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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국문요약

음용수를 생산하는데 있어 소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처

리과정이며, 단일 공공보건 수단으로서는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이다. 그러나 현

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염소소독은 물 속의 병원성 미생물을 불활성시

키기는 하나 동시에 인체에 유해한 소독부산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의 염소소독에 저항력이 매우 강한 원생동물류를 불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양을 투입하거나 보다 강력한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므로 

소독부산물의 발생량을 오히려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소독부산물이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위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소독할 경우 

소독부산물에 의한 위해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해도 균형

(risk balancing)을 이루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병

원성 미생물과 소독부산물은 인체 향과 임상적인 증상 그리고 인체 향이 나

타나는 시기가 다르며, 위해성 평가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최종 인체 향결과

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최종 결과인 위해도를 서로 

비교 가능케 하는 도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도구로서 경제성 분석에서 사용되

는 비용-효용․편익분석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병원성 미생물과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방법 및 보

건정책에서의 경제성분석 방법론을 서술하 다. 특히 최근에 보건학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병원성 미생물의 인체 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화

학물질 평가에 적용된 건강위해성평가 방법의 문제점과 위해성평가 방법론을 

설명하 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최종 인체 향 결과가 서로 다른 위해를 비교

할 수 있는 도구로 선정된 장애보정생존년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이

하 DALYs)에 대한 정의와 적용방법을 설명하 다. 본론에서는 병원성 미생물

과 소독부산물의 비교 위해도 평가시 이론적 배경에서 소개한 내용들을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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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 사용되는 처리방법에 따라 평가하 다.

정수처리방법은 염소소독과 염소처리에 오존처리를 첨가하는 방법, 염소

소독 후 일반가정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 다. 그리고 바이러스, 세

균, 박테리아 및 다른 원생동물들보다 소독에 저항성이 크며 크기가 작은 

Cryptosporidium parvum과 소독부산물중 발암성 물질인 THMs, bromate을 위

해성평가 방법론에 따라 위해도를 산출하 다. 위해도는 불확실성 분석을 위

해 용량-반응평가와 노출평가에서의 모든 입력변수들을 가능한한 확률분포값

을 구해 입력하 으며, Crystal Ball 프로그램을 이용 Monte-Carlo 시뮬레이션

을 10,000번 수행후 위해도를 산출하 다. 비용은 정수장에서의 연간 물 생산

비용을 추정하여 사용하 다. 산출된 위해도를 기반으로 정수처리방법에 따라 

서울시 인구를 대상으로 감염, 질병이환, 사망자수를 산출하여, 효용분석 도구

인 장애보정생존년수(DALYs)를 추정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출된 소독부산물과 병원성 미생물의 위해도를 최종건강상태에 따라 일

반건강지표인 건강손실(health lost; DALYs lost)을 산출해 중앙값을 비교해 본 

결과, 염소처리시 THMs이 1.66 DALYs 손실, C. parvum으로 인해 144.71 

DALYs 손실이 있었다. 오존처리시의 DALYs 손실을 보면, bromate이 61.6 

DALYs, C. parvum으로 인해 0.6 DALYs의 손실이 있다. 따라서 염소처리시 

소독 부산물로 인한 DALYs 손실은 병원성 미생물인 C. parvum로 인한 손실

에 비해 매우 적었으며, 오존처리시 C. parvum으로 인한 건강손실이 염소처리

시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소독부산물의 위해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가

정에서의 정수기 설치시의 경우 THMs로 인해 1.7 DALYs 손실이 예상되며, 

C. parvum은 ‘0’ DALY 손실이 추정된다. 정수처리별 총 건강손실을 보면, 염

소처리(146.4 DALYs 손실)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오존처리(62.2 DALY 손

실), 정수기 설치(1.7 DALYs 손실)순이었다. 비용-효용 분석결과 중앙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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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구집단에서 1DALY 손실을 줄이는데 염소소독처리는 1인당 641원, 

오존처리시 1인당 1594.1원, 가정에서 정수기 설치시 1인당 148,829원이 소요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염소소독이 가장 비용-편익(효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수계의 병원성 미생물과 소독부산물의 인체 위해

를 평가하는데 위해도를 기반으로 경제성 분석을 적용한 연구이다. 평가과정

에 사용된 입력자료들은 국내에서 측정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아 외국자료를 

인용하 으며, 다만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자료들을 고찰하여 그 범위상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입력자료를 선정하 다. 근래에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

면 추정된 건강 손실이 소독 부산물보다 병원성 미생물로 인한 기여률이 큼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의 효과는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되며, 이것은 공공정책의 분석 범위가 광범위하고 분석구조가 복잡하다. 또한 

한번 시행된 정책은 시행전으로의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시작단계부터 정

책효과의 다양한 측면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목적 댐의 건설, 도로건설,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이 여기에 속하며, 본 연구는 국민이 음용하는 물을 생

산하는 정수장의 처리방법에 따른 병원성 미생물과 소독부산물의 위해도를 추

정하고, 경제성과 인체위해를 고려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론을 제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정수장의 음용수 생산방법 및 시설의 결정

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비교위해도분석, 비용-효용분석, 장애보정생존년수, 트리할로메탄,

              브로메이트, 크립토스포리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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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음용수를 생산하는데 있어 소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처

리과정으로 평가되었으며, 단일 공공보건 수단중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이었다. 

미국의 경우 1893년 뉴욕의 음용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오수를 소독

하 으며, 1897년에 이르러 소독이 정수처리의 주요 처리과정이 되었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실시되었다(GF Craun, 1993). 그러나 염소소독은 물 

속의 병원성 미생물을 불활성화 시키기는 하나 동시에 인체에 유해한 소독부

산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음

용수 수질기준으로 설정되고 있다.

근래에 들어 음용수를 통한 병원성 미생물의 위해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

되고 있으며(AWWA, 1999), 특히 원생동물류는 기존의 소독방법에 대한 저항

력이 매우 강하여 이를 불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양의 소독제를 

투입하거나 보다 강력한 산화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소독부산물의 발생량은 

오히려 증가하거나 새로운 소독부산물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미생물에 의

한 위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소독량의 증가는 소독부산물에 의한 위해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들의 위해도 균형(Risk Balancing)을 이루

는 최적화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과 소독부산물로 인한 위해도의 적절한 균형

을 위한 처리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병원성 미생물과 소독부산물

중 한쪽의 위해성 저감은 다른 쪽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안전한 물 공

급을 위해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를 통한 균형적 접근이 가능한 연구를 제안하

고, 이에 따라 먹는 물에서 병원성 미생물과 소독부산물에 대한 관리와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US EPA, 1997). US EPA에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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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다음과 같이 소독부산물과 병원성 미생물의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있

다. 1996년 미의회는 음용수 안전법의 개정을 통하여 US EPA로 하여금 미생

물과 소독부산물에 의한 위해성을 동시에 저감시키도록 하 고(Microbial and 

Disinfection By-product Rules), 이에 따라 US EPA은 1998년 12월에 미생물 

제거를 강화하는 지표수처리의 잠정 강화규정(Interim Enhanced Surface 

Water Treatment Rule ; IESWTR)과 소독부산물의 저감을 강화시키는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규정-1단계(Stage 1 Disinfectant/Disinfection-Byproducts Rule ; 

Stage 1 D/DBPs Rule)를 동시에 공포하 다. 이후 2002년 5월에 제정된 2단

계 규정(Stage 2 D/DBPs Rule)은 소독부산물에 대한 인체 위해와 발생에 대

한 정보가 유용할 때 좀더 소독부산물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는가를 평가하

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단편적인 수질관리에서 벗어

나 음용수질의 관리가 미생물 제어와 소독부산물의 위해도 감소를 동시에 만

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최근의 음용수질에 관련된 주요 관심사는 소독부산

물과 병원성 미생물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하게 다

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 상수원수를 지하수로 많

이 이용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상수원수로 92%가 하천, 호소수이며 복류수까

지 포함하면 98%가 지표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지표수는 생

활하수, 가축폐수, 산업폐수 등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직접 노출되어 있기 때문

이다(환경부, 1999).

우리나라 최근 음용수에서 문제가 발생하 던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정부 또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음용수에서의 병원성 미생물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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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부산물과 연계하여 연구되어져야 할 과제로 어느 한 면만을 놓고 보아서는 

안될 문제이다. 더욱이 병원성 미생물과 소독부산물의 관리하는데 있어 비용

적인 면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병원성 미생물과 소독부산

물을 평가하는 방법론의 제시와 위해도 균형을 고려하여 경제성 분석을 적용

한 비교 위해도분석의 한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서 기술한 

음용수에서의 병원성 미생물(C. parvum)과 소독부산물(THMs, Bromate)의 위해

성평과 결과를 비교 가능케 하는 경제성 분석방법(비용-효용분석)을 적용하여 

정수처리방법에 따라 비교해 보고자 하 으며,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용수 처리(소독)시 발생되는 소독부산물(THMs, Bromate)을 측정후, 인

체 향을 건강 위해성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위해도를 평가하며

둘째, 원수에서의 병원성 미생물(C. parvum)의 농도를 추정하여 정수처리과정

상의 제거율 및 불활성화률을 적용한 후 음용수 섭취시 병원성 미생물

의 인체위해를 병원성 미생물 위해성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셋째, 최종 건강 향이 서로 다른 산출된 병원성 미생물과 소독 부산물의 위

해도 평가결과를 비교 가능한 장애보정생존년수(DALYs)으로 전환하여 

비교하며,

넷째,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인 비용-효용분석을 정수처리대안별로 비교하

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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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병원성 미생물의 위해성평가

현재까지 병원성 미생물의 위해성 평가방법은 기존의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Haas, 1983, 1993; Regli 등, 1991; Rose, 1991) 많

은 문제점을 상존하여 ILSI(The International Life Science Institute)내의 

RSI(Risk Science Institute)는 US EPA Office of Water와 공동으로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병원성 미생물과 관련된 인체질병의 위해를 평가하기 위한 개념적인 

틀을 개발하여 발표하 다(ILSI, 2000). 따라서 개발된 평가방법의 단계별로 내

용을 살펴보고, 병원성 미생물의 위해성평가 방법의 적용에서는 기존의 평가

방법에 따라 수계에서의 미생물의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소개하 으

며, 특히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방법과 구별되는 용량-반응평가에서 모델의 

소개와 적용에 중점을 두었다.

2.1.1 위해성 평가 단계

위해성평가에서 위해도란 유해물질의 특정농도나 용량에 노출된 개인이

나 집단에 있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확률(probability) 또는 가능성

(likelihood)으로 정의된다(NAS, 1983). 위해도는 안전(safety)과는 상반되는 개

념으로 자발적(voluntary), 비자발적(involuntary) 위해도로 분류할 수 있다. 자

발적 위해도란 흡연과 같이 개인이나 사회의 어떤 활동이 위해도를 갖고 있다

는 사실을 이미 알고 받아들이는 반면, 수질․대기오염과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비자발적 위해도는 일차적으

로 사회나 국가적인 관리하에서 조절되어야 할 위해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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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수환경에서의 병원성 미생물의 노출과 연관된 잠재적인 인체질병발생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의 Cryptosporidiosis

에 의한 수차례의 질병 발생과 다른 병원성 미생물인 Cyclospora sp.와 E. coli 

등으로 인하여 더욱더 관심이 고조되었다(Craun, 1986, 1992-3; Moore, 1994) 

이렇게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과 동시에 수인성이나 다른 병원

체의 노출로 인한 인체 질병의 위해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위해를 줄이는데 

필요한 환경조절의 효율, 그리고 병원성 미생물 노출의 제어에 필요한 소독제

의 사용으로 수반되는 소독부산물로 인한 인체 질병의 상대적인 위해를 평가

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동안 화학물질의 노출로 인한 인체건강위해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서 정량적인 위해성 평가방법이 사용되어 왔다(NRC, 1983) 이러한 평가에서 

얻은 결과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평가, 규제기준의 설정, 

위해/편익 분석 등에 매우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 다. 미생물 노출에 대한 

위해를 평가하는 방법론은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의 건강위해에 대한 잠재성

이나 양을 평가하는 방법론에 비하여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 다. 이로 인해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수행된 몇 가지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위해 개발된 틀이 사용되어 왔다(Haas, 1983, 

1993; Regli 등, 1991; Rose, 1991) 그러나 화학물질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생물

체인 병원성 미생물을 평가하는 데에는 많은 복합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

다. 

한 예로 화학물질의 경우 위해성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될 점은 분해와 

흡착으로 인한 농도의 변화인 반면, 병원성 미생물의 위해성평가시 중요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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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사항은 사멸과 성장으로 인한 미생물 농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또 수계나 

다른 매체에서의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는 응집(clumping)이나 집단

(aggregation)을 형성함으로서 매체마다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이다. 미생물에만 

국한된 것을 예로 들면, 이차 또는 사람-사람으로의 전파를 들 수 있다. 방사

능이나 몇 가지 물질을 제외하고는 화학물질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또 

다른 문제로는 감염성 미생물로 인한 단기, 장기 면역에 대한 잠재성이다. 다

시 말해 화학물질의 평가에 사용되는 위해성평가 방법론의 틀로 병원성 미생

물을 평가하기에는 병원체/숙주간의 상호작용, 2차 전이, 장․단기 면역, 그리

고 미생물이 증식되는 조건에 대한 평가 등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화학물질과 병원성 미생물의 위해성평가의 차이점은 미생물에 오

염되었을 경우, 일회성이고 노출로 인해 급속하게 향이 일어난다는 점과 미

생물이 숙주내에서 증식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인구집단 내에서 2차적인 발병

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용량-반응분석과 노출평가 과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위해성 방법론(위험성 확인, 노출평가, 용량-반응평

가, 위해도 결정)에 따라 대상 병원성 미생물을 평가하 으나, 앞서 언급한 문

제점들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ILSI(The International Life Science Institute)내의 RSI(Risk Science 

Institute)는 US EPA Office of Water와 공동으로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병원성 

미생물과 관련된 인체질병의 위해를 평가하기 위한 개념적인 틀을 개발하 으

며, 2000년에 최종 개정된 방법론을 발표하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원체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병원체가 발생한 매체

에 인체가 노출됨으로 인한 건강위해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Figure 1과 같이 병원체에 의한 인체 위해도 평가의 틀은 개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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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the National Research Council)의 인체 건강위해성평가(NRC, 1983)와 

US EPA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US EPA, 1992)와 유사하며 평가과정은 크게 

문제의 제기(Problem formulation), 분석(Analysis), 위해도 결정(Risk 

characterization)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분석단1계는 노출과 인체건강 향을 

확인, 정량하는 단계로 나누어지며, 이 두 가지는 최종 위해도를 산출하기 위

해 조합된다. 병원성 미생물의 위해성 평가단계는 Figure 1에서의 양방향 화살

표로 나타낸 바와 같이 반복성을 지닌다. 예로 분석(Analysis) 도중 얻어진 새

로운 정보가 있을 경우 문제형성 단계에서 나온 개념모델은 새로운 정보에 따

라 재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산출된 위해도 결과가 가용한 역학자

료 측면이나 기존 전문적인 지식수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분석단계를 재점검

하거나 새로운 자료나 사용된 방법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MICROBIAL RISK ASSESSMENT

Problem Formulation
(Model Development)

Characterization
of Exposure

Characterization of 
Human Health Effect

Risk Charaterization

Analysis

Figure 1. Risk assessment paradigm for microbial path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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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는 병원체의 위해성평가중 분석단계를 나타낸 것으로 병원체 특

성(Pathogen characterization), 노출분석(Exposure analysis), 병원체의 발생

(Pathogen occurrence)을 포함하는 노출의 확인(Characterization of exposure)

와 숙주 특성(Host characterization), 용량-반응분석(Dose-response analysis) 그

리고 건강 향(Health effect)으로 이루어진 인체건강 향의 확인

(Characterization of human health effects)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Characterization
of Human

Health Effect

Characterization
of Exposure

Host
Characterization

Pathogen
Characterization

Exposure
Analysis

Pathogen
Occurrence

Dose-
Response
Analysis

Health
Effect

Exposure
Profile

Host
Pathogen
Profile

M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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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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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L
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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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

Figure 2. Analysis phase of microbial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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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병원성 미생물의 위해성 평가방법의 적용

2.1.2.1 위험성 확인

음용수에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여부는 공중위생상의 중요한 관심사로서, 

하수를 통해 오염된 물을 마셨을 때 급성 위장염이나 설사 등 수인성 질병을 

야기한다. 수인성 질병은 물을 감염 매개체로 음용수나 오염된 물로 조리된 

식품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되는 것을 말하며 레지오넬라(재향 군인병)와 같이 

호흡기계나 피부접촉에 의한 피부계통의 질병도 있으나 소화기 계통의 장관계 

질병이 주를 이룬다. 수인성 병원미생물은 감염되었던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

물에서 배출되므로 일정규모의 인구 중 일부는 환자로서, 또한 일부는 보균자

로서 감염되어 이 미생물들을 다시 배출한다. 수인성 질병의 증상은 가벼운 

설사나 거북함 정도이고 심할 경우 구토, 고열, 두통, 어지럼증 등을 수반하지

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심각하지 않아 평상시에는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으므로 

원인을 추적하기 어렵다. 그러나 5세 미만의 어린이나 노약자, AIDS 감염자나 

수술 후 환자와 같이 면역체계가 약한 인구집단에서 문제가 되며 중증에서 치

사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생물은 유해화학물질과는 다른 생태 및 분포특성을 지니고 위해의 성

격도 다르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물에 용해되어 있는 화학물질과 

달리 미생물은 불연속적으로 물에 존재하며 서로 결합하여 뭉쳐있거나 입자에 

부착되어 있어서 물 중의 평균농도를 통해 실제 감염농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감염경로는 감염된 미생물의 병원성, 병독성과 사람의 면역작용에 크게 

의존한다. 한편 미생물은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서 기하급수적인 증

식으로 오염량의 증폭뿐 아니라 2차 전이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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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험성 확인 분야에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 인체 향 및 질병,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2.1.2.2 노출평가

노출(exposure)은 시간에 따른 노출원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섭취하기에 앞서 최종 생산된 식품, 한잔의 수돗물, 호흡하는 연무질

(aerosol)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과제

라 할 수 있다. 

화학물질과는 다르게 미생물은 입자로서 활동하며 수계나 토양, 대기, 식

품 등에서의 농도는 보통 균질하지(homogeneously) 않게 분포한다. 미생물은 

생태계에서 자연적으로 소멸(die-off)되거나 시간에 따라 재성장(regrowth)할 

수 있으며, 오염원(source ; animal wastes 또는 sewage, 등)에서의 농도 역시 

시간(예로 seasonal and climatic influences)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할 수 있

다. 

병원성 미생물들의 농도와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독(disinfection) 등

이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노출을 평가하고 미생물에 대한 발생자료

(occurrence database)를 축적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에는 미생물의 발생원, 자연계에서의 변화, 처리(treatment)와 공정상의 조

절(process control)을 통한 감소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의 척도(indicator)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여기에 실제자료 뿐만 아니라 실험자료(laboratory-based 

data)가 필요하며 이동(예로 subsurface migration)이나 자연계내에서의 거동

(fate ; 예로 inactivation rates)을 측정하는 모델의 사용도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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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미생물에 대해서는 생태계(ecosystem)나 생태계 모델에 대한 연

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음용수의 경우와 같이 수계의 평가를 기초로 하는 시

스템은 음용수 처리효율이라든지 완전한 급수체계가 파악되어야 하며, 동물이

나 인구집단의 감염, 하수의 처리, 이동패턴의 경우에서는 미생물의 생존 또는 

재성장과 다양한 경로를 통한 노출의 가능성을 뒷받침 해줄 모니터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노출 평가는 다양한 자료와 모델의 광범위한 개발을 

필요한 것이다. Table 1은 음용수의 오염을 모니터링하는데 필요한 항목과 내

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 Database needed for monitoring drinking water contaminants

Sites

directly at discharge sites in watershed, assessment of 

loading, temporal and spatial difference (sewage treatment 

plants, animal waste lagoons, stormwater discharges). 

Inflows and outflows of key water bodies, sediments, 

intake to the water treatment plants, filter backwash, 

effluent leaving the treatment plant, distribution samples, 

tap samples.

Occurrence data

identification of peaks, average levels, frequency of 

detection, distribution, seasonal variation, association with 

events (e.g., storm), and other temporal and spatial 

changes.

Hydrologic 

transport

association with flows, runoff, precipitation, decrease 

through lakes or reservoirs, sediment 

deposition/resuspension, transport through soil.

Changes in 

concentration and 

exposure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dilution, regrowth, and 

die-off, and control factors influencing removal by 

filtration and inactivation through disinfection.

Specialized Studies

may be needed to evaluate viability; species identification, 

transport, and fate, controls; and best use of indicators, 

surrogates, and treatment indices.
 Source ; CN Haa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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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1 노출변수

수인성 장관계 바이러스의 위해성평가시 노출을 정량화하는 평가결과는 

인체와 관련된 노출변수에 따라 변하게 된다. 특히 음용수의 섭취와 관련된 

노출인자의 확인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해도 결정시 용량-반응 평가결과와 

조합할 노출인자로서 음용수의 섭취량은 위해도를 산출하는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며, 즉 음용수를 섭취하는데 그 양과 가공여부 등을 세 히 검토해야 

한다.

음용수는 환경오염물질에 있어 중요한 인체노출원으로서 음용수로 인한 

유해물질의 잠재적인 노출의 양을 측정(노출평가)하는데 섭취하는 음용수양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현재 음용수의 위해성 평가시 사용되는 일일 

음용수 섭취량 2ℓ/day는 식품자체 수분을 고려하지 않은 량의 90th 

percentile값으로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섭취의 양에 따라 그 값은 변화될 

수 있다. US EPA는 성인의 일일 음용수 섭취량을 2ℓ/day, 유아(체중 10kg 

미만)의 경우 1ℓ/day를 기준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NAS(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1977)에서는 육체노동의 수준과 온도 및 습도

의 변화에 따라 물소비량은 매우 달라질 것으로 추정하 다. 즉 노동수준이 

강해질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물 소비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

측하고 노동수준에 따라 물 섭취량을 조사하 다. 계산된 섭취량은 1.63ℓ

/day이며, 안전한계를 고려하여 2ℓ/day를 채택, 적용하고 있다.

많은 연구보고에서는 총 물(total fluids)과 총 수도수(total tapwater)를 포

함하는 물 섭취량(fluid intake)으로 보고하고 있다. 총 물 섭취량(total fluids 

intake)은 수도수, 우유, 알콜 음료, 음식에 포함된 물 등의 모든 액체(fluids)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총 수도수(total tapwater)는 수도꼭지에서 음료나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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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비하기 위한 물, 커피, 차, 쥬스와 수프 등으로 음용하는 물들을 포함하게 

된다.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의 목적은 오염된 음용수의 오염원을 대

표할 수 있어야 하며, 총 수도수(total tapwater)를 기초로 하는 섭취율은 오염

원을 대표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구매하여 섭취하는 식품

(food)와 음료(beverage)는 매우 다양하며 오염원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하다. 총 

물 섭취량(total fluids intake)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공급 체계에서 오염되는 

물질들에 대한 노출을 평가할 경우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US EPA, 1996). 

따라서 총 물 섭취량(total fluids intake)보다는 수도수(tapwater)를 노출평가의 

인자(factor)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된다.

음용수 섭취량(drinking water intake)은 주로 단기조사(short-term 

survey)에서 나온 자료가 현재 많이 보고되고 있다. 단기조사가 단기, 장기 섭

취형태를 대표하는데 적합하다 할지라도 단기조사에서 발생하는 변이

(variability) 때문에 상위 백분위수(upper percentile) 값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유용한 음용수 조사자료는 기억(recall)에 기초로 한 것

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조사기술형태의 주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섭

취율을 산정하는데 불확실성(uncertainty)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음용수 섭취

조사연구들 중 조사 디자인이나 대상 인구수에서 차이가 있거나, 평균값과 상

위 백분위수(upper percentile)에 약간의 변이가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집단 중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는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결과보다 좀 더 실제적인 값을 제공한다는 점과 단기

기억조사(short-term recall)연구는 섭취율이 좀더 높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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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용량-반응평가

용량-반응분석의 목적은 병원성 미생물의 노출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인

체 위해의 발생 가능성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의 허

용 위해수준이 충분히 높아 관찰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인체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위해를 평가하는 실험이 가능하다면 용량-반응분석단계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인체 또는 동물에 의한 용량-반응실험에서 단일용량의 노출로 인한 위해

수준은 고농도 노출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인체 허용수준은 대략 

1/1,000 이하로 낮게 평가된다. 따라서 적절한 허용용량(acceptable dose)을 산

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시험대상수가 1,000 이상이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험은 한계가 있으므로 높은 농도의 실험에서 반응을 관찰 후 낮

은 용량(또는 낮은 위해도)으로의 외삽(extrapolation)할 수 있는 용량-반응곡선

의 활용이 필요하다.

용량-반응모델은 대개 독립변수로서 양(+)의 용량을 가지고 향이 없거

나(zero) 완전한 위해 향을 나타내는 경계(bound)를 기준으로 하는 수학적인 

함수이다. 이 함수는 수없이 많은 설정이 가능하나, 미생물의 용량-반응모델에

서는 생물학적으로 타당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감

염인자를 대상으로 생물학적으로 몇 가지 타당한 모델을 설정한 후 노출농도

에 따른 인체반응자료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을 

결정하여 타당성을 평가하게 된다. 

방사능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위해와 감염성 미생물에 의한 위해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못해 생물학적 타당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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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위해도의 차이는 감염성 미생물은 화학물질과 같이 매질과 매체 등에 균질

하게 분포하지 않으며, 또 인구집단에 Poisson, Negative-Binomial, 

Poisson-Lognormal 등과 같이 매우 낮은 수준의 확률분포로서 노출된다는 점

이다(Eisenhart, 1943; Quenouille, 1949; Reid, 1981; Johnson, 1994). 한편 화학

물질은 인체내 장기에 흡수됨으로서 위해를 나타내는데 반해 감염성 미생물은 

숙주인 인체내 기생이 가능한 적절한 부위에서 병원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Figure 3은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됨으로서 일련의 인체 향 종말점

(endpoint)이 나타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인들중 오염원(음용수중 병

원성 미생물 등)에 노출시 감염될 확률을 P I라 한다. 여기서 감염의 정의는 

숙주내에서 유기체가 증식하여 배설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성(apparent) 

및 불현성(non-apparent) 감염을 모두 포함한다. 감염은 혈청내의 항원의 증가

나 체온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지할 수 있다. 감염된 사람들중 질

병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P D:I(morbidity ratio)로 표기하며, 다시 환자들(ill 

individuals)중 사망하는 사람들은 P M:D(mortality ratio)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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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ceptual paradigm of the consequences of exposure to water 

containing microbial pathogens

병원성 미생물의 용량-반응분석에서는 endpoint가 나타나는 전체 과정중 

첫 과정에 촛점을 맞추게 되며, 즉 질병(ill or disease)이나 사망(death)이 아니

라 감염(infection)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용량-반응분석은 용량과 감염

확률 P I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임상적인 반응이나 질병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이것은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 감염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으로 위해성평가의 여러 가지 가정 중 보수성(conservatism)의 한 요소로서 언

급되고 있다. 

2.1.2.3.1 용량-반응관계식의 유도

수계에 존재하는 많은 종류의 병원성 미생물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노출

되는 인구집단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다. 병원성 미생물은 레저용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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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물이나, 생활용수, 음용수 등에서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용량(일반적으

로 1 Unit 이하)으로 노출되게 된다. 물로 인한 병원성 미생물의 노출에 대한 

정확한 위해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용량-반응실험 결과를 실제 농도범위로 외

삽(extrapolation)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환경보건의 예방학적

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음용수중 병원성 미생물로 인한 위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론의 적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게 된다.

이상적인 위해성평가 모델이란 모든 병원성 미생물뿐만 아니라 각 종류

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에 대한 처리의 최소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사용되는 물의 

오염원에 따른 농도 및 소독제의 종류에 따른 병원체의 불활성화율, 여러 종

류의 미생물 감염에 따른 다양한 임상증상 등 문제점이 상존한다.

병원성 미생물(바이러스, 원생동물, 박테리아 등)에 대한 인체용량-반응실

험은 일반적으로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알고 있는 양의 병원성 미생물을 

직접 섭취하게 하여 나타나는 실험결과에 의하며, 용량-반응모델에서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수는 섭취한 물중에 미생물이 존재할 확률과 용량-반응곡선에 의

해 좌우된다. 이러한 연구는 1954년 Rendtorff에 의해 Giardia lamblia를 대상으

로 한 용량-반응실험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이후 여러 가지 모델을 적용

하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위해도 추계에 사용할 용량-반응모델은 미생물마다 생물학적으로 타당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염/질병의 과정은 숙주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체에 노출되며, 체내로 유입된 유기체는 체

내에서 비활성(decay)되거나 숙주의 방어기전으로 인해 손상되며 이들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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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일부만이 감염/질병을 일으키는 표적장기(target organs)에 도달하게 되

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감염/질병을 일으킬 때 동시에 일어나며, 만약 P 1 (j∣d)은 

평균농도가 d인 노출의 용량에서 j개의 유기체를 포함할 때의 확률이며(연속

되는 과정 중 첫 번째 과정), 이어 P 2 (k,j)는 j개의 유기체를 포함하고, 그 

중 k개의 유기체가 숙주 내에서 생존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장소에 도달할 확

률로서(두 번째 과정), 이때 k는 j보다 크지 않다는 조건을 가진다. 만약 이

러한 두 가지 과정이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면 k개의 유기체가 생존하여 

숙주의 감염(이후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P(k)= ∑
∞

J=1
P 1 (j∣d) P 2 (k∣j)

여기서 P 1 (j∣d)은 섭취하거나 또는 다른 노출로 인한 유기체 수에 따

른 개인의 차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P 2 (k∣j) 는 숙주 저항(host resistance), 

비특정 병원체 사멸(non-specific pathogen decay) 등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

는 유기체가 숙주(in vivo)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기체-숙주 상호작용의 요

소를 포함하게 된다. 

감염은 초기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살아있는 최소의 유기체수가 임계점

(critical point) 이상일 때 일어난다. 만약 두 개의 확률함수 ( P 1, P 2)와 숙

주내에서 표적장기에 도달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최소의 유기체수를 k min이라 

한다면 감염의 확률은 다음식 (2)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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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 1 (d)= ∑
∞

k= k min

∑
∞

j=k
P 1 (j∣d) P 2 (k∣j)

이 식에서 k min을 정확히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최소감염용량

(minimal infectious dose)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최소감염용량은 투여된 평

균치를 말하며, 실제로 평균용량은 대개 대상자의 절반이 반응을 나타낼 때 

요구되는 평균용량과 연관되며, 이 경우 중앙감염용량(median infectious dose)

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Meynell과 Stocker(1957)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접종된 박테리아들의 관계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중 하나일 수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결합작용의 결과로 사멸된다는 것과 서

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멸될 박테리아의 

확률은 1(unity) 이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수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두 가지 개념적인 조건으로는 독립적인 작용에 의한 가설( k min=1)과 상

호보완적인 가설( k min>1)이 있다. 만약 k min의 값이 단일값이 아니라 확률

분포를 한다면 식 (2)는 다양하고 적절한 용량-반응모델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상수값인 k min  뿐만 아니라 P 1, P 2  값을 

함수 형태로 표현한다면 좀더 유용한 용량-반응 관계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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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2 용량-반응 모델

① Exponential Dose-Response Model

용량(doses)에서 유기체의 분포가 무작위(random; 예로 Poisson)로 존재

하고, 각각의 유기체가 독립적이며 동일한 생존확률( r, k min=1, 여기서의 확

률은 초기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유기체의 생존확률이다.)을 갖는다면 가장 간

단한 용량-반응식을 구할 수 있다. Poisson을 가정하면 다음의 식이 성립된다.

(3) P 1 ( j∣d)=
d j

j!
exp(-d)

P 2를 추정하기 위해서 만약 단일 유기체가 표적장기까지의 생존이 다

른 유기체들의 존재와 독립적이라면(질병의 초기단계에서 다양한 유기체들이 

생존해야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단일 유기체 확률은 Binomial 이론에서 상수

인 r로 표현된다.

(4)P 2 (k∣j)= j! (r)
k (1-r) j-k/(j∣k)!k!

식 (3), (4)를 식 (2)에 대입하고 k min=1이라고 가정하면 다음식으로 정

리된다.

(5) P 1 (d)=1- exp(-rd)

이 식은 Exponential 용량-반응 관계식이며, 하나의 매개변수인 r에 의해 

과정이 결정된다. 그리고 중앙감염용량(median infectious dose; N 50)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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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주어진다.

(6) N 50=
ln(0.5)
-r

평균용량(the mean dose)이 상수로 곱해진다는 것은 사용된 미생물 용량

이 어떤 측정치가 아닌 정확히 말해 미생물 용량에 비례함를 의미하는 것이

다. 만약 물중의 미생물을 측정방법이 정확하지 않다면 Exponential 모델의 용

량-반응 관계식에서의 비례관계는 의미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Exponential 모델의 용량-반응관계는 낮은 용량에서 직선성(linearity)을 가진

다. 

② Beta-Poisson Dose-Response Model

앞의 Exponential 모델은 병원체-숙주사이에서 병원체가 숙주내부에서 생

존할 확률( r)을 상수로 가정한다. 그러나 숙주인 인구집단이나 다른 요인들에 

의해 생존확률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변이는 인체반응의 다양성이

나 병원체 사이에서 경쟁의 다양성에 기인하며 확률분포인 r로써 표현된다. 

숙주의 변이에 대한 현상을 처음으로 Moran(1954)이 언급하 으며, 

Armitage(1965)는 이러한 변이를 처음으로 Beta-분포로서 나타냈으나 계산상의 

제한점으로 인해 Beta-Poisson이나 다른 내성분포(tolerance distribution)와 같

은 모델들로 표현하지는 못하 다. 이후 Furumoto와 Mickey(1967)는 최초로 

미생물의 용량-반응관계에서 이러한 모델들을 사용하 다.

숙주와 미생물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변수인 r에 따라 Binomial의 복

합분포를 따르면 범위가 0에서 1이 되며, 이를 P 2 (k∣j)에 적용한 후 용량-

용량에서의 변이를 Possion 분포로 가정하면 다음의 식이 성립되며,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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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의 빈도분포(frequency distribution)의 값이 r이면 이러한 분포가 존재하

는 인구집단에서 관측된 반응의 확률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7)P I (d)=
⌠
⌡

1

0
(1- exp(-rd))f( r)dr

실제 실험결과에서는 용량의 증가에 따른 반응은 Exponential 모델에서 

예측된 것보다 좀더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된다(Regli 등, 1991). 따라서 

Exponential 모델에서는 병원체-숙주간 상호작용(interactions)의 다양성은 r인 

상수로 나타나는데 비해, Beta-Poisson Model에서는 r값이 이산형(discrete)의 

값이 아니라 분포형(distribution ; in particular Beta-distribution)의 값을 갖는

다. 

변수 r의 허용값의 전체 범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식 (7)에서의 정적분은 

0과 1의 사이에서 계산된다. 만약 어떤 특정한 분포를 가정했을 때 

Moran(1954)이 제시한 용량-반응 곡선을 나타낼 수 있는 적분은 식 (7)로 정의

된 형태의 모델을 산출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함수 f(r)의 Beta-분포는 범위 

(0,1)내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에 

유용한 적분결과를 표로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분석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는 못하 다. Flumoto와 Mickey(1967)은 이러한 Beta-분포의 예를 제시하 는

데 여기서 함수 f(r)은 식 (1)과 같이 주어졌다. 여기서 α, β는 분포의 변수

이다. 

(8)f( r)= r α-1 (1-r) β-1Γ(α+β)/Γ(α)Γ(β)

기호 Γ(x)는 Gamma 함수를 나타내며 factorial의 일반적인 표현이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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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결과는 통합적인 Hypergeometric 함수라는 점에서 관측된 반응확률을 나

타내게 되며, Frumoto와 Mickey(1967)는 급수의 전개를 통해 β값이 충분히 

클 때 근사식 (9)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β값이 증가하거나 d값(또는 risk)이 

커지면 근사치를 무시하게 된다.

(9)P 1 (d)=1- (1+(d/β)) -α

여기서 변수 α와 β가 용량-반응 곡선을 결정하게 되며, α 값이 증가함

에 따라 이 모델은 Exponential 모델로 접근하게 되며 낮은 용량에서 직선성

을 나타낸다.

식 (9)에서 중앙감염용량(median infectious dose)을 변수들의 값으로 풀

면 식 (10)이 나오게 되며 β값으로 정리하여  식 (9)에 대입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식 (11)이 나오게 된다.

(10

)
N 50=

β

2
1/α
-1

(11

)
P I (d)=1- (1+

d
N 50

( 2
1/α
-1))

-α

여기서 N 50은 노출된 집단의 반이 감염될 투여용량에서의 유기체의 평

균수를 나타내게 된다(median in dosage).

③ Log-Normal Model

용량-반응관계를 유도하는데 있어 숙주의 병원성 미생물 감염의 과정을 

보는 데에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있다는 것은 앞서 Meynel과 Stocker(195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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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Armitage 등(1965)은 이러한 두 가지 모델을 결정론적인 가설

(deterministic hypothesis) 또는 완전한 협동이라고 가정하 다. 이것은 

Gaddum(1933)에 의한 약물학적 원리에서 유도된 것으로 확률적인 가설 또는 

독립적인 활동을 가정한 것이다. 첫 번째 가설에서 각 숙주 유기체는 고유의 

최소한의 감염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최소한의 양을 초과하는 용

량에 노출될 경우 감염이나 질병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 인구

집단이 주어진 용량에 노출되고 각 개개인의 최소한의 감염용량이 Log-normal 

분포를 한다면 반응을 예측하는 인구집단의 분획은 다음과 같은 식 (12), (13)

를 따르게 된다. 

(12

)
P *=

1
2π
⌠
⌡

Z

-∞
exp(- z 2/2)dz

(13

)

Z=(1N-μ)/σ

여기서 P
*는 각 개인이 N 용량만큼의 유기체에 노출되었을 경우 감

염될 확률이며 μ, σ는 각각 숙주의 최소감염 용량의 Normal 분포의 Log 평

균과 표준편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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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axonomy of dose-response model for microbial pathogens

Model
Para- 

meter
Description

Log-normal Model

P
*
=

1
2π
⌠
⌡

Z

-∞
exp(- z

2
/2)dz

Z=(1N-μ)/σ

N

the dose of organism become 

infected 

 or contract disease

μ

the average logarithm of 

 the normal distribution 

charactering 

 host minimal infective doses

σ

the log standard deviation of 

 the normal distribution 

charactering 

 host minimal infective doses

Exponential Model

Ρ=1- exp (-rN)

N the average dose 

r

The fraction of the ingested 

microorganism

 that survive to initiate infections

 (host-microorganism interaction 

probability)

Beta-Poisson Medel

Ρ=1- [1+ N
N50

( 2 1/α-1)]
-α

N the average dose

P
the predicted proportion of affected 

subjects

N50
Infectious dose of 50%(half) 

population

α heterogeneity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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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3 용량-반응자료의 종류(Types of data sets)

일반적으로 용량-반응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동물이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에서 알고 있는 평균용

량(mean dose)을 가지고 반복 투여한 후 반응(response; infection, illness, 

mortality)을 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발생연구조사의 결과처럼 대상자 개

개의 집합에 노출된 평균용량을 계산하고 각 그룹에서의 발병율(attack rates)

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자료는 같은 목록으로 간주된다. 

많은 자료들은 인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 반면, 다른 경우의 자료는 동물을 대

상으로 한 것일 수 있다. 동물연구에서 인체 위해도 평가로의 외삽에 대한 원

리는 아직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Table 3는 일반적인 용량-반응자료를 예로 

보여주고 있다.

Table 3. Schematic layout of dose-response assay

Set
Average dose of

microorganisms

Number of subjects

in the set

Positive

subjectsa

1 d1 n1 p1

2 d2 n2 p2

3 d3 n3 p3

4 d4 n4 p4

a With infection, illness, death, or some other positive indicator of response

2.1.2.3.4 최적값의 추정(Best-fit estimation)

연구중에 한가지 모델이 선택되었다면, 이 모델은 주어진 용량에서의 양

성반응의 분율을 예측하는 함수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용량-반응 변수로 결

정된다. 일반적으로 예측된 반응(response)을 π i= P i ( d i;θ)로 표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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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θ는 용량-반응 변수들을 의미한다.

각 집합에서의 반응은 정확한 관측치인 π θi= p i/ n i이라고 하며, 만약 

각 개개의 대상에서의 반응이 독립적이라면 전체 식은 우도의 방법을 사용하

여 구할 수 있다. 기호 Y는 -2log 우도비(likelihood ratio)를 의미한다. 이를 

deviance라고 하며 Table 5의 용량-반응 자료의 deviance 통계량은 다음과 같

다. 

(14

)
Y=-2 ∑

k

i=1[ p i ln
π i

π θi
+( n i- p i) ln

1- π i

1-π θi ]

용량-반응 변수의 최적의 최대우도값(maximum likelihood estimates)은

π i의 향하에서 Y값을 최소로 하는 θ값을 찾음으로서 구할 수 있다.

예로 Table 4는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Rotavirus와 Poliovirus에 대한 용량

-반응실험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각각의 미생물에 대해 알고 있는 용량을 투

여한 후 인체내에서 증식하여 배출되는 바이러스로서 감염여부를 결정하 으

며, Rotavirus의 경우 0.0009∼90,000 개, Poliovirus는 7∼280개의 용량을 사용

하 다.

총 대상수에 대한 감염자의 분율을 Exponential 모델과 Beta-Poission 모

델에 적용하여 최적화한 후 각 모델의 변수들을 구한 값을 Table 5에 나타내

었다.

최적화된 모델들의 deviance 값을 보면 Rotavirus의 경우 Beta-Poisson 

모델이 Exponential 모델보다 작은 값임을 알 수 있으며, Figure 4에서 보는 



- 29 -

바와 같이 각 모델을 실제 자료와 비교해 보더라도 Beta-Poisson 모델이 

Exponential 모델보다 더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Poliovirus의 경우 두 모델의 deviance 값이 동일하게 계산되었으며 

Figure 5를 보면 두 모델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으나 α값이 Rotavirus의 

0.265보다 매우 큰 76.2로 계산되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α값이 

증가함에 따라 Beta-Poission 모델이 Exponential 모델에 근접함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Poliovirus의 경우 두 가지 모델이 모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

나, 최종적으로 모델의 선택은 적합도 검정 후 결정하게 된다.

Table 4. Human dose-response data for rotavirus and poliovirus

Microorganism Dose Total Subjects Positive Subjects

Rotavirusa

90000

9000

900

90

9

0.9

0.09

0.009

3

7

8

9

11

7

7

7

3

5

7

8

8

1

0

0

Poliovirus
b

7

16

27

42

50

55

65

80

90

160

210

280

1

2

2

1

6

3

6

1

4

3

2

1

0

0

0

0

3

1

0

1

3

3

2

1

Source ; a Ward 등, 1986 b Minor 등,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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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est-fit parameters for Table 4

Microorganism Model Best-fit parameter Deviance, Y

Rotavirus

Exponential γ = 0.0126 129.48

Beta-Poisson
α = 0.265

N 50 = 5.597
6.82

Poliovirus

Exponential γ = 0.0091 14.394

Beta-Poisson
α = 76.2

N 50 = 329282.7
14.394

모든 모델은 적합도 검정(goodness of fit)을 거쳐 적용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최적화된 deviance 값을 Y
*이라 하고 자유도가 (k-m)인( k ; 적용

된 용량값들의 수, m ; 매개변수의 수) x 2-분포와 비교한다. 이때 ‘예측된 모

델이 관찰된 모델과 일치한다‘는 것을 귀무가설로 정하고 p-value에 따라 기각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Table 6은 Rotavirus 및 Poliovirus의 감염자료에 적용할 모델에 대한 적

합도 검정 결과이다. Rotavirus의 경우 Exponential 모델은 자유도 7에서의 임

계값 14.067을 기준으로 p-value가 9.77E-21로 추정되어 유의수준(<0.05)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며, Beta-Poisson 모델은 자유도 6에서 임계값 12.591에

서 p-value가 0.338이므로 기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Rotavirus의 경우 

Beta-Poission 모델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Poliovirus의 경우 두 모델에서 Y * 값이 동일하 으며, 적합도 검정을 

한 결과 p-value가 각각 2.12×10
-1
과 1.56×10

-1
로서 모두 기각할 수 없었으나, 

Exponential 모델이 Beta-Poission 모델보다 p-value가 조금 더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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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nential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Dose

R
is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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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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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

0.01 0.10 1.00 10.00 100.00 1000.00 10000.00 100000.00

Observed pro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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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Poisson

Figure 4. Comparison of model fits to rotaviru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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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mparison of model fits to polioviru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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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sults of goodness-of-fit test for Table 5

Microorganism Model Deviance, Y* k-m Critical p-value

Rotavirus

Exponential 129.48 7 14.067 9.77E-21

Beta-Poisson 6.82 6 12.591 0.338

Poliovirus

Exponential 14.394 11 19.675 2.12E-01

Beta-Poisson 14.394 10 18.307 1.56E-01

k ; the number of dose

m ; the number of parameters

2.1.2.3.5 인체투여연구

미생물로 인한 인체의 용량-반응관계에 대한 실험은 약 40 여년 전에 

Rendtorff(1954b)에 의해 Giardia lamblia에 대해 ‘인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

도되었다(Human feeding experiments). Rendtorff는 실험결과 낮은 용량(3∼10 

cyst)의 투여후 새로 증식된 oocyst를 배설하는 대상자가 높은 비율을 보여 명

확한 감염성을 나타냈으나 감염된 전체 대상자에게서 위장관과 관련된 질병증

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비록 Giardia의 감염이 인체에서 어떤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수인성 위장관 질환에 대한 주요한 요인으로 이

러한 유기체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Beneson, 1983). 이어 감염은 질병 

발생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언급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Haas, 1983, 

1993; Regli 등, 1991). 따라서 endpoint로서 감염을 기반으로 하는 위해도의 

추정은 수많은 질병사례를 과대평가할 수 있으나 최악의 상황(worst case)을 

가정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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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성 미생물의 감염에 대한 최근의 용량-반응 자료는 1996년에 행해진 

Haas 등에 의한 것이다. C. parvum의 낮은 용량에서의 감염은 Giardia lamblia

보다 약 5배(4.975×) 높은 결과를 보 다(Haas and Rose, 1994). 여기서 두 용

량-반응 자료는 보다 복잡한 Beta-Poisson 곡선보다 Exponential 용량-반응곡선

에 잘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Haas, 1983). 유기체가 숙주내로 침입했을 경우 

이 두 원생동물에 대한 각 모델은 감염을 유발하는 확률에 있어 차이를 보여 

매우 흥미로운 면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각 원생동물에서 감염력의 차이 

또는 숙주의 저항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생 원생생물 그 

자체로 인한 것은 아니며, 그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하 다(Teunis 

등, 1997).

Table 7은 여러 가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인체투여 연구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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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uman dose-response data for microorganisms

Organism

and dose

Response Type of 

infection
Reference

Positive Negative

Cryptosporidium parvum

30

100

300

500

1.0E+03

1.0E+04

1.0E+05

1.0E+06

1

3

2

5

2

3

1

1

Symptoms Not infected

Excretion of 

oocyst

Haas et al.,

 1996.

0

3

0

2

0

1

0

1

4

5

1

1

0

0

0

0

Cryptosporidium parvum

30

100

300

500

>1000

1

3

2

5

7

4

5

1

1

0

Excretion of 

oocyst

Dupont et 

al.,

1995

Rotavirus

9.0E+02

90

9

9.0E-01

9.0E-02

9.0E-03

0

7

6

8

1

0

0

0

1

1

3

6

7

7

5

Excretion of 

virus 

or

Seroconversio

n

Ward et al., 

1986.

Echovirus 12

330000

33000

10000

3300

1000

330

0

2

2

12

19

9

15

0

1

2

0

7

11

5

34

Excretion of 

virus 

or

Seroconversio

n

Schiff et al.,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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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Organism

and dose

Response Type of 

infection
Reference

Positive Negative

Poliovirus Ⅰ

7

16

27

42

50

55

65

80

90

160

210

280

0

0

0

0

3

1

0

1

3

3

2

1

Symptoms Not infected

Infection
Minor et al.,

1981

1

2

2

1

3

2

6

0

1

0

0

0

Poliovirus Ⅲ

1

2.5

10

3

3

2

7

6

1

Infection
Katz et al.,

1967

Endamoeba coli

1

10

100

1000

10000

All dose

Control

1

3

2

0

2

8

0

7

7

2

2

0

18

15

Excretion of 

parasites

Rendtorff 

R.C.,

1954

Giardia lamblia

1

10

25

100

10000

100000

300000

1000000

0

2

6

2

3

3

3

2

5

0

14

0

0

0

0

0

Excretion of 

oocyst

Rendtorff 

R.C.,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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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용량-반응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Exponential 모델에 적용되는데, 이것은 작은 

용량 또는 적은 대상수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Exponential 모델과 다른 모델

에 적합시킨 결과에 대한 차이를 구별할 검정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원생

동물의 경우 많은 수의 대상자와 용량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Exponential 

모델에 더 적합하 다. 다른 장관계 박테리아들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적합

한 결과 Beta-Poisson 모델에 적합하 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미생물 그룹중 

장관계 박테리아들이 Beta-Poisson 모델에 적합시킨 결과에서 변수 α값이 매우 

적음(0.1008∼0.312)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숙주-병원체간의 감염확률의 분포

에 있어 매우 큰 다양성(heterogeneity)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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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Best fit dose-response parameters (human)

Organism

Exponential

parameters

Beta-Poisson

parameters References

k N 50 α

Coxsackievirus
a

69.1 - - 1, 2

Poliovirus Ⅰ (minor) 109.87 - - 3

Echovirus 12 78.3 - - 4

Rotavirus - 5.597 0.265 5, 6

Adenovirus 4 2.397 - - 7

Hepatitis A virusb 1.8229 - - 8

 Cryptosporidium parvum 238 - - 9, 10

 Giardia lambliac 50, 23 - - 11

 Salmonella 23,600 0.3126 12

 Salmonella typhosa 3.60×10
6

0.1086 12

 Shigellad 1,120 0.2100 12

 Eschrichia colic 8.60×107 0.1778 13

 Campylobacter jejuni 896 0.415 13

 Vibrio cholera 243 0.25 13

 Endamoeba coli 341 0.1008 14

a Flexnerii and dysenteriae pooled

b Dose in grams of feces(of excreting infected individuals)

c Multiple(nontyphoid) pathogenic strains (S. pullorum excluded)

d B4 and A21 strains pooled

Source ; QMRA, 1999

1 Couch, R.B. et al., 1965 2 Suptel, E.A., 1963 3 Minor, T.E. et al., 1981

4 Akin, E.W., 1981 5 Haas, C.N. et al., 1993 6 Ward, R.L., 1963

7 Couch, R.B. et al., 1966 8 Ward, R.L., 1958 9 Dupont, H. et al., 1995

10 Haas, C.N. et al., 1996 11 Rose, J.B. et al., 1991 12 Hornick, R.B. et al., 1966

13 Medema, G.J. et al., 1996 14 Rentorff, R.C. et al.,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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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위해도 결정

위해도 결정과정은 용량-반응평가와 노출평가의 결과를 조합하여 정량적

인 위해도값을 산출하여 서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Cohrssen 등, 1989). 

위해도를 구성하는데 있어 고려될 사항은 정책 등의 의사결정자나 이해관계자

들의 요구사항에 가장 적절히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병원성 미생

물이나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방법에 다 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2.1.2.4.1 일일위해도와 연간위해도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시 위해도를 비교하기 위해 평생초과발암위해도

(lifetime excess cancer risk) 또는 산업시설이나 공단지역 인근 주민들의 경우 

거주기간 동안의 위해도를 산출하여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병원성 미생물의 

경우 노출정도에 따라 그 향이 급속히 확산되며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

지거나 또는 아무런 임상적인 증상 없이 회복되기도 한다. 감염후 임상적인 

질병으로 증상이 나타날 경우는 아주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해도 결정

단계에서 위해도를 산출시 대부분 일일 위해도 또는 연간위해도를 산출하여 

비교 평가하게 된다. 다음은 일일 위해도와 연간 위해도간의 관계식을 설명하

고자 한다.

매체(음용수, 휴양수 등)에서의 단위 부피당 미생물의 수를 농도 m i라하

고, i는 노출의 종류로 표시된다. 각 노출에서의 n개의 시료를 측정하 다면 

각 단일 노출에 대해 감염의 위해도, 확률을 p i라 한다. 각 개인의 노출로부

터의 위해도가 서로 독립적이라면 누적된 노출의 전체적인 위해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39 -

(9)P ∑=1- ∏
n

i=1
(1- p i)

p i는 용량-반응관계식의 함수로 표현되며, 특정노출이 있는 동안의 매

체농도에서의 농도 m i를 사용한다. 노출기간중의 전체적인 위해도가 동일한 

조건에서의 평균 위해도를 
∧
p  라하고 전체 위해도는 다음과 같은 식이 된

다.

(10)P ∑=1- (1-
∧
p
)
n

역으로 수식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11)∧
p
=1- (1- P ∑)

1/n

식 (9)과 식 (11)을 합치면 평균 위해도는 다음과 같이 개인 위해도의 함

수로 표현된다.

(12)∧
p
=1- [ ∏

n

i=1
(1- p i)]

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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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화학물질의 건강 위해성평가 방법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란 인체가 환경적 위험(environmental 

hazard)에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 가능한 향을 정성 또는 정량적으로 추정하

는 과정이다. 대체로 이러한 환경오염상태는 임상적으로 질병상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동물자료, 역학자료 또는 유독성이 입증되는 수준으로

부터 정보를 얻게 된다. 즉 유해물질에 대한 역학적, 임상적, 독성학적 및 환경

학적 연구결과로부터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외삽(extrapolation)을 통해 주어진 

노출 조건하에서 인체에 미칠 수 있는 건강 위해범위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

이다. 이러한 평가는 위험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노출 평가(exposure 

assessment), 용량-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 및 위해성 결정(risk 

characterization)의 주요 4단계를 통해 수행된다(NRC, 1991).

2.2.1 위험성 확인

소독부산물과 같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필요로 한다. 미생물의 균주나 포유동물의 세포를 이용하여 그 화학물

질이 돌연변이원성(mutagenicity)이나 유전자 독성(genotoxicity)을 일으키는가

에 대한 간단한 검사 외에 만성독성이나 발암성에 대한 동물실험을 수행하여 

그 물질이 발암성은 없으나 독성을 지니는 물질과, 독성과 발암성을 함께 지

니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동물 실험에서 독성 또는 발암성에 

대해 양성으로 판정되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한 독성

이나 발암위험의 가능성을 갖는다고 추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대상

으로 원인물질과 향간의 인과 관계를 추론하는 역학 연구를 실행하게 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동물실험결과나 보조적 단기실험결과와 함께 그 물질의 

독성이나 발암성을 확증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역학 연구결과의 한계성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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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동물실험 결과를 통해 위험성을 유추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한가지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과

정들이 필요하나, 이 경우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전문인력이 요구되므로, 

대부분 외국의 연구결과를 인용하게 된다. 그러나 장, 단기 독성이나 발암성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실험실, 실험동물 및 실험방법(protocol)에 의해 

진행이 되는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인용하는데 국가간의 차이는 없다고 보며,  

따라서 외국의 동물실험이나 역학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가용한 

데이타베이스(DB)를 이용하여 관심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 현재로서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다.

가용한 모든 정보를 US EPA는 Table 9의 분류체계에 따라 발암성 물질

과 비발암 독성 물질로 분류한다(EPA, 1986). 이와 같이 2가지로 분류하는 이

유는 발암성 물질과 비발암성 독성 물질에 대한 유해 향을 추정하거나 안전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접근 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EPA 분류 체계중 

A(인체발암물질), B1, B2(유력한 인체발암물질)는 발암물질로, D(인체발암물질

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및 E(인체 비발암물질)는 비발암 독성물질로 분류할 

수 있으며, C(가능한 발암물질)의 경우는 각 물질에 따라 사례별(case by case)

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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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PA weight-of-evidence classification for carcinogens and basis for 

suitability of agents for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Carcinogenic

to humans

Carcinogenic to animals

Sufficient Limited Inadequate No data No evidence

Sufficient A A A A A

Limited B1 B1 B1 B1 B1

Insufficient B2 C D D C

No data B2 C D D E

No evidence B2 C D D E
A ; Human carcinogen

B1, B2 ; Probable human carcinogen

C ; Possible human carcinogen

D ; Not classifiable as to human carcinogenicity

E ; Evidence of noncarcinogenicity for humans

2.2.2 노출평가

노출평가는 환경중에 존재하는 원인물질에 대한 인간 또는 인체노출의 

강도(magnitude), 빈도(frequency) 및 기간(duration)을 측정 또는 평가하는 과

정이며, 또는 환경중으로 방출되고 있는 새로운 화학물질들로부터 발생 가능

한 노출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노출평가는 위해성평가중 위험성 확인 부분만큼 중요하며, 크게 환경노출

평가와 인체노출평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2.2.1 환경 노출 평가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

한 문제는 직접 측정(direct measurement) 및 모델링(modeling)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모델에 의해 예측되는 대기 및 음용수의 장래 오염도는 직접적으로 

측정되어지는 오염보다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지만 모델을 이용한 접근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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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오염의 중요한 노출경로를 차단하는데 유용하다.

2.2.2.2 인체 노출 평가(Human Exposure assessment)

환경중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경로는 크게 호흡(분진, 증기상 물질), 피부

접촉(오염된 토양, 분진) 및 섭취(오염된 음식, 물 또는 토양/분진)등 세 가지 

경로가 일반적이다.

호흡을 통한 흡입은 대기중 오염물질의 농도, 입경 분포, 분진에 있어 오

염물질의 농도, 호흡율, 폐흡수 정도, 노출기간 등의 척도들이 측정 또는 평가

되어져야만 한다. 만약 기인성 화학물질의 오염원이 토양이고 그 오염물질이 

비교적 휘발성이 크다면 지표면에서 증기상의 농도가 평가되어야 하며 그것의 

농도는 토양내 농도, 증발율, 노출이 발생할 곳의 토양으로 부터의 거리, 대기 

혼합도에 의존한다. 상대적으로 토양 오염물질이 비휘발성이라면 일차적으로 

흡입용량은 오염물질이 흡착된 기인성 입자상 물질의 농도에 의해 향을 받

고 미세입자가 조대입자보다 높은 농도의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총부유분진 측정시 기상학적 및 지질학적 조건, 교통양상, 

흡입성 입자상 물질의 분율 그리고 실내 및 실외 농도를 고려해야 한다.

피부 접촉을 통한 섭취에서 고려해야할 척도는 토양 및 분진에 있어 오

염물질의 농도, 공기 및 직접 토양 접촉으로부터의 분진/토양 침착율, 노출된 

피부의 면적, 피부흡수계수, 노출기간 등이다. 일반적으로 증기상 물질의 피부

섭취는 흡입에 의해 섭취되는 양의 1% 미만으로 매우 적다. 따라서 피부를 통

한 침투경로는 무시할 만하다. 토양중 화학물질의 생체 흡수도는 오염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오염물질과 토양의 접촉기간, 오염된 토양과 피부와의 접

촉기간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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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를 통한 섭취에서는 일일 섭취되는 오염매체(토양, 음식 및 물)의 

양, 각 매체에 있어 화학물질의 오염농도, 위장계의 흡수계수 등이 고려되어야 

할 척도이다. 그리고 구강 섭취의 주 오염원은 오염된 토양으로부터의 직접적 

섭취로 기인하고 토양섭취는 2∼6세의 어린이에게서 가장 많고 나이에 따라 

감소한다. 또한 화학적 오염물질을 포함하는 매체(예: 먼지, 고기, 비산재 등)는 

생체흡수도에(흡수계수) 향을 미치고 토양에 있어, 생체흡수도는 다양한 토

양종에 따라 0.55∼0.95% 범위에 있으며, 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75∼100% 범

위에 있다.

어떤 노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인간에 노출된 오염물질량을 평가할 때 

과소 또는 과대평가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흡수된 용량을 평가하는 유용한 

접근방법은 인체 감시(human monitoring)법으로서 뇨, 혈액, 변, 머리카락 또

는 지방조직에서 모체물질 또는 대사물질을 측정하는 것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지만 30일 이상의 긴 생물학적 반감기를 가진 화학물질의 경우 지

방조직 수준에서 일일 섭취량을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생물학적 반감기가 

수개월 이상되는 많은 종의 농약류에 대한 일일 섭취량을 평가하는데 유용하

다. 이 방법이외에 인체노출모델(human exposure model)이 이용되기도 한다. 

이는 확산모델의 결과를 인구집단에 적용시키는 것이며 오염물질에 노출된 인

구집단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한 장

점을 가지고 있다

노출 계산을 위해 노출된 인구집단과 노출경로를 규명하여야 하며 노출

계산의 결과는 후에 위해성평가에서 이용될 용량-반응함수의 요구조건과 일치

하는 형식(㎎/㎏/day)으로 표현해야 한다. 만성 노출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위

해성 평가에 있어 노출량(㎎/㎏/day)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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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동안 일일 평균 노출량
(average daily lifetime exposure)

=
총 용량( total dose; ㎎)체중(body weight; ㎏) ×

수명
( lifetime; days)

총 용량
total dose

=
오염물질농도
contaminant
concentration

×
접촉률
contact
rate

×
노출기간
exposure
duration

×
흡수분률
absorption
fraction

여기서 오염물질의 농도는 신체와 접촉하고 있는 환경매체(공기, 물, 음

식, 토양 등)내에서 오염물질의 농도를 나타낸다. 접촉율은 흡입, 소화 또는 피

부 접촉을 통하여 환경매체와 신체가 접촉하는 율(일일 호흡율 또는 음용수 

섭취율)을 말한다. 노출기간은 오염물질과의 접촉기간을 말하고, 흡수분율은 

접촉을 통하여 신체내로 유입되는 총 오염물질의 유효분율을 말한다. 신체내

로의 유입은 오염물질이 폐포막, 위장계 또는 피부의 3가지 교환 경계중 하나

를 통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2.2.3 용량-반응평가

위험성확인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건강 향이 결정되었다면 다음에는 용

량과 반응 관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용량-반응 평가는 어떤 화학

물질에 대해 과연 얼마만큼의 위해도를 나타내느냐를 수량적으로 표현하는 단

계로서, 발암물질과 비발암 독성물질 접근법이 서로 다르다.

NAS(1983)에서는 용량-반응 평가를 주입되거나 노출된 용량과 노출된 인

구집단에서의 인체 향의 발생률의 관계를 결정짓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성, 생활습관 등과 같은 반응에 향을 주는 변수와 노출의 연

령패턴, 노출의 강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전적인 위해성 평가 방법에서는 독성물질의 역치 존재에 대한 기본 가

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US EPA에서는 발암의 진행과정에서는 비역치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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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증거자료에서는 역치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 역치의 개념은 용량-반응 모델링이나 평가에 향을 준다. 

2.2.3.1 비발암 물질의 용량-반응 평가

대상 화학물질의 비발암 향이 확인되었다면, 비발암 물질의 용량-반응 

평가가 수행된다. 비발암물질은 발암물질과 같이 꼭 인체에서의 전신독성에 

대한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잘 수행된 동물 연구가 적절한 증거

를 제공하기 때문이며, 비발암 물질의 용량-반응 평가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역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이 값 이하로는 해로운 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비발암물질의 용량-반응을 평가하는 데에는 구조/활성 접근법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SAR approach), 만성 흡입 참고치법(chronic 

inhalation reference concentration, RfC method), 용량-반응 모델링

(dose-response modeling), 결정분석 접근법(decision analysis approach) 등의 

4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다. SAR접근법은 최소한의 자료만이 이용되는 

반면, 비발암 용량-반응 접근법은 보다 많은 자료와 정보가 요구되고, 결정분

석 접근법은 가장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다. EPA에서 비발암 물

질의 용량-반응 평가과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은 흡입 참고치

(Inhalation RfC)  또는 섭취 참고치(Ingestion RfD)방법이다. 비발암 용량-반응 

평가를 위한 대부분의 방법은 건강 향에 대한 역치가 있다는 조건하에 개발

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역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실제로 역치가 개인간의 

감수성 차이에 따라 유의하게 변화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개인간 차이로 인해, 

단일 역치값으로서 전체 인구집단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용량-반응 

평가를 위해 자료를 선택할 때에는 개인간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비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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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반응 평가를 위한 자료 선택시 고려해야 할 것이 노출 농도와 기간이다. 

짧은 시간에 고농도 노출 또는 저농도의 오랜 노출에 대한 건강 향은 다른 

것이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용량-반응평가는 대부분이 고정 오염원

(stationary source)으로부터 배출되는 저농도의 만성 노출이기 때문에 연구 자

료에서의 노출기간이 꼭 고려되어야 하며, 만성 노출 연구가 아닐 경우 평생

노출로 고려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2.2.3.1.1 RfCs와 RfDs 유도

RfC/RfD는 특정 요인에 노출되는 인구집단의 일일 “안전(safty)” 용량을 

평가하는 수치이다. 호흡경로를 통한 노출의 참고농도(RfC)는 일반적으로 호흡

참고농도(inhalation RfC)로써 표현되며 경구 경로를 통한 노출 수준은 참고치

(RfD)로 표현된다. 둘 다 민감한 집단에서의 위해도를 고려하지 않은 평생동안

의 허용용량이다. 이러한 값은 화학물질의 역학적/독성학적 NOAEL 연구에 

근거한다. 가장 낮은 농도에서 특정 건강 향이 관찰될 때에 우리는 이를 최

저 관찰 향 수준(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LOAEL)이라 명명

하고 EPA에서는 많은 동물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LOAEL값을 검토하고 있다. 

EPA에서는 특정 향이 일어나지 않을 가장 높은 농도를 무관찰 향수준(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이라 한다. NOAEL의 선택은 

RfC/RfD의 평가에서 첫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적절한 인체 자료가 없다면, 인체에 상응하는 농도 (human equivalent 

concentration, HEC)가 평가되어야 한다. 즉 동물 연구로부터 NOAEL은 노출

기간과 사람과 동물의 차이에 따라 교정되는 NOAEL(HEC)으로 변환되어야 

하며 RfC/RfD는 여기에 불확실성 상수(uncertainty factor ; UF)와 변형상수

(modifying factor ; MF)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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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C/RfD(㎎/㎏/day) = NOAEL(HEC) / (UF × MF)

여기서 불확실성 상수는 RfC/RfD를 설정하는데 사용된 자료를 외삽할 

때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10부터 100까지의 

변형상수(modifying factor)는 특정 화학물에서 이용될 수 있는 자료의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반 하는 것이다. 종내 및 종간 다양성

(intraspecies and interspecies variability), 민감한 소집단(sensitive 

subpopulation), 동물실험의 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이한 인구집단에 있

어 실제적으로 안전한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상수로 Table 10의 지

표에 의거 선택할 수 있다(EPA, 1990). 첨가상수는 불확실성 상수에 곱해진다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자료가 유용하지 않고 만성노출 연구의 실험결과를 

이용하고 NOAEL 대신 LOAEL 을 이용한 경우, 불확실성 상수는 1,000×10 = 

10,000 이 된다).

Table 10. Criteria and guideline for the application of uncertainty factors

Type Magnitude

   - Interindividual variation

   - Interspecies variation

   - Subchronic to chronic or less-than-lifetime to lifetime

10

10

5 or 10

   - LOAEL to NOAEL

   - Expert judgement

× 10*

× 2∼5*

비발암성물질의 용량-반응 평가의 지침을 종합하면 Figur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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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 Identification

Non-carcinogens

NOAEL or LOAEL

Selection of UF

NOAEL/UF

RfD, RfC Adults

RfD(C)×70kg
․Body weight; 70 Kg

․Life expectancy; 70 year

․Daily water intake; 2ℓ

․Daily inhalation rate; 20㎥
2L/day

× Relative Source Contribution

AALG, Lifetime HAs

Figure 6. Dose-response assessment of non-carcin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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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발암성 물질의 용량-반응 평가 

발암화 과정은 정상적인 통제하에서 분화하는 세포가 조절되지 않고 급

속히 분화되는 전환과정이다. 급속한 증식은 세포수준에서의 알려져 있지 않

은 발암요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변질의 결과에 의해 일어나며, 세포는 복제를 

통하여 조절되지 않는 세포그룹을 만들게 되며 이를 우리는 종양이라 부른다. 

발암 향은 낮은 농도로 오랜 기간 노출에 의해 일어난다. DNA의 구조를 

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항상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발

암화 과정으로 가는 첫 단계로 보고 있다. 많은 발암물질이 Ames 

microbiological assay와 같은 단기간의 생물 검증을 통해 돌연변이원성 물질로 

밝혀지고 있다. 용량에 상관없이 발암물질에의 첫 노출은 발암화 과정의 시작 

단계로써, 이러한 비역치의 개념은 최근 분자생물학의 발전으로 한번 손상된 

세포도 복구될 수 있다는 메커니즘이 밝혀짐에 따라, 발암물질도 역치가 존재

하는지에 대해 생물학적 증거가 사례별로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간은 많은 발암물질에 따라 노출되면서도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이 개인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반대의 증거가 없지 않는 한 발암물

질의 용량-반응 평가는 역치가 없다는 것으로 가정한다. 많은 발암화 과정의 

이론 가운데에서도 다단계 과정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initiation, 

promotion, progression의 세 단계로 나뉘어진다(Weinstein, 1985). 이 이론이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는 많은 발암물질에서 실험적으로 잘 증

명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발암성 물질은 역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즉, 아주 저농도에서도 유해한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비역치의 개념에 대한 근거는 “일반적으

로 회복이 불가능한(irreversible) 손상은 단지 단일 용량 투여후에 따르는 단일 

체세포내 돌연변이(mutation)로부터 발생된다”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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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암물질이 대사를 통해 무독화되거나 또는 발암물질에 의해 손상된 DNA

가 DNA 복구체계(repair system)에 의한 기전 때문에 역치의 유무에 대해 많

은 논란이 되어져 오기도 했으나, 암은 일단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절대적인 안전은 노출이 없어야 가능하다는 이론을 전제로, 비역치 모델

(nonthreshold model)을 적용해 왔다. 

동물실험에 의한 발암성 물질의 용량-반응 결과를 사람으로 적용하기 위

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첫번째 과정은 고용량에서 저용량으로의 외

삽과정으로, 일반적으로 동물 종양 연구에서 사용된 MTD(maximum tolerance 

dose)를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환경중 저농도로의 외삽이 필요하며, 이때 비

역치에 입각한 수학적 모델이 사용된다. 용량-반응의 수학적 모델이란 주어진 

노출용량으로부터 반응을 예측하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외삽하는 함수이다. 

여기서 용량-반응 함수 P(d)는 주어진 시간까지 노출용량, d로 인하여 한정된 

모집단으로부터 임의로 선택한 개인에 있어 생물학적 반응(예; 종양)이 발생할 

확률로서 동물자료는 사망 또는 종양발생과 같은 정성 반응자료가 이용된다. 

용량-반응 함수는 일차적인 용도로 노출용량으로부터 반응을 예측하는 목적이

외에 안전용량(safety dose)을 결정하는 도구로 이용된다. 

보통 동물실험에서 이용되는 고용량, 즉 최대내성용량 (maximum 

tolerance dose; 이하 MTD)과 ½MTD를 근거로 다양한 수학적 모델

(multistage, Weibull, log-normal, Mantel-Bryan model)을 이용하여 저용량으

로 외삽을 실시하게 된다(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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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A
xi
s

Cancer Risk

Dose

1.0 10.0 1000.1

10-12

10-7
10-6

UR
(단위 위해도)

VSD (실제적 안전 용량)

Mantel-Bryan, Lognormal

Multistage, Weibull

Tox_Risk

q1
*

고농도에서 
저농도로의 외삽

1/2 
MTD

MTD

환경중의 전형적인 농도
(ug/L, ug/m3)

동물실험에서 사용되는 용량
(mg/kg/day)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용량 전환
(체표면적에 의거하여)

Figure 7. Comparison of the result of various of dose-response models for 

carcinogens

고용량에서 저용량으로의 외삽과정은 일반적으로 동물실험 연구로 일반 

환경보다 고농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저용량에서도 해석하기 위

해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모델이 있는데, 기능성 모델

(mechanistic model)과 내성-분포(tolerance-distribution)모델이다. 기능적 모델

은 발암성이 일어난다고 확신하는 메커니즘을 기술한 것으로써, 단일 세포로

부터 종양이 발생한다고 가정된 모델이다. 여기에는 one-hit, multi-hit, 

multistage-model 등이 있다. 내성-분포 모델은 실험모델의 일종으로서 인구 

집단 내에서 각 개인이 내성수준 이하에서는 노출에 따른 반응이 없을 것이라

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이다(OSTP, 1985). 이 모델은 개인간 내성이 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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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띄게 된다고 가정한다. 개인의 내성수준은 비발암물질의 “역치" 개념과

는 다르다. 내성분포 모델은 실제적으로 발암성의 비역치 개념에 근거하며 저

용량 외삽기술은 Probit, Logit, Weibull 모델에 근거한다. 

용량-반응 평가에서 저용량으로의 외삽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문제는 

적절한 모델의 선택이다. 여러 가지 외삽모델에 관찰자료의 적합도가 양호하

더라도 저용량에서 예측되는 위해도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특정외

삽모델의 생물학적인 발암기전, 통계학적인 적합성 그리고 일관성 있고 합리

적인 의사결정 지침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모델에 따라 동일 저용량에서 

위해도의 차이는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이상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일반적으

로 예방적 측면에서 동일 용량에서 위해도가 높은 모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동일 위해도에서 더 낮은 용량(즉 환경기준을 더 엄격하게 책정)을 제

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PA의 경우는 Linearized  multistage model을 이용

하여 보수적인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multistage model은 발

암반응이 발생하기 전에 일련적인 다수의 생물학적 사상(biological event)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

용량-반응 모델의 최종 선택은 과학적 근거나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지

금까지 EPA에서는 과학적 이유/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형화된 다단계모델

을 선택해 왔다. 그러나 EPA에서는 최근에 새롭게 생물학적 근거 모델

(Biological based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관찰된 자료 범위내에서 curve 

fitting은 저용량 역에서 curve의 정확성을 예측하는데 향을 줄 수 없으며, 

모델에 따라 예측 위해도의 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모델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잘 고려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두 번째 과정은 사람에 있어 용량에 따른 반응

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에서 사용된 용량을 사람에 해당하는 용량

(human equivalent dose)으로 전환하는 용량-스케일링과정(dose scaling)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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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이때는 체표면적에 입각하여 용량을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용량

에 대한 반응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동일 용량에 대해서는 동일한 향

(equipotent)을 나타내는 것을 가정으로 한다. 발암성 물질의 경우 용량전환은 

보통 대부분의 생리학적 모수와 체표면적 사이에는 aYn식이 성립한다는 이론

적 근거에 의거 체표면적(surface  area)을 이용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체표면적에 의해 동물에서 사람으로 용량전환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

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리적 약물동력학적모형(physiologically based 

pharmaco-kinetics model)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량-반응평가의 최종 결과는 다양한 용량 수준에서의 발암 반응

을 정량화하는 것으로, 단위 위해도 추정치(unit risk estimate)로써 표현되며, 

EPA의 발암분류에서 A1, B1, B2, C로 분류된 물질에 대해 이러한 위해도 추

계과정을 수행하며 사람에 대한 직접적 발암성 증거가 없더라도 잘 수행된 동

물자료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 현재는 많은 발암성 화학물질이 동물자료에 

근거해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궁극적으로 발암성 물질의 용량-

반응 평가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단위위해도 추계치와 실제적 안전 용량이

다.

단위위해도치는 EPA나 WHO의 경우 그들의 평균수명과 평균 체중을 고

려하여 70Kg의 건강한 성인이 70년 동안 어떤 화학물질이 단위농도(1㎍/L 또

는 1㎍/㎥)로 오염된 환경매체에 노출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위해도를 일컫는다.

Figure 8은 앞서 설명한 발암성물질의 용량-반응평가 과정을 나타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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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 identification

Carcinogens

Selection of Animal data

Computer Package

Tox_Risk 3.5

Dose scarling

(Interspecies extrapolation)
High-to-Low-dose extrapolation

․Exposure pathway

․Dose, Unit (surface area)

․Exposure frequency, duration,

  expectancy life

․Multistage

․Weibull

․Log-Normal

․Mantel-Bryan

Results

1 Cancer potency(q1
*)

2 Unit risk(UR)
3
 VSD

Figure 8. Dose-response assessment using TOX-RISK software

1 발암잠재력(carcinogenic potency: q1
*) 은 용량-반응 곡선에서 기울기(slope factor) 또는 

선형계수(linear coeffcient)의 95% 상한값으로 단위노출용량(㎎/㎏/day)당 초과 발암 

확률을 의미

2 단위 위해도 추계치는 평균 체중(일반적으로 70㎏)의 건강한 성인이 어떤 화학물질의 단

위농도(㎍/L)로 오염된 물을 기대수명(일반적으로 70년)동안 마시고 살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발암 확률 즉 오염물질의 단위 농도(㎍/L)당 초과 발암 확률을 의미

3 실제적 안전 용량은 우리가 허용 위해도를 10
-6
(백만명당 1명의 초과발암 확률)으로 간주

할 때, 그에 해당하는 대상물질의 농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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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위해도 결정

위해도 결정(risk characterization)단계에서는 위험성이 확인된 물질의 노

출평가 결과와 용량-반응평가 결과를 조합하여 실행하게 된다. 용량-반응 평가

와 마찬가지로 발암물질과 비발암물질에서의 위해도결정 접근방법이 각각 다

르다.

2.2.4.1 발암성 물질

위해도는 일반적으로 개인 위해도(individual risk)와 인구집단 위해도

(population risk)로 표현된다. 또한 주어진 인구집단내의 개인위해도의 분포로

도 표현될 수 있다.

인구집단의 위해도는 집단위해도(aggregate risk)로도 표현된다. 이는 노

출 농도에 추계된 단위위해도를 곱해서 얻을 수 있다. 단위위해도 추계치는 

보통 측정한 농도(1㎍/ℓ, 또는 1㎍/㎥)에 일생(70년)동안 연속적(호흡량 20㎥

/day, 또는 음용수 섭취량 2ℓ/day)으로 개인에 노출되었을 때 야기되는 발암

위해도의 상한값으로서, 저용량부위에서의 직선성을 가정해서 얻어진 수치이

다. 만약 저농도에서 비직선성이라면 단위위해도치는 다른 값을 갖게 된다. 단

위위해도치와 발암 증거의 분류는 위해도 결정과 위해도 의사전달에 향을 

준다. 

어떤 오염 물질에 대해 용량-반응 평가를 통해 산출된 q1
*값과 노출 평가

를 통해 얻어진 노출량(㎎/㎏/day)을 곱하면 개인위해도(individual risk)를 얻

을 수 있으며 인구집단 위해도(population risk)는 개인 위해도에 노출 인구 집

단의 인원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예를 들어 Χ 라는 오염물질의 q1
*값이 4

×10
-6
(㎎/㎏/day)

-1
이고 노출량이 20㎎/㎏/day일 때, 개인위해도는 십만 명당 



- 57 -

8명(4×10
-6
×20 = 8×10

-5
)이고 인구 집단을 천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 인구 집

단 위해도는 800명이 된다. 

그러나 위해성 평가에는 많은 불확실성(uncertainty)이 수반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하며, 위해도 결정 단계에 있어 반드시 불확실성에 대

한 서술과 분석이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이들 분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Monte-Carlo simulation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이용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US EPA 지침에서는 개인위해도의 추정치를 평균값이나 중앙값 또는 위

해도 분포의 분율(예, 50%, 90%, 95%, 99%)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

해도 분포는 다양한 위해수준에 노출되는 인구수로 표현되는데, 이들 위해도

는 노출평가가 다양한 농도수준에 노출되는 인구수로 산출되어야 한다. 따라

서 최대농도와 같은 단일 농도만으로 표현된다면 위해도 분포는 계산될 수 없

을 것이다.

2.2.4.2 비발암성 물질

비발암성 물질의 노출에 따른 안전성은 용량-반응 평가를 통해 산출된 참

고치 또는 평생 건강 권고치와의 비교를 통해 실행할 수 있다. 즉 현 오염수

준을 평생 동안의 일일 허용량(참고치; RfC 또는 RfD)또는 허용 농도(AALGs 

또는 Lifetime HAs)와 비교함으로써 현 오염 수준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해 향(독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해 주며, 1이하인 경우에는 안전역에 

속해 있음을 제시해 준다. 

위험값= 현 오염수준에서의 인체노출량(㎎/㎏/day)참고치(RfC 또는 RfD,㎎/㎏/day) ×
오염원 상대기여도

(R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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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현 오염수준에서의 인체노출량(㎎/㎏/day)
AALG(㎍/㎥) 또는 Lifetime HAs(㎍/ℓ)

   ∴ 위험값 ＞ 1  →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간주

             ＜ 1  →  안전한 수준으로 간주

2.3 보건정책의 경제성 분석방법

공공 정책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사회복지의 향상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 사회복지를 향상시킬 때만이 그 정책은 공공정책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많은 자원이 사회계층간 그리고 공간적

인 이동이 일어나므로 정책은 종종 자원을 배분시키는 수단이라고 하기도 한

다. 정책으로 인한 기존 자원의 배분이 일어날 때 사회 내에서는 얻는 자와 

잃는 자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즉 정책은 사회내 어느 구성원에게는 편익

을 제공하여 그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반면 다른 구성원에게는 비용을 

발생시켜 복지수준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정책으로 인해 얻는 자의 복지향상

이 잃은 자의 복지 감소보다 크게 나타나면 그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그 정책은 자원을 낭비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공공정책의 기본 특징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정책대상의 

범위이다. 즉 공공정책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는 사회전반에 걸쳐 나

타나게 된다. 이것은 공공 정책의 분석 범위가 광범위하고 분석의 구조가 복

잡함을 가리킨다. 둘째,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최종 결과는 정책을 시행한 

전 시점으로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로 다목적 댐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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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그 정책이 한 번 시행된 후 다시 원상 복구

가 불가능하며, 공공정책의 분석단계에서 정책효과의 다양한 측면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기간에 관한 것으로 공공정책은 초기에 

비용이 발생하고 그 정책에 따른 효과나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

게 된다. 따라서 공공정책을 분석할 때 시간의 적절한 투자 가치가 필히 고려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정책평가에 대한 것으로 공공 부문 자체의 수익

증가 또는 비용감소로 의해 정책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지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해 정책이 평가된다. 그리고 정책의 평가는 정책효과를 

금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편익과 비용효과 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로 측정

할 수 없는 효과 예로 대기나 수질의 오염, 소음과 진동, 건강, 위생 또는 안전 

등과 같은 효과도 포함된다(김홍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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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공공보건정책에서의 경제학적 분석방법

2.3.1.1 분석방법의 종류

Table 11. The classification of economic analysis for health policy

종류
비용

(Costs)

결과,효과

(Outcomes)
목표 측정치

Cost-

Minimization

Analysis (CMA)

￦,＄

동일 효과를 산출하는 

보건정책 대안들 중 

최소비용이 소요되는 

서비스 선택

 - Cost

Cost-

Effectiveness A.

(CEA)

비용-효과 분석

￦,＄

- Natural units

(예: years of life 

added, mmHg BP 

reduced, disability 

days prevented)

- Single common 

outcome: 같은 종류의 

효과끼리만 비교가능

기대효과를 산출하는데 

최소비용이 소요되는 

보건정책을 선택

 (to determine which 

program or treatment

 accomplishes a given 

objective at the least 

cost)

 - Cost-effectiveness 

ratio (cost per unit 

of effect or effects 

per unit of cost)

Ex)＄2,000 per 1 

healthy year of life 

extended

Cost-

Benefit A.(CBA)

비용-편익 분석

￦,＄

-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

- Multiple outcomes:

   다른 종류의 

효과끼리도

   비교가능

- 소요비용에 준하는 

금전족 효과를 

획득하는지 조사

- 소요비용에 대하여 

최대의 금전적 효과를 

산출하는 보건정책 

선택

 - Cost-benefit ratio 

= Cost/Benefit

 - 순편익 (Net 

benefit) = Benefit - 

Cost

Cost-

Utility A.

(CUA)

비용-효용 분석

￦,＄

- 삶의 질이 보정된 

보건정책의 효과 (예: 

DALYs, QALY)

- Multiple outcomes:

   다른 종류의 

효과끼리도 비교가능

삶의 질이 보정된 

기대효과를 산출하는데

최소비용이 소요되는 

보건정책 선택

 - Cost-utility ratio 

(=C/U)

Ex)＄2,000 per 1 

healthy year of life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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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효용(utility) 분석

2.3.1.2.1 장애보정생존년수(DALYs ;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인류의 질병이나 상해는 인지되는 선행요인 없이 한가지 병인 또는 단일 

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또는 현재의 위해요인에 노출됨으로

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비전염성, 만성 퇴행

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위해요인을 예방하고 감소시키

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는 우선 위해 요인이 인체에 미치는 질병

부담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Murray와 Lopez, 1997). 이러한 위해 요

인에 대한 계량적 평가는 공공보건정책의 계획 및 효과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

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윤석준, 1999).

이렇게 계량적 평가결과는 지금까지 인구집단에서 상병상태와 사망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고전적인 측정방법으로는 상병수준과 사

망수준이었다. 이러한 건강수준 측정방식은 그 동안 비교적 유용한 지표로 널

리 사용되어져 왔으나 전통적인 역학 지표들은 질병구조의 변천을 반 하지 

못한다는 점, 질병을 않고 난 후에 건강이 향상된 상태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 우선 순위 설정이나 비용-효과 분석 등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었

다(Barendregt 등 1996).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은 건강상태를 분절적으로 표현

한다는 점과 연령에 대한 가중치와 시간에 따른 할인률(discount rate)로 인한 

차이를 보정하지 못하는 점을 갖고 있다(Murray와 Lopez, 1997). 이러한 단점

을 배재하려는 목적으로 사망 및 상병수준을 포괄하는 종합적 건강수준 지표

개발에 대한 노력은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왔다(Barnum, 1987)

최근 사망과 상병의 단일 건강수준 측정지표인 장애보정생존년수(DALYs 



- 62 -

;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 이하 DALYs)를 개발한 국제 질병부담측정

(Global burden of disease ; 이하 GBD) 그룹에서는 이와 같은 위해요인에 따

른 질병부담을 계량화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Murray와 Lopez, 

1997). 따라서 본 연구에 적용할 DALYs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적용방법을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측정단위와 정의

질병의 부담(burden of disease)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DALYs는 인구집

단의 이상적인 건강상태(ideal)와 현재 상태의 차이(gap)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상적인 건강상태는 인구집단에서 손실된 수명의 크기(length)를 추정

할 때 참고값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여성의 경우 82.5, 남성의 경우 80세의 기

대수명(life expectancy)을 적용하고 있다. DALYs는 QALY(Quality-Adjusted 

Life Year)와 반대로 부정적 개념으로 1 DALY는 손실된 건강한 1년을 나타낸

다. 따라서 특정 질병 혹은 건강상태로 인해 한 인구 집단이 갖는 부담 혹은 

장애정도(burden of disease)를 측정할 수 있으며, 비용-효과 분석에서 효과의 

측정치로 기대되는 DALYs의 감소는 공공정책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Table 12).

Table 12. Comparison of QALYs and DALYs

Measures Concept Source

QALYs
․Adjustments for time lived in health states worse than

․1 QALY = 1 healthy life year

Koplan 

JP, 1989

DALYs
․Adjustments for time lived in health states worse than

․1 DALY = 1 lost healthy life year

WHO,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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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는 DALYs의 전체적인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 가중치는 사

망시 1, 건강할 경우 0으로 보며 기대수명을 80세(남성)로 하게 된다. 그림에서 

흰색부분이 잠재적인 건강생존연수이며, 회색부분이 건강상의 손실로서 생활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질병(급․만성 또는 호흡기성 감염 등)으로 인해 나타나

게 된다. 40∼50세 이후로는 퇴행성 질병이 진행되어 건강상의 손실이 오게 된

다. 또한 DALYs는 지역사회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하게 된다. 

8040 706050302010 Age

Population
Potential healthy 
life years

'health' loss

1

0

Disability
weight

Child cancer Acute respiratory 
infection

Serious 
annoyance

Progressive 
degeneration 
disease

Figure 9. The concept of DALYs

Source; 12th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Environmental 

Epidemiology(2000)

② DALYs의 구성요소

㉠ Duration of time lost due to a death at each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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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사망으로 인한 손실된 수명 또는 사망하지 않음으로서 얻어지는 수

명의 연수를 말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계수명을 필요로 한다. 

- 남성 ; 80

- 여성 ; 82.5

DALYs는 인구집단의 현재의 건강상태와 이상적인 건강상태의 차이를 계

산하여 질병의 부담(burden of disease)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인구집단에서 

손실된 수명의 크기를 평가할 때 참고값으로 사용되는 이상적인 수명은 출생

시 여성의 경우 82.5, 남성의 경우 80세가 기대 수명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

장 기대수명이 긴 일본 여성의 수명을 이상적인 기대수명으로 사용하 다. 남

성의 경우는 좀 다른데, OECD 국가들에서 관찰된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대

략 7년이다. 그러나 이 차이에는 담배와 알콜, 직업적인 노출과 보다 위험한 

생활패턴으로 생활하는 남성의 성향(tendency)이 많은 기여를 한다. 이 값은 

공중보건 활동을 통해 경감될 이들을 위해 인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남성 

생존에 대한 표준값이었다. Murray(1994, 1996)는 각 연령에서 사망으로 인한 

손실수명을 계산시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두 성별 사이의 생물학적인 생존

(survival) 가능성의 차이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저자들이 남성과 여성의 최대 수명을 계산하려고 시도했으며,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남성과 여성의 수명차이를 계산했다(Pressat, 

1973; Ryder, 1975; Fries, 1980; Manton, 1986).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많았

으며, 최대 수명 차이가 1.9에서 3.2년의 범위를 얻었다. 이들 modeling을 실행

한 결과는, 부유한 저 사망률 집단에서의 남성의 기대수명이 여성의 기대수명

에 보다 가깝게 접근한다는 관찰된 결과와 일치하 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부유한 지방의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 차이는 겨우 4.5년이었다(Wilkins et 

al., 1989). 저사망률 집단에서 기대수명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보다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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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는 미국의 아시아인의 생활에서 발견된다. Hahn and Eberhardt(1995)

는 아시아/태평양의 섬사람의 기대수명이 각각 82.0과 85.8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질병의 부담을 계산할 때 2.5년의 기대수명 차이가 선택되었다.

Anand와 Hanson은 2.5년의 성별 차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 는데, 그

들은 더 큰 성별간 차이를 원하 다. 이것은 Y 염색체의 존재가 남성이 흡연

과 음주 같은 health risk를 취하도록 강요한다는 결정론적인 관점에 의한 것 

같다. 이것은 매우 이견이 많을 수 있는 주장이다. 아무튼, DALYs는 남성과 

여성에 같은 표준 기대수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는 모두 동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Mosley와 Chen(1984)의 주장에 의하면 조기사망은 질병이나 상해에 

의해 주로 야기되며,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인 그리고 다른 요인들과

는 관련이 아주 적다는 것이다. DALYs로서 조기 사망의 부담(burden)을 평가

하는데 있어, 남성의 생존율을 낮게 유도하는 생물학적․유전적 요소를 제외

하고 다른 모든 요인들에 의한 질병과 상해의 향들을 계산하게 된다. 

㉡ Disability weights

: DALYs의 계산시 질병(illness)의 향은 신체 기능상의 장애 정도에 따

라 가중치를 적용하게 된다. 가중치는 질병상태에 따라 6 class로 나누어지며, 

각 질병에 따라 가중치 값이 주어지게 된다.

- 다양한 건강상태와 연관된 장애(incapacity)의 정도

- 범위는 0 (perfect health) ∼ 1 (death)

- 전체 6 class로 나누어짐

DALYs에 사용되는 장애 가중치(disability weight)는 건강상태 선호도

(preferences) 추정에 사용된 person trade-off(PTO)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이다. Global Burden of Disease(GBD) 연구에서 사용된 최종 가중치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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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을 대표하는 각 WHO에서 소집된 위탁그룹(reference group)에 PTO 

protocol을 적용한 것에 바탕을 두었다. 개발된 PTO protocol은 다른 건강상태

에 대한 사회적 선택을 도출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평가에서 WHO의 위탁 그룹은 어떤 조건하에서 사회적인 평균의 반응

(또는 일반적인 사회적 반응 : average social response)이나 주위 환경을 고려

하여, 개인의 평균적인 평가(또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어

떤 장애(disability)로부터의 평균적인 장애(handicap) 계산을 위한 다양한 

disability weight exercise를 참여자들에게 교육하게 된다. Protocol의 최종 

version은 치명적이지 않은 건강 결과의 다른 분야의 반 을 위해 선택된 22 

indicator conditions에 대한 측정이 포함되어 있다. Table 13은 장애 가중치를 

6개의 분야로 나눈 것이며 각 분야마다 장애의 범주를 정의하고 가중치를 주

게 된다.

Table 13. Definitions of disability weighting

Definition Weight

Class 1

Limited ability to perform at least one activity in one of the 

following areas ; recreation, education, procreation or 

occupation.

0.096

Class 2

Limited ability to perform most activities in one of the 

following areas ; recreation, education, procreation or 

occupation.

0.220

Class 3

Limited ability to perform at least one activity in two or 

more of the following areas ; recreation, education, 

procreation or occupation.

0.400

Class 4

Limited ability to perform most activities in all of the 

following areas ; recreation, education, procreation or 

occupation.

0.600

Class 5
Needs assistance with instrumental activities of the daily 

living such as meal preparation, shopping or housework.
0.810

Class 6
Needs assistance with activities of the daily living such as 

eating, personal hygiene or toiletuse.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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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에 따른 건강의 상대적인 중요도

 ; Age-weight function = Cx e -βx

C ; 0.16243

  β ; 0.04

x ; age

e ; 2.71

- WHO(1994)

- 연령에 따른 건강(healthy life)을 상대적인 중요도를 표시

- 태어나서 25세까지는 점점 증가하고 이후에는 점차 감소(Word Bank)

먼저 2살과 22살의 두 뇌막염 환자가 응급실에 동시에 도착한 상황을 상

상해 보자. 그 두 환자의 예후(prognosis)는 같고 단 하나의 항생제만 유용하

다면, 어떤 환자를 선택해서 치료하겠는가? 

여기서 손실된 수명(life lost)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잔여 수명이 더 많다고 예상되는 젊은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 그러나, 

몇가지 인구집단 조사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 어린아이보다 젊은 성인의 생

명을 구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Institute of Medicine, 1986, 

Lewis and Charny, 1989, Johannesson and jogansson, 1996). 이러한 결과가 

일반적으로 분명히 DALYs에 반 되어야 할 선호도인가? 여기서의 답은 두 가

지 질문에서 얻을 수 있다. 왜 개인들에게서 이러한 선호도를 가지게 되었는

가? 그리고 질병의 부담을 계산하는데 이러한 선호도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가? 하는 것이다.

신생아 사망보다 젊은이들의 사망을 예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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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수명의 기간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여기서 기간이 할인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선호도는 다른 어떤 연령과 연관된 선호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어찌 됐던, 다른 연령에서의 수명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다. 연령 가중치(age weight)는 다른 연령단계에서 수명을 구하는(saving) 선호

도들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연령과 연관된 선호도와 할인의 적용 

유무에 따른 기대 손실수명의 기간을 기초로 한 연령 의존 선호도로서 정의 

된다. Johannesson과 Johanssos (1996)는 다른 연령에서 생존연수(life years)를 

구하는(saving) 것에 대한 집단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30살의 1 QALY는 50살

의 3 QALY와 동일하고, 70살의 9 QALY와 동일하다는 것과 같은 매우 일률

적이지 않는(non-uniform) 연령 가중치를 발견했다. 

한편 연령-가중치는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에나 편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연령단계에서의 수명에 대한 선호도를 설명하는데 적어도 세 종류

의 주장이 제기되어져 왔다. 개개인들은 그들 자신의 건강에 어느 정도는 중

요한 가치를 줄 수 있다. Wright(1985)는 집단에서의 개개인들이 ‘유년기

(infancy)’와 ’자라는 어린이 시기(period of raising children)'동안의 건강을 중

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Bussbach 등(1993)은 trade-off의 방식을 사용하여 다

른 연령단계에서 건강하게 살았던 시기에 대한 학생과 노인(elderly) 응답자들

의 선호도를 조사했다. 두 그룹 모두 10세에서 살았던 years of life에 가장 큰 

중요성을 부여했고 더 낮은 가중치를 5세, 다음이 35, 60 그리고 70세 순서로 

부여했다. 

만약 개인이 나이가 2살인 아이와 22살의 청년의 삶의 년수(years of life)

를 보존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22살의 청년을 선택한

다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내에서 사회적 선호도는 아주 어린 나이나 노인들보

다는 좀 더 건강한 청년의 삶의 가치에 더 ‘가중치(weight)‘를 준다는 것이다. 

어른(adults)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지역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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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GBD 연구자들은 DALYs에 연령-가중치를 포함한 것이

다. 생존 년수의 가치는 출생시 0에서 시작하여 20대를 전후로 가장 높게 나타

나며, 이후 점차 줄어들게 된다(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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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ge-weight function

 ㉣ 할인률의 고려

; Discounting function = e -r(x-a)

- 현재 얻은 건강상의 가치를 미래의 가치와 비교하기 위해 적용된다.

r ; discount rate (0.03)

a ; onset of disease year

x ; age

e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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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선호도(time preference)란 간단히 경제학적 개념으로 본다면, 개인

은 미래의 이익보다는 현재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재화

나 서비스는 1년 또는 10년 후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Discounting function 역시 건강(health)의 가치를 미래와 현재를 비교하기 위

한 함수라 할 수 있다. 현재는 DALYs를 산정하는데는 3%를 쓰여지고 있다

(Murray, 1994).

㉤ Health is added across individuals

- co-disability

- 두 사람이 각각 10 DALYs 잃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이 20 DALYs를 잃

는 것과 같다.

DALYs 측정에서 서로 독립적이고 공통적인 장애는 장애 가중치

(disability weight)를 합하여 산출하게 된다. 이것은 유사한 건강결과들은 포괄

하여 취급하는 원리를 따른 것이다. 인식 능력의 손상 같은 치명적이지 않은

(사망이 아닌) 건강결과는 지역에 상관없이 질병의 부담에 같은 양으로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Anand와 Hanson, 또 다른 연구자들은 각 조건별로 나눈 장애 

가중치의 합계보다 두 조건의 조합하여 얻은 장애 가중치가 작아 감소하게 되

므로, 공통의 가중치를 보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공통-장애에 대한 장애 

가중치의 보정은 공통-장애들이 높은 유행을 보이는 가난한 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관리가 없는 것이 부유한 사회에서 관리가 없는 것보다 부담(burden) 증

가가 더 작게끔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같은 사건일 경우 부유한 사회에

서 가난한 사회보다 부담을 더 크게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명확하게 

독립적이지 않은 공통-장애일 경우에 한해서만 교정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실제로 중요한 독립적이지 않은 몇가지 공통-장애들만이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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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다섯 가지 가정들을 요약하면 DALYs는 장애(disability)를 가지고 

생활할 시간과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상실된 시간의 척도이며,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상실년수의 기간은 model life 표를 가지고 표준화된 기대 손실 수명연수

를 계산하게 된다.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인 능력의 감소는 장애 가중치

(disability weights)로서 계산된다. 다른 연령군에서의 시간상의 가치는 어린이

(the young)나 노인(the eldery)들의 성인들에 의존성을 반 하는 지수함수

(exponential function)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시간의 흐름(streams of time)의 

할인률은 3%로 고정되며, x의 나이에서 장애로 인한 DALYs 손실의 수에 따

라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③ DALYs 관계식의 유도

<식 #1> DALY(x)=(D)(Cxe-βχ)(e-r(x-a))

․D=Disability weight (ranging from 1 (death) to 0 (perfect health)).

"If the person lives up to the maximum of his life expectancy with 

disability, we need to add up the total number of DALYs lost from the 

onset of disability (a) to the age of death (a+L). The following formula can 

be used:

<식 #2>

DALY=-[ (D)(C e
-βa )

(β+r)
2 ][e- ( β+ r)L(1+ (β+r)(L+a))-(1+(r+β)a)]



- 72 -

․L=Years of life left at age a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o get from Equation #1 to Equation #2. 

Here is the integration.

DALY(x)=(D)(Cxe-βx)(e-r(x-a))

⌠
⌡

L= a

x=a
DALY(x)dx=DC⌠⌡

L= a

x=a
xe-βx- rx+ radx         u=x →du=dx

dv= e
- x ( β + r )

dx → ν=
e- x ( β + r )

- (β+ r)

=DCera
(⌠⌡

L= a

x= a
xe- x( β+ r)dx)

I

solving for I :

I=uv-⌠⌡vdu

I=
xe-x( β+ r)

-(β+r)
-⌠⌡

e-x( β+ r)

-(β+r)
dx ∣

L+a
x= a

I=
xe-x( β+ r)

-(β+r)
+

1
β+r

⌠
⌡e

-x( β+ r)
dx ∣

L+a
x=a

I=
xe- (β+ r)
- (β+ r)

+ (
1
β+ r

)⌠⌡
e- x( β+ r)

-(β+r)
dx ∣

L+ a
x= a

I=
e- x( β+ r)

-(β+r)
+ (x+

1
β+r

) ∣
L+ a
x= a

I=
-e-(L+ a)( β+ r)

(β+r)
(L+a+

1
(β+r)

)+
e-a( β+ r)

β+r
(a+

1
β+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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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a( β+ r) e-L( β+ r)

(β+r)
(L+a+

1
(β+r)

)+
e-a( β+ r)

β+r
(a+

1
β+r

)

I=-
e-a( β+ r)

(β+r)
+[e-L( β+ r)(L+a+ 1

(β+r)
)-(a+

1
β+r

)]

I=-
e-a(β+r)

(β+r)
2 +[e-L(β+r)(1+(B+r)(L+a))-(1+(β+r)a)]

So,

⌠
⌡

L+a

x=a
DALY(x)dx=DCe

ra⌠
⌡

L+a

x=a
xe
-x( β+ r)

dx

=-[ DCe
ra

(β+r)
2 ][e

- x( β+ r)L(1+(β+r)(L+a)- (1+ (β+ r)a)]
which is Equa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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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DALYs의 산정

DALYs의 계산을 적용하기 위해 “Selecting an Essential Packages of 

Health Service Using Cost-Effectiveness Analysis"(Data for Decision Making, 

1993: p 16-20)에서의 예를 들어 보면, 질병으로 인한 건강 향은 사망이나 질

병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사람의 기대수명까

지의 건강상태는 질병이환후 회복, 장애상태가 반복되면서 살아가게 된다.

Case of Disease

Death
Disability

Before Death
Permanent
Disability

Recovery

여기서 질병의 시작(onset)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outcome) 사이의 

가상적인 시간의 수평선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예로 다섯 살의 여자아이가 

poliomyelitis에 걸렸다고 가정하면 나타나는 질병의 양상은 크게 다음의 4가

지로 경우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여자아이의 기대수명을 82.95세로 하고, 

장애의 가중치(disability of weight)로 0.5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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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1. DALYs lost due to immediate death

이 경우 여자아이가 5세때 소아마비에 이환되어 그 즉시 사망했을 경우

이다. 잔여수명은 기대수명에서 5세를 뺀 77.95년이 되어 DALY 손실값을 계

산해 보면 35.85 가 된다.

Female Child

5 77.950

Death
82.95

Information

C = 0.16243  

D = 1  This is because the person dies (in case of disability it is 0.5)

r = 0.03  Discount rate of 3 percent

β = 0.04  Value fixed by experts (WHO, 1994)

a = 5  Year of death

L = 77.95  Remaining years of life (=82.95-5)

e = 2.71  Exponential

DALY=-[ (D)(C e
-βa
)

(β+r) 2 ][e-(β+ r)L(1+(β+r)(L+a))-(1+(r+β)a)]

=-[ (1)(0.16243× e
-( 0.04×5) )

(0.04+0.03) 2 ]×
[ e -(0.04+0. 03)×77.95×(1+0.04+0.03)×(77.95+5))-(1+(0.03+0.04)×5)]

= 35.85

 ㉡ Case 2. DALYs lost due to death following disability

5세때 소아마비에 이환된 후 5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생활하다 1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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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경우이다. 먼저 5세부터 10세까지의 장애로 인한 DALYs 값을 산출한 

후, 10세부터 기대수명까지의 DALYs 손실을 산출하게 된다.

Female Child

5 77.950

Death
82.95

10

Disability

Information

C = 0.16243

D = 0.5 the disability weight

r = 0.03 Discount rate of 3 percent

β = 0.04 Value fixed by experts (WHO, 1994)

a = 5 Year when the disability starts.

L = 5 Years with the disability

e = 2.71 Exponential

DALY=-[ (D)(C e
-βa
)

(β+r) 2 ][e- ( β+ r)L(1+β+r)(L+a))-(1+(r+β)a)]

=-[ (0.5)(0.16243× e
- ( 0.04 ×5) )

( 0.04+0.03) 2 ]×
[ e - ( 0.04+ 0. 03)×5×(1+0.04+0.03)×(5+5))-(1+(0.03+0.04)×5)] = 2.0

장애로 인한 DLAYs 값은 2이다. 또한 조기 사망으로 인한 DALYs는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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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 = 0.16243

D = 1 Mortality

r = 0.03 Discount rate of 3 percent

β = 0.04 Value fixed by experts (WHO, 1994)

a = 10 Year when the person dies.

L = 72.95 Potential years of life at time of death.

e = 2.71 Exponential

DALY=-[ (D)(C e
-βa )

(β+r) 2 ][e- ( β+ r)L(1+β+r)(L+a))-(1+(r+β)a)]

=-[ (1)(0.16243× e
-(0.04×10) )

(0.04+0.03)
2 ]×

[ e -( 0.04+0. 03)×72.95×(1+0.04+0.03)×(72.95+10))-(1+(0.03+0.04)×10)]

= 36.85

따라서 36.85 years가 된다. 여기서 고려해야할 것이 있는데 36.85년은 소

녀의 나이 10세에서 계산된 것이다. 따라서 질병이 시작된 5세때의 DALYs 년

수에 더해 주려면 10세 때의 DALYs 값을 5세때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음의 식에 따라 보정된다.

DALY at age of x = DLAY(10) × e - rs

식에서의 변수는 앞서 정의한 것과 같으며 's'는 할인할 년수(10
-5
)를 나타

낸다. 

DALY at age of x = 36.85 × e - 0.03 × ( 10-5)=31.7

따라서 질병으로 어느 기간동안 장애가 있은 후 사망할 DALYs의 수는 

장애로 인한 DALYs수에다 조기사망으로 인한 DALYs 수를 합한(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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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DALYs가 된다.

 ㉢ Case 3. DALYs lost due to permanent disability

이 경우는 5세에 소아마비에 이환된 후 사망시까지 장애를 갖고 살 경우

이다. 따라서 5세때가 질병에 이환된 시점이 되며 이후 기대수명까지 DALY 

값을 산출하면 된다.

Female Child

5 77.950

Disability
82.95

Information

C = 0.16243

D = 0.5 the disability weight

r = 0.03 Discount rate of 3 percent

β = 0.04 Value fixed by experts (WHO, 1994)

a = 5 Year of onset

L = 77.95 Remaining Years of life. (=82.95-5)

e = 2.71 Exponential

DALY=-[ (D)(C e
-βa )

(β+r) 2 ][e-(β+ r)L(1+β+r)(L+a))-(1+(r+β)a)]

=-[ (0.5)(0.16243× e
-(0.04×5) )

(0.04+0.03)
2 ]×

[ e -(0.04+0. 03)×77.95×(1+0.04+0.03)×(77.95+5))-(1+(0.03+0.04)×5)]

=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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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4. DALYs lost due to disability followed by complete recovery

5세때 소아마비에 걸린 후 5년동안 장애를 갖고 생활하다, 10세때 소아마

비가 나은 후 사망시까지 건강하게 생활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장애를 갖고 

생활한 5년동안의 DALYs 값을 계산하면 된다. 

Female Child

5 77.950

Healthy
82.95

10

Disability

Information

C = 0.16243

D = 0.5 the disability weight

r = 0.03 Discount rate of 3 percent

β = 0.04 Value fixed by experts (WHO, 1994)

a = 5 Year when the disability starts.

L = 5 number of years with disability

e = 2.71 Exponential

DALY=-[ (D)(C e
-βa )

(β+r)
2 ][e-(β+ r)L(1+β+r)(L+a))-(1+(r+β)a)]

=-[ (0.5)(0.16243× e
-(0.04×5)

)

(0.04+0.03) 2 ]×
[ e -(0.04+0. 03)×5×(1+0.04+0.03)×(5+5))-(1+(0.03+0.04)×5)]

= 2.0

지역사회에서 poliomyelitis로 손실되는 DALYs의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

는 개개인의 손실되는 DALYs의 수를 모두 합해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 

poliomyelitis에 이환된 20명의 소녀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들의 나이는 모두 5

세 고, 5명의 아이는 즉시 사망, 5명의 아이는 5년동안 질병을 않은 후 사망, 

5명은 원히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5명은 5년 동안 질병을 않은 후 회복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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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이 지역사회에서의 poliomyelitis로 인한 DALYs는 447.35가 된다. 

Total DALYs lost = 5×(35.85)+5×(33.7)+5×(17.92)+5×(2.0) = 447.35

2.3.1.3 비용의 분석

정책을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화폐로 측정되며, 편익 역시 화폐로 

측정되는 단위이다. 비용과 편익은 여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가

장 중요한 분류는 실질적(real) 비용과 편익, 금전적 비용과 편익의 구분이다. 

여기서 금전적이라 함은 돈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순전히 화폐적 

현상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과 구별된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실질적 

비용과 편익만이 고려된다. 만약에 금전적 비용을 공공보건정책으로 빚어진 

화폐적 가격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이들을 계산에 포함시키면 이중계

산 또는 과대계산의 과오를 범하게 된다. 

또한 비용과 편익은 그것이 내부적(internal)으로 발생하느냐 혹은 외부적

(external)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 내부적 비용과 외부적 비용으로 구분된다. 

내부적이건 외부적이건간에 그것이 실질적인 비용이라면 분석에 포함되어야 

한다. 내부적 비용은 말 그대로 공공사업 그 자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발생하

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반해 외부적 비용의 개념은 간단하지가 않다. 실질적 

비용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다. 양자간의 구별이 항상 분명

한 것은 아니며, 직접적인 것은 공공사업의 일차적인 목적과 관련된 비용을 

뜻하며, 간접적인 것은 2차적인 목적, 즉 부산물의 성격을 가지는 비용을 가리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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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불확실성 분석(uncertainty analysis)

위해도결정에서 위해도에 대한 평가에는 단일추정치 분석(point- estimate 

analysis)과 확률론적 위해도 분석(probabilistic risk analysis) 방법이 있다. 이

중 단일추정치 분석은 3가지 큰 제한점을 가진다(Thompson, 1992).  첫째, 입

력되는 변수에 따라 평균값, 보수적인 값 및 최악의 가정들을 결합하여 위해

도를 평가함으로써 위해성 평가자나 관리자 모두에게 평가결과에 내재되어 있

는 보수성의 정도(the degree of conservatism)를 표현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

로 충분한 불확실성 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해도 결과

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둘째, 최대 개인위해도의 경우 많은 변수들이 가지는 

모든 불확실성을 포함할 정도로 높은 편견이 내포하게 됨으로서 위해도 평가

결과는 실제로는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를 설정하게 된다. 마지막으

로, 단일 평가치 방법은 많은 입력 변수들에 대하여 대부분 최대값을 사용하

여 평가하기 때문에 최종 단일 추정의 불확실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일반적인 민감도 분석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이다.

위해도 결정에서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한 평가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결정이라고 말할 가치가 없다(Wilson 등, 1985)'와 같이 언급하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Figure 11은 위해도의 전체 확률분포를 파악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정책결정자나 평가자들

이 A, B, C의 3가지 대안에 대해 평가한다고 가정한다면, A, B, C의 가운데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것은 단일 추정치로 나온 위해도값(예로 산술평균)을 나타

내고 있다. 주위의 곡선으로 보이는 것은 위해도의 전체 확률 도함수를 보여

준다. A 옵션의 경우 다른 옵션의 경우보다 위해도의 중심값(central estimate)

이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될 경우는 낮은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중심값

을 사이에 두고 확률분포가 대칭을 이룸을 알 수 있다. 하지만 B, C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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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값이 실제 경우보다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여지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결정자가 위해도 확률이 큰 쪽(분포의 꼬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친)에 대해 민감하게 중요시 생각할 경우, A, B, C와 같은 동일한 중앙값

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C 옵션을 가장 기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해도에 

대한 분포함수는 단일 추정치에 비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위해도 결정에 사용되며 신뢰한계의 범위에 향

을 주는 입력자료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옵션 C의 예에서 ‘분포의 꼬

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정도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향을 주는 입력자료는 

어떤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며, 필요하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입력자료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변이성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줄이게 되어 결

정자들에게 대안을 선택하는데 있어 좀 더 나은 신뢰를 갖게 해 준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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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Point versus interval estimates of risk

확률론적 위해도 평가방법(probabilistic risk analysis)은 이러한 단일추정

치 분석(point-estimate analysis)의 제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단일 추

정치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명확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위해도 관리자나 

공중은 평가된 위해도의 본질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확률론적 위해도 

평가(probabilistic risk assessment)는 오염물질의 위해도 평가 시 사용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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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들의 불확실성까지 포괄하여 고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확실성 

분석(uncertainty analysis)'으로도 불린다.

위해도 평가 모델에서 불확실성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 모델내에서 

사용되는 변수 또는 측정된 데이터의 무작위 변화성(random variability)과 Ⓑ 

모델 및 모델내의 변수들, 그리고 예측치들에 대한 분석자의 지식의 부정확성

이 그것이다(Figure 12).

Measurement
Errors

Sampling
Errors

Model
Uncertainty

Systemic
Errors

Excluded
Variables

Incorrect
Model Form

Abnormal
Conditions

Surrogate
Variables

Parameter
Uncertainty

Uncertainty

Figure 12. Taxonomy of uncertainty

Source ; Finkel, A.M., 1990

확률론적 분석은 단일 평가치분석(point estimate analysis)의 최대 약점인 

위해도의 단일 평가치 대신 위해도의 범위와 발생 확률(likelihood of 

occurrence)을 제공한다. 더욱이 이 분석방법에서는 위해도에 미치는 향이 

큰 인자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단일 평가치 분석에 비하여 확률론

적 분석은 두 가지 장점을 갖는데, 하나는 최적의 단일추정치(‘best’ point 

estimate)를 선정하는데 따르는 논란을 제거하는 점이고, 둘은 단일추정치 분

석에 비해 민감도 분석과 불확실성 분석을 유연하게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러



- 84 -

한 분석들은 입력자료들 사이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요구하는데, 이러

한 평가는 단일추정치 분석방법에 의해 수행될 수 없고 확률 도함수(PDF)로

부터 쉽게 결정된다. 민감도 분석은 위해도 결과를 지배하는 변수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위해도 평가치의 정확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지배

적인 변수들이 확인되면 이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고, 필요하

다면 자료들이 추가로 더 수집되어야 한다.

확률론적 분석 방법을 사용할 경우의 단점 또는 제한점으로는 많은 시간

과 자원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규제 기관들이 위해도 추

정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밖의 

단점으로는 입력 변수들에 대한 확률 도함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자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선정할 때, 좀더 우수한 공학적 판단이 요구

되며, 입력 변수들(예로 몸무게와 피부 표면적)간의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y)이 무시될 수 있다는 함정이 있다. 보통 이러한 상호의존성

이 무시될 경우 불확실성 범위는 좁게 나타날 것이다. Table 10은 단일 평가치 

분석과 확률론적 분석의 장, 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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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omparison of point-estimate and Probabilistic analysis

Point-estimate analysis Probabilistic analysis

Adv.

․Simple, accessible

․Readily accepted by 

regulators

․Can provides "bounding

  estimate"

․Provides more meaningful 

information to risk manager and 

public

․Avoids disputes over best estimate

․Risk estimates are associated with a 

quantitative measures of uncertainty

․Eliminates conservatism

․Sensitivity analysis more meaningful

Dis.

․Conservative point estimates 

leads to overestimates actual 

exposure

․Provides limited information 

for risk managers

․No associated measure of 

confidence

․Sensitivity analysis usually 

not very meaningful

․More complicated and  more time 

consuming

․More difficult to conduct calculations

․Current regulatory guidelines do not 

encourage its use

․Can fail to account for  

inter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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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재료 및 방법

3.1. 연구내용 및 연구의 틀

음용수 생산시 사용되는 정수처리방법에 따라 병원성 미생물의 위해도와 

이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염소 및 오존 소독시 발생되는 소독 부산물 위

해도를 평가하 다. 정수처리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첫 번째는 서울

시의 정수장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인 응집, 침전, 여과 후 염소소독을 

하는 방법과 두번째는 오존처리의 병행, 세 번째는 응집, 침전, 여과, 염소소독 

후 일반가정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독부산물중 염소처리시의 경우 THMs 

(chloroform, bromodichloromethane, dibromochloromethane, bromoform), 오

존처리시에는 bromate을 대상으로 하 으며, 병원성 미생물은 바이러스, 원생

동물, 세균 중 가장 염소소독에 저항성이 크며, 다른 원생동물인 Giardia 보다 

크기가 작은 C. parvum을 대상으로 하 다.

병원성 미생물의 노출로 인한 인체위해는 감염시 나타나는 임상적인 질

병이 대부분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설사와 같은 가벼운 증상을 나타나게 

되며, 위해성 평가를 통해 감염 위해도를 계산하게 된다. 염소소독이나 오존처

리시 생성되는 소독 부산물은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들을 대상으로, 그 최종 

인체위해가 암(cancer)으로서 초과발암위해도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두 위해

도의 최종 인체 위해(health endpoint)가 서로 달라 직접 비교하기가 불가능하

므로 가능한 일반적인 척도(common matrix)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일반적

인 잣대로 경제학적 분석방법중 삶의 질이 보정된 보건정책의 효과를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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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설계된 DALYs(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적용하 다. DALYs 산

출후 처리방법에 따라 병원성 미생물과 소독부산물의 인체 위해를 비교하 으

며, 정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비용-효용분석을 하고자 하 다. 

Figure 13은 연구의 흐름과 전체틀을 보여주고 있다. 

Alternative Drinking Water Treatment Strategies

       (1) Cl2                (2) Cl2 + Ozone          (3) Cl2 + Home-device

Risk Assessment

Common Health Matrix

Compare Benefit for each Treatment method

Microbial pathogenDisinfection by-products

 .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s)

Translation of Critical Health Effects into Human Health conditions

Hazard
characterization

 . Trihalomethanes
 . Bromate

 . Cryptosporidium Parvum

Exposure
assessment

 . Tap water conc.
 . DBPs formation rate

 . Source conc.
 . Inactivation rate

Dose-Response
assessment

 . Infection rate . Cancer potency

Risk
characterization

 . Annual infection risk . Annual excess cancer risk

Figure 13. Framework of this study



- 89 -

3.2. 연구 방법

음용수를 생산하기 위해 원수를 처리하는 과정중 소독으로 인해 발생되

는 소독부산물과 불활성화되는 병원성 미생물의 인체위해를 비교하기 위해 위

해성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하 다. 위해성평가 절차는 위험성 확인, 노

출평가, 용량-반응평가, 위해도 결정의 과정을 거쳐 평가하게 되며, 최종 산출

된 위해성평가 결과는 인체 향의 종말점(endpoints)에 따라 장애보정생존년수

(DALYs)를 산정한 후 처리방법에 따라 비교하게 된다.

3.2.1 정수처리대안의 선택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서울시이며, 서울시는 현재 10개 정수장에서 생산

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수처리에 사용되는 일반

적인 공정은 응집, 침전, 여과, 소독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에도 일부 

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오존, 부상법 등)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나 일부일 뿐

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일반적인 정수처리 방법을 따르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염소처리방법과 대안으로 오존처리를 첨

가한 방법, 그리고 가정에서 정수기를 사용한 경우 등 세 가지 방법을 평가하

고자 하 다. 세 가지 정수처리방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1.1 염소소독 처리공정

우리나라의 중대규모 정수장은 대부분이 급속여과공정을 사용하고 있다. 

완속여과공정은 여과사 표면에 생존하는 미생물에 의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비해 급속여과공정은 유입된 오염물질을 응집제 등의 약품을 사용하여 f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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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형성시킨 후 여과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급속여과공정은 원수에 응

집제를 주입하고 탁질 입자가 갖는 전기적인 반발력을 완화시켜 응집하기 쉽

게 한 후, 2가염으로 흡착, floc을 형성, 침전시키고 침전지에서 침전 제거하는 

물리․화학적 정수처리방법으로 완속여과공정과는 구별된다. 급속여과공정은 

취수→혼화․응집→침전→급속여과→소독의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화

지와 응집, 침전지에서의 약품투입 양이나 종류에 따라 제거효율에 상당한 차

이를 보인다. 급속여과공정에서 처리되는 일반적인 오염물질은 탁도이며, 그에 

따라 유기물질, 색도, 병원성 미생물 등의 제거가 일어난다. 또한 원수의 탁도

가 높아도 처리할 수 있으며, 생물화학적 향에 주의할 필요가 없고 오염물

질처리에 적합한 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도정수처리공정도 급속여

과공정에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수처리에서 소독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살균제는 염소로서, 기체상태의 

염소는 20℃ 1기압하에서 물에 7,160㎎/ℓ정도 용해되어 대부분 가수분해된다. 

물중의 염소는 물의 pH에 따라 HOCl이나 OCl-로 존재하는 비율이 달라진다. 

물중에 암모니아가 존재하면 염소와 반응하여 chloramine을 형성하는데 이때 

형성되는 종류는 물의 pH, 암모니아의 양, 그리고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물속

에서 HOCl이나 OCl-로 존재하는 염소를 유리잔류염소(free available residual 

chlorine)라 하고, 암모니아나 유기성 질소화합물과 반응하여 존재하는 것을 결

합잔류염소(combined available residual chlorine)라 한다. 염소의 살균력은 세

균의 생존에 중요한 효소의 능력을 파괴시켜 불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불활성

화율은 잔류염소의 농도와 형태, 물의 pH와 온도, 수중의 불순물 농도, 접촉시

간 등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살균능력은 HOCl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 

OCl-, 결합잔류염소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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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오존소독 처리공정

오존은 3개의 산소원자로 되어있다. 제 3원자는 결합이 약하여 쉽게 분리

되는 성질이 있다. 오존은 염소에 비하여 살균력이 강하고 미생물에 대해서도 

매우 유효한 소독제이다. 오존이 소독에 쓰여지기는 1886년 Dekartiens에 의해 

최초로 오존소독이 실시되었고, 1983년 올랜드에 있는 정수장의 소독공정에 오

존이 도입된 이래 유럽과 미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오존은 산화력이 다른 소독제에 비해 우수하다. 그러나 오존은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오존장치로부터 나오는 혼합가스를 처리하고자 하는 물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촉시키느냐가 중요하다. 오존유입으로부터 발생되는 산화력이 

우수한 종들과 유기물과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존처리 효과가 감소하

게 되므로 접촉시간도 중요하지만 유기물-오존(산화력이 우수한 중간체)간의 

충돌확률이 충분히 높아야 한다.

정수처리중 수중의 미생물 및 세균류의 소독 및 멸균은 정수처리시 없어

서는 안될 공정이며, 오존의 산화력으로 이들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를 살균 

또는 불활성화 시킬 수 있다. 살균에 대한 메카니즘(mechanism)은 세포벽 등

의 원형질에 대해 직접 파괴작용을 하며, 그 대사계의 효소에 향을 주어 불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 염소와 다른 점이다. 또,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직접 

RNA나 DNA를 절단 손상시켜 불활성 시킨다. 그렇지만 오존은 잔류성이 없

기 때문에 정수공정에서 오존처리를 한 이후에 염소와 같이 잔류성이 있는 소

독제를 첨가하여야만 살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오존처리를 하면 유

기물질이 생물 분해성 물질로 바뀌기 때문에 배관계통내에서 박테리아등의 물

질이 분해됨에 따라 이취미를 발생시키거나 색도를 유발시킬 수 있다. 원수 

중 오염물질의 제거에는 용존 철, 망간의 산화, 유기망간의 산화, 색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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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냄새제거, 조류제거, 유기물 산화, 용존유기물의 미세응집 효과, 무기물 산

화, 탁도 및 부유물 제거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생물학적 고정을 위한 전처리

로서 이용되며, 후 공정으로서 모래여과지, 안트라사이트 여과지, BAC 여과지 

등이 있다. 오존처리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며, 주로 사용되는 오존

-활성탄 공정은 SOCs(soluble organic carbons) 발생이 많은 경우 높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으며, 브롬이온(Br-)이 높은 원수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Bromate 

ion(BrO3
-
)이 부산물로 발생한다. Bromate의 음용수 기준은 현재는 없으나, 미

국의 경우 2001년부터 약 5.0 ㎍/ℓ로 강화되며 매우 강력한 발암물질이므로, 

공정선택 및 설계전에 원수내의 브롬이온과 오존처리시 Bromate ion농도를 반

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3.2.1.3 가정에서의 정수기의 설치

현재 시판되는 정수기의 기능중 화학소독에 내성을 지닌 2∼5㎛ 크기의 

C. parvum 제거에 가장 효율적인 정수방식은 필터에 의한 여과라 할 수 있다. 

정수기의 처리단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단계중 3∼5단계의 방식을 거쳐 여과한

다. 

1단계 침전필터 : 입수된 물을 최초로 접촉하여 5㎛ 이상의 찌꺼기와 오염물질

을 걸러줌으로써 물과 접촉되는 모든 부품 및 멤브레인의 정상적인 활

동을 보호한다.

2단계 선카본필터(활성탄) : 고열로 처리된 카본으로 원수 속에 용해되어 있는 

염소성분, 트리할로메탄(THMs), 유기화학물질 등을 흡착, 제거시킨다.

3단계 멤브레인 : 중금속, 박테리아, 미생물, 유기화학물질 또는 분자량이 200

이상 되는 물 속에 용해된 이물질 등을 초정  반투막(0.0001㎛)을 통한 

강제식 2중화 분리 작업으로 역삼투 방식으로 여과한다.



- 93 -

4단계 후카본필터(은활성탄) : 고품질의 카본 필터로서 식수관으로 흘러온 물 

속에 용해되어 있는 가스성분과 냄새성분을 제거한다.

5단계 살균 : 그 외 자외선 등이나 오존발생기 등을 이용해서 살균처리를 한

다.

위와 같이 정수기는 제조회사의 제품, 성능, 옵션에 따라 처리 가능한 오

염물질들이 매우 다양하며, 설치후 관리상태에 따라서 이러한 성능들에 많은 

변이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고 여과에 의해 병원성 미생물이 100% 제거된다고 가정하 다. 

3.2.2 소독부산물과 병원성 미생물의 위해성평가 방법

3.2.2.1 위험성확인

본 연구에서는 염소 소독부산물중 발암성이 입증된 THMs과 오존 부산물

중 Bromate만을 대상으로 평가하 다. 대상물질에 대한 발암성 정보는 US 

EPA에서 제공하는 위해성 정보종합 데이터 베이스(IRIS)와 발암성물질 분류체

계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병원성 미생물인 C. parvum에 대한 독성, 병원성, 숙주 특이성, 환경중 거

동․상태, 전이 경로 등을 조사하여 위험성 평가를 하 다. 

3.2.2.2 노출평가

3.2.2.2.1 음용수에서의 소독부산물 농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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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중 소독 부산물의 농도는 1997∼2000년 기간동안 서울 시내 정수

장별 수돗물을 채취하여 계절별로 총 4회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 다. THMs의 

총 시료수는 물질별 147 여개의 측정된 농도를 사용하 으며, 오존 소독부산물

인 bromate의 경우 국내에서 측정한 자료가 없어 외국자료를 인용하 다.

㉠ THMs 분석 방법

측정분석 및 수중 잔류 변이폭의 문제로 인해 각 지점마다 모두 

duplicate로 채취하 다. 물 속에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 잔류염소나 THM의 

고정을 위해 시료 채수 전에 ascorbic acid 25㎎을 vial에 넣고 빈공간(head 

space)없이 시료를 채수한 후 시료부피 50㎖에 대해 1:1 HCl 200㎕를 첨가하

다. 시료는 채수 후 4℃ 이하로 냉장보관 하 고 14일 이내에 분석하 다. 

분석은 Tekmar ALS 2016 autosampler와 Tekmar LSC-2000 Purge & 

Trap(with Cryo-focusing interface, MCM)D,F HP 6890 Series Gas 

Chromatography와 HP 5972A MSD에 연결하여 사용하 다. 데이터 분석에는 

HP MS Chemstation(USA, 1996)과 Wiley 138K Mass Spectral Database soft 

ware를 사용하 다.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의 경우 그 존재농도가 극미량이기 때문에 휘발성분

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본 실험에서는 

물 중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의 검출을 위해 US EPA 

Method 524.2(Purge & Trap/Gas Chromatography/Mass Selective Detector)

법을 응용하여 분석하 다. 이는 비교적 비극성이며 분자량이 작고 물에서의 

용해도가 작은 VOCs에 적당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방법은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을 불활성 기체에 의한 purge에 의해 추출하여 흡착제에 흡착시

킨 다음,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탈착시키고 이들을 GC/MSD에서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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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하는 방법이다.

3.2.2.2.2 원수에서의 C. parvum의 농도 추정

음용수에서 C. parvum로 인체 위해를 추정하려면 무엇보다 인체 노출량

을 산정할 수 있는 측정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 parvum의 농도를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으며, 국내의 연구기관에서 측정된 자료와 외국의 자료

를 비교․분석하여 농도를 추정하 다.

위해성 평가에서 인체위해를 산출할 경우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불확실성 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중 농도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축

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검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국내에서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나 국내

자료의 축적이 미비할 경우 외국의 노출자료를 대안으로 평가하고자 하 다.

3.2.2.2.3 노출변수들의 추정

정수처리과정이나 음용수(먹는물)에서의 THMs, bromate의 농도, 원수에

서의 C. parvum의 농도추정 과정은 환경노출평가에 해당된다. 그리고 인체위

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인체노출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환경중 농도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합하여 산출하게 된다.

인체노출량은 매체에서의 농도, 접촉률, 흡수분율 등의 변수가 필요하며, 

두 평가대상은 공통적으로 일일 음용수 섭취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병원성 미

생물의 인체노출량 산정시, 측정된 농도는 원수에서의 농도이므로 실제로 인

체가 노출되는 음용수에서의 농도추정은 정수처리시의 병원성 미생물의 불활

성화율을 고려하여 추정하게 된다. 그리고 위해도 산정시 입력되는 모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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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불확실성 분석을 위해 확률분포로서 설정하 다. 

3.2.2.3 용량-반응평가

3.2.2.3.1 THM의 용량-반응평가

대상 소독부산물인 THMs, bromate은 발암성 물질로서, 발암성 물질의 

용량-반응평가 과정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 자세히 설명하 다. 용량-반응 곡선

에서 기울기(slope factor) 또는 선형계수(linear coefficient)의 95% 상한값으로 

단위노출용량(㎎/㎏/day)당 초과 발암 확률을 의미하는 발암잠재력

(carcinogenic potency: q1
*)으로 다음 단계인 위해도 결정에서 위해도를 산정하

는데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암잠재력 값을 95% 상한값을 사용하지 않고 

분포값으로 설정하 다.

3.2.2.3.1 C. parvum의 용량-반응평가

병원성 미생물의 용량-반응분석에서는 최종 인체위해(endpoint)가 나타나

는 전체 과정중 보통 첫 과정에 촛점을 맞추게 되며, 즉 질병(ill or disease)이

나 사망(death)이 아니라 감염(infection)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용량-

반응분석은 용량과 감염확률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임상적인 반응이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병원성 미생물인 C. parvum의 인체위해

를 서울시의 인구집단에서의 질병의 부담(burden of disease; DALYs)을 추정

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감염, 질병, 사망을 모두 계산하 다. C. parvum으

로 인한 감염률, 질병률, 사망률의 자료를 문헌을 통해 조사하여 용량-반응변

수를 분포값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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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위해도 결정

소독부산물과 병원성 미생물의 위해도 산정은 용량-반응분석에서 결정된 

용량-반응모델식에 노출량과 노출변수들을 조합하여 최종 위해도가 결정된다. 

여기서 소독부산물의 경우 위해도는 암 발생위해도가 되며, 병원성 미생물의 

경우 감염, 질병, 사망 위해도가 결정된다. 결정된 위해도는 공통 도구인 장애

보정생존년수(DALYs)를 계산하기 위해 연령별 사망자수를 추정하기 위한 자

료로 제공된다.

위해도 결정을 하기 위한 소독부산물과 병원성 미생물의 농도, 인체 발암

력․감염력․질병력․사망력, 음용수 섭취량, 체중 등 모든 변수를 확률분포로

서 입력하 으며, 최종 위해도는 Crystall Ball package 200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Monte-Carlo simulation을 10,000번 수행 후 확률분포로서 추정하 다.

3.2.3 비용-효용분석

3.2.3.1 정수처리별 DALYs의 추정

수질오염중 병원성 미생물과 소독 부산물의 위해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것에 연구목적이 있다. 병원

성 미생물로 인한 위해는 수질의 오염 즉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로 인하여 인

체에 노출될 경우 수인성 질병을 유발하여 인체에 위해를 가하게 된다. 이때

의 위해는 다양한 질병들(설사, 장티푸스, 이질, 패혈증, 궤양, 수막염 등)이 나

타날 수가 있다. 이에 반해 소독 부산물로 인한 위해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흡

수됨으로서 간, 신장, 생식기, 신경계, 성장발육 등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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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 미생물과 소독 부산물은 공통적으로 인체에 위해를 준다는 점에서는 같

으나 최종 향 결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위해를 비교․가능케 하는 비교-위해도 분석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전통적인 위해성평가에서 비교-위해도분석을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은 모든 건강 향결과(health outcomes)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 암

(cancer)과 설사(diarreha)같은 이질적인 결과(outcomes)의 경우 비교하기가 어

렵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질병의 심각성(severe)의 정도, 발병시기, 위장관계의 

감염, 심하지 않은(mild) 병의 경우는 사람의 일생동안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한가지 방법이 명확하고 직접적인 

위해정보를 줄 수 있는 건강결과(health endpoints)와 관련된 특성들

(characteristics)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한 경우

가 1981년 Lave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1995년 Graham과 Weiner에 의해서

도 제안되었다. 이들이 관심을 둔 최종 건강상의 결과들(health outcomes)은 

다음과 같다.

․ the magnitude, or probability, of the risk

․ the size of the population affected

․ the certainty in the risk estimates

․ the type of adverse outcomes

․ the population distribution of the risk

․ the timing of the risk

여기에 추가로 최종 건강 향결과의 기간(duration)과 강도(severity)를 고

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질병 위해도(morbidity risk, 예로 diarrhea 

illness)와 사망 위해도(mortality risk, 예로 cancer)를 비교할 경우에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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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에 여러 가지 제한점이 생긴다. 따라서 비교를 가능케 하는 연결고리가 

필요하게 되며,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값들로 전환되거나 가중치를 주어 교정

할 수가 있다.

Years of Potential Life Lost (YPLL)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s)

Quality Adjusted Life Years (QALYs)

Years of Healthy Life (YHLs)

가중치 또는 교정치들은 사망률로 인한 수명의 감소와 어떤 특정한 조건

과 연관된 질병률로 인한 생활의 질의 감소를 포함하는 결과의 사회적 평가를 

반 하는 것이다.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과 소독 부산물로 인한 질병은 잔여 수명(survival 

time ; quantity of life)또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감소시킨다. 여기서 이

러한 결과들을 비교․결합할 수 있는 단일 도구가 필요하며, GBD(global 

burden of disease)에서 제안한 DALYs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Murray 

CJL, 1996). DALYs의 개념은 수많은 질병의 최종 인체위해를 비교할 수 있게

끔 설계된 도구로서 대상 인구집단에서 건강한 생존년수의 손실로 표현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DALYs =LYL + YLD

LYL ; the number of life-years lost due to mortality

YLD ; the number of years lived with a disability (morb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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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LYs=∑i
d i e

*
i+∑

i
N i L i W i      (i ; all relevant disease)

d ; the number of deaths due to a particular disease

e* ; the standard life expectancy at the age of deaths that disease

N ; the number of person affected by a non-lethal disease

L ; the duration of this disease

W ; a measure for its severity

LYL은 사망률로 인한 것으로 특정 질병에 이환되어 사망한 사람수에 사

망시기에서의 잔여 기대수명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YLD는 질병율로 인한 

것으로 질병에 이환되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생활한 기간과 그 질병의 심각성

의 정도(severity)에 따라 보정되어 계산된다. 여기서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된 

DALYs 관계식이 사용된다.

병원성 미생물로 인한 DALYs 손실은 우선 정수처리방법에 따라 용량-반

응곡선과 인체노출량을 조합하여 연간 인체감염위해도를 산정한 후 연구대상 

인구집단에서 연령구간별로 감염자수를 구하게 된다. 연령구간별로 감염된 사

람들중 질병률과 사망률을 적용하여 위장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수와 이로 인

해 사망한 사람수를 구하여 DALYs 값을 산출하게 된다. 소독 부산물 역시 우

선 처리방법에 따라 용량-반응곡선과 인체노출량을 조합하여 평생암발생위해

도를 산정한 후 연구대상 인구집단에서 연령구간별로 사망자수를 구하게 된

다. 여기서 평생암발생위해도는 연간위해도로 재계산되며 연간 사망자수를 구

하여 DALYs값을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우선 위해도 결정에서 추정된 인구집단 위해도의 최종 위해종말

점(critical health endpoints)을 인체 건강 조건(human health conditio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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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한 후 일반적인 보건지표(common health matrix)인 DALYs로 전환하게 

된다(Figure 14).

The results of Risk Assessment

Disinfection
by-products

Microbial
pathogens

Cancer InfectionCritical Health Effects

Death
Intestinal 
disease,
Death

Human Health Condition

Common Health Matrix (DALYs)

Figure 14. Estimation of DALYs afer risk assessment

보건지표인 DLAYs 산출은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다음의 식에 따라 계

산하 다. 'D'는 장애가중치로서 사망시에는 ‘1‘, 완전히 건강한 상태일 경우 

’0‘이며, 질환이나 질병 있을 경우 인체위해의 결과인 인체건강상태에 따라 값

이 설정되어 있다. 'r'은 할인률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값인 3%를 사용하

다(Murry, 1994). 'a'는 사망시의 나이 또는 장애(질환)일 경우 발병했을 때의 

나이를 나타내며, 'L'은 사망시 잔여 수명 즉 기대 수명이며, 장애(질환)일 경

우 장애(질환)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DALYs=-[ (D)(C e
-βa
)

(β+r) 2 ][e- ( β+ r)L(1+ (β+r)(L+a))-(1+(r+β)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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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16243) ; 상수 (constant)

D  ; 장애가중치 (the disability weight), 사망시(death=1)

r  (0.03) ; 할인률 (Discount rate of 3 percent)

β (0.04) ; 상수 (Value fixed by experts (WHO, 1994))

a ; Year when the disability starts or

; Year when the person dies

L ; number of years with disability or

 Potential years of life at time of death.

e (2.71) ; Exponential

3.2.3.2 정수처리방법에 따른 비용추정

염소소독과 오존소독의 처리비용을 비교하기 위해 서울시와 부산시의 정

수처리비용을 비교하 다. 서울시의 10개 정수장은 모두 염소소독처리만을 실

시하고 있어 염소소독처리 정수에 의한 상수 생산원가의 대표값으로 서울시의 

상수 생산원가를 사용하 다. Table 29를 보면 부산시 총 상수 생산량의 대부

분인 96.05%를 오존처리와 염소소독을 병행하는 덕산, 화명, 명장정수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 생산한 상수 모두를 오존처리와 병행한 것

으로 가정하여 오존소독처리 정수에 의한 상수 생산원가의 대표값으로 부산시

의 상수 생산원가를 사용하 다. 또한 정수처리시의 원가를 이용하여 비교하

는데 있어서, 총괄원가 산정시 지방자치제마다 내용연수 적용에 약간의 차이

가 예상되며, 특히 구축물로 분류되는 금액이 큰 수도관의 경우 항목별 내용

연수 적용의 편차가 심하여 동일하게 적용한 서울시와 부산시가 비교에 가장 

적합하 다(환경부․김길복 공인회계사사무소, 2000)

가정에서의 정수기 설치에 대한 비용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표적 회사 

제품의 구입, 설치, 유지비용을 조사하여 1년 동안 소용되는 비용을 조사하여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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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The quantity of water supply in Pusan

Water

treatments

Daily water supply 

average (ton/day)

Water supply rate

(%)

Pusan 1,441,518          100.00

Duksan   818,518           56.78

Hwamyung   414,824           28.78

Myungzang   151,227           10.49

Taoal 1,384,569           96.05

Source : 99Statitics of Water Supply, Ministry of Environment, 2000

3.2.3.3 정수처리방법에 따른 비용-효용분석방법

추정된 DALYs 손실에 비용을 고려한 비용-효용 분석을 하 다. 비용은 

각 처리방안에 소요되는 비용에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일인당 소요되는 금액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비용(원)/DALYs lost/인구집단은 대상인구집단에서 

1DALY 손실을 줄이는데 1인당 비용(원)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다음식은 비용-효용분석에서 증감 비용-효용분석(incremental cost-utility 

analysis)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할 때 1 DALY 줄이는데 비용이 어느 정

도 소요되는가를 계산해 보는 식이다. 따라서 기존 정수처리 방법을 기준으로 

대안으로 설정된 정수처리방법을 할 경우 1 DALY를 줄이는데 소요되는 1인

당 비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Incremental Cost-Utility analysis :

Cost Alternative- Cost Base
DALY Alternative- DALY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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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및 고찰

4.1 소독부산물과 병원성 미생물의 위해성 평가

4.1.1 위험성 확인

4.1.1.1 음용수중 소독부산물의 위해 정보

병원성 미생물을 제어하기 위해 염소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원수중의 유

기물질(humic substance)과 반응으로 인해 780가지 이상의 다양한 염소 소독

부산물이 생성됨이 밝혀졌다(Stevens 등, 1989). 이러한 염소 소독부산물의 대

부분이 할로겐화합물로 알려져 있으며, 인체 발암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trihalomethanes(THMs)외에도 haloacetic acids(HAAs), haloacetonitriles 

(HANs)와 halopicrines(HPs) 등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rasner et 

al, 1989; Singer, 1993). 본 연구에서는 염소 소독부산물중 THMs과 오존 소독

부산물중 bromate만을 대상으로 위해도를 평가하고자 하 으며, Table 16은 

대상물질들의 위험성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16. Hazard information of DBPs

Treatment DBPs
Cancer

group
Health effect

Chlorination

CF B2 Kidney tumors

BDCM B2 Renal adenomas and adenocarcinomas

DBCM C
Hepatocellular adenomas and 

adenocarcinomas

BF B2 Neoplastic leisons in large intestine

Ozonation Bromate B2 Renal adenomas and adenocarcinomas



- 106 -

4.1.1.2 음용수중 C. parvum의 위해 정보

C. parvum은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 등 매

우 넓은 숙주역을 지니고 있는 Coccidium 원충이다. 1907년 Tyzzer에 의하여 

증상이 없는 마우스의 위선으로부터 최초로 발견되어 신속, 신종으로서 

cryptosporidium muris라고 명명된 다음 또한 Tyzzer(1912)에 의하여 마우스의 

소장에 기생하는 C. parvum이 별종으로 보고되었다. 그 후 1960년대까지만 해

도 국한된 동물에서만 이들 원충이 발견되었으나, 1975년 이후부터는 세계각지

의 여러 동물 및 사람으로부터 여러 종이 발견 분리되어 이들 동물 유래의 

cryptosporidium 중 어떤 종은 사람에게도 감염된다는 것이 증명됨으로써

(Current et al., 1983; Mesel et al, 1976; Current, 1989), 인수 공통성 전염병의 

병원체로서 주목되고 있다. Eimeriina 아목에 속하는 cryptosporidium 중 사람과 

가축에 병을 일으키는 종으로는 C. parvum이 대부분이며 근래에 몇 종이 발견

되고 있다. 

1976년 C. parvum에 의한 질병인 cryptosporidiosis가 보고되었다. 처음에

는 면역 결핍자에게서 주로 설사를 일으키는 기회성 병원체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건강인에서도 발견되었고, 현재 1세에서 5세사이의 어린이, 특히 보육원

이나 학교 등 쉽게 외부와 접촉이 있는 어린이 설사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

다. 그 외 가축사육자, 병원종사자,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의 여행자, 동성연애

자 등이 위험 가능성이 높으며, 감염자의 80∼90%가 발병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아 수인성발병이 일어날 경우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은 특징을 갖는다. C. 

parvum에 사람이 감염되면 면역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는 일과성의 중양성 하리

와 복통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하여도 수시간 내지 수일 이내에 치유

되는 경우가 많지만 면역기능이 비정상인 경우 즉, 후천성 면역부전 증후군 

환자나 선천성 면역부전증 환자 그리고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억제제의 투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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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 환자 등의 경우에는 격렬한 설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극심한 수분

손실을 유발하여 사망에도 이르게 한다(Ma et al, 1983; Sozve et al, 1984; 

Weisburget et al, 1979).

C. parvum은 숙주의 소화기관과 호흡기관에 기생하며 감염된 숙주의 분

변을 통하여 환경에 내성을 지닌 oocyst로 배출되어 경구 섭취를 통하여 다른 

숙주에게 전파된다. C. parvum에 감염된 후 평균 3∼6일 후부터 증상이 시작

되며 이때 포낭(oocyst)을 배출한다. 질병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최소

감염량은 10 이하이며, 1개의 원충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감염의 전파

는 직접적인 동물접촉(zoonotic transmission), 감염자와의 접촉(person to 

person), 물에 의한 전파(waterborn)에 의해 이루어진다. 물에 의한 전파는 확

실한 증거들이 있으나 cryptosporidiosis 발생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한번 오염되면 관을 통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공급되므로 대규모의 오염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식수

원은 어떤 시기에도 C. parvum의 oocyst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식수로의 직접적인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수 이나 물놀이 등의 

레저활동을 통하여도 감염될 위험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sporocyst는 건조와 자외선에는 감수성이 있으나 대부분의 화학소독제에 저항

성이 있어 소독 처리된, 상수를 통한 감염위험도 존재한다. 일부는 특정 숙주

에게만 감염되나 교차균주감염이 발생하며, 질병과는 관계가 없다. 호흡기에 

감염된 균주는 장내 감염형태에 따라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Crypstosporidiosis의 원인이 되는 C. parvum은 넓은 범위의 포유동물의 

조직세포 내부에 기생하며, 체내에서 포자가 형성되어(sporulation) 분변에는 

흔히 네 개의 sporozoite가 형성되어 있는 유리된 sporocyst가 관찰되며, 대개 

10∼15㎛ 정도이다. 숙주의 체외에서는 4∼5 ㎛정도 크기의 oocyst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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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Figure 15. The size of C. parvum oocysts and Giardia lamblia cysts

Bar = 10 microns

Oocyst를 숙주가 경구 섭취하여 소장에 다다르면, oocyst의 내부로부터 

C자형의 4개의 구부러진 유충(sporozoite)이 탈리하여, 점막상피세포의 융털에 

침입한다. 이 sporozoite가 숙주에의 감염본체가 된다. sporozoite가 침입한 융

털은 크게 부풀게 되며, sporozoite 자체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복잡한 생

활사을 거치면서 새로운 oocyst를 생성한다. 이 oocyst의 20%는 얇은 외벽

(thin-walled)으로 되어 있어 장에서 유리되어 자가감염 되고, 80%는 두꺼운 

외벽(thick-walled)인 것은 배설물과 함께 체외로 배출되어 또 다시 타 숙주에

게로 전파되어 생활사를 반복한다(Figur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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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Life cycle of C. parvum

Source ; http://www.dpd.cd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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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sporidiosis의 발병은 환자의 시료에서 C. parvum oocyst를 분리, 

검출하여 진단한다. 당부유법을 사용하여 충체를 모으고 충체를 동정하기 위

해 acid fast 염색을 한다. 시판 형광항체 키트를 사용하여 염색하면 분변에서 

충체를 분리할 수 있다. 주로 장내 표본이나 생체표본에서 trophozoite를 염색

하여 진단하며, 폐와 기도성 cryptosporidiosis는 생체표본을 염색하여 진단한

다. 일반적으로 C. parvum에 의한 감염은 미처리된 지표수를 음용수로 사용하

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의 후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해 왔으나, 최근에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수도수에 의한 대규모 감염이 보고되고 

있다. 국의 경우 발병빈도는 1985년 1874건이던 것이 1989년 7,904건으로 증

가하여 Campylobacter, Salmonella, Rotavirus 다음으로 높은 빈도로 발생하

다(8∼13%, 1989). 다른 나라의 경우 cryptosporidiosis가 미국이 0.6∼4.3%, 인

도의 Lahore가 13.1%, 하이티가 16.5% 범위로 발병하 다. Prevalence는 서방

국이 0.6∼20%, 개발국이 2∼20%로 보고되었으며(Soave and Johnson, 1988), 

북미에서 직접 인체 감염조사를 한 바 약 2%의 감염율을 나타내었고, 혈청학

적 조사에서는 80%에서 C. parvum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었다. 혈청과 질병

의 정도는 아직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치료방법 또한 알려져 있지 않다.

1984년이래 cryptosporidiosis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탁아소 내 설사병 발

생과 관계가 있었다. 1987년 한해 동안 조지아주에서 오염된 물에 의한 질환자

는 약 13,000명이며, 이것이 상수도에 의한 질병전파의 최초보고이다. 국내 인

체 감염은 1993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환자 230명 중 22%에서 

난포낭 (oocyst)이 검출됨으로써 처음 확인되었다. 1992년에 역학조사결과 서울 

및 전라남도 주민 총 3,146명의 분변에서 난포낭 양성률은 7.9%이었고, 지역별

로 전라남도에서 10.6%, 서울에서 0.5%로 나타났다(채종일, 1996). 국내 전북의 

완주, 익산, 김제 및 옥구 지역에서 1997년 7월 한달 간 소와 닭의 분변과 인

근 하수 또는 가축의 음용수를 처리, modified Kinyoun 염색으로 조사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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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마리 중 15마리에서 oocyst가 검출되어 23.0% 으며, 닭의 oocyst 검출율은 

35마리 중 7마리로 20.0% 으며, 하수 또는 음용수는 57 검체중 6검체에서 

oocyst가 검출되어 10.5%의 검출율을 보여, 가축들이나 인근의 하수 또는 가축

의 음용수가 C. parvum oocyst에 오염되어 있어 인체 감염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4.1.2 노출평가

4.1.2.1 음용수(먹는물)에서의 소독부산물의 농도추정

측정된 염소 소독부산물의 농도를 Crystal Pakage(2001)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최적의 확률 분포값을 설정하 다. CF은 Extreme value 분포, BDCM은 

Logistic 분포를 보 으며 DBCM과 BF은 저농도에서 집된 pareto 분포를 보

다. 추정된 농도분포가 적절한지를 보기 위해 외국의 자료와 비교해 보았다. 

Table 18은 외국의 여러 연구결과에서 측정된 DBPs의 농도의 평균값과 범위

를 보여주고 있다. BDCM의 경우 정확한 분포는 알 수 없지만 평균 26.4이며, 

범위가 1.9∼183 ㎍/ℓ로서 고농도로 측정된 경우가 있으며, 저농도보다는 범

위가 2.5∼7.5㎍/ℓ에서 대부분의 농도값을 보여 본 연구에서 측정된 농도 예

측 분포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낮은 농도에서 높은 분포를 보인 DBCM

과 BF의 경우 외국자료에서 역시 평균농도가 전체적으로 낮아 범위를 볼 때 

어느 정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오존처리시의 소독부산물인 bromate의 농도는 국내에서 측정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염소 소독처리에서는 염소이온은 원수중의 bromide와 반응

하여 bromate를 생성하지 않고 bromine을 생성한 후 유기화합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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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minated DBPs를 생성하게 된다. 오존 처리시에는 오존은 bromide와 반응

하여 hypobromite ion(OBr-)을 형성한 후 다시 오존과 반응하여 bromate을 형

성하게 된다(Shukairy, 1994). 국내에서 오존 처리를 염소소독과 병행하고 있는 

부산시의 몇 정수장에서는 bromate을 비롯한 오존 부산물의 처리를 위해 대부

분 입상활성탄 처리를 하고 있어, 최종 정수처리된 물에는 대부분 검출한계 

이하로 측정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상 염소처리후 오존처리를 병행

하여 처리된 음용수에서의 bromate의 위해를 병원성 미생물 위해와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오존처리후의 활성탄 처리는 고려하지 않았다. 다음의 Table 17

에 있는 bromate의 농도분포는 Miltner 등(1990)에 보고된 생성 농도분포로서 

오하이오 강을 원수로 하여 두 대의 pilot scale contactor에서 오존처리하여 

나온 결과이다. 

Table 17의 염소 소독부산물 및 오존 소독부산물의 농도 역시 확률분포

값을 입력하 으며, Figure 17은 확률분포값을 분포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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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Probability distribution of concentration of DBPs in drinking water in 

Seoul

Treatments
DBPs

(No.)a
Probability distribution

Gallery Variables

Chlorination
b

CF

(147)

Extreme value

Distribution
Mode : 13.934 Scale : 6.258

BDCM

(146)

Logistic

Distribution
Mean : 4.959 Scale ; 0.839

DBCM

(147)

Pareto

Distribution
Loc : 0.405 Shape : 1.3805

BF

(144)

Pareto

Distribution
Loc : 0.010 Shape : 0.7468

Ozonation Bromate
c

Custom
a

Mean : 4.0 SD : 0.6

a Number of sample

Source ;

b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  수돗물 바이러스 실태조사 및 제어방안 연구(2000),

                        ;  살균기법 및 부산물제어기술 (1997)

c NCEA, 1999

Table 18. The concentration of DBPs in drinking water

Unit : ㎍/L

DBPs

Range of conc. 

founded in 

drinking water

Mean conc. 

founded on 

drinking water

Source

BDCM 1.9 ∼ 183 26.4

Bull and Kopfler, 1991;

Krasner et al, 1989;

Lykins et al, 1994

DBCM 0.4 ∼ 280 9.1

BF 0.1 ∼ 2.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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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2 2.443 4.959 7.475 9.990

BDCM

0.405 1.004 1.604 2.203 2.802

DBCM

0.010 0.041 0.073 0.104 0.136

BF

2.906 3.453 4.000 4.547 5.094

Bromate_Conc

Figure 17. Probability distribution of concentration of DBPs in tap water

4.1.2.2 원수중 C. parvum의 농도추정과 처리과정중 불활성화률

현재 수계에서의 원생동물에 대한 조사는 검출방법, 예비조사, 검출기술

을 습득하는 단계로서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 수자원공사, 국립환경연구원 등

의 연구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 외에는 검출방법에 대한 논문이 간혹 소

개되고 있으며, 수계의 원생동물의 농도분포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우리나라에선 축적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현재 보고된 국내연구 자료를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여러기관중 수도기술연구소의 연구보고에서는 물속의 C. parvum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가장 최신의 검출방법인 US EPA의 1622방법

(여과농축/면역자기분리/면역형광항체법에 의한 물속의 C. parvum 검출방법)

으로 한강 수계에서의 분포를 조사한 연구로서, 연구 결과를 보면 ‘상수도계통

에서의 지아디아 및 크립토스포리디움 분포조사 연구, 1998’의 연구에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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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의 취수원에서 총 38개의 시료중 5.3%의 C. parvum 양성 검출률을 보

으며, 검출수도 0∼4/10ℓ의 낮은 농도를 보 다. ‘병원성 원생동물의 수중 거

동에 관한 연구(1차), 2000’의 연구에서는 지류천인 왕숙천과 구리의 하수처리

장에서 C. parvum이 0∼23 oocysts/ℓ의 농도로 조사되어 한강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두 가지 연구결과로 보아 한강 수계에서 이 C. parvum

의 농도는 0∼0.4 oocysts/ℓ의 범위에서 평균 0.013 oocysts/ℓ로 추정되나 시

료수가 적은 관계로 분포를 추정하기는 힘들다. 

한강 수계에서의 C. parvum의 농도분포를 추계하기 위해 국내의 농도와 

유사한 국외의 농도분포자료를 조사하 다. 조사된 Table 19의 농도분포는 C. 

parvum의 농도분포로서 중앙값이 0.044 oocysts/ℓ, Log-Mean: 0.32, Log-SD: 

0.97의 Log-normal 분포로서, 이 분포는 평균이 0.071 oocysts/ℓ, 편차가 

0.088 oocysts/ℓ을 보여준다. 앞서 서울 한강 수계에서 검출된 C. parvum의 

농도와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범위임을 알 수 있다(Figure 18). 이 

자료에서 C. parvum의 농도는 약 5달 정도의 체류시간을 가지는 네덜란드의 

저장용 저수지(storage reservoirs)에서 활성 C. parvum의 농도를 회수율로 보

정하여 분포값을 추정한 것이다(AH. Havelaar, 2000). 

Table 19. Probability distribution of  concentration of C. parvum in source

Description (Unit) Median value
Probability

distribution
Source

Conc. of C. parvum

in raw water (per ℓ)
0.044

Lognormala

(-3.12, 0.97)

AH. Havelaar,

2000

a Mean, Standard deviation on Lo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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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 0.204 0.406 0.609 0.811

C. parvum_Conc

Figure 18. Probability distribution of  concentration of C. parvum in source

음용수를 섭취함으로서 C. parvum에 실제로 노출되는 양은 원수에서의 

농도와 정수장에서의 처리효율에 따라 결정된다. Regli 등(1991)에 의하면 음용

수에서의 병원성 미생물의 허용위해도(1.0×10-4 infection/year)를 만족하는 음

용수중의 병원성 미생물의 농도를 검출하기 위해서(음용수중의 미생물 농도가 

허용위해도를 만족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료량(> 10
5
∼10

6
ℓ) 또는 적

은 시료량의 경우에는 많은 시료수(> 500 samples)가 필요하며, 많은 시료량 

또는 시료수를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방법은 처리수, 정수와 음용수 등에서 

실제로 높은 수준의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하여 이로 인한 인체위해의 유무를 

결정할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미생물의 농도가 아주 낮을 공급수에 적용할 경

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 다. 따라서 원수에서의 농도를 측정한 후 정수

처리 과정에서의 제거효율 적용하여 실제 노출량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 하 다. 이와 같이 원수에서 원생동물인 C. parvum이나 Giardia lamblia의 

농도는 어느 정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할지라도 처리된 정수나 음용수에서

의 농도를 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우선 검출방법에 있어, 

처리된 정수나 음용수에서는 아주 저농도로 존재하므로, 분석결과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많은 양의 시료수와 시료량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원수의 특성, 

처리되는 시간마다의 정수장의 처리조건, 소독제의 종류 및 투입량 등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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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이 처리효율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리 및 불활성화율의 산정은 많

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된다. 오존처리가 첨가될 경우의 불활성화율 역시 정

확히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정수처리방법에 따른 C. parvum의 제거율 또는 

불활성화율을 산정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국내에서는 파일

롯 연구를 통하여 환경요인(탁도, pH, 온도), 응집제의 종류에 따른 원생동물

의 제거특성을 연구한 결과, 통제된 조건하에서 일반적으로 1.0Log(90%), 최적

의 상태에서는 2.0Log(99%) 이상까지 제거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국립환경연구

원, 2002). Table 20은 전염소처리에 따른 원생동물의 제거율로서 원수에서의 

원생동물 농도와 처리수에서 농도를 측정하여 제거율을 산정한 결과 C. 

parvum은 3.2Log, Giardia lamblia는 4.3Log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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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Probability distribution of inactivation rate of protozoa by post- 

chlorination
a

Microbial density/ℓ-GM
c

Log Removal
Raw water Finished water

0.14 

C. parvum oocysts

(<1-100)b
<0.1 oocysts 3.2

2.00

Giardia lamblia cysts

(20-1000)b
<0.1 cysts 4.3

a Source : Payment et al., 1997

b interpreted from graph

c GM ; geometric mean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 parvum의 처리효율 및 불활성화율의 확률분포

값을 추정한 문헌에서 인용하여 적용하 다(Table 21). 정수장에서 사용되는 

염소처리로 인한 C. parvum의 불활성화율은 2Log(99%), 오존처리를 추가로 했

을 경우 기존 불활성화율에다 Log값으로 triangular 분포(Lower ; 0.5, Upper ; 

1.5, Mode ; 1.0)로서 추가하여 처리된다고 가정하 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정

수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C. parvum은 100% 여과되어 제거된다고 가정하

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시의 경우 급속여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염소소

독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정수처리방식에서 병원성 미생물이 제거되

는 불활성화율을 제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권고 제거효율 및 불

활성화율을 설정하려고 연구되며 있으며, 최근에 정수처리기술기준 제정에 관

한 연구(국립환경연구원, 2002)에서 바이러스와 Giardia lamblia는 취수지점으로

부터 정수장 정수지 유출지점까지 각각 4Log(99.99%), 3Log(99.9%) 제거하도록 

기준을 제시하 다(환경부, 2002). C. parvum의 경우 바이러스나 Giardia lamblia 

포낭보다 좀 더 염소소독에 저항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위에서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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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처리로 2Log의 제거율 및 불활성화율은 조금 낮거나 적절한 수준으로 생

각된다.

% 제거율 = 100 - (100/10Log 제거율)

Table 21. Probability distribution of inactivation rate of C. parvum by ozonation 

and point-of-device(home-filter)

Treatments Log Distribution Source

Chlorination 2 Point

NCEA (1998)

Chlorination +

Ozone

Triangular

Lower ; 0.5

Upper ; 1.5

Mode : 1.0
0.5 0.8 1.0 1.3 1.5

O3_Treat

Chlorination +

Home filter
100% Point

4.1.2.3 노출변수의 추정

4.1.2.3.1 음용수 섭취량

연구대상인 원생동물 C. parvum은 원수, 정수처리과정, 배수지에서 수도

꼭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될 때까지의 과정 중에는 증식하지는 않는다. C. 

parvum은 숙주내에서만 기생하여 증식되는 절대기생생물로서 원수에서의 농도

에 처리효율을 적용하여 실제 노출량을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노출되는 양은 

원수에의 농도, 처리효율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섭취하는 음용수의 양에 따라

서도 변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음용수 섭취량에 사용되는 2L/day는 섭취량

의 90% 상한값으로, 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총 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경우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꼭지물을 그대로 음용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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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끓여서 보리차, 결명자차 등이나 정수기 등을 설치

해 음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되어 음용하는 경우 

미생물로 인한 감염은 거의 없을 것이며 소독 부산물 역시 상당히 감소될 수

가 있다. 그러나 위해성을 고려한 측면에서 좀 더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전 

연령층에서 음용수 섭취량을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꼭지물을 그대로 사용한

다고 가정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원성 미생물과 소독부산물의 위해

성 평가시 음용수 섭취량을 Roseberry와 Burmaster(1992)의 전 연령에서의 음

용수 섭취 확률 분포값을 적용하 다(NCEA, 1999)(Table 22).

Table 22. Probability distribution of water intake

Input data Symbol Probability Distribution Source

Water intake Win

196.37 1327.79 2459.21 3590.64 4722.06

Water intake

Lognormal (6.87, 0.53)*

Roseberry and 

Burmaster 

(1992)

*Mean, Standard Deviation on Log scale, Source ; NCEA, 1999

4.1.2.3.2 노출인구집단 선정

노출되는 인구집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Table 23은 1999년 서울시 인구를 5세 단위로 구분한 인구표이다. 대상집단을 

5세 단위로 구분한 것은 DALYs 값의 산정시 연령군별, 성별 기대수명이 다르

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총 인구는 천만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남녀의 비

율은 거의 1:1를 이루고 있다. 25∼35세의 연령군이 인구수가 높았으며, 총 가

구수는 3,085,936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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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Population by age group(5 year) in Seoul city

Pop. Number Population Male Female 

0 - 4세 623,728 324,052 299,676 

5 - 9세 668,142 353,699 314,443 

10 - 14세 623,847 329,395 294,452 

15 - 19세 798,398 415,717 382,681 

20 - 24세 927,006 459,301 467,705 

25 - 29세 1,130,992 576,415 554,577 

30 - 34세 1,019,039 532,609 486,430 

35 - 39세 899,413 455,558 443,855 

40 - 44세 915,492 444,484 471,008 

45 - 49세 725,731 353,932 371,799 

50 - 54세 586,953 290,177 296,776 

55 - 59세 479,787 242,951 236,836 

60 - 64세 354,220 175,453 178,767 

65 - 69세 226,831 101,261 125,570 

70 - 74세 146,986 54,760 92,226 

75 - 79세 97,592 32,960 64,632 

80+ 87,157 23,881 63,276 

Total 10,311,314 5,166,605 5,144,709 

Source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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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용량-반응평가

4.1.3.1 소독부산물의 용량-반응평가

위해도를 추계하기 위한 소독부산물들의 발암력은 US EPA의 

IRIS(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의 정보를 이용하 다. 각 물질의 발

암력은 단일 추정치가 아닌 확률분포를 구해 분포값으로 입력하 다.

NCEA(1998)의 사례연구에서 사용된 각 소독부산물들의 발암력을 근거로 

분포를 결정하 다. NCEA(1998)의 비교-위해도분석 사례연구에서 최근 US 

EPA(1998b)의 암평가 전문가 위원회에서 1996년에 제안된 발암 위해성평가 지

침서(1996b)의 방법을 적용하여 CF에 대한 인자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CF의 암발생 작용 메카니즘은 음용수에서 검출되는 낮은 농도에서는 적절하

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IRIS 데이터 베이스(2002)에서도 발

암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US EPA의 ‘음용수 수질기준과 건강 권고치’

에서도 위해도 10-4에 해당하는 음용수에서의 농도를 지정해 놓고 있지 않다

(Table 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CF로 인한 위해도는 산정하지 않았다.

발암력(cancer potency; q1
*)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

로 Table 25에서 보면 bromate의 발암력이 7.0×10
-1
으로 가장 높았으며, 

DBCM, BDCM, BF 순이었다. Figure 19는 각 물질별 발암력 확률분포 그래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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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Drinking Water Standards and Health Advisories(summer, 2002)

DBPs
Cancer

group

Standards Health advisories

MCLG

(㎎/ℓ)

MCL

(㎎/ℓ)

RfD

(㎎/㎏/day)

DWEL

(㎎/ℓ)

㎎/ℓ at 10-4 

cancer risk

CF B2
d

zero 0.08
b

0.01 0.4 -

BDCMa B2 zero 0.08b 0.02 0.7 0.06

DBCM C 0.06 0.08b 0.02 0.7 0.04

BF B2 zero 0.08a 0.02 0.7 0.4

Bromate B2 zero 0.01 0.004 0.7 0.005
a Under review.

b The total for trihalomethanes is 0.08 ㎎/ℓ.

c 1998 Final Rule for Disinfectants and Disinfection By-products: The total for 

trihalomethanes is 0.08 mg/L.

d By the 1999 Draft Guidelines for Carcinogen Risk Assessment, chloroform is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by all routes of exposure under high-dose conditions 

that lead to cytotoxicity and regenerative hyperplasia in susceptible tissues. 

Chloroform is not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by all routes of exposures 

at a dose level that does not cause cytotoxicity and cell regeneration

Source ; US EPA,  2002 Edition of the Drinking Water Standards and Health Advisories 

Table 25. Probability distribution of cancer potency for DBPs

Treatment DBPs

Cancer potencya

Weight of 

evidence

Upper 95%

Oral slope factor

(mg/kg/day)-1

Log-normalb 

Mean (SD)c

Chlorination

CF B2 - -

BDCM B2 6.2×10
-2

-5.2 (1.5)

DBCM C 8.4×10
-2

-7.2 (2.9)

BF B2 7.9×10
-3

-8.0 (1.9)

Ozonation Bromate B2 7.0×10
-1

-1.1 (0.3)

a US EPA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b NCEA, 1998

c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n Lo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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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E-5 1.24E-1 2.48E-1 3.72E-1 4.97E-1

BDCM_CP

1.24E-7 1.12E+0 2.24E+0 3.36E+0 4.48E+0

DBCM_CP

1.12E-6 2.51E-2 5.01E-2 7.52E-2 1.00E-1

BF_CP

1.35E-1 3.06E-1 4.77E-1 6.48E-1 8.19E-1

Bromate_CP

Figure 19. Probability distribution of cancer potency for DBPs and br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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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C. parvum의 용량-반응평가

4.1.3.2.1 C. parvum의 감염률

C. parvum의 용량-반응평가는 1995년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C. parvum를 섭취하게 한 후 얻은 자료를 가지고 최적의 용량반응 모델로서 

설정된 Exponential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Dupont, 1995). 연구자료를 

보면 C. parvum의 농도분포를 5단계로 나누고 각 농도로 자원자에게 투여후 

일정기간동안 배출되는 C. parvum oocyst를 검출하여 반응 여부를 판단하 다

(Tble 26).  Table 27은 Table 26의 인체 투여 연구결과를 가지고 적절한 용량-

반응모델식과 변수를 선정한 것이다. 

Table 26. Data set for dose-response model of C. parvum

Organism

and dose

Response
Type of infection Reference

Positive Negative

cryptosporidium parvum

30

100

300

500

>1000

1

3

2

5

7

4

5

1

1

0

Excretion of 

oocyst
DuPont et al.,

1995



- 126 -

Table 27. Dose-response model for C. parvum

Model
Para- 

meter
Description

 Exponential Model

Ρ=1- exp (-rN)

N the average dose 

r =

1/K

The fraction of the ingested 

microorganism that survive to initiate 

infections (host-microorganism 

interaction probability)

Exponential 용량-반응식의 변수인 r(=1/K)값의 확률분포값을 구하기 위

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확률분포값을 구한후 적용하 다(Havelaar 

et al, 2000)(Table 28). 위해도 산출은 C. parvum의 인체노출량에 용량-반응식

을 적용하여 일일 위해도를 산출하며, 1년 동안 누적 노출되는 연간 감염위해

도를 최종 추정하게 된다.

Table 28. Probability distribution of parameter for dose-response model for C. 

parvum

Input data Median Probability Distribution Source

Dose-response 

parameter

for C. parvum

0.0037

0.00 0.00 0.01 0.01 0.01

C. parvum_r

Lognormal (-5.61, 0.43)*

Havelaar et 

al, 2000

*Mean, Standard Deviation on Lo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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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2 C. parvum의 질병률과 사망률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됨으로서 일련의 인

체 위해가 나타나는 과정을 보면,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된 일반인중 노출시 

감염될 확률을 P I라 하 는데, 여기서 감염의 정의는 숙주내에서 유기체가 

증식하여 배설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성(apparent) 및 불현성

(non-apparent) 감염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C. parvum 감염된 사람은 대부

분 아무런 증상없이 생활하거나, 일과성의 중양성 하리와 복통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하여도 수시간 내지 수일 이내에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중 질병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P D:I(morbidity ratio)로 표기하

며, 다시 환자들(ill individuals)중 사망하는 사람들은 P M:D(mortality ratio)로 

나타낸다. 국내의 C. parvum에 대한 감염율, 질병률,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 자

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일부 자료는 지역적으로 국한된 자료이거나 병원

에 내원한 환자들의 가검물에서 oocysts를 검출한 자료가 있다(채종일, 1996). 

이외의 자료는 대부분 소, 닭 등의 가축이나 하수 또는 가축용 음용수 등에서 

oocysts를 검출하여 음용수가 인체 감염원의 원인일 수 있음을 밝혀낸 정도이

다. 

따라서 감염시 질병률과 사망률을 추정하기 위해 외국자료에서 보고된 

몇 가지 연구결과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미국의 워키 발생사건(1993)으로 C. parvum으로 인

해 크립토스포리디오증이 있는 사람중 사망 확률은 살펴보면 1/100,000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면역기능이 정상인 400,000명중 4명이 사망한 것이며, 중앙

값이 0.6, 평균 1, 95% 범위가 0.1/100,000에서 4/100,000으로 감염된 사람 중 

사망할 확률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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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는 Havelaar 등(2000)이 C. parvum에 감염시 나타나는 건강부담

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변수들의 확률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C. parvum에 감염

시 위장염 질병증상이 나타날 질병률의 분포는 정규분포로서 평균값이 0.71, 

표준편차값이 0.08이며, 1993∼1995 동안 네델란드의 위장염 환자들중 사망한 

사람들의 자료를 가지고 사망률을 추정한 결과 중앙값이 10,000 명당 0.016명

으로 추정되며 대수정규분포(-2.80, 1.00)를 보 다. C. parvum의 위장염 이환기

간은 DALYs를 계산하는데 중요한 변수로서 보통 1∼2주로 보고되고 있으나, 

통제된 실험에서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상당히 그 기간이 길게 편향

될 수 있다. 일반 인구집단과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 위장염

의 질병기간은 단지 3∼6일 정도 다. 다른 연구의 결과에서는 환자의 40∼

60%가 설사가 재발하 다. 여기서는 일반인들에서 중앙값으로 0.06년, 대수정

규분포(-4.14, 0.67)로 추정하 다. 일반인들이 아닌 면역부적격자인 AIDS 환자

집단에서는 C. parvum 감염은 거의 치명적인 위장염을 유발한다. 이중 30% 정

도만 증상이 완화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할 때까지 Cryptosporidiosis로 고

생하 다. 일반 면역적격자보다 AIDS 환자의 경우 장염이 더욱 심각하 고, 

체중감소, 복부통증 등과 같은 다른 증상도 나타난다. AIDS 환자중 

Cryptosporidiosis에 이환된 사람의 생존기간은 보통 11.5주, 이환되지 않은 사

람은 66주의 생존기간이 기대된다. 그러므로 Cryptosporidiosis은 AIDS 환자중 

약 70%가 기대수명을 약 1년 정도로 단축시킨다.

본 연구대상 집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이 연구대상이며 면역부

적격자인 임산부, 특정 환자, AIDS 환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Table 29에 선정된 감염율, 질병율 및 사망률과 이환기간을 용량-반응모델에 

적용하여 DALYs 값을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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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Point estimates and probability distribution of model parameters for 

assessment of the health burden of gastroenteritis by infection with C. 

parvum

Parameter

Immunocompetent population Population of AIDS patientsa

Median

value
b

Probability

distribution
c

Median

value
b

Probability

distribution
c

P｜infection 0.71
Normal

(0.71, 0.08)
1.00 Fixed

Severity(W) 0.054
Lognormal

(-2.29, 0.63)
0.16

Lognormal

(-1.81, 0.63)

Duration(L) 0.016
Lognormal

(-4.14, 0.67)
0.13

Lognormal

(-2.03, 0.92)

Case fatality ratio
0.06/

10,000

Lognormal

(-2.80, 1.00)
0.70

Normal

(0.70, 0.08)

a Prevalence 4:10,000

b Duration and life expectancy have unit year; all other parameters are dimensionless

c Normal (mean, SD), Lognormal (Mean, SD on log scale)

염소 및 오존처리시 C. parvum으로 감염위해도는 원수에서의 C. parvum

의 농도에 정수처리상의 제거율과 불활성화율, 음용수 섭취량 및 감염률을 조

합하여 산출하게 된다. 산정된 연간 감염위해도는 6.5390×10-5(95% CI 9.0165

×10
-6
∼4.6606×10

-4
)으로 추정되었으며(Figure 20), 감염된 사람들중 다시 위장

염 질환(gastroenteritis)을 일으킬 질병율인 중앙값 0.71(Log-Mean 0.71, 

Log-SD 0.08)을 적용하여 환자수를 산출하 다. 그리고 사망률 분포값인 중앙

값 0.06/10,000(Log-mean 0.71, Log-SD 0.08)을 감염자 환자수에 적용하여 사

망자수를 추정하게 된다. DALYs 산정시 사용될 장애가중치(dasability weight)

는 중앙값 0.054(Log-Mean -2.29, Log-SD 0.63), 질병 이환기간은 역시 중앙값 

0.016(Log-Mean -4.14, Log-SD 0.67)을 적용하 다. Table 29에서의 면역부적격

자인 에이즈환자에 대한 위해는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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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Chart

 person/year

.000

.019

.038

.057

.076

0

189.2

378.5

567.7

757

7.8281E-7 1.8283E-4 3.6487E-4 5.4692E-4 7.2896E-4

10,000 Trials    9,792 Displayed

Forecast: Infection Rate

Figure 20. Probability distribution of annual infection rate for C. parvum

4.1.4 위해도 결정

선정된 변수들을 입력하여, 병원성 미생물, 염소 소독 및 오존 소독시의 

부산물의 위해도, 질병률, 사망률, 장애보정생존연수를 Crystall Ball package 

20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onte-Carlo simulation을 10,000 번 수행 후 확률

분포로서 연간 감염, 질병 및 사망위해도를 추정하 다.

4.1.4.1 소독부산물의 위해도 추정

염소 처리시 THMs의 위해도는 소독부산물인 BDCM, DBCM, BF으로 인

한 연간 암발생위해도를 합산한 결과 중앙값이 6.23×10-9(95% CI : 4.89×10-1

0∼8.58×10-8)으로 산출되었다(Figure 21). 산출된 위해도로 서울시의 인구에 적

용하여 연간 암 발생자수를 추정하 으며, 남녀별, 5세 단위로 구분하여 계산

된 연간 암발생 사망자수룰 Table 30에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경우 중앙값이 

0.0322 명/년(95% CI : 0.0025∼0.4433), 여자의 경우 0.0322 명/년(95% CI : 

0.0025∼0.4433)으로 추정되어, 남․녀 모두에서 1명 이하로 낮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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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설치시의 경우는 병원성 미생물인 C. parvum은 제거되나 소독 부

산물은 제거되지 않으므로, C. parvum에 의한 위해는 ‘0’가 되며 THMs에 의한 

위해도는 염소처리시의 위해도와 같게 계산된다.

오존 소독부산물인 bromate으로 인한 연간 암발생위해도는 중앙값이 

2.31×10
-7
(95% CI : 8.26×10

-8
∼6.37×10

-7
)으로 추정되어 염소 소독부산물인  

THMs의 위해도 보다 높게 추정되었다(Figure 22). 역시 서울시의 인구에 적용

하여 연간 암 발생자수를 추정하 으며, 남녀별, 5세 단위로 구분하여 계산된 

연간 암발생 사망자수는 Table 31에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경우 중앙값이 

1.1953 명/년(95% CI : 0.4265∼3.2914), 여성의 경우 1.1902 명/년(95% CI : 

0.4247∼3.2774)으로 추정되어 4명 이하의 낮은값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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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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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Probability distribution of annual excess cancer risk for THMs

Frequency Chart

 ECR

.000

.007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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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Trials    9,738 Displayed

Forecast: Total

Figure 22. Probability distribution of annual infection risk for br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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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0. Probability distribution of annual population risk by THMs for 

chlorination

          Gender

 Age class

Male Female

50 percentile 95 percentile 50 percentile 95 percentile

 0 - 4 0.0020 0.0278 0.0019 0.0257 

 5 - 9 0.0022 0.0303 0.0020 0.0270 

 10 - 14 0.0021 0.0283 0.0018 0.0253 

 15 - 19 0.0026 0.0357 0.0024 0.0328 

 20 - 24 0.0029 0.0394 0.0029 0.0401 

 25 - 29 0.0036 0.0495 0.0035 0.0476 

 30 - 34 0.0033 0.0457 0.0030 0.0417 

 35 - 39 0.0028 0.0391 0.0028 0.0381 

 40 - 44 0.0028 0.0381 0.0029 0.0404 

 45 - 49 0.0022 0.0304 0.0023 0.0319 

 50 - 54 0.0018 0.0249 0.0018 0.0255 

 55 - 59 0.0015 0.0208 0.0015 0.0203 

 60 - 64 0.0011 0.0151 0.0011 0.0153 

 65 - 69 0.0006 0.0087 0.0008 0.0108 

 70 - 74 0.0003 0.0047 0.0006 0.0079 

 75 - 79 0.0002 0.0028 0.0004 0.0055 

 80+ 0.0001 0.0020 0.0004 0.0054 

Sum 0.0322 0.4433 0.0321 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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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Probability distribution of annual population risk by bromate for 

ozonation

            Gender

 Age class

Male Female

50%tile 95%tile 50%tile 95%tile

 0 - 4 0.0750 0.2064 0.0693 0.1909 

 5 - 9 0.0818 0.2253 0.0727 0.2003 

 10 - 14 0.0762 0.2098 0.0681 0.1876 

 15 - 19 0.0962 0.2648 0.0885 0.2438 

 20 - 24 0.1063 0.2926 0.1082 0.2979 

 25 - 29 0.1333 0.3672 0.1283 0.3533 

 30 - 34 0.1232 0.3393 0.1125 0.3099 

 35 - 39 0.1054 0.2902 0.1027 0.2828 

 40 - 44 0.1028 0.2832 0.1090 0.3001 

 45 - 49 0.0819 0.2255 0.0860 0.2369 

 50 - 54 0.0671 0.1849 0.0687 0.1891 

 55 - 59 0.0562 0.1548 0.0548 0.1509 

 60 - 64 0.0406 0.1118 0.0414 0.1139 

 65 - 69 0.0234 0.0645 0.0290 0.0800 

 70 - 74 0.0127 0.0349 0.0213 0.0588 

 75 - 79 0.0076 0.0210 0.0150 0.0412 

 80+ 0.0055 0.0152 0.0146 0.0403 

Sum 1.1953 3.2914 1.1902 3.2774 



- 135 -

4.1.4.2 C. parvum의 위해도 추정

염소 및 오존처리시 C. parvum으로 감염위해도는 원수에서의 C. parvum

의 농도에 정수처리상의 제거율과 불활성화율, 음용수 섭취량을 조합하여 산

출하게 된다. 산정된 연간 감염위해도는 6.5390×10
-5
(95% CI 9.0165×10

-6
∼

4.6606×10-4)으로 추정되었으며(Figure 23), 감염된 사람들중 다시 위장염 질환

(gastroenteritis)을 일으킬 질병율인 중앙값 0.71(Log-Mean 0.71, Log-SD 0.08)

을 적용하여 환자수를 산출하 다. 그리고 사망률 분포값인 중앙값 

0.06/10,000(Log-mean 0.71, Log-SD 0.08)을 감염자 환자수에 적용하여 사망자

수를 추정하게 된다.

염소처리시 C. parvum으로 인한 인체위해는 감염된 이후 질병(위장염과 

같은 질병)과 사망의 위해 정도를 산출하 다. 염소처리시의 위장염 인구집단 

위해분포결과를 보면 남성이 62,405∼331,313명(50∼95 percentile), 여성이 

62,141∼329,909명(50∼95 percentile)이 질병에 이환될 분포값을 보 다. 오존처

리시의 C. parvum으로 위해(위장염 질환)는 남성이 238∼1,747명(50∼95 

percentile), 여성이 237∼1,740명(50∼95 percentile)의 분포를 보 다(Table 32, 

33).

따라서 염소처리시보다 오존처리시의 C. parvum으로 인한 위장염질환 환

자수는 현저히 줄어듬을 알 수 있다. 정수처리시에는 C. parvum이 100% 제거

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C. parvum으로 인한 건강위해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존 및 염소처리시 C. parvum으로 인한 사망자를 계산하 지만 

‘0’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 제시하지는 않았다. 연령군별의 차이는 인구수에 따

른 차이일뿐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은 아니며, 남성, 여성의 위해도 차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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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Chart

 person/year

.000

.019

.038

.057

.0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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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Trials    9,792 Displayed

Forecast: Infection Rate

Figure 23. Probability distribution of annual infection risk for C. parvum

Table 32. Probability distribution of annual population risk(morbidity) by C. 

parvum for chlorination

              Gender

 Age class

Male Female

50%tile 95%tile 50%tile 95%tile

 0 - 4 3,914 20,780 3,620 19,217

 5 - 9 4,272 22,681 3,798 20,164

 10 - 14 3,979 21,123 3,557 18,882

 15 - 19 5,021 26,658 4,622 24,540

 20 - 24 5,548 29,453 5,649 29,992

 25 - 29 6,962 36,963 6,698 35,563

 30 - 34 6,433 34,154 5,875 31,193

 35 - 39 5,502 29,213 5,361 28,463

 40 - 44 5,369 28,503 5,689 30,204

 45 - 49 4,275 22,696 4,491 23,842

 50 - 54 3,505 18,608 3,585 19,031

 55 - 59 2,934 15,579 2,861 15,187

 60 - 64 2,119 11,251 2,159 11,464

 65 - 69 1,223 6,493 1,517 8,052

 70 - 74 661 3,512 1,114 5,914

 75 - 79 398 2,114 781 4,145

 80+ 288 1,531 764 4,058

Sum 62,405 331,313 62,141 32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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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Probability distribution of annual population risk(morbidity) by C. 

parvum for ozonation

           Gender

Age class

Male Female

50%tile 95%tile 50%tile 95%tile

 0 - 4세 15 110 14 101

 5 - 9세 16 120 15 106

 10 - 14세 15 111 14 100

 15 - 19세 19 141 18 129

 20 - 24세 21 155 22 158

 25 - 29세 27 195 26 188

 30 - 34세 25 180 22 165

 35 - 39세 21 154 20 150

 40 - 44세 21 150 22 159

 45 - 49세 16 120 17 126

 50 - 54세 13 98 14 100

 55 - 59세 11 82 11 80

 60 - 64세 8 59 8 60

 65 - 69세 5 34 6 42

 70 - 74세 3 19 4 31

 75 - 79세 2 11 3 22

 80+ 1 8 3 21

Sum 238 1,747 23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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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제성 분석

4.2.1 정수처리별 효용분석

DALYs 손실의 산출은 특정 질병 또는 건강상태로 인해 한 인구집단이 

갖는 질병 또는 장애의 부담(burden of disease)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서울시의 인구 약 천만명을 대상으로 한 정수처리별 소독 부산물과 병원

성 미생물의 노출로 인한 건강 향을 DALYs 손실값으로 추정하 다.

4.2.1.1 염소소독시의 DALYs 손실

서울시의 정수장은 염소소독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선 중앙값인 50 

percentile 값을 보면 염소소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독부산물로 남, 여 각각 

0.85, 0.81, 합쳐서 1.66 DALYs 손실이 예상된다. 소독부산물로 인한 DALYs는 

최종 인체 향이 암(cancer) 발생으로 인한 사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

병으로 인한 DALYs인 YLD는 남․여 모두 0 DALY로 되며, 사망으로 인한 

건강손실은 남녀 거의 같은 값을 보 다. 두 값의 차이는 인구수의 차이와 기

대수명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남․여의 DALYs 손실 추정시 이외 다르게 적

용된 변수값은 없다.

병원성 미생물인 C. parvum으로 인해 144.71 DALYs의 손실이 있으며, 남

성 72.66 DALYs, 여성 72.05 DALYs의 손실이 있다. C. parvum으로 인한 인체

향은 감염시 설사와 같은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를 YLD로 추정하 으며, 임

상증상이 있는 사람들중 사망할 경우를 LYL로 추정하 다. 남성의 경우 YLD, 

LYL이 각각 69.69, 9.97 DALYs로, 여성의 경우 62.48, 9.57 DALYs의 손실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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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처리시의 소독부산물과 병원성 미생물로 인한 총 DALYs 손실을 보

면, 소독부산물이 1.66 DALYs, C. parvum으로 인해 144.71 DALYs의 손실이 

있다. 따라서 소독 부산물로 인해 DALYs 손실은 병원성 미생물인 C. parvum

의 손실에 비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4와 Table 35는 각각 염소처리시 50, 95th percentile의 DALYs 손

실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ure 24는 DALYs 손실값의 확률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34. Health loss by THMs and C. parvum with chlorination(median value)

Alternatives

50th percentile
Harzard Gender

DALYa
Total

DALYsYLD
b

LYL
b

Sum

Chlorination

THMs
Male 0.00 0.85 0.85

1.66
Female 0.00 0.81 0.81

C. parvum
Male 62.69 9.97 72.66

144.71
Female 62.48 9.57 72.05

a DALYs per 10 million person

b YLD : years lived with disability, LYL : life years lost

Table 35. Health loss by THMs and C. parvum with chlorination(95th percentile)

Alternatives

95th 

percentile

Hazard Gender
DALYa

Total

DALYs
YLDb LYLb Sum

Chlorination

THMs
Male 0.00 11.66 11.66

22.86
Female 0.00 11.20 11.20

C. parvum
Male 598.27 105.55 703.82

1291.11
Female 485.91 101.38 587.29

a DALYs per 10 million person

b YLD : years lived with disability, LYL : life years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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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s  : Chlorination
Hazard    : DBPs

Gender    : Male

Frequency Chart

 DALYs

.000

.079

.158

.237

.316

0

789.2

3157

-2.92 17.87 38.67 59.46 80.26

10,000 Trials    9,967 Displayed

Forecast: Cl_DBP_Male

Alternatives  : Chlorination
Hazard    : DBPs

Gender    : Female

Frequency Chart

 DALYs

.000

.079

.158

.237

.316

0

789.2

3157

-2.81 17.16 37.14 57.11 77.09

10,000 Trials    9,967 Displayed

Forecast: Cl_DBP_Female

Alternatives : Chlorination

Hazard    : C. parvum

Gender    : Male

Frequency Chart

 DALYs

.000

.025

.049

.074

.099

0

247

494

741

988

1.26 294.89 588.52 882.15 1,175.78

10,000 Trials    9,794 Displayed

Forecast: Cl_Crypto_Total_M

Alternatives  : Chlorination
Hazard    : C. parvum

Gender    : Female

Frequency Chart

 DALYs

.000

.018

.036

.053

.071

0

178

356

534

712

1.43 213.68 425.93 638.18 850.43

10,000 Trials    9,765 Displayed

Forecast: Cl_Crypto_Total_F

Figure 24.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Health loss(DALYs) in a population of 

10 million by THMs and C. parvum with chlor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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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오존처리시의 DALYs 손실

음용수 생산시 오존처리를 병행할 경우 오존 부산물인 bromate으로 인해 

50 percentile 값이 남성의 경우 LYL 값이 31.43 DALYs, 여성의 경우 역시 

LYL 값이 30.19 DALYs 손실이 예상된다. Bromate으로 인한 인체위해는 사망

시 만을 대상으로 함으로 LYL 값이 곧 DALYs 값이 되며, 총 61.62 DALYs 

손실이 예측된다. 남․녀의 차이는 염소처리시와 마찬가지로 다른 변수가 적

용된 것이 아니라 인구차이와 기대수명에 의한 것이다. 

병원성 미생물인 C. parvum으로 인해 전 인구집단에 대해 0.57 DALYs의 

손실이 있으며, 남․여 모두에서 DALYs 손실은 매우 낮은 값을 보 다. 따라

서 오존 처리시에는 병원성 미생물인 C. parvum로 인한 DALYs 손실은 염소

처리할 경우보다 현저히 낮아지며 대신 bromate로 인한 DALYs 손실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Table 36과 Table 37은 각각 오존처리시 50, 95 percentile의 DALYs 손실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ure 25는 DALYs 손실값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36. Health loss by bromate and C. parvum with ozonation(median value)

Alternatives

50th percentile
Hazard Gender

DALYsa Total

DALYsYLDb LYLb Sum

Ozonation

Bromate
Male 0.00 31.43 31.43

61.62
Female 0.00 30.19 30.19

C. parvum
Male 0.25 0.24 0.49

 0.57
Female 0.04 0.04 0.08

a DALYs per 10 million person

b YLD : years lived with disability, LYL : life years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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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Health loss by bromate and C. parvum with chlorination(95th 

percentile)

Alternatives

95th percentile

Hazard Gender DALYsa Total

DALYsYLD
b

LYL
b

Sum

Ozonation Bromate Male 0.00 86.56 86.56 169.69

Female 0.00 83.13 83.13

C. parvum Male 2.45 2.41 4.86  5.88

Female 0.52 0.50 1.02

a DALYs per 10 million person

b YLD : years lived with disability, LYL : life years lost

Alternatives  : Ozonation

Hazard    : Bromate

Gender    : Male

Frequency Chart

 DALYs

.000

.007

.014

.021

.028

0

70.5

141

211.5

282

5.21 30.65 56.09 81.53 106.98

10,000 Trials    9,738 Displayed

Forecast: O3_DBP_Male

Alternatives  : Ozonation

Hazard    : Bromate

Gender    : Female

Frequency Chart

 DALYs

.000

.007

.014

.021

.028

0

70.5

141

211.5

282

5.00 29.44 53.87 78.31 102.74

10,000 Trials    9,738 Displayed

Forecast: O3_DBP_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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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s  : Ozonation

Hazard    : C. parvum

Gender    : Male

Frequency Chart

 DALYs

.000

.031

.063

.094

.125

0

313.2

626.5

939.7

1253

0.00 1.38 2.75 4.13 5.51

10,000 Trials    9,825 Displayed

Forecast: O3_Crypto_Total_M

Alternatives  : Ozonation

Hazard    : C. parvum

Gender    : Female

Frequency Chart

 DALYs

.000

.032

.063

.095

.126

0

315

630

945

1260

0.00 1.35 2.70 4.05 5.40

10,000 Trials    9,826 Displayed

Forecast: O3_Crypto_Total_F

Figure 25.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Health loss(DALYs) in a population of 

10 million by bromate and C. parvum with oz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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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 정수기 설치시의 DALYs 손실

연구방법에서 가정에서의 정수기 설치시의 경우 염소처리로 인한 소독부

산물은 처리되지 않고, 병원성 미생물들은 여과로 인해 100% 제거된다고 가정

하 다. 그리므로 DALYs 손실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염소소독 결과와 마찬가

지로 남․여 모두 합쳐 1.66 DALYs 손실이 예상된다. 남․녀별로 각각 0.85 

DALYs, 여성은 0.81 DALYs 손실로 추정된다(Table 38, 39). 

Table 38. Health loss by Cl2_THMs and C. parvum with Home-filter(median 

value)

Alternatives

50th percentile
Harzard Gender

DALYa
Total

DALYsYLDb LYLb Sum

Home filter

Cl2_THMs
Male 0.00 0.85 0.85

1.66
Female 0.00 0.81 0.81

C. parvum
Male - - -

-
Female - - -

a DALYs per 10 million person

b YLD : years lived with disability, LYL : life years lost

Table 39. Health loss by Cl2_THMs and C. parvum with Home-filter (95th 

percentile)

Alternatives

95th percentile
Hazard Gender

DALYa

Total

DALYsYLDb LYLb Sum

Home-filter

Cl2_THMs
Male 0.00 11.66 11.66

22.86
Female 0.00 11.20 11.20

C. parvum
Male - - -

-
Female - - -

a DALYs per 10 million person

b YLD : years lived with disability, LYL : life years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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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정수처리별 비용의 분석

4.2.2.1 염소 및 오존처리시의 비용산출

염소소독과 오존소독의 처리비용을 비교하기 위해 서울시와 부산시의 정

수처리비용을 비교하 다. 서울시의 10개 정수장은 모두 염소소독처리만을 실

시하고 있어 염소소독처리 정수에 의한 상수 생산원가의 대표값으로 서울시의 

상수 생산원가를 사용하 다. 따라서 서울시의 이에 반해 부산시의 경우 총 

상수 생산량의 대부분인 96%를 오존처리와 염소소독을 병행하는 덕산, 화명, 

명장 정수장에서 생산하고 있다(Table 40). 따라서 부산시에서 생산한 상수 모

두를 오존처리와 병행한 것으로 보았으며 오존소독처리 정수에 의한 상수 생

산원가의 대표값으로 부산시의 상수 생산원가를 사용하 다.

Table 40. Water supply in Pusan city

Water supply
Daily average water 

supply (ton/day)
Water supply rate (%)

Pusan Total 1,441,518          100.00

Duksan   818,518           56.78

Hwamyung   414,824           28.78

Myungzang   151,227           10.49

Sum           96.05

Source ; 99 Statistics of Water Supply, Ministry of Environment, 2000

‘99년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의 상수 생산량은 각각 1,591,820,845톤/년과 

526,154,070톤/년이며, 총괄원가산정방식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출한 

원가는 서울시 608.1원/톤과 부산시 642.3원/톤으로서(’99상수도통계, 환경부, 

2000) 상수 생산원가에는 34.2원의 차이가 난다.



- 146 -

여기서 총괄원가란,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원가에 가동설비 자산

에 대한 공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 식에 의해 산정된다.

총괄원가= 업비용+자본비용+기타( 업외비용-기타 업수익- 업외수익)

업비용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재료비, 원․정수비,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업외비용 유가증권처분손실 및 잡손실 등 (지방채이자는 제외)

기타 업수익
각종 수수료수입, 급수장치손료수익 등

   ※ 설계.자재검사.준공검사.계량기시험.기타 잡수익등

업외수익 수입이자 및 공공용수대 등 타회계 부담금 수입

자본비용

가동설비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액으로 계산되며 기업의 

계속성유지를 위한 원리금상환자금, 시설확장유보자금, 

경 외적사유로 인한 불리한 여건에 대비하는 내부유보재원

 . 순가동설비자산 : 수돗물생산에 공여된 가동설비자산

 . 운전자금 : 실제로 연간 지출한 현금중 2개월 해당분

 . 자본비용 = 요금기저 × 공정투자보수율(9%)

 . 요금기저 = 순가동설비자산 + 운전자금

 . 순가동설비자산 = 총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

 . 운전자금 = ( 업비용 - 감가상각비) × 2/12



- 147 -

Table 41. Comparison of total cost of water treatment in Seoul and Pusan city

단위 : 1,000,000 원

 서울시  부산시

총 세출 697,968 365,918

업비용

유지관리비

  동력비

  인건비

  약품비

  원정수구입비

  수선유지비

270,703

 36,510

 86,996

  8,770

 55,757

 44,194

95,836

 19,463

 26,853

  2,849

  8,064

  8,232

업외 비용  기타(이월금)  97,540  131,649

자본비용 원리금상환액 85,143   31,408

공사비

  확장

  개량

  기타

244,582

 155,141

  83,749

   5,692

107,025

  34,672

   5,136

  67,217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정수처리의 생산원가는 서울시 상수 생산원가 608.1

원을 적용하고, 오존소독을 실시하는 정수처리의 생산원가에는 부산시 상수 

생산원가 642.3원을 적용하여 이 각각의 값을 서울시 년간 상수생산량에 곱해

주어 두 정수처리방식을 서울시에 적용하 을 때의 각각의 서울시 상수 년간 

생산비용을 얻었다(Table 42). 그 결과, 서울시 정수처리에 염소소독을 실시하

는 비용이 년간 967,986백 만원이었고, 오존소독과 염소소독을 병행하는 비용

이 년간 1,022,427백 만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비용산정내에

서 동산, 부동산을 따져 본다면 정확한 의미의 처리비용이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수치적인 의미보다 연구결과에서 전체적인 경향을 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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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Annual cost for chlorination and ozonation in Seoul city

Water supply quantity

in Seoul
× Conv. unit cost = Annual cost

Cl2
 1,591,820,845

       ton/year
×

    608.1

        won/ton
=

         967,986

million won/year

Cl2＋O3
 1,591,820,845

      ton/year
×

    642.3

        won/ton
=

       1,022,427

million won/year

4.2.2.2 가정의 정수기 설치시의 비용산출

서울시 각 가구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 가구 수에 년간 정수기 사용 비용을 곱하 다. 

가구 당 년간 정수기 사용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대표적인 국내 정수기 

판매 3개 회사의 대중적인 모델의 소요비용을 구하여 그 값들의 산술평균으로 

단위비용을 얻었다. 현재 정수기 비용의 주요 요소는 구입비와 필터 교환비, 

설치비, 보증금, 수리비, 등록비, 임대의 경우 임대료 등이 있으나, 가장 비중이 

큰 구입비와 필터 교환비, 임대의 경우는 임대료와 보증금, 설치 등록비를 계

산하여 처음 1년의 정수기 사용 비용을 산출하 다(Table 43).

3개 회사의 구입설치․유지비, 임대료를 계산한 결과, 한 가구당 845,400

원이 계산되었으며, 서울시 가구수 3,085,936를 곱한 결과 연간 2,608,850백만원

의 비용이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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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Annual cost for Home-Filter usage for each products

Products Cost Cost over 1year

WJ

Buy
Value         1,034,000 won

Filter eschange  108,000 won/year
   1,142,000 won/year

Rent
Value           28,000 won/month

Security         80,000 won
    416,000 won/year

CH

Buy
Value          880,000 won

Filter eschange  180,000 won/year
   1,060,000 won/year

Rent
Value           29,000 won/month

Security        100,000 won
    448,000 won/year

KL Bye
Value          990,000 won

Filter eschange  171,000 won/year
   1,161,000 won/year

Average     845,400 won/year

No. of House

in Seoul
×

Conversion

 factor
= Cost/Year

Home-

Filter
3,085,936 House ×

845,400

Won/House/Year
=

26,088,500

million

Won/Year



- 150 -

4.2.3 비용-효용분석

4.2.3.1 정수처리별 DLAYs 손실 추정

Table 44은 정수처리별 DALYs 손실을 정리한 것으로, 1 DALYs 손실은 

대상인구집단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1년이 손실된 것을 말한다. 

대안으로 제시된 정수처리별로 중앙값을(50th percentile) 비교해 보면, 염

소처리시 146.4 DALYs, 오존처리시 62.2 DALYs, 정수기 설치시에는 1.7 

DALYs 손실이 추정되었다. 염소처리시의 DALYs 값은 대부분 병원성 미생물

인 C. parvum으로 인한 건강상의 손실(health loss)이 있으며, 오존처리시 146.4 

DALYs에서 62.2 DALYs 손실로 총 DALYs 손실이 1/3 이하로 감소되었다. 

감소된 DALYs 손실은 C. parvum의 제거율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가

지 처리방안에서 소독부산물로 인한 DALYs 손실은 오존처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손실된 DALYs 값만을 본다면 염소처리의 경우가 오존처리보다 약 3배 

이상 손실이 큼을 알 수 있으며, 정수기 설치시에는 1.7 DALYs 손실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의 정수기 설치시에는 C. parvum은 100% 제거되어 DALYs 손실

이 '0'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전 가정에서 정수기를 설치한다는 것

은 사실 불가능하며, 비용적인 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정수기의 여러 가

지 기능(카본필터, 멤브레인, 은활성탄 등)으로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염소성

분, THMs, 유기화학물질 등을 흡착, 제거시킬 수 있는 성능은 배제하 기 때

문에 추정된 DALYs 손실값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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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Health loss for alternatives of water treatment

       DALYs
a

Alternatives

50 percentile 95 percentile

YLD
b

LYL
b

DALY Sum YLD
b

LYL
b

DALY Sum

Cl2

THMs 0.0 1.7 1.7
146.4

0.0 22.9 22.9
1,314.0

C. parvum 125.2 19.5 144.7 1,084.2 206.9 1,291.1

Cl2＋O3

Bromate 0.0 61.6 61.6
62.2

0.0 169.7 169.7
178.7

C. parvum 0.3 0.3 0.6 8.5 0.5 9.0

Cl2＋HF
c

THMs 0.0 1.7 1.7
1.7

0.0 22.9 22.9
22.9

C. parvum 0.0 0.0 0.0 0.0 0.0 0.0

a DALYs per 10 million person

b YLD : years lived with disability, LYL : life years lost

c Home-Filter

Table 45는 추정된 DALYs 손실에 비용을 고려한 비용-효용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용은 각 처리방안에 소요되는 비용에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일인당 소요되는 금액 나타낸 것이다. C/U 결과값을 중앙값으로 비교해 보면 

염소소독이 641.2, 오존처리시 1,594.1, 정수기 설치시 148,828.8로 계산되어 염

소소독이 비용․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서울시 인구집단에서 1DALY 손실

을 줄이는데 염소소독처리는 1인당 641원, 오존처리시 1인당 1,594원, 가정에서 

정수기 설치시 1인당 148,828원이 소용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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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Cost-utility analysis for alternatives of water treatment

         C/Ua

Alternatives

50 percentile 95 percentile

Costb DALY
b

C/Ua Costb DALY
b

C/Ua

Cl2  93,876 146.4    641.2  93,876 1314.0    71.4

Cl2＋O3  99,156  62.2   1594.1  99,156  178.7   554.9

Cl2＋HF 253,009   1.7 148,828.8 253,009   22.9 11,048.4

a Cost/Utility (￦/DALYs)

b per 10 million person

c HF ; Home-Filter

증감 비용-효용 분석은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할 때 대상인구집단에서 1 

DALY 손실을 줄이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를 계산해 보고 대안설

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정수장에서 정수처리과정은 

염소처리이며 대안으로 오존처리를 할 경우의 증분 비용-효용분석 결과는 

-62.7(50th percentile)이다. 이것은 서울시 인구집단에서 오존처리를 추가로 설

치하여 1 DALY lost를 줄이는데 시민 1인당 62.7원이 더 소요된다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정수기 설치시에는 역시 1DALY lost를 줄이는 1인당 1747.5원

(50th percentile)이 소요되게 된다(Table 46, 47). 

Table 46. Incremental cost-utility analysis with ozonation

         C/U
a

Alternatives

50 percentile 95 percentile

Cost
b DALY

b Incremental

C/U
Cost

b DALY
b Incremental

C/U

Cl2  93,876 146.4
-62.7

 93,876 1314.0
-4.7

Cl2+O3  99,156  62.2  99,156  178.7

a Cost/Utility (￦/DALYs)

b per 10 millio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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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Incremental cost-utility analysis with home-filter

         C/U
a

Alternatives

50 percentile 95 percentile

Cost
b DALY

b Incremental

C/U
Cost

b DALY
b Incremental

C/U

Cl2  93,876 146.4
-1,747.5

 93,876 1314.0
-1958.7

Cl2+HF 253,009   1.7 253,009   22.9

a Cost/Utility (￦/DALYs), HF ; Home-Filter

b per 10 millio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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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공공보건에서의 물문제는 병원성 미생물로 인한 수인성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처리를 실시한 이후 이로 인해 생성된 소독부산물의 제어와 관리로 

이어졌다. 근래에는 염소소독에 저항력을 가지는 다른 미생물들(바이러스, 원

생동물 등)의 출현으로 더 강력한 소독제의 필요성과 소독부산물과 미생물의 

위해도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물을 통한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은 일시적이며 또 그 위해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과는 다르

게 화학물질의 한 종류인 소독부산물은 물에 아주 적은 양으로 포함되어 일생

동안 노출되면서 어느 시점에서 암과 같은 인체에 심각한 향을 미치게 된

다. 따라서 임상적인 증상과 인체 향이 나타나는 시기에서 병원성 미생물과 

소독부산물은 다르며, 위해성 평가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최종 인체 향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 결과인 위해도를 

서로 비교 가능케 하는 도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도구로서 경제성 분석에서 사

용되는 비용-효용분석을 적용하고자 하 다.

병원성 미생물의 위해성 평가는 현재까지 기존의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

가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근래에 ILSI(The International Life Science 

Institute)내의 RSI(Risk Science Institute)와 US EPA의 Office of Water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병원성 미생물과 관련된 인체질병의 위해를 평

가하기 위한 개념적인 틀을 개발하여 발표하 다. 발표된 틀과 내용을 이론적 

배경에서 서술하 으며, 병원성 미생물의 위해성평가 방법의 적용에서는 수계

의 병원성 미생물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 적용시의 연구방법들을 소개하

다. 특히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방법과 구별되는 용량-반응평가에서 모델의 

소개와 적용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효과분석의 한 

방법인 비용-효용분석중 최종 인체 향 결과가 서로 다른 위해를 비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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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도구로서 선정된 장애보정생존년수(DALYs)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적용방

법을 설명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성 미생물과 소독부산물의 비교 위해도 평가에 이론

적 배경에서 소개한 내용들을 적용하여 음용수 생산시 사용되는 처리방법에 

따라 평가하 다. 정수처리방법은 염소소독과 염소처리에 오존처리를 첨가하

는 방법, 염소소독 후 일반가정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 다. 병원성 

미생물인 C. parvum oocysts는 4∼5㎛ 크기로 정수처리과정중 여과과정에서 

주로 제거되며, 다른 원생동물인 Giardia lamblia와 함께 염소에 저항성이 커서 

좀 더 강력한 소독제인 오존을 사용하는 국가 및 도시들이 증가하고 있어 연

구대상 병원성 미생물로 선정하 다. 염소처리시 생성되는 소독부산물중 발암

성으로 알려진 THMs과 오존처리시에는 발암성 물질인 bromate을 연구대상물

질로 하 다.

원수에서의 C. parvum의 농도분포를 추정하고 음용수에서의 소독부산물

의 농도를 측정하여 위해성평가 방법론에 따라 위해도를 산출하 다. 위해도

는 불확실성 분석을 위해 용량-반응평가와 노출평가에서의 모든 입력변수들을 

가능한 한 확률분포값을 구해 입력하 으며, Crystal Ball 프로그램을 이용, 

Monte-Carlo 시뮬레이션을 10,000번 수행후 위해도를 산출하 다. 비용은 정수

장에서의 연간 물 생산비용을 추정하여 사용하 다. 산출된 위해도를 기반으

로 정수처리방법에 따라 서울시 인구를 대상으로 감염시 질병에 이환된 사람

수와 사망자수를 산출하여, 효용분석 도구인 장애보정생존년수(DALYs)를 추정

하 다. 산출된 건강손실인 DALY 손실결과에 비용-효용분석(cost-utility)을 적

용하여 비교해 본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염소 소독부산물인 THMs의 위해도를 합산한 결과 연간 암발생위해도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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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값(median, 50th percentile)이 6.23×10
-9
(95% CI : 4.89×10

-10
∼8.58×10

-8
)

으로 추정되었으며, 서울시 인구집단에 적용한 인구집단 위해도는 남성의 

경우 중앙값이 0.03명/년(95% CI : 0.00∼0.44), 여성의 경우 0.03명/년(95% 

CI : 0.00∼0.44)으로 추정되어, 남․녀 모두에서 1명 이하로 낮게 추정되었

다. 오존 소독부산물인 bromate으로 인한 연간 암발생위해도는 중앙값이 

2.31×10-7(95% CI : 8.26×10-8∼6.37×10-7)으로 추정되어 염소 소독부산물인 

THMs의 위해도 보다 높게 추정되었으며, 역시 서울시의 인구집단에 적용

한 결과 남성의 경우 중앙값이 1.20 명/년(95% CI : 0.43∼3.30), 여성의 경

우 1.20 명/년(95% CI : 0.4∼3.3)으로 추정되어 4명 이하의 낮은값을 보

다. 가정에서의 정수기 설치시 병원성 미생물인 C. parvum은 완전히 제거

되나 소독 부산물은 제거되지 않으므로, C. parvum에 의한 위해는 ‘0’가 되

며 THMs에 의한 위해도는 염소처리시의 위해도와 같은 값을 보 다.

2. 염소처리시 C. parvum으로 인한 인구집단위해도인 위장염 위해도 분포결과

를 보면 남성이 62,405∼331,313명(50∼95 percentile), 여성이 62,141∼

329,909명(50∼95 percentile)의 분포값을 보 다. 오존처리시의 C. parvum으

로 인한 위해(위장염 질환)는 남성이 238∼1,747명(50∼95 percentile), 여성

이 237∼1,740명(50∼95 percentile)의 분포를 보 다. 오존 및 염소처리시 

C. parvum으로 인한 인구집단위해인 사망 위해도 분포결과는 ‘0’에 가까운 

결과를 보 다.

3. 산출된 소독부산물과 병원성 미생물의 위해도를 최종건강상태에 따라 일반

지표(common matrix)인 건강손실(health lost; DALYs lost)을 산출해 본 결

과(중앙값, 50th percentile), 염소처리시 THMs이 1.66 DALYs 손실, C. 

parvum으로 인해 144.71 DALYs 손실이 있었다. 따라서 THMs으로 인한 

DALYs 손실은 C. parvum로 인한 손실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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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오존처리시의 DALYs 손실을 보면, bromate이 61.6 DALYs, C. 

parvum으로 인해 0.6 DALYs의 손실이 있다. 따라서 염소처리시 소독 부산

물로 인한 DALYs 손실은 병원성 미생물인 C. parvum로 인한 손실에 비해 

매우 적었으며, 오존처리시 C. parvum으로 인한 건강손실이 염소처리시보

다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소독부산물의 위해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가정

에서의 정수기 설치시의 경우 THMs로 인해 1.7 DALYs 손실이 예상되며, 

C. parvum은 ‘0’ DALY 손실이 추정된다. 정수처리별 총 건강손실을 보면, 

염소처리(146.4 DALYs 손실)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오존처리(62.2 DALY 

손실), 정수기 설치(1.7 DALYs 손실)순이었다. 

4. 비용-효용 분석결과 중앙값으로 서울시 인구집단에서 1DALY 손실을 줄이

는데 염소소독처리는 1인당 641원, 오존처리시 1인당 1594.1원, 가정에서 정

수기 설치시 1인당 148,829원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염소소독이 

가장 비용-편익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계의 병원성 미생물과 소독부산물의 인체 위해를 평가하

는데 위해도를 기반으로 경제성 분석을 적용한 예이다. 실제로 평가중에 사용

된 입력자료들은 국내에서 측정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아 외국자료를 인용하

으며, 다만 국내에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자료들을 고찰하여 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입력자료를 선정하 다. 근래에 유사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된 것을 보

면 추정된 건강상의 손실이 소독 부산물보다 병원성 미생물로 인한 비율이 매

우 큼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본 연구에서 대상물질과 병원체는 수많은 소독 부산물중 발암성 물질인 

THMs만을, 병원성 미생물 역시 C. parvum만을 연구대상으로 하 고, 비용을 

산출시 염소처리와 오존처리시의 비용산출의 중복성, 가정에서의 정수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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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비용산출의 어려움, 노출변수자료 입력시 국내 측정자료가 없는 경우 외

국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에 연구결과 해석시 제한점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앞

으로 이와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연구주제를 선정

하고 연구하여야 하며, 기초 자료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의 효과는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되며, 이것은 공공정책의 분석 범위가 광범위하고 분석의 구조가 복잡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번 시행된 정책은 시행전으로 원상 복구가 불가능함으로 시

작단계부터 정책효과의 다양한 측면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목적 댐의 

건설, 도로건설,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이 여기에 속하며, 본 연구는 국민이 음

용하는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의 처리방법에 따른 병원성 미생물과 소독부산물

의 위해도를 추정하고, 경제성과 서로 다른 인체위해를 고려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비단 정수장의 음용수 

생산방법 및 시설의 결정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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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nd demonstrate through a 

limited case study, an adaptable framework that is capable of appropriately 

comparing risks related to both drinking water disinfectants/disinfectant 

byproducts and infectious microbiologic agents, and which also considers the 

financial costs of potentially reducing these risks. The study frames the problem 

as a cost-effectiveness analysis(cost-utility analysis) which compares public health 

risks for different potential audiences.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o advance a methodology capable of 

evaluating the interdependent and disparate health outcomes and financial costs 

of alternative treatment systems. The secondary goal of this study is to highlight 

the usefulness of the methodology through a case study. The study applies the 

method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a drinking water treatment system 

purveyor to a hypothetical but plausible site(Suoul city) in Korea. The pur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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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s the benefits and costs of three drinking water conventional 

chlorination-based treatment train preceded by a ozonation step, treatment 

alternatives: 1) a conventional chlorination-based treatment train, 2) a 

conventional chlorination-based treatment train preceded by a ozonation step 

and 3) a conventional chlorination-based treatment train coupled with the 

installation of a point-of-use device(home-filter) in the homes of the population.

The framework presented and applied in this paper represents the 

integration of cost-effectiveness analysis as applied to public health interventions 

with the Risk Assessment Paradigm. The CRMD(comparative risk assessment for 

microbial and DBPs) provides a systematic approach to assessing the expected 

impact of specific treatment alternatives on microbial and chemical risks, and 

comparing these disparate risks to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alternatives. 

To compare chemical and microbial risks, the effects estimated in the risk 

characterization must be expressed as human health conditions. For microbial 

risks this requires a description of the potential types or stages of microbial 

illness that may result from exposure, and the specific symptoms associated with 

each. For risks associated with DBPs, outcomes as specific cancer must be 

identified as the most likely or relevant human health conditions. The range of 

potential human health conditions can then be converted into a common health 

metric. In this study, DALYs are used to capture changes in the length and 

quality of life associated with the different health conditions(Common Health 

Metric). The CRMD assesses microbial and chemical risks in relation to specific 

treatment alternatives. As a result, an analysis must consider the estimated 

impact of baseline and alternative strategies on the different risks under 

consideration. In this study, treatments affect contaminant concentrations, 

exposures, and ultimately the type and number of in expected health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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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affecting the different health risks, the alternative treatment 

strategies also require different resource expenditures for implementation. In the 

final stage of the framework, alternative strategies are compared by assessing 

their expected impact on health (DALYs) and economic outcomes(Comparison of 

Costs and Utility).

The study uses probabilistic techniques, implemented using Monte Carlo 

analysis, to address uncertainty and variability.

Table 1 presents point estimates of health loss of supplying drinking water 

with and without ozonation, with home-filter. The estimates(median) of 

DALY(per 10 million) are 146,4(chlorination), 62.2(ozonation) and home-filter(1.7). 

The ozonation step in the treatment chain dose not completely eliminate health 

risk, although it reduces the median health loss by C. parvum from 144.7 to. 0.6. 

But the median health benefit of home filter is 0 DALY.

Table 1. DALYs lost estimates according to alternatives

       DALYs
a

Alternatives

50 percentile 95 percentile

YLD
b

LYL
b

DALY Sum YLD
b

LYL
b

DALY Sum

Cl2
THMs 0.0 1.7 1.7

146.4
0.0 22.9 22.9

1,314.0
C. parvum 125.2 19.5 144.7 1084.2 206.9 1,291.1

O3
Bromate 0.0 61.6 61.6

62.2
0.0 169.7 169.7

178.7
C. parvum 0.3 0.3 0.6 8.5 0.5 9.0

HF
THMs 0.0 1.7 1.7

1.7
0.0 22.9 22.9

22.9
C. parvum 0.0 0.0 0.0 0.0 0.0 0.0

a DALY per 10 million person

b YLD : years lived with disability, LYL : life years lost

Table 2 present point estimates of cost-utility analysis of supplying 

drinking water with and without ozonation, with home-filter. C/U ratio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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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ination, ozonation and home-filter was 641.2, 1594.1 and 148,828.8 

won/DALY. Hence, The most cost-effective alternative is chlorination.

Table 2. Cost-Utility analysis

       C/Ua

Alternatives

50 percentile 95 percentile

Costb DALYb
C/Ua Costb DALYb

C/Ua

Cl2  93,876 146.4    641.2  93,876 1314.0    71.4

O3  99,156  62.2   1,594.1  99,156  178.7   554.9

CL+HF 253,009   1.7 148,828.8 253,009   22.9 11,048.4

a Cost/Utility (￦/DALY)

b per 10 million person

This study characterizes risks associated with C. parvum and DBP exposure 

by quantifying the risk of health effects, translating these to a health condition 

and estimating the number of discrete health events(e.g., numbers of cases of 

cancer, gastrointestinal illness, etc.), and converting them to a common metric 

(DALY) useful in combining and comparing their impacts. By estimating the 

financial costs(won) for each treatment option, cost-utility(CU) ratios(won/DALY) 

can be calculated, and these ratios can be compared across options. It may be 

noted that there is no a priori way to determine whether an option is 

acceptable based on the CE ratio alone; rather, the acceptability of the CE ratio 

depends on what society is willing to pay per DALY, which may depend on a 

number of issues, such as the voluntary nature of the risks, etc. 

Use of the CRMD should also be beneficial to risk assessors and managers 

at the national level who must develop data and draft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al risk manager, the study can be used to recognize 

which parameters and assumptions most affect analysis results, while identifying 

data gaps and uncertai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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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believe that the proposed Cost-Utility/Cost-Effective analysis approach 

to this public health intervention will assis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determining the balance between adequate water treatment to control and 

minimize microbial risk without creating an unacceptably high level of 

countervailing risks from DBPs. The methodology approach as presented here is 

intended to support and strengthen traditional and existing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activitie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Trihalomethanes, Bromate, Comparative Risk Assessment, Cryptosporidium 

parvum,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Cost-Ut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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