzene, methyl chloride 등이 나타났다. 또한 자

료가 없는 지표에 대해서 default값을 적용하여 순위를 도출할 때, 상위 순위의 

물질은 default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유사하여 default값에 따라 순위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chloroform, methylene chloride, 

ammonia 등은 default값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적 위해성 평가 

결과 각각 위해도 차원에 대한 acceptable level에 대한 초과율을 지표로 선정하

을 때, vinyl chloride, chloroform, 1,2-dichloroethane, formaldehyde, 

cadmium 등의 발암 위해도가 acceptable level로 설정한 10
-6
보다 10배 이상 큰 

물질들이 전체적 위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선순위 선정 기법과 정량

적 위해성 평가, 두 가지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vinyl chloride, formaldehyde가 

상위에 rank되었다. 

위해도 우선순위 선정 결과는 각 개별 순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개별 

순위보다는 grouping(High, Medium, Low)하여 비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이다. 이에 각 결과를 grouping하고 카파 계수를 이용하여 두 결과간의 일치도

를 평가한 결과 카파 일치도 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 두 결과간의 일치도

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선순위 선정 기법의 결과의 위해성 평

가 순위에 대한 설명력은 50% 이상의 수준이었으며, 인체에 대한 향을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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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용하는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우선순위 선

정 기법은 screening tool로서 차후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

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현장에서 체계적인 노출 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물질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survey 계획 수립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는 기존의 독성 실험 결과에 기초하여 독성의 형태(type) 및 질

(quality)만을 고려하여 관리 대상물질을 획일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에 비해 관리 

대상 지역의 노출 상태까지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몇 가지 제한점을 살펴보면, 우선순

위 선정 기법에 지표로서 이용된 만성 NO(A)EL은 그 가용성이 낮았으며, 최근 

TOPKAT과 같은 추정 모델의 이용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차

후 추정 모델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배출량과 관

련하여 보고자의 전문성 부족 및 조사 대상 물질의 누락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좀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계획과 조사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방안이 수반되

어야 할 것이다. 

차후 노출 평가의 자료가 축적되어 순위에 따라 분류한 group내 대상 물질

이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된다면, 좀더 신뢰도 있는 카파 계수가 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가지 기법에서 이용한 노출 관련 정보인 배출량과 측정 농도는 조

사 시기는 각각 2000년, 1997∼1998년이고, 조사 지역은 각각 울산 지역 전체, 

석유화학산업이 주축이 되는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로 자료의 시공간적 차이 역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어 : 우선순위 선정 기법, 배출량, 만성 인체 향, 카파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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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 진행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현재 생활수준은 

현저히 상승하고 편리해졌으나, 그로 인한 부정적 향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수

준에 이르 다(환경부, 2002c; 김종석, 1991).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항상 접하

고 숨쉬고 있는 공기의 오염 문제는 국지적인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이 되고 있으며(환경부, 2002c),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실태는 외국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환경부, 2002b). 또한 경

제발전과 더불어 향상된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수준

을 요구하고 있다(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1996; 환경부, 2003a).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황사와 같은 자연적 원인 및 인구 집중 현상 등과 같은 

도시화 심화, 자동차 보급 보편화, 화학물질 사용 증가 등과 같은 인위적 원인으

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으나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와 같은 인

위적 원인이다(환경부b, 1996; 환경부, 1999). 특히 국내에서 대기오염 문제로 주

목받고 있는 지역인 울산광역시는 지난 6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

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산업 발전 정책에 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환

경문제가 80년대 후반부터 부각되면서 ‘공해 도시’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이

에 정부는 1986년 3월 울산공단과 온산공단을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타지역보다 훨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환경오염 개선책을 추진

해왔다. 그러나 현재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울산의 체감 환경은 이전의 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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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이석우, 2003).

울산광역시의 총면적은 1,056.4㎢(우리나라 전체의 1.1%)(울산시청, 2003; 통계

청, 2000)이고, 인구는 약 100만여명 수준(우리나라 전체 인구중 2.1%수준)(울산

시청, 2003; 통계청, 2000), 자동차 보급 대수는 349,449대로 조사되고 있다(울산

시청, 2003). 또한 2001년 현재 울산광역시의 전체 경상 소득 중 70% 이상이 제

조업으로부터의 생산액으로 잠정 추정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인 울산공단의 

총면적은 46,135㎢로 총 550여개의 업체가 입주해있으며, 주로 자동차, 운송장비, 

화학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울산시청, 2003), 대기오염물

질의 배출원이 되는 공단 지역이 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울산광역시

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는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공단에서 다량 이용되는 화학물질은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그 활용도 및 이용량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있다(환경부, 2000; 

국립환경연구원, 1996). 국내에서도 세계에서의 화학물질 이용 양상과 같은 경향

으로 현재 37,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300여종이 새로 진입

하고 있는 등 점차 증가 추세에 놓여있다(환경부, 2002c). 화학물질의 유용성 때

문에 인류는 앞으로도 화학물질을 이용하고 새로운 화학물질을 개발할 것이지

만, 이로 인해 발생한 유해 향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며, 

또한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물, 공기, 토양 등의 매체 환경오염 역시 화학물

질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환경부, 2002c).

이와 같이 심각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현행 우리나

라의 관리 체계를 살펴보면, 사후적 농도 규제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현

재의 발생 수준을 억제하기 어려우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 

유인에 미흡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관리를 필요로 하지만(환경부, 2002b),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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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염의 배출 및 노출 특성을 반 하지 못하고 오염물질의 독성 위주로 관리되

고 있어, 사전예방의 저감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기오염 관리안 설정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법이 적용 가능하다(아

주대학교, 2003). 첫째는 대기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이는 주어진 대기 

기준을 달성한 후 사후적으로 위해도가 산정되는 방법으로 보통 기술적 타당성

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주관적으로 설정되며 관리 방식이 단순하다. 둘째는 

인체 위해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대기 기준과 인체 위해성 간의 feedback

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기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즉 인체 위해도를 독립변수

로 하여 종속변수인 대기 기준을 도출하게 된다. 대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

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상적이라 할 수 있

으나, 인체 위해성 산정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방법이

다. 셋째는 경제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대기 기준 준수에 따른 비용과 인체 

위해도 저감에 따른 편익을 근거로 하여 평가하지만 근거 자료가 현재로서 부족

하며, 경제적 편향을 이유로 현실 정책에 반 될 가능성은 희박한 방법이다(아주

대학교, 2003).

이중 현재 대기 농도를 기준으로 대기 관리안을 수립하는 기존의 방식이 대

기오염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새

로운 대안으로서 인체 위해성에 근거한 방법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

기 관리안 설정에 있어 인체 위해도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아주대학교, 2003).

일반적으로 현재 환경 기준 설정물질과 설정 기준에 반 되는 그 물질의 인

체 향에 대한 기초 자료는 주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보유하고 있으며(김종석, 1991), 우리나라도 이의 권장기준을 참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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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환경부, 2002c). 국내에서도 시도적 연구로서 G7 연구사업에서 인체 위해도

에 기초한 관리 우선 순위를 선정한 바 있다(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1998). 

연구 당시인 1997년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대기오염물질이 47종, 특정유해화학물

질이 16종이었으나, 1998년 2월 개정되어 대기오염물질 52종, 특정유해화학물질 

25종으로 확대되었다(환경부, 2002a; 환경부, 2002c). 이 때 G7 연구에서 선정한 

우선 관리 물질 중에는 제 1 그룹으로 benzene, chloroform, dichloromethane이 

있었으나(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1998), 이중 benzene, chloroform만이 1998

년 관련 법제정에 반 되고 그 외에는 반  정도가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잠재적 인체 향에 기초한 관리 순위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기오

염물질의 모든 측면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에 대한 시간이

나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위해도에 기초하는 좀더 논리적이고 손쉬운 

방법 및 이를 토대로 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필요로 한다. 학계에서는 지난 10여

년동안 오염 물질의 독성 및 환경 내에서의 거동을 검증하고 이러한 자료를 위

해성 평가의 틀 내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수많은 방법이 개발되어 왔으나 일반적

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지 않고, 우선순위 선정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

하다는 측면만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화학물질 우선순위 선정 시스템은 

큰 위험성의 물질에 대해 주목(attention) 및 재원(resources)을 집중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Gary A.D. et al. 1994).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으로 높은 편이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의 환경법이나 규제안을 이행하고 있으나, 국

내에서 환경 기준으로 규제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정부는 가능하다면 이론적이고, 경제적인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많은 수

의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기준이 필요한 화학물

질을 선정하는 최종적 해결 방안은 포괄적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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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측면에서 화학물질 우선순위 선정 기법을 제안하는 것은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Mary B.S. et al. 1997a).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대기오

염물질, 즉 대기중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위해도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하 으

며, 세부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중 유해화학물질의 인체 위해도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기법을 개

발하고, 

둘째, 이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량적 위해성 평가를 실시

하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비교․평가하여 대기중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해도 우

선순위 선정 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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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화학물질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chemical ranking and scoring; 이하 CRS) 시

스템은 위해성 평가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관성을 갖고 있는 개념으로, 위해도 

관리 의사 결정을 위해 시스템 내에서 위험(hazard)과 노출(exposure)의 함수로 

설명되는 화학물질의 위협(threat)을 지표로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의사

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분석하여 재원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Mary B.S. et 

al. 1997a).

CRS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4가지의 기본적 단계로 구성되는데(Fig. 1), 첫 번

째는 ‘목표의 정의 및 범위 결정(goal definition and scoping)’ 단계로 CRS 시스

템 내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위해도 관리 목표나 결과 활용 목적에 따라 목표가 

달라질 수 있으며, 목표를 결정한 후에는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이를 어떻게 

이용하고 제시할 지에 대한 범위를 결정하는 CRS 시스템 내의 중요한 과정이다

(Mary B.S. et al. 1997a).

두 번째는 ‘지표 선정(indicator selection)’ 단계로써 CRS 시스템에서 필요한 

자료의 형태 및 양을 확인한다. 독성 및 노출에 관련된 정보는 scoping 단계에

서 설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위해도 관리자와 기타 의사 결정자에게 충분

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자료의 양이나 형태를 적합하게 구성한다(Mary B.S. et 

al. 1997a). 

세 번째는 ‘순위 및 점수부여(ranking and scoring)’ 과정으로 정리된 자료를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순위나 점수를 매기는 실제 분석이 수행되는 과정이다. 이 

방법은 종말점(endpoint)에 따라 해당 범주에 화학물질을 배열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것이지만,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부여하는 과정을 시행하면서 점차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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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 특히 이 과정은 단계식(tiers)의 형태로 구성되어 재원을 보존하고 효율

성을 높이도록 구성된다. 즉 요구되는 데이터와 분석 방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층층의 구조에 따라 포함되는 화학물질의 수가 저감된다. 단계로 구분되는 이러

한 구조를 이용하여 좀더 구체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 QRA(quantitative risk 

assessment)의 단계로 근접할 수 있게 되며, 평가하는 단계의 수나 형태는 시스

템의 범위나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Mary B.S. et al. 1997a).

Scoping/Goal definition

Indicator selection

Scoring/Ranking

(valuation)

Output Presentation

Tiers

Fig. 1. Generic framework for chemical ranking and scoring

마지막으로, ‘결과 표현(output presentation)’ 단계는 도출된 결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타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시스템의 이용자가 시스템 개

발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명

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결과를 제시할 때는 산출된 결과뿐만 아니라 중

요한 가정 및 요소에 대한 기술(description)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즉 위해도 관

리자와 같은 시스템 이용자가 단순히 화학물질의 순위를 매기거나 점수를 매긴 

결과보다는 좀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려된 요소, 

제거된 요소, 이용된 스크리닝 및 다단 구조, data gaps을 어떻게 처리 했는지와 

같은 주요 가정 등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다. 또한 분석의 목표 및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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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적합하게 결과에 반 하 다는 것을 제시하고, 결

과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기술되어야 한다(Mary B.S. et al. 1997a).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기법의 개념은 크게 다음과 같이, 화학

물질 고유의 물성이나 독성 정보에 기초한 간단한 시스템에서부터, 사용량이나 

배출량이 추가되거나, 또는 화학물질의 거동 및 동태를 예측하여 추가하는 등의 

시스템까지, 요구하는 정보의 질(quality)이나 양(quantity)에 따라 5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Fig. 2)(Mary B.S. et al. 1997a). 또한 포괄적 개념으로는 정량적 위해

성 평가까지도 우선순위 선정 기법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질이나 양은 매우 방대하지만, 특이성(specificity) 높은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우선순위 선정 시스템은 그 목적에 따라 시스템의 정교함에 차이를 두

어 개발․적용한다(US EPA, 1994a).

Toxicity
+

Physical-
Chemical
properties

Toxicity
+

Physical-
Chemical
Properties

+Production/
release

Generic 
risk 

assessment

Endpoint-
specific 

site-specific
risk 

assessment

Toxicity
+

Fate and 
transport 

model

RiskHazard

Amount and specificity of data required

High quantity and quality

Toxicity
+

Physical-
Chemical
properties

Toxicity
+

Physical-
Chemical
Properties

+Production/
release

Generic 
risk 

assessment

Endpoint-
specific 

site-specific
risk 

assessment

Toxicity
+

Fate and 
transport 

model

RiskHazard

Amount and specificity of data required

High quantity and quality

Fig. 2. Chemical ranking and scoring conceptual framework

(Source : Mary B.S. et al. 199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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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Tennessee Center for Clean Products and Clean Technologies

는 147개의 다양한 CRS 시스템을 확인하 고, 이 시스템 내의 51개 물질에 대

해 비교․고찰하 다(US EPA, 1994a).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CRS 시스템에

서 이용되는 모수나 추정 방법, 모수 통합 방법 등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유

사한 방법으로 모두 작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CRS 시스템은 노출과 향에 

기초하여 유해 향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상대적 potential을 결정하고, 연구 

활동이나 관리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산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주된 모수는 노출 및 향에 대한 것으로 지속성, 생물

농축성, 독성 등이고, 그 외에도 화학물질의 제조량이나 이용량, 이용 형태 등에 

관한 정보도 고려될 수 있다(US EPA, 1994a).

본 연구에서는 US EPA(1994a)의 연구에서 고찰된 시스템 중 목적 및 로직이 

뚜렷하나 정교함의 차이가 있는 일부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고찰하 으며, 이

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알맞은 우선순위 선정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 다.

EURAM(European union risk ranking method)은 EU(European Union)에서 

위해성 평가 및 위해도 관리 대상 물질을 선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시스템으

로, 유럽 내에서 생산용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이 되는 물질(High Production 

Volume Chemicals; HPVCs)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회원국들이 작성한 

IUCLID(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 내의 내용을 토

대로 순위가 선정된다(Hansen B.G. et al. 1999).

이 시스템은 크게 생태 향 및 인체 향에 대한 우선순위로 나뉘며(Fig. 3), 

이 두 가지 우선순위를 전문가들의 판단을 토대로 통합하여 최종 순위로 결정하

고 위해성 평가 대상물질로 삼는다. 즉 각 부분에서 점수(ES(Environment 

score), HS(Human health score))가 높은 물질이 우선순위 목록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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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X(Environmental Exposure score); EEF(Environmental 

Effect score); ES(Environmental score); HEX(Human health 

Exposure score); HEE(Human health Effect score); HS(Human 

health score)

Environm ent
(A ir, W ater, Soil, Sedim ent, S usp.so lids, B io ta)

Environm ental Score
ES i = EEX iⅹ EEFi 
(R ange : 0 to  100)

Exposure
(H EX)

H um an H ealth Score
H S = H EXⅹ H EF 
(R ange : 0 to  100)

E ffect
(H EE)

H um an H ealth

Exposure
(EEX i)

E ffect
(EEF i)

Environm ent
(A ir, W ater, Soil, Sedim ent, S usp.so lids, B io ta)

Environm ental Score
ES i = EEX iⅹ EEFi 
(R ange : 0 to  100)

Exposure
(H EX)

H um an H ealth Score
H S = H EXⅹ H EF 
(R ange : 0 to  100)

E ffect
(H EE)

H um an H ealth

Exposure
(EEX i)

E ffect
(EEF i)

Fig. 3. Scheme of EURAM

미국 역시 지난 10여년 동안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방법을 개발하 으나 일관성이 없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

다. 이에 University of Tennessee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의 상대적 위

험성(hazard)을 평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순위 및 점수 산정을 위한 screening 

tool로서 CHEMS-1(Chemical hazard evaluation for management strategies)을 

개발하 다. 이 시스템은 화학물질의 잠재적 노출 및 독성 향을 평가하여 전

체적으로 화학물질 배출 자료를 평가하고, TRI(Toxics release inventory) 자료와 

연간 농약 사용량 자료로부터 선정된 화학물질의 주요 생산품 및 제조 공정상에

서 좀더 안전한 대체품(substitutes)을 제안하고자 개발되었다(Mary B.S. et al. 

1997b).

CHEMS-1의 전체적 구성은 그림 4와 같으며, 인체 독성 점수와 생태 독성 

점수를 합산하여, 노출 관련 점수를 곱하여 최종적인 화학물질의 점수를 산정하

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데이터는 가능한 한 구체적 실험 결과에 기초한 

HSDB(Hazardous Substance Data Bank)와 같은 자료원에 의존하도록 하 다



- 11 -

(US EPA, 1994b; Mary B.S. et al. 1997b). 우선 독성 부분에 대해서는 인체에 

대한 급성 독성값, 발암분류, 기타 독성 결과 유무 등을 이용하여 이에 대해 각

각 0∼5점을 부여하고, 생태에 대한 향 역시 포유류에 대한 급성 향, 어류에 

대한 급성 및 만성 향을 지표로 하여 각각 모두 0∼5점을 부여하 다. 노출 

지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이와 관련한 지표는 크게 지속성(persistence), 생물

농축성(bioaccumulation), 배출량 등으로 설정하여 각각 1∼2.5점의 점수를 부여

하 다(US EPA, 1994b; Mary B.S. et al. 1997b).

Exposure
= Persistence(BOD half-life, Hydrolysis half-life) 

+ Bioaccumulation(BCF)

Environmental effect
= Terrestrial Oral LD50

+ Aquatic LC50 + NOEL

Human health effect
= Oral LD50 + Inhal. LC50
+ Carcinogenicity + Other effect

RWF
Weighted HV

+

Fig. 4. Scheme of CHEMS-1

산정된 인체 향, 생태 향, 노출 등에 대한 점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합된다. 즉 인체 향에 대한 점수와 생태 향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고 노출

에 대한 점수를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또한 이때 이용자가 목적에 맞게 

각 지표의 가중치를 변화시켜 최종 순위로 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missing 

data에 대해서 default hazard value을 ‘0’ 또는 ‘5’로 부여하거나, 인체 독성에서 

other specific effect를 포함하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하는 등 flexible하게 고안되

었다(US EPA, 1994b; Mary B.S. et al. 199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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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M(Chemical scoring and ranking assessment model) 역시 미국에서 개

발된 CRS 시스템으로, 시중에 이용되는 화학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 중으로 

배출되어 유해 향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스크리닝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개발되었다. 간단한 excel spreadsheet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위해성 평가

자나 관리자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잠재적 노출량이나 독성에 기초하여 결과를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자료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함 정도를 점수로서 반

하도록 하 다. 평가 과정에서 불완전한 자료에 기초하여 도출된 결과는 막대

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구성되어 있어, 정보가 부족한 화학물

질에 대해 불확실성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최종 결과에 반 하도록 하 다. 즉 

SCRAM에서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특성, 정보의 부족, 또는 두 가지를 모두 결

합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제안하 다(Fig. 5)(Erin M.S. et al. 2000).

Inherent Chemical Characteristics
Lack of Information

Bioaccumulation : BAF, BCF, Kow Persistence : half-life

Finalchem
= {(BchemⅹPchem)ⅹ1.5}+CT+CA+CH

Acute Terrestrial/ Aquatic toxicity Sub-/Chronic Terrestrial/Aquatic/
Human toxicity

Finalchem
= {(BchemⅹPchem)ⅹ1.5}+AT+AA 

ⅹ

Finalcomp
= Finalchem + Finalunc

Finalcomp
= Finalchem + Finalunc

Inherent Chemical Characteristics
Lack of Information

Bioaccumulation : BAF, BCF, Kow Persistence : half-life

Finalchem
= {(BchemⅹPchem)ⅹ1.5}+CT+CA+CH

Acute Terrestrial/ Aquatic toxicity Sub-/Chronic Terrestrial/Aquatic/
Human toxicity

Finalchem
= {(BchemⅹPchem)ⅹ1.5}+AT+AA 

ⅹ

Finalcomp
= Finalchem + Finalunc

Finalcomp
= Finalchem + Finalunc

Fig. 5. Scheme of SCRAM

ARET(Accelerated reduction/elimination of toxics)는 Environmental Canada

에서 캐나다 지역의 유해 향 잠재력이 있는 물질에 대해 자발적으로 배출 저

감 및 제거를 촉구하기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이다. 1994년 평가 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CESARS(Chemical Evaluation Search and Retrieval System)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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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내의 가용한 물질을 대상으로 관리 필요 정도에 따라 분류하게 된다(Fig. 

6)(Environmental Canada, 1994; ICF, 1994). 여기서는 독성 지표 6개중 3개 이상

에 대한 값이 있으면 독성 점수인 NTS(normalized toxicity score)를 산출할 수 

있으며, NTS가 40점 이상이면 ARET 목록 내에 오르게 된다(Environmental 

Canada, 1994). 노출 지표는 생물농축성과 지속성으로 정리되며, cut-off 값 이상

인 경우 Group A에 속하게 되고, 차후 관리시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된다

(Environmental Canada, 1994).

6항목 toxicity(0-10점)에
점수부여, 산출점수를

NTS(normalized toxicity score)로
환산(0-60)

물질 표기

List B-3
(T)

다소 생물농축성이
있는 물질 표시

List B-2
(T,P)

다소 생물농축성이
있는 물질 표시

제외

List B-1
(T,B)

List A
(T,B,P)

Toxicity 기준 충족.
목록에 오르게 됨

NTS가 40이상?
양질의 자료로부터

Toxicity score가 10이
도출된 것이 있는가?

Bioaccumulation이 4 ? BCF가 250이상?

Persistence가
7 또는 10?

Bioaccumulation이
7 또는 10?

Persistence가
7 또는 10?

YES

NO

NO

NO

NO

NO NO

YES

YES

YES

YES

YES

Fig. 6. Flowchart of ARET system

앞서 설명한 4가지 방법 이외의 방법에도, US EPA는 국가적 폐기물 최소발

생계획안(Waste Minimization and Prioritization Plan)에 부합하여 개발한 방법

인 WMPT(Waste Minimization Prioritization Tool)에 기초하여(David W.P.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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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1), 이를 포함하는 RCRA(Resources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라고 

하는 PBT(persistent, bioaccumulative, toxic)의 특성을 갖는 유해 폐기물이나 이

들이 분해되어 발생하는 화학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의 기법을 개발하 다

(US EPA, 1998b). 여기서 이용되는 지표는 크게 4가지로, PBT characteristics, 

environmental presence, Quantity/Prevalence, RCRA programmatic concerns이

다. 이들 criteria는 여러 DB sources로부터의 data를 환산 적용하고, 여기에 

weighting factor를 부여한 후 합산하여 각각의 primary criteria에 factor를 적용

하여 최대 100점이 되도록 하여 순위를 도출한다(US EPA, 1998b).

MCMR(Michigan Critical Materials Register) 방법은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개

발된 방법으로 미시간주 내의 수질 저하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목록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용하는 지표로서는 여러 가지 독성 및 

생물농축성, 지속성 등이 포함되며, 수질 저하로 인한 심미적 요인(aesthetics)도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도출된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연간 이용량, 

배출량, 폐기량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Mary B.S. 

et al. 1997a; Heriot Watt university, 2003).

UCSS(Use Clusters Scoring System)는 US EPA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에 이용되는 화학물질의 위험 가능성에 대해 집단적으로 선별하고자 개발한 방

법이다. 화학물질 이용자가 그 물질의 위험 및 노출에 대한 potential 지표를 기

입하도록 하여 물질 집단의 점수를 계산하도록 한다. 도출된 화학물질의 상대적

인 우려 정도를 이용하여 대용물질이나 공정상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Mary B.S. et al. 1997a).

국내에서 개발된 우선순위 선정 시스템은 주로 독성 및 노출을 동시에 고려

하지 않고 독성만을 지표로 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국

립환경연구원, 1991), G7 연구 사업에서 진행된 「환경오염물질의 위험성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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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평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장기적인 화학물질에 대한 안정성 연구 계

획을 수립하고자 개발되었으나, 지표 선정에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거나 평가 로

직이 명확하지 못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한국화학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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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인체 위해도에 기초한 대기중 유해화학물질의 우선순위를 도

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화학물질 우선순위 선정 시스템을 고찰하고, 본 연구 목

적에 적합하도록 지표(indicator) 및 로직(logic)을 선정하여 우선순위 선정 기법

을 구성하 다.

채택한 지표는 크게 6 가지로, 노출 잠재력과 관련된 지표는 물질의 이동성

(mobility), 환경중 지속성(persistence), 배출량(released amount) 범주에 대하여 

각각 증기압(vapour pressure), 공기 중에서의 반감기(half-life in air), 국내 

TRI(Toxic Release Inventory) 자료에 보고된 대기 중으로의 배출량을 선정하

으며, 인체 향 관련 지표는 포유류에 대한 흡입 만성 독성(inhalation chronic 

toxicity), 발암성(carcinogenicity), 돌연변이원성(mutagenicity) 등의 5가지 독성을 

포함한 기타 독성(other specific toxicity) 결과 유무로 선정하 다.

이들 지표에 대하여, 현재 대기오염의 우려 수준이 높은 울산광역시에서 대

기 중으로의 배출량이 보고되고 있는 46종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센터, US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RIS(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HSDB(Hazardous Substances Data Bank) 등 각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값을 결정하 다.

각 자료에 대한 점수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부여하고 이를 이용하여 순위를 

도출한 후,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량적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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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선정 기법에서 도출된 결과와 비교하 다. 위해성 평

가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정보 및 독성치가 수치로서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위해

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노출량 정보는 G7 연구 사업(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1997∼1998)에서의 측정치에, 독성값은 IRIS에서 제공하는 값에 기초하 다.

두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 중 비교 가능한(comparable) 범위 내의 

물질을 서로 비교하여 새로 구축한 우선순위 선정 기법이 올바르게 구성되었는

지 평가하고, 또 그 적용성에 대해서 고찰하 으며, 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의 

틀은 다음 그림 7과 같다.

Development of prototype chemical ranking system Development of prototype chemical ranking system 
for air pollutionfor air pollution

- Selection of scope (areas, substances to evaluate)
- Determination of descriptors for system
- Development of prototype

Ranking priority of prototype systemRanking priority of prototype system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 Same scope with CRS system
- For inhalation route

Validation of CRS systemValidation of CRS system

Development of CRS systemDevelopment of CRS system

- Intervals and algorithms
- Comparison of priority ranking
- Adjustment of system 

Development of prototype chemical ranking system Development of prototype chemical ranking system 
for air pollutionfor air pollution

- Selection of scope (areas, substances to evaluate)
- Determination of descriptors for system
- Development of prototype

Ranking priority of prototype systemRanking priority of prototype system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 Same scope with CRS system
- For inhalation route

Validation of CRS systemValidation of CRS system

Development of CRS systemDevelopment of CRS system

- Intervals and algorithms
- Comparison of priority ranking
- Adjustment of system 

Fig. 7. Research schem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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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대기중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도 우선순위 선정 기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화학물질 우선순위 선정 기법을 토대로 국내에서의 대

기중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우선 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흡입의 만성 노출 

및 독성 향을 고려한 우선순위 선정 기법을 개발하 다(Fig. 8). 각 물질에 대

한 점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크게 독성 및 노출 분야로 나누고,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점수를 1∼5점씩 부여하고 이들 점수를 합

산하여 각 파트의 점수로 이용하 다. 결국 독성에서 15점, 노출에서 15점이 도

출되며, 이를 곱한 값의 최대값이 100점이 되도록 normalize 시켜주었다.

Total score [6∼225]⇒[3∼100]

Human toxicity [2∼15] × Potential exposure [3∼15]

General 

chronic toxicity

[1∼5]

Carcinogenicity

[1∼5]

Other chronic 

toxicity

[0∼5]

Mobility

[1∼5]

Persistence

[1∼5]

Amount

[1∼5]

inhalation 

NO(A)EL

Classification

(for inhalation)

Mutagenicity,

Reproductive,

Developmental,

Neurobehavioral,

Immunotoxicity

Vapour 

pressure
T½ in air

Released 

amount to 

air

Fig. 8. Algorithm for priority setting of air pollutant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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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 독성

인체 독성에 대한 지표는 크게, 흡입 노출에 대한 일반 만성 독성(general 

chronic toxicity), 발암 등급(cancer classification), 기타 만성 독성(other specific 

toxicity) 결과를 선정하 다. 일반 독성에 대한 지표로는 대부분의 인체 만성 독

성을 고려하는 CRS 시스템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표인 포유류에 대한 inhalation 

NO(A)EL을 채택하 으며, 값이 여러 개인 경우 가장 민감한 값을 채택하 다. 

이 때의 각 intervals은 실험동물에 대한 독성값은 국가별로 차이가 없으며, 이미 

구축된 다른 CRS 시스템에서의 수치는 이미 많은 검토를 통하여 선정되었을 것

이라 판단하 고, 또한 여러 시스템마다 적용한 수치가 유사하 으므로, 기존 시

스템에서 제안한 값을 그대로 적용하 다(Environment Canada, 1994; Erin M.S. 

et al. 2000; US EPA, 1994b).

Table 1. Scoring criteria for chronic toxicity

     Score
 Endpoints

1 2 3 4 5

inhalation 

NO(A)EL (㎎/㎥)
> 3,000 300∼3,000 30∼300 3∼30 ≤3

발암성에 대한 지표로는 화학물질의 발암성 유무를 평가하는 기관에서의 발

암 분류 등급을 지표로서 선정하 다. 발암성에 대해서는 발암 분류 등급이나 

발암력(slope factor, ED10(Effective dose) 등)을 지표로 적용할 수 있으나, 발암

력은 정량적 지표로서 발암등급보다 가용성이 떨어지며 등급 분류 자체만으로도 

신중하게 분류된 결과로 판단되고(Mary B.S. et al. 1997a), 또한 발암력 보다는 

발암 등급을 지표로서 적용하는 CRS 시스템이 많았으므로 이에 따라 발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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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표로서 채택하 다. 이 때의 각 intervals은 이미 구축된 다른 CRS 시스템

에서의 수치는 이미 많은 검토를 통하여 선정되었을 것이라 판단하여, 기존 시

스템에서 제안한 값을 그대로 적용하 다(US EPA, 1994b). 단 CHEMS-1에서는 

EPA와 IARC의 발암 분류 등급을 모두 적용하여 점수를 준 후 평균을 취하여 

이를 발암성의 점수로서 채택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EPA의 발암 등급이 타 

시스템에 비해 risk-based system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Mary B.S. et al. 

1997a), 이를 가장 우선 순위로 두고 점수를 산출하 다. EPA의 발암 등급이 가

용하지 않은 경우, 대상 물질 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IARC의 

등급을 적용하고(Mary B.S. et al. 1997a), 그 외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물질에 대

해 발암 등급이 명시되어 있는 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NTP(National Toxicity Program), EC(European 

Commission) 등급의 순서로 적용하 다. 이 때 scoring 기준은 각 등급마다의 

definition(Table 2)에 따라 EPA에서의 분류 범주와 동일하게 두고 점수를 부여

하 다. 또한 CHEMS-1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0점’으로 인한 발암성 정보의 

결손을 막기 위하여 등급에 대한 점수를 조정하 다(EPA group B1, B2 → 4점; 

IARC group 3 → 2점 할당)(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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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ncer classification of several organizations

Group Contents

EPA

A Human carcinogen (sufficient evidence from epidemiologic studies)

B1 Probable human carcinogen (limited evidence for human carcinogenicity)

B2
Probable human carcinogen (inadequate or lack evidence for human 
carcinogenicity, but sufficient evidences of carcinogenicity based on animal 
tests)

C
Possible human carcinogen (limited evidences of carcinogenicity in animals 
in absence of human data)

D
Not classifiable as to human carcinogenicity (inadequate or no evidence of 
carcinogenicity for human and animals)

E
Noncarcinogen for humans (no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at two 
adequate animal tests)

IARC

1 Carcinogenic to humans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2A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limited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and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experimental animals)

2B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limited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and less than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experimental animals)

3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the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s inadequate in humans and inadequate or limited in 
experimental animals; mixtures and exposure circumstances that do not 
fall into any other group are also placed in this category)

4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evidence suggesting lack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and in experimental animals)

ACG-
IH

A1 Confirmed human carcinogen

A2 Suspected human carcinogen

A3 Confirmed animal carcinogen with unknown relevance to humans

A4 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

EC

1 Known to be carcinogenic to man "May cause Cancer"

2 Regarded as if carcinogenic to man "May cause Cancer"

3 Concern for man owing to possible carcinogenic effect

NTP
a Known to be a human carcinogen

b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a human carcinogen:

Table 3. Scoring criteria for carcinogenicity

   Score
Endpoints 1 2 3 4 5

IRIS E D C B A

IARC 4 3 2B 2A 1

ACGIH A4 A3 A2 A1

NTP b a

EC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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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만성 독성(other chronic toxicity)에 대한 지표로는 돌연변이원성

(mutagenicity), 생식 독성(reproductive toxicity), 발육 독성(developmental 

toxicity), 신경행태 독성(neurobehavioral toxicity), 면역 독성(immunotoxicity) 이

상 5가지로 선정하 다. 이들 지표는 기존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선정하 으며, 

definition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향에 대해 정리하고자 하 다(Table 4)(US 

EPA, 1999; US EPA, 1998; US EPA, 1996; US EPA, 1991; US EPA, 1986).

Table 4. Definitions for other toxicity

Other toxicity Definitions Sources

Mutagenicity
유전 독성(genotoxicity)이라고도 하며 화학적, 물질적 요인에 
위해 생물체의 세포내 유전물질인 DNA를 손상시켜 
발생하는 변화

US EPA, 
1986

Reproductive 
toxicity

환경오염물질 노출로 인해 남․여성의 생식계에 
생물학적으로 나타나는 유해한 향으로, 생식기관의 변화, 
관련 내분비계 변화, 출산 결과 이상 등으로 나타나며 본 
연구에서는 발육 독성과 분리학 위하여 사춘기(puberty) 
발현, 생식체 생성 및 이동, 정상적 생식 cycle, sexual 
behavior, fertility, 임신(gestation), 분만(parturition), 
수유(lactation), 생식계의 조기 노화, 기능 이상 등의 향을 
주요 target effect로 설정하 음

US EPA, 
1996

Developmental 
toxicity

임신전 또는 출산전 노출로 인해 태아가 발육하는 동안 
태아에게 나타나는 유해한 향, 또는 출생후 성적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나타날 수 있는 향으로 주로 태아사망, 
조직이상, 성장이상, 기능결손 등이 있음

US EPA, 
1991

Neuro(behavioral) 
toxicity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물질에 노출된 후 중추․말초 
신경계의 구조나 기능상에 나타나는 해로운 향. 구조적 
향이란 신경계 구조에서 나타나는 신경해부학적 변화를 
의미, 기능적 향이란 신체의 자율신경, 감각, 운동신경, 
인식 기능에 대한 변화를 의미

US EPA, 
1998a

Immunotoxicity

감염성 질환이나 종양의 위험을 증대되도록 면역반응을 
억제하거나, 면역계에 부적합한 자극을 유도하여 
신경과민(알러지)이나 자기면역성 질환에 기여하게 하는 
향

-

각 향에 해당되는 연구 자료가 가능하다면 표 5와 같은 intervals을 적용하

여 ‘0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Table 5), 실제 이러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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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거의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CHEMS-1의 scoring 방법을 

참고하여 지표에 대한 positive result가 보고되는 경우 ‘1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을 부여하 다(Table 6)(US EPA, 1994b; Environment Canada, 1994; Erin 

M.S. et al. 2000). 

Table 5. Ideal scoring criteria for other chronic toxicity

        Score
 Endpoints 1 2 3 4 5

Mutagenicity
NO(A)EL (㎎/㎏/day) >1,000 100∼1,000 10∼100 1∼10 ≤1

Reproductive
NO(A)EL (㎎/㎏/day) >1,000 100∼1,000 10∼100 1∼10 ≤1

Developmental
NO(A)EL (㎎/㎏/day) >1,000 100∼1,000 10∼100 1∼10 ≤1

Neurobehavioral
NO(A)EL (㎎/㎏/day) >1,000 100∼1,000 10∼100 1∼10 ≤1

Immunotoxicity
NO(A)EL (㎎/㎏/day) >1,000 100∼1,000 10∼100 1∼10 ≤1

Table 6. Applied scoring criteria for other chronic toxicity in this study

No Yes

Mutagenicity 0 1

Reproductive toxicity 0 1

Developmental toxicity 0 1

Neurobehavioral toxicity 0 1

Immunotoxicity 0 1

최종적으로 3가지 지표에 대해서 각각 점수가 1∼5점, 1∼5점, 0∼5점씩 산출

되고, 이들을 모두 합산하여 2∼15점의 인체 독성 점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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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출 잠재력

노출 잠재력에 대한 지표는 크게,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성, 지속성, 배출량으

로 선정하 다. 물질의 이동성(mobility)에 대한 지표로는 대기중 이동을 설명하

기 위하여 25℃하에서의 증기압(vapour pressure)을 선택하 다. 증기압은 동적

인 움직임이 있는 유체 내에서 화학물질의 이동을 설명하는 변수가 된다. 그러

나 주로 CRS 시스템에서는 생물농축성과 지속성을 노출 잠재력의 지표로 이용

하고, 증기압에 대한 세부적인 scoring intervals을 제안하는 시스템은 없었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EURAM에서 인체 노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이용한 수치

에 intervals을 조정․적용하 다.

물질의 지속성(persistence)에 대한 지표로는 대부분의 CRS 시스템에서 이용

하고 있는 반감기를 채택하 으나, 본 연구 결과의 목적에 맞게 공기 중에서의 

반감기만을 적용하고, 이때의 intervals은 기존 시스템에서의 수치를 적용하 다

(Erin M.S. et al. 2000).

물질의 배출량(released amount)은 공기 중으로의 배출량을 채택하 으며(환

경부, 2002d), intervals은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분포 및 전체 TRI 목록 내의 자료 

분포를 고려하여 설정하 다(Mary B.S. et al. 1997a; 환경부, 2002d).

최종적으로 3가지 지표에 대하여 각각 1∼5점이 산출되고, 이들을 모두 더하

여 3∼15점의 노출 잠재력 점수를 산출한다. 즉, 대기 중으로의 배출량이 보고되

고 있는 46종에 대한 DB를 Excel 프로그램 내에서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각 

화학물질의 점수 및 순위를 도출하 다. 인체 독성 지표에 대한 점수를 모두 합

산하고(Range : 2∼15점), 노출 잠재력 지표에 대한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Range 

: 3∼15점) 이 둘을 곱하고 점수가 최대 100점이 되도록 normalize 시킨 후 순위 

선정에 이용하 다(Range : 3∼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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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coring criteria for exposure potential

          Score
 Endpoints 1 2 3 4 5

Mobility
V.P.*

(hPa at 25℃)
≤0.5 0.5∼5 5∼50 50∼500 >500

Persistence
T½ in air 

(days)
≤4 4∼20 20∼50 50∼100 >100

Released 

amount

Amount to air

(㎏/year)
≤1,000

1,000∼

10,000

10,000∼

100,000

100,000∼

1,000,000
>1,000,000

* 76 ㎜Hg=101.3 hPa

3)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database 구축

앞서 설명한 인체 독성 및 노출 잠재력에 대한 지표 및 intervals을 적용하여 

울산광역시에서 대기 중으로의 배출량이 보고되고 있는 46종의 물질에 대한 우

선순위를 도출하고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으며, 이때 각 지표마다 이용한 

data sources는 다음 표 8과 같다. 이때 발암성에 대해서는 DB source에 우선순

위를 두었으나 만성, 기타 독성에 대한 값은 병렬적으로 이용하여 가장 민감한 

값을 채택하 다.

선정한 database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data를 정리한 후 자료가 없는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이용하여 data gap을 처리하 다(Table 9). 즉, 대체 

자료가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문헌에서의 원칙에 따라 대체 자료를 원하는 

자료의 형태로 변환하여 이용하 다. 이때 Layton 등(1987)의 연구에 따라 임시

적으로 급성 독성 결과를 이용하여 만성 독성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

우, 추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상수가 10-5으로 대부분의 만성 독성치가 5점에 할

당되게 되어, missing data에 대해서 default값을 5점으로 부여하는 것과 특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는 없으므로 실제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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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atabase used for chemical ranking

Indicators Data source Reason

Toxicity

Chronic 
toxicity

IRIS ․Chronic toxicity 결과를 이용하여 참고치 도출

IUCLID ․Chronic toxicity에 대한 결과 정리

Carcino-
genicity

1) IRIS ․most risk-based cancer classification system

2) IARC ․대상물질수 多

3) ACGIH ․대상물질수 多

4) NTP, EC ․그외 정보로서 이용

Other 
toxicity HSDB ․이를 토대로 평가를 한 CHEMS-1 system에서의 

  logic과 유사하며, 접근성이 높음

Expo-
sure

V.P. HSDB ․화학물질 물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음

T½ HSDB ․화학물질 물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음

Released 
amount 
to air

환경부 ․2000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Table 9. Guideline for data gaps when substitutional data are available

Endpoint Available data Methods to fill data gaps References

Chronic 

toxicity

inhalation 

NO(A)EL

․subchronic NO(A)EL

   (28∼90일)

․NO(A)EL÷5 ․Erin M.S. et al. 2000

  Rachel R.M. 2002

․LO(A)EL ․LO(A)EL÷10 ․Erin M.S. et al. 2000

  Rachel R.M. 2002

․RfC* ․RfC×UF ․US EPA IRIS, 2002

․LC50 ․LC50×constant(10
-5)** ․Layton D.W. et al. 1987

Carcino-

genicity

EPA 

classifi-

cation

1) IARC

2) ACGIH

3) NTP
4) EC

․Table 3 ․US EPA, 1994b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LO(A)EL(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BMD(benchmark dose); 

  LEL(low effect level); UF(uncertainty factor)
* BMDC나 LEL값으로부터 RfC가 도출되는 경우
** Constant는 LD50, NO(A)EL이 모두 있는 기존 물질을 대상으로 도출된 둘간의 상관계수

Data가 없으나 추정이 가능한 경우, 즉 증기압과 반감기 등의 지표는 

EPIwin(version 3.10)(Estimation Programs Interface for Windows)(US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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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을 이용하여 추정하 다. 추정 방법이 부족한 지표, 즉 독성 지표(일반 만

성 독성 및 발암 등급)나 추정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default값을 최소값(1점), 중간값(3점), 최대값(5점)으로 적용하여 순위를 도출하

다. 이때 기타 만성 독성에 대해서는 default값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중금속의 경우에는 TRI에서 특정 화학물질의 형태가 아니라 화합물

(compounds)의 형태로 보고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용성이 

뛰어나도록, CHEMS-1에서 사용한 전문가들이 결정한 해당 중금속의 가장 보편

적으로 이용되는 형태를 이용하 다(Table 10). 

Table 10. TRI inorganic chemicals and surrogate compounds

TRI inorganic chemical category Surrogate compounds

Antimony compounds Diantimony trioxide(Sb2O3)

Arsenic compounds Arsenic pentoxide(As2O3)

Barium compounds Barium chloride(BaCl2)

Cadmium compounds Cadmium chloride(CdCl2)

Chromium compounds Chromium oxide(CrO3)

Cobalt compounds Cobalt chloride(CoCl2)

Copper compounds Copper sulfate(CuSO4)

Lead compounds Lead chloride(PbCl2)

Manganese compounds Manganese oxide(MnO)

Nickel compounds Nickel chloride(NiCl2)

Zinc compounds Zinc oxide(ZnO)

나. 위해도 우선순위 선정 기법 적용 결과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기중 유해화학물질의 우선순위 선정 결과를 평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에 인체 위해도 산출에 이용되는 정량적인 인체 

위해성 평가 방법을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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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위해성 평가에서는 실제 측정된 노출량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해야 하

므로, 앞서 선정한 대기로의 배출량이 보고되고 있는 46종에 대해 모두 평가를 

실시할 수는 없었다. 가용한 농도치를 이용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이용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위를 비교하고자 하 다. 실제 측정된 농

도치가 있는 물질은 G7 연구 사업의 결과로서 1997년∼1998년에 걸쳐 측정된 

울산 지역 공단주변에서의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27종), metals(21

종) 이상 48종이었다(Table 11)(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1997∼1998). 노출량 

측정 결과가 있는 총 대상물질 50종 우선순위 선정 목록과 겹쳐지는 18종을 추

출하 으며, 이중 정량적 위해성 평가가 가능한 물질은 Nickel and compounds

와 Lead and compound를 제외한 나머지 16종으로 그 목록은 다음 표 12와 같

다. 그 결과는 현재의 오염도와 동일하며, 울산 지역을 대표한다고 가정하 다.

Table 11. Substances list for exposure assessment

Classes Substances Classes Substances Classes Substances Classes Substances

VOCs Acetaldehyde VOCs Hexane VOCs
2,2,4-Trimethyl-

pentane
Metals Magnesium

˝ Acetone ˝ m,p-Xylene ˝ Valeraldehyde ˝ Manganese

˝ Benzaldehyde ˝ Methanol ˝ Vinyl Chloride ˝ Sodium

˝ Benzene ˝ Methyl ethyl 
ketone Metals Aluminum ˝ Nickel

˝ 1,3-Butadien ˝ Methylene 
Chloride

˝ Arsenic ˝ Lead

˝ Butylaldehyde ˝ o-xylene ˝ Barium ˝ Selenium

˝ Carbon 
tetrachloride ˝ Propionalde-

hyde ˝ Beryllium ˝ Silicon

˝ Chloroform ˝ Styrene ˝ Cadmium ˝ Strontium

˝ Crotonalde-
hyde ˝ Tetrachloro-

ethylene
˝ Chromium ˝ Titanium

˝ 1,2,-Dichloro-
ethane

˝ Toluene ˝ Copper ˝ Vanadium

˝ Ethylbenzene ˝ 1,1,1-Trichloro-
ethane

˝ Iron ˝ Tongsten

˝ Formaldehyde ˝ Trichloroethy-
lene

˝ Patassium ˝ Z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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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Substances for risk assessment

Class Substances Class Substances

VOCs Benzene VOCs Vinyl Chloride

Carbon tetrchloride 1,3-butadien

Chloroform Formaldehyde

1,2-Dichloroethane Acetaldehyde

Dichloromethane Metals Cadmium(Cd)

Styrene Chromium (6+)(Cr(6+))

Toluene Nickel (Ni)

Trichloroethylene Lead(Pb)

Xylene Zinc(Zn)

각 물질별로 발암성과 비발암성 위해도는 다음 (Equation 1), (Equation 2)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며, 발암 위해도 계산에 이용된 각 물질에 대한 단위 위해

도는 동물 실험이나 역학자료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로 주로 IRIS에 기초한 발암 

등급, 발암 잠재력, 참고치 등을 이용하 다(US EPA IRIS, 2002; 김예신 등, 

2003). 이 때 단위 위해도를 가능한 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결과를 얻기 위하

여 주요 노출 인자 모수치(체중, 65㎏; 호흡률, 20㎥/day; 기대수명, 70년)(연세대

학교 환경공해연구소, 2001)를 적용하 다.

For carcinogenicity,

  Excess cancer risk = Concentration × Unit risk       ..... (Equation 1)

For non-carcinogenicity,

  Hazard quotient = Concentration ÷ RfC          ..... (Equation 2)

위해도를 추정하는 데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monte-carlo 

simulation(Crystal ball package, 2000)을 이용하 다. 이때 위해도 추정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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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오염 농도의 원자료(raw data)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확률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로서 입력하고, 단위 위해도 및 참고치는 하나의 값으로 

입력하 다.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위해도 결과에 대해서 50percentile값을 대표 

값으로 이용하 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위해도를 평가하고자 하 으므로, 흡입 경로만을 고려

하 으며, 산출된 위해도 결과를 지표로 하여 순위를 선정하 다. 실제 위해성 

평가 결과는 위험성 확인 단계에서의 발암 분류 등급에 따라 위해성 평가 방법

이 달라져 결과 표현 형식도 달라진다. US EPA(1993), US EPA(1987a) 등의 연

구에서 두가지 차원의 위해도를 합산하여 비교하기 위한 방법이 소개되고는 있

으나, 발암 향과 비발암 향이 모두 평가되고 있는 물질만이 평가가 가능하

거나, 논쟁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 다. 

본 연구에서는 대신 발암성 결과와 비발암성 독성 결과를 통합하기 위하여 각각 

허용 위해도 수준(acceptable level)을 설정하 다. 즉, 비발암 독성 평가시 참고

치를 초과하여 노출량과의 비가 ‘1’을 넘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마찬가

지로 발암성 평가의 결과를 일반적인 발암성 위해도에 대한 허용 수준

(10
-6
)(PCC, 1997; US EPA, 1987b)과 비교하여 그 비가 ‘1’을 초과하면 위험하다

고 판단하여, 각각의 ratio를 순위 선정을 위한 지표로서 이용하 다. 그러나 실

제 발암성 결과와 비발암성 결과를 통합하는 데에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으

므로, 통합한 순위뿐 만 아니라 각각 발암성, 비발암성 결과를 따로 적용한 순위 

역시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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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해도 우선순위 선정 결과 비교․평가

대기중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결과와 위해성 평가 결과에 기초

한 물질의 순위를 비교할 때, 서로 대상 물질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물

질간 점수는 각 방법 내에서 상대적이며 독립적이므로 두 목록에서 중복되는 물

질을 추출 비교하 다. 결과는 모든 향을 포괄하는 통합 순위, 발암 위해에 기

초한 순위, 비발암 독성에 기초한 순위를 추출 비교하 다.

조사된 자료를 각 물질에 대한 점수에 의해 몇 가지 군(High, Medium, 

Low)으로 분류해 봄으로서 각 방법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만약 방법 간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등급을 매긴 결

과가 신빙성이 있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일치도가 낮다면 반대로 해석

하여 등급을 매긴 결과의 유용성이 적어 조사된 자료에 의한 판정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순위 결과를 몇 가지 군으로 구분

하여 순위를 범주형 변수로 표현하고 결과의 일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 자

료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의 결과를 적용하여 카파 일치도 계수(Kappa coefficient 

of concordance)를 계산하고 이를 판정 지표로 이용하 다.

카파 계수 계산법은 원래 정신과에서 주로 사용하던 방법으로, 환자의 애매

한 답변에 대한 그 대답의 일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왔다. 그 이후 주

로 임상실험 연구, 역학연구, 진단 방법의 평가 등에서 두 판정 사이의 불분명함

을 밝혀 실제 존재하는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카파 계수는 n가

지 항목이 조사된 표본 자료를 여러 명의 검사자, 또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k개의 군을 분류하게 한다고 가정하여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가를 구하기 위해 이용되는 지수로서 상호 평가의 일치 정도를 측정하는 통계량

이며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계산된다(정광모 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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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Po - Pe
1 - Pe

   , where Po=∑
i
p ii, Pe=∑

i
p i.×p .i     .....(Equation 3)

만일 두 변수가 n개의 실험 개체들에 의해 독립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가

정하 을 경우, 평가자들 간에 완전한 일치를 보일 때 카파 계수는 ‘1’로 나타난

다. 관찰된 일치 정도가 기대 일치정도를 넘는 경우, 계수는 양수로 나타나며 그 

크기는 일치 정도의 강도를 반 한다. 반대로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관찰된 

일치 정도가 기대 일치정도를 넘지 못하는 경우로 그다지 쓸모 없는 결과로 판

정한다(정광모 등, 1999; 김병수 등, 1995). 즉 도출된 카파 계수가 어느 정도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것인지는 다음 표 13을 이용하여 판정하며, 분야에 따라 약

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J. Cohen(1960)에 의해 만들어진 ‘Kappa 

계수 일치 정도 판정표’이다.

Table 13. Judgement criteria for Kappa coefficient

일치 정도 계산된 Kappa 값

아주 좋음 > 0.81

좋 음 0.80 ∼ 0.61

약간 좋음 0.60 ∼ 0.41

보 통 0.40 ∼ 0.21

나 쁨 0.20 ∼ 0

아주 나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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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대기중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도 우선순위 도출

기존의 화학물질 우선순위 선정 시스템을 고찰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는 부

분을 반 하거나 새로 개발하여 대기중 유해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

해도 기반의 우선순위 선정 기법을 개발하 다. 이 기법을 이용하여 우선순위 

선정 기법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울산 지역의 대기중으로의 배출량이 

보고되고 있는 물질 46종을 대상으로 평가하 다. 각 물질의 지표에 대한 수치 

결과 및 이에 대한 점수는 첨부 A에 정리하 으며, 이를 이용한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각 지표에 대해 모두 값이 있어 점수가 도출되는 물질은 25종이었다. 이중 

ethylene oxide가 80.9점으로 제 1순위로 도출되었으며, 이어서 vinyl chloride, 

acrylonitrile, epichlorohydrin, benzene, methyl chloride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가 없는 지표에 대해서 default값을 적용하여 순위를 도출할 때, 인

체 향에서의 지표인 NO(A)EL에 대한 값이 없는 물질은 총 21종, 발암 분류 

등급에 대한 값이 없는 물질은 총 6종이었으며, other specific toxicity에 대해서

는 값이 없더라도 default값을 적용하지 않았다. 노출 잠재력에서의 지표중 물질

의 이동성 지표인 증기압과 반감기에 대한 값은 CHEMS-1에서 이용한 중금속 

화합물중 대표적인 화합물 형태로서 평가를 실시하 으며, 대체물질이 없는 tin 

and compounds와 cyan and compounds, 2종에 대한 점수에만 default값을 적

용하 으며, 배출량은 자료가 compact하여 default값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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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Rank for several substances released to air (using no default value)

Chemicals
toxicity exposure

Total 
scorechronic cancer other

Sub_
score

VP half-life amount
Sub_
score

Ethylene oxide 4 5 5 14 5 5 3 13 80.9 

Vinyl chloride 5 5 5 15 5 1 4 10 66.7 

Acrylonitrile 5 4 3 12 4 4 4 12 64.0 

Epichlorohydrin 5 4 3 12 3 5 3 11 58.7 

Benzene 4 5 4 13 4 2 4 10 57.8 

Methyl chloride 3 2 4 9 5 5 3 13 52.0 

1,3-butadien 5 4 2 11 5 1 4 10 48.9 

Formaldehyde 5 4 3 12 5 1 3 9 48.0 

Acetaldehyde 5 4 3 12 5 1 3 9 48.0 

Chloroform 0 4 3 7 4 5 4 13 40.4 

1,2-Dichloroethane 3 4 3 10 4 4 1 9 40.0 

Styrene 3 3 5 11 3 1 4 8 39.1 

Methylene Chloride 0 4 2 6 5 5 4 14 37.3 

Ammonia 5 0 1 6 5 5 4 14 37.3 

Vinyl acetate 4 3 2 9 4 1 4 9 36.0 

Xylene 4 2 3 9 3 1 5 9 36.0 

Carbon tetrachloride 0 4 2 6 4 5 3 12 32.0 

Hydrogen chloride 5 2 1 8 1 5 3 9 32.0 

N,N-dimethylformamide 5 3 2 10 3 1 3 7 31.1 

Trichloroethylene 2 3 5 10 4 1 2 7 31.1 

Toluene 4 2 2 8 3 1 4 8 28.4 

Ethyl acrylate 5 3 2 10 4 1 1 6 26.7 

Sulfuric acid 5 5 0 10 1 3 2 6 26.7 

Isopropyl Alcohol 3 2 2 7 4 1 3 8 24.9 

Nickel and compounds 0 5 3 8 1 5 1 7 24.9 

Lead and compounds 0 4 3 7 1 5 1 7 21.8 

Di(2-ethylhexyl)phthalate 4 4 1 9 1 1 3 5 20.0 

1-Ethoxyethanol 4 0 4 8 3 1 1 5 17.8 

Aniline 4 4 1 9 2 1 1 4 16.0 

Hydrazine 0 4 3 7 3 1 1 5 15.6 

Chromium and compounds 0 5 0 5 1 5 1 7 15.6 

Cadmium and compounds 0 4 1 5 1 5 1 7 15.6 

Acrylamide 0 4 4 8 1 1 2 4 14.2 

Butyl benzyl phthalate 4 3 3 10 1 1 1 3 13.3 

Dimethylamine 0 2 1 3 5 1 3 9 12.0 

2,4-toluenediamine 0 3 1 4 1 1 3 5 8.9 

Toluene 2,4-Diisocyanate 0 3 2 5 1 1 2 4 8.9 

3,3'-dichlorobenzidine 0 4 2 6 1 1 1 3 8.0 

Bis(2-ethylhexyl)adipate 0 3 1 4 1 1 2 4 7.1 

Zinc and compounds 0 2 0 2 1 5 2 8 7.1 

Saccharin 0 3 1 4 1 1 1 3 5.3 

Butyl hydroxytoluene 0 2 1 3 1 1 2 4 5.3 

2-ethoxyethyl acetate 0 0 1 1 2 1 2 5 2.2 

Tin and compounds 0 0 2 2 0 0 1 1 0.9 

Hydrofluoric acid 0 0 0 0 5 5 2 12 0.0 

Cyan and compounds 0 0 0 0 0 0 3 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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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Rank for several substances released to air (using default value)

chemicals default=1 chemicals default=3 chemicals default=5

Ethylene oxide 80.9 Ethylene oxide 80.9 Ethylene oxide 80.9 

Vinyl chloride 66.7 Vinyl chloride 66.7 Chloroform 69.3 

Acrylonitrile 64.0 Acrylonitrile 64.0 Methylene Chloride 68.4 

Epichlorohydrin 58.7 Epichlorohydrin 58.7 Ammonia 68.4 

Benzene 57.8 Chloroform 57.8 Vinyl chloride 66.7 

Methyl chloride 52.0 Benzene 57.8 Acrylonitrile 64.0 

1,3-butadien 48.9 Methylene Chloride 56.0 Carbon tetrachloride 58.7 

Formaldehyde 48.0 Ammonia 56.0 Epichlorohydrin 58.7 

Acetaldehyde 48.0 Methyl chloride 52.0 Tin and compounds 58.7 

Chloroform 46.2 1,3-butadien 48.9 Benzene 57.8 

Methylene Chloride 43.6 Formaldehyde 48.0 Cyan and compounds 57.8 

Ammonia 43.6 Carbon tetrachloride 48.0 Methyl chloride 52.0 

1,2-Dichloroethane 40.0 Acetaldehyde 48.0 1,3-butadien 48.9 

Styrene 39.1 1,2-Dichloroethane 40.0 Formaldehyde 48.0 

Carbon tetrachloride 37.3 Styrene 39.1 Acetaldehyde 48.0 

Vinyl acetate 36.0 Vinyl acetate 36.0 Nickel and compounds 40.4 

Xylene 36.0 Xylene 36.0 1,2-Dichloroethane 40.0 

Hydrogen chloride 32.0 Nickel and compounds 34.2 Styrene 39.1 

N,N-dimethylformamide 31.1 Hydrogen chloride 32.0 Lead and compounds 37.3 

Trichloroethylene 31.1 N,N-dimethylformamide 31.1 Vinyl acetate 36.0 

Toluene 28.4 Trichloroethylene 31.1 Xylene 36.0 

Nickel and compounds 28.0 Lead and compounds 31.1 Dimethylamine 32.0 

Ethyl acrylate 26.7 Toluene 28.4 Hydrogen chloride 32.0 

Sulfuric acid 26.7 Ethyl acrylate 26.7 N,N-dimethylformamide 31.1 

Isopropyl Alcohol 24.9 Sulfuric acid 26.7 Trichloroethylene 31.1 

Lead and compounds 24.9 Isopropyl Alcohol 24.9 Chromium and compounds 31.1 

1-Ethoxyethanol 20.0 Tin and compounds 24.9 Cadmium and compounds 31.1 

Di(2-ethylhexyl)phthalate 20.0 
Chromium and 
compounds 24.9 1-Ethoxyethanol 28.9 

Chromium and 
compounds 18.7 Cadmium and compounds 24.9 Toluene 28.4 

Cadmium and compounds 18.7 1-Ethoxyethanol 24.4 Ethyl acrylate 26.7 

Hydrazine 17.8 Dimethylamine 24.0 Hydrazine 26.7 

Aniline 16.0 Cyan and compounds 24.0 Hydrofluoric acid 26.7 

Acrylamide 16.0 Hydrazine 22.2 Sulfuric acid 26.7 

Dimethylamine 16.0 Di(2-ethylhexyl)phthalate 20.0 Isopropyl Alcohol 24.9 

Butyl benzyl phthalate 13.3 Acrylamide 19.6 Zinc and compounds 24.9 

2,4-toluenediamine 11.1 Zinc and compounds 17.8 2-ethoxyethyl acetate 24.4 

Toluene 2,4-Diisocyanate 10.7 Aniline 16.0 Acrylamide 23.1 

Zinc and compounds 10.7 Hydrofluoric acid 16.0 2,4-toluenediamine 20.0 

3,3'-dichlorobenzidine 9.3 2,4-toluenediamine 15.6 Di(2-ethylhexyl)phthalate 20.0 

Bis(2-ethylhexyl)adipate 8.9 2-ethoxyethyl acetate 15.6 Toluene 2,4-Diisocyanate 17.8 

Butyl hydroxytoluene 7.1 Toluene 2,4-Diisocyanate 14.2 Aniline 16.0 

Saccharin 6.7 Butyl benzyl phthalate 13.3 Bis(2-ethylhexyl)adipate 16.0 

2-ethoxyethyl acetate 6.7 Bis(2-ethylhexyl)adipate 12.4 3,3'-dichlorobenzidine 14.7 

Hydrofluoric acid 5.3 3,3'-dichlorobenzidine 12.0 Butyl hydroxytoluene 14.2 

Tin and compounds 5.3 Butyl hydroxytoluene 10.7 Butyl benzyl phthalate 13.3 

Cyan and compounds 4.4 Saccharin 9.3 Saccharin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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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값을 모두 '1점‘으로 적용하거나 ’3점‘으로 적용한 경우, 상위 물질은 

ethylene oxide, vinyl chloride, acrylonitrile, epichlorohydrin, benzene으로 도출

되고, ‘5점‘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ethylene oxide, chloroform, ammonia, vinyl 

chloride, acrylonitrile, methylene chloride 순으로 나타나 default값에 따라 순위

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chloroform, methylene chloride, 

ammonia 등이 default값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위해도 우선순위 선정 결과에 대한 평가

대기중 유해화학물질의 만성적인 인체 향에 기초하여 도출된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방법

을 적용하 다. 이때 우선순위 선정 목록 내에서 측정 농도가 있는 총 18종 중 

독성값이 없어서 정량적인 위해성 평가가 불가능한 물질 2종을 제외하고 총 16

종에 대한 정량적 위해도 순위가 도출되었다. 위해성 평가에 이용한 각 물질에 

대한 수치는 표 16과 같다.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농도값은 원자료(raw data)로부터 도출된 평균값과 표

준편차를 이용하 으며, 농도값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 하기 위하여 이를 확률

분포로서 대입하고 평가된 위해도 수준의 50percentile을 대표값으로 이용하 다. 

적용된 농도 값중 측정된 chromium은 total chromium이었으나, 독성값이 

chromium(6+)에 대한 수치가 적용되므로, chromium(6+)의 양은 총량의 1/7 수

준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적용하여 농도치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해도를 산출하 다(EPA, 1998;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1998). Xylene의 경

우에는 실제 각 지점에서 m,p-xylene, o-xylene을 각각 분석하 으나(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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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해연구소, 1998), 독성값이 total xylene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농도값을 합

산하여 평가하 다.

Table 16. Exposure and toxicity level of each substances

Chemicals
Cancer 
classifi-
cation

n mean S.D. min. max. Unit
RfC* UR*

(㎎/㎥) (per ㎍/㎥)

1,3-Butadien B2 - 0.9 - 0.2 2.7 ㎍/㎥ 2.00E-03 3.23E-05

Benzene A - 5.8 - 1.0 16.3 ㎍/㎥ 3.00E-02 4.46E-06

Toluene D - 14.3 - 3.0 30.9 ㎍/㎥ 4.00E-01 -

m,p-Xylene NA - 7.4 - 2.2 17.4 ㎍/㎥ 1.00E-01 -

o-xylene NA - 2.6 - 0.9 6.1 ㎍/㎥ - -

Styrene NA - 1.7 - N.D. 4.3 ㎍/㎥ 1.00E+00 -

Vinyl Chloride A - 15.1 - 4.1 19.9 ㎍/㎥ 1.00E-01 9.48E-06

1,2-Dichloroethane B2 - 3.6 - N.D. 7.7 ㎍/㎥ - 2.80E-05

Methylene Chloride B2 - 3.2 - 0.8 4.9 ㎍/㎥ - 5.06E-07

Chloroform B2 - 5.4 - 2.0 9.3 ㎍/㎥ - 2.48E-05

Carbon tetrachloride B2 - 1.3 - 0.6 1.9 ㎍/㎥ - 1.62E-05

Trichloroethylene NA - 1.1 - N.D. 1.6 ㎍/㎥ - 4.00E-06
**

Acetaldehyde B2 - 8.1 7.4 2.19 16.3 ppb 9.00E-03 2.37E-06

Formaldehyde B1 - 3.8 0.5 3.26 4.2 ppb - 1.40E-05

Cd B1 35 37.2 59.7 - - ng/㎥ - 1.94E-03

Cr(6+) A 35 0.2 0.2 - - ng/㎥ 1.00E-04 1.29E-02

Ni NA 35 6.1 8.6 - - ng/㎥ - -

Pb B2 35 400.4 389.5 - - ng/㎥ - -

Zn D 35 1004.0 850.9 - - ng/㎥ 2.38E-02
**

-

n(number of samples); S.D.(standard deviation); RfC(reference concentration); UR(unit risk); 

NA(Not assessed); N.D.(Not detected)
* sources : US EPA IRIS(2002)
** sources : Calabrese E.J., Kenyon E.M., 1991

발암 위해도는 농도치와 우리나라 노출 인자로 보정된 단위 위해도(unit risk)

를 곱하여 산출하 으며, 비발암 독성 위해도는 참고치(reference concentration)

에 대한 노출량의 초과 비율인 위험값(hazard quotient)을 산출하여 평가하 다. 

또한 산출된 결과를 우선순위 선정 기법에서 도출된 결과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위해도 차원에서의 acceptable level에 대한 초과 비율(ex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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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 위해도 지표로서 이용하 다.

위해도 차원에 대한 acceptable level에 대한 초과율을 지표로 선정하 을 때, 

vinyl chloride, chloroform, 1,2-dichloroethane, formaldehyde, cadmium 순으로 

위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발암물질로서 암으로 인한 위해도 

수준이 acceptable level로 설정한 10
-6
보다 10배 이상 큰 물질들이었다.

Table 17. Rank for risk level of several substances

Chemicals
Combined effect Cancer effect Non-cancer effect

Excess ratio to 
acceptable level Excess cancer risk Hazard Quotient

Vinyl Chloride 1.43E+02 1.42E-04 1.50E-01

Chloroform 1.33E+02 1.33E-04 -

1,2-Dichloroethane 1.00E+02 1.00E-04 -

Formaldehyde 7.16E+01 7.16E-05 -

Cadmium 3.78E+01 3.78E-05 -

1,3-Butadien 2.93E+01 2.89E-05 4.47E-01

Acetaldehyde 2.91E+01 2.78E-05 1.30E+00

Benzene 2.60E+01 2.58E-05 1.93E-01

Carbon tetrachloride 2.09E+01 2.09E-05 -

Trichloroethylene 4.38E+00 4.38E-06 -

Chromium(6+) 2.76E+00 2.75E-06 2.13E-03

Methylene Chloride 1.61E+00 1.61E-06 -

Xylene 9.96E-02 - 9.96E-02

Toluene 3.56E-02 - 3.56E-02

Zinc 3.24E-02 - 3.24E-02

Styrene 1.69E-03 - 1.69E-03

3. 우선순위 선정 결과 비교․평가

대기 중으로의 배출량이 보고되고 있는 46종, 즉 우선순위 선정 기법의 대상

물질 중 노출량 측정치가 있어 정량적 위해성 평가가 가능한 물질 16종이었다. 

두 가지 방법에서의 물질의 점수중 비교 가능한 범주 내의 이들 16종에 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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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및 위해도만을 추출 비교하 다. 발암 향과 비발암 독성 향을 허용 수준

에 대한 초과 비율을 산정하고 합산하여 평가한 경우, 우선순위 선정 기법 내에

서는 vinyl chloride, benzene, 1,3-butadien, formaldehyde, acetaldehyde, 

methylene chloride가 상위로 추출되고, 위해도 평가 결과에서는 vinyl chloride, 

chloroform, 1,2-dichloroethane, formaldehyde, cadmium 순으로 나타나, 두 결과

에서 공통적으로 vinyl chloride, formaldehyde가 상위에 rank되었다(Table 18).

Table 18. Comparisons of ranking for combined effects

Substances
Chemical ranking and scoring Risk assessment

score rank combined effects rank

Vinyl chloride 66.7 1 142.545 1

Benzene 57.8 2 25.983 8

1,3-butadien 48.9 3 29.334 6

Formaldehyde 48.0 4 71.594 4

Acetaldehyde 48.0 4 29.089 7

Methylene Chloride 48.0 4 1.610 12

Chloroform 40.4 6 132.962 2

1,2-Dichloroethane 40.0 7 100.418 3

Styrene 39.1 8 0.002 16

Xylene 36.0 9 0.100 13

Carbon tetrachloride 32.0 11 20.926 9

Trichloroethylene 31.1 12 4.378 10

Toluene 28.4 13 0.036 14

Chromium and compounds 15.6 14 2.757 11

Cadmium and compounds 15.6 14 37.756 5

Zinc and compounds 7.1 16 0.032 15

위해도 우선순위 선정 결과는 각 개별 순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개별 

순위보다는 grouping하여 비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각 결과를 

상위 1∼5순위는 "High", 6∼11순위는 “Medium", 12∼16순위는 ”Low"로 

grouping하여 카파 계수를 이용하여 두 결과간의 일치도를 평가하 다. 그 결과 

카파 일치도 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 두 결과간의 일치도가 아주 나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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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선순위 선정 기법 적용 결과 도출된 상위 10위 내

의 물질중 7가지가 정량적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도 상위 10위 내에 포함되어 

70% 수준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Table 19, 20).

Table 19. Comparisons of group-ranking for combined effects

 Substances Chemical Ranking and scoring Risk assessment

Vinyl chloride High High

Benzene High Medium

1,3-butadien High Medium

Formaldehyde High High

Acetaldehyde High Medium

Methylene Chloride High Low

Chloroform Medium High

1,2-Dichloroethane Medium High

Styrene Medium Low

Xylene Medium Low

Carbon tetrachloride Medium Medium

Trichloroethylene Low Medium

Toluene Low Low

(very bad) Low

Cadmium and compounds Low High

Zinc and compounds Low Low

Table 20. Kappa coefficient for combined effects

            CRS
  QRA High Medium Low total

High 2 2 1 5

Medium 3 1 2 6

Low 1 2 2 5

total 6 5 5 16

Po : 0.31 

Pe : 0.33 

Kappa coefficient :   - 0.03     (very bad)

발암 향만을 고려하는 경우, 우선 순위 선정 결과 내에서는 위해도 우선순

위가 methylene chloride, chloroform, benzene, vinyl chloride 순으로 나타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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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평가 결과 내에서는 vinyl chloride, chloroform, 1,2-dichloroethane, 

formaldehyde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순위를 grouping하여 카파 

계수를 산정한 결과 ‘0.25'로 일치도가 보통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Table 21, 

22, 23).

Table 21. Comparisons of ranking for cancer effects

Substances
Chemical Ranking and scoring Risk assessment

score rank cancer effects rank

Methylene Chloride 74.7 1 1.61E-06 12

Chloroform 69.3 2 1.33E-04 2

Benzene 66.7 3 2.58E-05 8

Vinyl chloride 66.7 3 1.42E-04 1

Carbon tetrachloride 64.0 5 2.09E-05 9

1,3-butadien 53.3 6 2.89E-05 6

Formaldehyde 48.0 7 7.16E-05 4

Acetaldehyde 48.0 7 2.78E-05 7

1,2-Dichloroethane 48.0 7 1.00E-04 3

Chromium and compounds 46.7 10 2.75E-06 11

Cadmium and compounds 37.3 11 3.78E-05 5

Trichloroethylene 28.0 12 4.38E-06 10

Table 22. Comparisons of group-ranking for cancer effects

 Substances Chemical Ranking and scoring Risk assessment

Methylene Chloride High Low

Chloroform High High

Benzene High Medium

Vinyl chloride High High

Carbon tetrachloride Medium Low

1,3-butadien Medium Medium

Formaldehyde Medium High

Acetaldehyde Medium Medium

1,2-Dichloroethane Low High

Chromium and compounds Low Low

Cadmium and compounds Low Medium

Trichloroethylene Low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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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Kappa coefficient for cancer effects

            CRS
  QRA

High Medium Low total

High 2 1 1 4

Medium 1 2 1 4

Low 1 1 2 4

total 4 4 4 12

Po : 0.50 

Pe : 0.33 

Kappa coefficient :       0.25       (normal)

비발암 향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경우, 우선 순위 선정 결과에서는 vinyl 

chloride, benzene, acetaldehyde 순으로, 위해성 평가 결과 내에서는 

acetaldehyde, 1,3-butadien, benzene 순으로 순위가 도출되었다. 마찬가지로 순

위를 grouping하여 카파 계수를 산정한 결과 ‘0.33'로 일치도가 보통의 상태로 

평가되었다(Table 24, 25, 26).

Table 24. Comparisons of ranking for non-cancer effects

Chemicals
Chemical Ranking and scoring Risk assessment

score rank non-cancer effect rank

Vinyl chloride 66.7 1 1.50E-01 4

Benzene 53.3 2 1.93E-01 3

Acetaldehyde 48.0 3 1.30E+00 1

1,3-butadien 46.7 4 4.47E-01 2

Styrene 42.7 5 1.69E-03 9

Xylene 42.0 6 9.96E-02 5

Toluene 32.0 7 3.56E-02 6

Chromium and compounds 0.0 8 2.13E-03 8

Zinc and compounds 0.0 8 3.24E-0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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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Comparisons of group-ranking for non-cancer effects

Substances Chemical Ranking and scoring Risk assessment

Vinyl chloride High Medium

Benzene High High

Acetaldehyde High High

1,3-butadien Medium High

Styrene Medium Low

Xylene Medium Medium

Toluene Low Medium

Chromium and compounds Low Low

Zinc and compounds Low Low

Table 26. Kappa coefficient for non-cancer effects

            CRS
  QRA

High Medium Low total

High 2 1 0 3

Medium 1 1 1 3

Low 0 1 2 3

total 3 3 3 9

Po : 0.56 

Pe : 0.33 

Kappa coefficient :       0.33          (normal)

위해도 우선순위 선정 방법과 정량적 위해성 평가 방법의 결과에서 후자의 

결과는 주로 암으로 인한 향에서의 순위가 높게 도출되는 물질이 통합 순위에

서도 순위가 높게 나타나, 암에 대한 향이 크게 작용하 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두 결과간의 카파 일치도 계수는 음의 값으로 일치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발암 향이 우점으로 작용하는 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체 

향을 발암 향과 비발암 향으로 분리하고 순위를 추출하여 서로 비교하는 경

우 카파 계수가 더 커지고, 좀더 명확하게 상위 물질이 추출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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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이미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환경부, 

2002b), 대기오염의 배출 및 노출 특성을 반 하지 못하고 오염물질의 독성 위

주로 관리되고 있어, 사전예방의 저감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근 위해도에 입각한 

관리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안되고 있다(아주대학교, 2003). 또한 실제 오염

물질의 모든 측면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이나 재원이 부족

한 실정으로 위해도에 기초한 논리적이고 손쉬운 방법 개발을 필요로 한다. 이

와 같은 필요로 대두된 것이 바로 화학물질 우선순위 선정 기법 개발 연구이다

(Gary A.D. et al. 1994).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우선순위 선정 기법을 검토하여 목적에 맞는 기법을 

제안하 는데, 기존의 우선순위 선정 기법은 주로 인체 및 생태에 대한 향을 

포괄하고, 주로 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적용되어 중금속 화합물이나 

농약류 등이 주로 상위로 rank되었다(US EPA, 1994b; Rachel et al. 2002).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EURAM은 현재 1994년 이래로 4차에 걸쳐 141종의 우선순위 

물질 목록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차후 화학물질 관리 단계인 위해성 평가 과

정에서 보고되어야 하는 물질 목록이다. 화학물질 사용량을 지표로 하기 때문에, 

1․2차 목록에서는 VOCs 및 농약군이, 3․4차 목록에서는 주로 중금속 화합물 

등 다양한 물질이 추출되었으나 목록 내의 순위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ECB, 

2003). CHEMS-1 역시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이용하고 있으나 주로 중금속이나 

농약류가 상위에 rank되고 있으며(US EPA, 1994b), SCRAM은 Great Lake 

Basin으로 배출되는 물질을 대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주로 농약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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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Hs(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류가 상위로 rank되었다(Rachel et al. 

2002). 그 외에 ARET나 RCRA 역시 주로 환경내 반감기가 길고, 생체 농축성이 

큰 물질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농약류와 PAHs류가 상위 순위로 도출된다

(Environmental Canada, 1994; US EPA, 1998b). 

일반적으로 화학물질 우선순위 선정 기법은 다양한 목적에 따라 개발되므로, 

모든 잠재적 용도에 부합하는 한가지 특정 시스템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Mary B.S. et al. 1997a), 이 때문에 시스템의 목적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중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도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법을 개발하고, 대기 중으로 배출량이 보고되는 물질

만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산출하여 기존의 기법을 이용한 결과와는 다른 결과

를 도출하 다. 또한 대기중 화학물질의 ‘사고(accident)'로 인한 향을 배제하

고, 대기중 유해화학물질에 저농도로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의 위해도에 기

초로 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하 다. 즉, 이와 관련된 지표들만을 고려하

여, 만성 독성의 3가지 범주(일반 만성 독성, 발암성, 기타 만성 독성)와 대기에

서 노출의 주된 경로인 이동 가능성, 반응성을 고려한 반감기, 대기중으로의 배

출량을 지표로 선정하 다.

일반 만성 독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선순위 선정 기법 적용시 chronic 

NO(A)EL을 지표로 많이 적용하지만, 대상물질에 대한 지표중 이에 대한 가용성

이 매우 낮았다. 포유류에 대한 만성 독성값은 시간 및 재원 소요가 크기 때문

에 실제의 data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Mary B.S. et al. 1997a), 대체 사용 가능

한 LO(A)EL이나 sub-chronic toxicity value 등으로 scoring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제한적인 편이다. 최근 TOPKAT(Toxicity Prediction by Komputer-Assisted 

Technology) model과 같은 QSAR(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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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이용이 제안되고 있으나(Mary B.S. et al. 1997a),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

용한 범위 내에서의 dataset을 구성하 으므로, 차후 추정 모델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성 독성의 지표인 NO(A)EL 역시 다양한 

endpoints를 갖고 있으나, 이러한 향의 심각도(severity) 차이를 반 하지 못하

으므로, 차후 향의 심각도를 고려하여 지표로서 삽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체 독성의 또 다른 지표인 발암성은 여러 기관에서 개발된 분류 기준에 기

초하여 평가하 다. 전세계적으로 두루 이용되는 이들 분류 체계에서는, 역학연

구, 실험동물 연구, 기타 자료 등에 기초하여 그 물질이 발암성이 있다는 증거 

및 최종 기준을 적용하여 몇몇 분류 범주중 하나로 분류하며, 이용이 용이하고, 

쉽게 고찰 및 이해가 가능하여 여러 물질에 대한 발암성을 평가하기에 유용하다

고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자료가 확보된다면 발암 잠재력이나, ED10과 같은 정

량적 수치를 함께 반 하여 지표로서 이용하는 경우 더욱 방법은 정교해지겠으

나, 일반적으로 우선순위 선정 기법은 적절한 수준에서 간단한 편이 좋고, 지표

를 과도하게 많이 설정할 경우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

로(Mary B.S. et al. 1997a),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발암 분류 등급은 발암성 지표

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만성 독성은 일반 만성 독성, 발암성과의 범주 내에서 비교 가능성

(comparability)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으며, 주로 화학물

질의 순위 산정에 modifier로서 이용된다(Mary B.S. et al. 1997a).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화학물질의 만성적 향을 최대한 반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다른 독

성 지표들과 비교 가능한 형태로서 기타 만성 독성에 대한 점수를 설정하여 이

용하 다.

노출 관련 지표는 대기 중에서의 화학물질의 기본적인 이동 양상인 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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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ction) 및 반응성을 대표하는 증기압과 대기중 반감기를 설정하 으며, 양

적인 개념을 적용하기 위하여 대기중으로의 배출량을 설정하 다. 배출량은 이

동성과 지속성에 대해서 synergistic 변수로 작용하는 개념이나 본 연구에서는 

독성에서와 마찬가지로 additive한 개념의 변수로 적용하 으므로 이에 대한 고

찰이 필요할 것이다. 배출량 자료 이용시, 휘발성이 큰 물질의 경우에는 수계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대기중으로 휘발될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은 배제하고 ‘대기’라는 매체에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양만을 고려하 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량보고 제도는 사업장에서 제조․사용하는 유해화학물

질이 유출되어 환경 중으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고, 제품이나 원료의 누출 손

실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어,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

고를 한 업소 중 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8종의 업종으로 

구분을 하고, 이들 사업장에서 240여종의 대상물질이 조사기준 이상의 농도로 

함유된 경우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환경부, 2003c). 이 과정에서 보고자

의 전문성 부족 및 조사 대상 물질의 누락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좀더 포괄적

이고 체계적인 조사 계획과 조사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

이다. 

전체적 기법의 구성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각의 지표 점수에 

대한 rank를 조사해본 결과(Table 27), 인체에 대한 독성을 설명하는 3가지 지표

는 각각의 점수에 대한 순위 산포가 고르게 나타나며, 항목 점수 증가에 따라 

rank가 증가하는 비율이 비교적 유사하 다. 노출에 대한 3가지 지표는 반감기 

점수에 대한 산포가 고르지 못하나 다른 2가지 지표에 대한 rank의 산포는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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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며, 6가지 지표중 배출량 점수에 대한 의존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대기중으로의 배출량 정보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만 DB가 구성되어 

물질 특성이 고르게 반 되기가 어려웠으며, 대상 물질수가 어떠한 pattern을 나

타내기에는 적은 편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27. Contribution of each score for final ranking

Human toxicity Potential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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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hronic toxicity (inhalation NOAEL) Mobility (Vapour pressure)

0

10

20

30

40

50

0 1 2 3 4 5 6

0

10

20

30

40

50

0 1 2 3 4 5 6

Carcinogenicity (Cancer classification) Persistence (T½ in air)

0

10

20

30

40

50

0 1 2 3 4 5 6
0

10

20

30

40

50

0 1 2 3 4 5 6

Other chronic toxicity Raleased amount to air

* x-axis : scores of each indicator, y-axis : final rank (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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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법 내에서 채택한 6가지 지표에 대해 대상물질의 자료가 완벽하지 못

하여, 특히 일반 만성 독성에 대한 NO(A)EL값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임의로 default값을 주고 그로 인한 결과의 민감도를 살

펴보았다. 그러나 대부분 상위에 rank된 물질은 6가지 지표에 대한 값을 모두 

갖고 있어서 default값에 향을 받지 않는 물질로, ethylene oxide, 

epichlorohydrin, acrylonitrile, vinyl chloride, benzene 등이었다. 반대로 

chloroform, ammonia, methylene chloride 등은 default값에 따라 순위가 많이 

변화하 다. 최종적으로 우선순위 선정 기법에서 도출된 순위는 값이 없는 물질

들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구성된 점수를 이용하여, 즉 no default 시나리오

에서의 순위를 이용하 다. 즉 이와 같은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으나 실제 상

위 순위에 그 향이 크게 반 되지 않았으므로 결과 해석시에 이를 반 하지는 

않았다.

그 외에도 우선순위 선정 기법 내에서 임의로 과도한 점수를 부여하거나 잠

재적 불확실성 상수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가

장 민감한 향이 상대적 우선순위 선정에 이용되어야 한다고 제안되고 있어

(Mary B.S. et al. 1997a), 이를 최대한 반 하고자, 특히 독성값의 경우 여러 가

지 DB sources에서 다양한 수치가 제안되는 경우 가장 낮은 값을 채택하여, 

‘false negative’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배출량 목록에서의 중금속 화

합물을 CHEMS-1에서 이용한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

는 해당 중금속의 형태에 맞게 물질을 대체하 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

조에서는 다른 형태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조사를 수행하여 

중금속 화합물질의 대표적 화학물질 형태를 결정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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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관련 지표들을 결정하여 대기중 유해화학물질의 만성적인 인체 위

해도에 기초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실제 자료가 충분히 제

공되는 울산광역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보았다. 제안된 기법의 

지표 및 로직, 산출된 결과 등을 평가하고, 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

선순위 선정 기법과 화학물질관리 과정에서 실제 적용되는 단계(stage)가 다르기

는 하지만 정량적 위해성 평가 과정을 채택하 다.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정량

적 indicator에 대한 가용성이 떨어지므로, 우선순위 선정 기법에서 도출된 결과

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일치도를 나타낼 경우 신뢰도 있는 screening tool로서 유

용하게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해도 우선순위 선정 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량적 위해성 평가

를 실시할 때, 평가에 필요한 노출량 자료가 배출량이 보고되는 물질 모두에 대

해 가용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평가 대상물질은 16종에 국한되었다. 산출된 결과

를 카파 계수를 이용하여 평가해 보면 일치도가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순위 선정 기법을 적용하 을 때에 상위 순위로 추출되는 물질들

은 모두 노출 잠재력은 10점 수준이고, 독성 점수가 이보다 높게 산출되어 상위

에 rank되었다. 정량적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상위로 추출되는 물질 역시 단위 

위해도 및 참고치가 다른 물질에 비해 큰 값을 갖고 있어 상위에 rank되는 경향

은 유사하 다. 차후 노출 평가의 자료가 축적되어 순위에 따라 분류한 group내 

대상 물질이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된다면, 좀더 신뢰도 있는 카파 계수가 산출

될 것이다. 또한 발암 향으로 인해 전체 화학물질의 향이 희석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발암 향과 비발암 향을 분리하여 두 가지 기법의 결과를 비

교한 결과 카파 계수가 커지면서 결과간의 일치도가 통합 향에 대한 결과에서

보다 나아짐을 알 수 있었으나, 향을 분리하는 경우 대상 물질수가 점점 적어

지기 때문에 그 향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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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 계수를 직접 산출하는 방법 외에 두 가지 결과를 평가할 경우 medium 

group을 상위 및 하위 그룹 모두를 수용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 결과간 설

명력은 50%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크리닝 수준의 우선순위 선정 기

법에서 상위로 포함되었으나,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하위 순위로 rank되는 경우

에는, 실제 false negative를 지양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우선순위 기법에서 기본

으로 하는 원칙이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순위 선정 기법 

적용시 하위 그룹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상위로 등극되는 

경우가 많다면 우선순위 선정 기법을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따를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false negative를 배제하고자 하는 

기본적 우선순위 선정 기법의 원리를 수용하고 있었다. 즉 우선순위 선정 기법

이 차후 위해성 평가가 진행되어야 물질 목록을 어느 정도는 잘 추출해 내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체에 대한 향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경우, 좀더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순위 선정 기법과 정량적 위해성 평가는 적용되는 노출 자료의 시․공간

적 차이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노출 자료를 

취할 때의 주변 상황이나 기상 요인 등 향 인자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선순

위 선정 기법에서의 노출 지표는 가용한 자료인 1999년과 2000년 TRI(Toxic 

Released Inventory) 자료 중, 최근 자료인 2000년도 배출량 자료를 이용하 고, 

정량적 위해성 평가에서의 노출 지표인 노출 농도는 물질별로 가장 최근 자료인 

1997년 및 1998년 자료를 선택하여, 울산 지역을 대표하고, 현재의 수준과 동일

할 것이라 가정하 다. 그러나, 현재까지 산업 구조가 일부 변화하 거나, 인구 

구조 및 교통 상황 등이 변화하는 경우를 반 하지 못하여 결과에 불확실성 요

소로 작용하 을 수 있다. 또한 울산 지역은 석유화학산업이 주축이 되는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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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공업단지, 자동차․조선산업이 주축이 되는 울산미포공업단지 및 주거 

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방법간 비교 가능한 물질 수를 가능한 한 최

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시 전체의 배출량 자료를 이용하 으나, 노출량은 주

로 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측정한 것으로 동일한 울산 시내의 지역이지만 자료의 

시․공간적 차이가 결과 차이의 주요인으로 작용하 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우선순위 선정 기법은 screening tool로서 차후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현장에서 체계적인 노출 평

가가 실시되어야 할 물질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survey 계획 수립에 효율적으

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A 지역에서는 ‘a'라는 물질이 배출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 물질을 사용하지도 않는 B 지역에서도 ’a'를 A지역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재원이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답을 줄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결과의 차이에 비추어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서는 노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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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기중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도, 즉 독성 및 노출 가능성에 기

초하여 우선순위 선정 기법을 제안하고, 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하 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 결과들을 도출하 다.

1. 기존의 화학물질 우선순위 선정 시스템을 토대로 국내에서의 대기중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우선 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흡입의 만성 노출 및 독성 

향을 고려한 우선순위 선정 기법을 개발하 다. 

2. 화학물질 우선순위 선정 기법을 배출량 정보가 많이 있는 울산 지역에 적

용하 을 때 각 지표에 대해 모두 값이 있어 점수가 도출되는 물질은 25종이었

으며, ethylene oxide가 80.9점으로 제 1순위로 도출되었으며, 이어서 vinyl 

chloride, acrylonitrile, epichlorohydrin, benzene, methyl chloride 순으로 나타났

다. 위해도에 기초하여 도출된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방법을 적용하 다. 그 결과 vinyl chloride, 

chloroform, 1,2-dichloroethane, formaldehyde, cadmium 순으로 위해도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3. 위해도 우선순위 선정 결과는 각 개별 순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개

별 순위보다는 grouping하여 비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각 결과

를 순위에 따라 "High", “Medium", ”Low"로 grouping하여 카파 계수를 이용하

여 두 결과간의 일치도를 평가하 다. 그 결과 발암 향이 크게 작용하여 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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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도 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 두 결과간의 일치도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다. 

4. 그러나 우선순위 선정 기법의 결과의 위해성 평가 순위에 대한 설명력은 

50% 이상의 수준이었으며, 인체에 대한 향을 분리하여 적용하는 경우 더욱 명

확하게 드러났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우선순위 선정 기법은 screening tool

로서 차후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현장에서 체계적인 노출 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물질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survey 계획 수립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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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sk based Priority Setting Method and its Applicability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in Air

Hoa Sung Park

Dept. of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ng Chun Shin, M.D., Ph.D.)

Although air pollution in Korea already is significant, the management 

system doesn't consider the exposure characteristics of air pollution and it 

has been managed only based on toxicity. So, the precautionary management 

plan couldn't be derived. Recently, it is suggested that risk-based 

management plan is needed to manage air pollution effectively. We have 

time and resources not enough to evaluate all aspects of substances and set 

priorities. So we need to develop a logical and easy risk-based priority 

setting method. Beginning from this reason, several studies on chemical 

ranking and scoring system wer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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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because most chemical raking and scoring systems generally 

have their own goals, it is impossible that only one generic system that is 

consistent with all the use is developed. That is, it is a very important 

process to clearly define a goal of system. I proposed a human health risk 

based priority-setting method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in air, and 

examined validity for priorities from these results and applicability for this 

method.

First of all, after investigating previous chemical ranking and scoring 

systems, I chosen appropriate indicators and logics to this study and made a 

chemical ranking and scoring method using these. There are 6 chosen 

indicators; vapour pressure, half-life in air, and released amount to air in 

TRI(Toxic Release Inventory) for mobility, persistence in air, released amount 

categories, respectively, in relation to exposure potential, and general chronic 

toxicity via inhalation to mammals, carcinogenicity, and other specific toxicity 

in relation to human health. I filled the data for 46 substances in TRI of 

Ulsan metropolitan city where is concerned for significant air pollution using 

DB sources known to reliable for these indicators. I determined the intervals 

based on previous methods and data distributions, scored from 1 to 5, and 

aggregated these scores. Finally, it was derived to 15 points in human health 

toxicity part and 15 points in exposure part. Two scores were multiplied to 

derive final scores, and final scores were normalized to maximum 100 points.

I compared this result with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to evaluate 

applicability of scores and rankings. Because quantitative risk was calc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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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when numeric values for exposure dose and toxicity are available in 

risk assessment, the number of substances is less than in chemical ranking 

and scoring method, and there are 16 substances in commonly comparable 

scope. In addition, acceptable risk levels were set for carcinogenic effects and 

non-carcinogenic effects to combine both effects in risk assessment. That is, 

non-carcinogenic effect is not acceptable when hazard quotient which is the 

ratio of exposure concentration to reference concentration exceeds '1', and 

carcinogenic effect is not acceptable when excess cancer risk exceeds general 

acceptable level (10
-6
) for cancer effect. Two excess ratio were summed to use 

as priority indicators. However, several ranking scenarios were made such as 

combined effect rankings, cancer effect rankings, and non-cancer effect 

rankings because it is controversial with whether cancer and non-cancer effect 

could be combined.

Several groups (High, Medium, Low) were classified with rankings of each 

substance, if the concordance between two groups is high, these results are 

reliable and useful although not absolute. In this study, to estimate 

concordance between two categorical variables grouped according to priority 

ranking, I calculated Kappa coefficient of concordance, a judgment indicator.

As results, compact scores in CRS method were derived for 25 substances, 

and ethylene oxide, vinyl chloride, acrylonitrile, epichlorohydrin, benzene, and 

methyl chloride were included in high rank. In addition, same substances 

were highly using default values when using no default, but the scores of 

chloroform, methylene chloride, and ammonia were sensitive to defaul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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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when excess ratios to each acceptable risk 

level were chosen as indicators, there were vinyl chloride, chloroform, 

1,2-dichloroethane, formaldehyde, and cadmium in high rank which had 10 

times larger carcinogenic risk than acceptable risk (10
-6
). Vinyl chloride and 

formaldehyde commonly were ranked highly in both chemical ranking and 

scoring system and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Because individual ranks had high uncertainties, I made ranks several 

groups and evaluated the concordance between two results using Kappa 

coefficient. As a result, the concordance was very low as negative Kappa 

coefficient. However, the explanation rate of chemical ranking and scoring 

method to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was over 50%, and when separating 

human health effect into cancer and non-cancer, the concordances were a 

little higher than that for combined effects. That is, the CRS method in this 

study is useful to set area-specific management guidelines and survey plans 

as a screening tool, and to suggest substances list needed to systematic 

exposure assessment.

This study can be important that priorities were set including toxicity type 

and quality and local inherent exposure condition. However, there may be 

some limitations in this study. It was difficult to fill all chronic NO(A)EL in 

chemical ranking and scoring system, but I didn't use QSARs model recently 

recommended, so I need to reconsider the availability of estimation model in 

further. In addition, the investigator's subjective judgment and the substances 

that already were excluded in TRI can affect the released amount level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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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consider the uncertainties for these, and need more accurate and 

comprehensive investigations in national scale.

We can expect more reliable Kappa coefficients when more exposure 

assessment data are included in table for calculating Kappa coefficients. We 

should also consider space-time variances of data, such as that released 

amount and exposure concentration were in 2000, 1997∼1998 respectively, 

and that data were from all around of Ulsan and mainly chemical industrial 

area, respectivel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 : Risk based Priority Setting Method, Toxics Release Inventory(TRI), 

    Chronic human health effects, Kappa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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