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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중 합성 향료의 흡입독성평가를 위한

TTC 기법 적용성 연구

  국외에서 향료의 경구 노출을 통한 유전독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물질

의 독성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TTC 방법을 활용하여 독성수준을 예측하고 

있다. 위해성 평가 수행시 독성값을 선정하는 단계는 매우 중요하며, 독성 값 

부재시 대상 물질은 위해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규제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흡입독성정보가 없을 때 화학물질의 

구조적 특성 등을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기존의 위해성 평가를 적용

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알고리즘의 적용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향료 중 코팅제에 함유되어 있는 

10개의 물질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코팅제의 제형 및 용도에 따라 노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노출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국내·외 사용가능 합성 향

료 5425개를 대상으로 흡입독성값을 조사하였다. 그 중 64개의 물질에 대해 

204개의 독성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 물질들을 구조특성 등급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ClassⅠ은 43개 물질(124개 데이터), ClassⅡ는 14개(59개 

데이터), ClassⅢ은 7개(21개 데이터)였다. 각 등급별 5percentile의 

NOEC을 대입하여 역치를 산출하였고, ClassⅡ는 1percentile(NOEC)을 

대입하였다. 그 결과 0.07mg/kg-day(ClassⅠ), 0.05mg/kg-day(Class

Ⅱ), 0.03mg/kg-day(ClassⅢ)로 나타났다. TTC 프로세스 적용 결과 

Ethyl butyrate는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의 흡입독성값이 역치를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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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음”으로 평가되었다. 

  TTC 프로세스의 검증을 위해 흡입독성값이 있는 13개 물질을 선정하여 

프로세스 적용 결과와 위해평가 결과를 비교하였다. TTC 기법 적용한 결과 

5개 물질의 노출량이 역치값을 초과하여 “안전성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

음”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위해도 판단 결과는 6개의 물질이 HQ>1, 

MOE<100에 해당되어 “위해가 있음”으로 평가되었다. 두 가지 적용 평가

방법에서 중복되는 물질은 2개이며, 15.4%의 일치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프로세스는 선행 연구의 프로세스를 약간 변형한 것으

로 섭취량 대신 노출량을 산출하여 역치값과 비교하여 안전성 수준을 예측하

는 형태이다. 노출 시나리오에서 액상 및 에멀션형은 입자상 노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호흡률 및 흡수율은 고려하

였으나, 침착량(침착률)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거나 어떤 물질을 선정했는지에 따라 흡입

독성값 및 초과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방법론 및 자료 보완

을 통해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

한, 정량적 위해도 산출이 불가능한 물질에 대해 TTC 기법을 적용하여 흡입

노출의 안전성 예측 결과를 도출하여 관리 우선순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제

안하는 바이다.


핵심어: 코팅제, 합성 향료, 흡입독성, TTC approach, 역치, 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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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화학 관련 산업이 발달하면서 무수히 많은 화학물질이 제조·사용되고 있

고, 소비자 제품에 다양한 화학물질을 함유하여 생산하고 있다. 국내 현행 법

령 및 기업 내 자발적 관리 기준에 따라서 기업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

질 및 완제품에 대해 유해성 및 위해성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개수가 많아지면서 평가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점점 증가

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 같이 실험

동물에 대한 윤리 문제로 인해 대체 시험법을 이용한 연구 수행을 추구하고 

있다. 독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Read-across 및 카테고리적 접근법, 

화학물질의 구조 활성 관계로 독성을 예측하는 모델링(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QSAR)을 적용하기도 한다. 카테고리

적 접근은 구조적 유사성의 결과로 물리화학적 성질 또는 독성학적, 생태독성

학적 성질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들에 대한 그룹 또는 카테고리를 형

성하여 해당 물질의 성질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화학물질의 유사성은 공통의 

작용기, 공통의 개시제 또는 분해산물, 변화하는 성질에 대해 일괄적으로 나

타나는 패턴, 공통적인 구성성분 또는 화학물질 분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국립환경과학원, 2012). 화학구조에서 작용기는 결합과 모양, 분자간 힘

의 종류와 크기, 물리적 성질, 화학적 반응성을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

이다. QSAR는 물질의 구조와 생리활성 간의 정량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방

법이다. 이 때,  유사한 화합물은 서로 유사한 물리적 특성 또는 독성을 나타

낸다는 가정 하에 해당 화학물질의 범주를 가장 적절한 분자표현자

(molecular descriptor)와 독성종말점(endpoint)을 이용하여 활성·비활

성 물질을 선정한다(김정곤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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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이 체내에 흡수되는 경로는 크게 섭취, 흡입, 피부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호흡기를 통해 노출되는 경우 폐의 표면적이 넓고 혈류량이 많

아 전신독성의 위험이 크다. 최근 소비자 제품 중 살생물질의 흡입 노출로 인

한 건강 위해 우려가 부각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그 이후 가습기 살

균제 피해와 관련된 법이 마련되었고,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

전·표시기준」에 고시되는 제품군 및 용도를 계속해서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

다. 또한,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화학물질

에 대해서도 확대 관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 제품 중 향료 성분

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향료는 생활용품에 향을 가하기 위해 첨가

하는 유기화학물질을 의미하며, 동·식물성 향료 중 유향성분을 분리·정제한 

성분과 석유, 아세틸렌, 유지 등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향료를 합성 향료라 한

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성분 표시 또는 MSDS(물질안

전보건자료)에 ‘향료’는 ‘fragrance’로 통칭하여 작성되어 있어서 물질

명 조차 확인 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착향료와 같이 극미량 사용되는 화학물

질의 안전성 평가 방법이 미비하여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TTC(Threshold of Toxicological Concern) 개념과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를 활용하여 섭취 노출을 통한 유전독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는 1978년 Cramer에 의해 개발되었고

(Cramer et al., 1978), 1996년 Munro에 의해 업데이트 되었다. 

Cramer Decision tree는 물질의 구조 특성에 대해 총 3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TTC(Threshold of Toxicological Concern)는 일정 노

출량 이하에서는 인체 영향을 유발할 확률이 미미하고, 역치 설정이 가능하다

는 독성학적 근거에 따라 산출된 값으로, 유사물질의 값으로부터 명백한 건강 

영향의 우려가 없다고 파악되는 노출량을 말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61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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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학물질을 구조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구조등급 분류 기준

은 구조 및 추정대사경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각 등급에 해

당하는 물질 수는 137개(Ⅰ), 28개(Ⅱ), 448개(Ⅲ)였다. 독성데이터는 일반

독성, 발암성, 생식발달독성 등의 2941개의 NOEL 값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근거한 누적분포를 바탕으로 산출한 값의 5percentile을 역치값으로 설정하

였다(그림-2)(Munro et al., 1996). 각 Class의 역치는 1800 ㎍/kg 

bw/day(Ⅰ), 540 ㎍/kg bw/day(Ⅱ), 90 ㎍/kg bw/day(Ⅲ)이다(Munro 

et al., 1996). 

그림 1. 독성정보를 통한 NOEL의 누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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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I

- 단순한 화학구조

- 효율이 좋아 대사경로가 있고,

- 경구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물질

Class II

- Class I과 III의 중간적인 구조

- Class I물질처럼 경구독성이 낮다고는 보기 어려운 구조가 있으나, 

Class III 물질과 달리 독성을 보이는 특징적인 구조는 없는 물질

- Class III의 물질은 반응성이 있는 관능기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

음.

Class III
- 쉽게 안전하다고 추정할 수 없는 화학구조가 존재

- 중요 독성의 가능성이 있는 화학구조로 되어 있는 물질

표 1. 구조특성 Class 분류 기준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는 법령을 제·개정하고, 기준을 제안하는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위해성 평가의 4단계 중 3단계

인 용량-반응 평가는 물질의 독성 값을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흡입독성값이 없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연구에서의 

TTC approach 프로세스를 변형하여 대상 물질의 안전성을 예측하고, 위해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활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팅제의 제형 및 용도별 노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노출량을 산출하고,

 둘째, 기존 연구에서의 알고리즘을 통해 대상 물질의 안전성을 예측하고,

 셋째, 위해성평가 결과 대신 근거 자료 활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 고찰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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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적용한 프로시저를 변형하여 코팅제에 함유되

어 있는 합성 향료 중 흡입독성시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물질의 독성 수준

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또한, TTC 기법 적용 결과를 위해성평가 결과를 대

신하여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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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물질 및 제품군 선정

 

  대상 물질 및 제품군을 선정하는 단계는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흡입독성자

료가 없는 37개의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위해우려제품 순으로 나열했을 

때, 코팅제 10개, 방향제·탈취제 9개, 합성세제 4개, 세정제·표백제·섬유

유연제·물체 탈염색제·인쇄용 잉크 3개, 소독제 2개, 문신용 염료·방충

제·방부제·살조제 0개였고, 이에 따라 코팅제를 대상 제품군으로 선정하였

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코팅제 함유 물질 중 흡입독성자료 여부를 재확인하

여 있는 물질을 제외하였다. 최종 선정한 물질은 10개이다(표 2).

그림 2. 대상 물질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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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물질명(CAS No.) 구조

1
Dodecan-1-ol

(112-53-8)

2
Oleic acid

(112-80-1)

3
Linalyl acetate

(115-95-7)

4
Hexadecan-1-ol

(36653-82-4)

5
Ethyl butyrate

(105-54-4)

6
Isoamyl n-Butyrate

(106-27-4)

7
Octan-1-ol

(111-87-5)

8
Isopentyl acetate

(123-92-2)

9
Isopentyl laurate

(6309-51-9)

10
Benzoin

(119-53-9)

표 2. 대상 물질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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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출 평가

 

  국립환경과학원의 고시에 제시되어 있는 노출 계수 및 수식을 이용하여 노

출량을 산정하였다. 일반 노출계수에는 체중, 호흡률, 체내 흡수율, 공간 체

적, 제품 중 성분비, 환기율이 해당된다(표 3). 체내 흡수율 및 제품 중 성분

비는 100%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이 100% 체내 흡수된다는 worst-case

로 가정하였다. 체중은 전체 성인의 평균값을 적용하였고, 호흡률은 0.6㎥/h

을 적용하였다(환경부, 2007). 공기 중 방출비율은 대상 물질의 증기압을 조

사하여, 각 범위에 해당하는 방출비율을 이용하였다(표 4). 제품 노출 계수는 

95percenitle 값을 이용하였다. 분사형 코팅제의 분사시간에 대한 노출 계

수가 없는 경우 다목적용 방청제의 분사시간 노출 계수를 대용하였다. 또한 

차량용 코팅제는 김서림 방지제의 분사시간 노출 계수를 대신 적용하였다(표 

5). 

구분 노출 계수(단위) 비고

체중(BW) 64.2(kg) 전체 성인 평균 체중

호흡률(IR) 0.6(㎥/h)

체내 흡수율(abs) 1(=100%) worst-case 적용

공간 체적(V)

거실 : 33.3(㎥)

차량 내부 : 2.7(㎥)

화장실/욕실 : 9.3 (㎥)

제품 중 성분비(Wf) 1(=100%) worst-case 적용

환기율(N)

실내 : 0.6(회/h)

차량 내부 : 0.75(회/h)

화장실/욕실 : 2(회/h)

표 3. 일반 노출계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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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CAS No.
증기압(Pa)

(at 25℃)

F : 공기중 

방출비율(-)

Dodecan-1-ol 112-53-8 0.113 0.01

Oleic acid 112-80-1 0.00684 0.001

Linalyl acetate 115-95-7 17.5 1

Hexadecan-1-ol 36653-82-4 0.0008 0.001

Ethyl butyrate 105-54-4 1950 1

Isoamyl n-Butyrate 106-27-4 135 1

Octan-1-ol 111-87-5 13.2 1

Isopentyl acetate 123-92-2 756 1

Isopentyl laurate 6309-51-9 0.072 0.001

Benzoin 119-53-9 0.000077 0.001

표 4. 일반 노출계수(2)-물질별 공기 중 방출비율(F)

용도 제형_1 제형_2

Ap : 제품  

사용량

(mg/회)

n : 

사용빈도

(회/day)

t : 

노출시간

(h/회) 

광택용 분사형 트리거 30800 0.066 0.5

가구 광택용 분사형 스프레이 40950 0.066 0.5

가구 광택용 비분사형 액상 360000 0.066 60

가구 광택용 비분사형 에멀션 128570 0.143 1

구두광택용 비분사형 에멀션 200 19.6 0.33

가죽광택용 분사형 스프레이 35100 0.14 0.58

가죽광택용 비분사형 액상 50000 0.14 0.58

금속광택용 분사형 트리거 140000 0.29 0.5

금속광택용 비분사형 에멀션 514290 0.29 0.52

자동차 본체 광택용 분사형 트리거 1930 0.29 1.33

자동차 본체 광택용 비분사형 액상형 198500 0.29 1.33

타이어, 휠, 브레이크

광택용
분사형 트리거 114600 1 1

타이어, 휠, 브레이크

광택용
분사형 스프레이 186000 1 1

자동차 실내 광택용 분사형 트리거 103200 0.29 1

자동차 실내 광택용 비분사형 액상형 73700 0.29 1

표 5. 제품 노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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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노출량 산정 수식

공기 중 분사
×

×
×  exp × 

표면 휘발   ×

× ×
×  exp× 

노출 농도

(mg/㎥)  


×× × 

노출량

(mg/kg-day)  

 ××× ×회

 노출계수

De: 방출에 따른 

노출량(mg/kg-d)
Gd: 일당 방출량(mg/d)

Ca: 공기중 농도(mg/㎥) Ap: 제품 사용량(mg/회)

Wf : 제품 중 성분비(-) V : 공간 체적(㎥)

N : 환기율(회/h) F : 공기중 방출비율(-)

IR : 호흡률(㎥/h) n : 사용빈도(회/day)

abs : 체내 흡수율(-) BW : 체중(kg) 

t : 노출시간(h/회) Ad: 일당 제품 사용량(mg)

표 6. 흡입 노출 시나리오 및 수식

  노출 시나리오는 제품의 용도 및 제형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분사형 제품의 

경우 공기 중 분사, 비분사형 제품은 표면 휘발로 구성하였다. 노출 농도는 

상세 농도 산출 수식을 적용하였고, 노출량은 고시되어 있는 수식으로 산출하

였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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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특성 등급별 역치 산출

 

  본 연구에서는 흡입독성에 대한 구조특성 등급별 역치를 산출하기 위해 국

내·외 사용가능 합성향료 5425개의 물질의 흡입독성값(NOEC 또는 

LOEC), 시험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독성시험정보는 반복독성(repeated 

toxicity), 발암, 생식독성 중 90일 이상의 시험 정보를 수집하였다. 독성값

이 있는 물질 중 구조특성 등급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물질들을 최종적으로 선

정하였다. 조사한 흡입독성값의 단위를 수식(1), 수식(2)를 이용하여 mg/㎥

로 통일하였고, ppm 단위인 경우 실내 적정 온도 20℃로 보정하여 mg/㎥로 

환산하였다(표 7).

  각 등급에 해당하는 물질들의 독성값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1percentile, 5percentile, 10percentile, 최솟값, 최댓값을 산출하였다.  

역치를 산출하는 수식(4)에 각 등급별 5percentile 값을 대입하여 역치를 

산출하였다(표 7). 단, 각 독성값의 분포에 따라 1percentile 값 또는 

10percentile 값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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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대기부피
 ×분자량 


×









의 ×exp



 



×exp×



 







Ÿ dexp : Daily exposure ( 6h/24h × 5days/7days ), BW* : 64.2 kg

Ÿ Safety factor : 25 (종간 2.5, × 종내(일반인) 10)

(출처 : S.E. Escher et al., 2010)

*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016

표 7. 역치 산출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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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흡입독성평가를 위한 변형된 TTC 프로세스.

Ⅲ. 결 과

1. TTC approach 프로세스 작성

  기존 연구에서의 일반독성평가 프로세스를 대상 제품군에 대한 노출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노출량과 역치를 비교하는 형태로 변형시켜 적용하였다(그림 

3, 그림 9,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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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상 제품의 용도·제형별 노출 평가

  

  코팅제는 7개의 용도(가구 광택제, 가죽 광택제, 금속 광택제, 구두 광택

제, 자동차 본체 광택제, 자동차 실내 광택제, 타이어/휠 브레이크 광택용)로 

분류되며, 분사형 및 비분사형으로 나눌 수 있다. 분사형은 트리거 또는 스프

레이가 포함되며, 이 두 가지 제형 모두 “공기 중 분사”의 시나리오를 적용

하였다. 비분사형은 액상 또는 에멀션으로 분류하였다. 이 두 제형의 코팅제

에 휘발성 물질이 있는 경우, 제품 사용 시 액적이 표면에 떨어졌을 때 휘발

되면서 사용자의 흡입노출 가능성이 있다. 이에 두 제형 모두 “표면 휘발”

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그림 4).

그림 4. 코팅제 노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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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제형
농도

(mg/㎥)

노출량

(mg/kg-day)

가구 광택용 트리거 0.2 0.0001

가구 광택용 스프레이 0.2 0.0001

가죽 광택용 스프레이 0.8 0.03

금속 광택용 트리거 14 0.02

본체 광택용 트리거 7 0.4

타이어/휠 브레이크광택용 트리거 1244 0.9

타이어/휠 브레이크광택용 스프레이 2019 1.5

자동차 실내 광택용 트리거 325 0.4

표 8. 코팅제 분사형(트리거/스프레이) 노출량 산출 결과-공기 중 분사

  이에 해당하는 노출계수 및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노출량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프레이형태의 타이어/휠 브레이크 광택용 노출량이 1.5 

mg/kg-day로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표 8). 

 

  비분사형 노출량 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액상형은 0.000003∼

3mg/kg-day, 에멀션은 0.00002∼0.1mg/kg-day로 나타났고, 액상형 가

죽 광택용 및 에멀션 가구 광택용 코팅제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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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 물질명 Dodecan-1-ol
Oleic acid/

Hexadecan-1-ol

Linalyl 

acetate

Ethyl butyrate/

Isoamyl n-butyrate

Octan-1-ol/

Benzoin

Isopentyl  

acetate

Isopentyl  

laurate

가구 광택용 액상

농도

(mg/㎥)

0.5 0.05 49 49 49 0.05 0.05

가죽 광택용 액상 0.04 0.004 4 0.04 0.004 4 0.4

본체 광택용 액상 7.49 0.7 749 7 0.7 749 75

자동차 실내 광택용 액상 2.3 0.2 232 2 0.2 232 23

가구 광택용 에멀션 0.2 0.02 17 0.2 0.02 17 2

구두 광택용 에멀션 0.01 0.001 1 0.01 0.001 1 0.1

금속 광택용 에멀션 0.8 0.1 83 0.8 0.1 83 8

가구 광택용 액상

노출량 

(mg/kg-day)

0.02 0.002 2 2 2 0.002 0.002

가죽 광택용 액상 0.00003 0.000003 0.003 0.00003 0.000003 0.003 0.0003

자동차 본체 광택용 액상 0.03 0.003 3 0.03 0.003 3 0.3

자동차 실내 광택용 액상 0.01 0.001 1 0.01 0.001 1 0.1

가구 광택용 에멀션 0.0002 0.00002 0.02 0.0002 0.00002 0.02 0.002

구두 광택용 에멀션 0.001 0.0001 0.1 0.001 0.0001 0.1 0.01

금속 광택용 에멀션 0.001 0.0001 0.1 0.001 0.0001 0.1 0.01

표 9. 코팅제 비분사형(액상/에멀션) 함유 물질별 노출량 산출 결과-표면 휘발



- 17 -

1.2. 흡입독성에 대한 역치 산출

  

  국내·외 사용가능 합성 향료 5425개 중 흡입독성값이 존재하는 물질은 

64개이고, 204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64개의 물질을 구조특성 등급으로 

분류하였을 때, ClassⅠ은 43개 물질(124개 데이터), ClassⅡ는 14개(59

개 데이터), ClassⅢ은 7개(21개 데이터)였다. 각 등급에 해당하는 독성값의 

통계량은 표 10에 제시하였고, ClassⅠ 0∼17944mg/㎥, ClassⅡ 8∼

6489mg/㎥, ClassⅢ 0∼2783mg/㎥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그림 

5).

통계량 ClassⅠ ClassⅡ ClassⅢ

mean 2351.526 1593.043 316.3378

S.D 3645.334 1765.331 709.6956

median 640 638.4 13.66613

1percentile 0.087998 8 0

5percentile 1 75.84 0.000557

10percentile 1.73931 104 0.215286

min 0 8 0

max 17943.75 6488.588 2783

표 10. 각 등급별 독성값의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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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구조특성 등급별 NOAEC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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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통계적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log값을 산출하였다. log를 취한 값 

중 음수이거나 0인 독성값은 제외하였으며, 0보다 큰 값만 적용하였다. Clas

sⅡ는 중간 값에 가깝게 독성값이 분포하고 있으며, ClassⅠ은 비교적 골고

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각 등급별 log(NOAEC)값으로 

산출한 통계량은 아래 표 11과 같다. 구조특성 등급에 대한 역치값(mg/kg-

day)을 산출하기 위해 5percentile을 적용하였고, ClassⅡ는 1percentile

을 적용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역치를 산출한 결과  0.07mg/kg-day(Class

Ⅰ), 0.05mg/kg-day(ClassⅡ), 0.03mg/kg-day(ClassⅢ)로 나타났다. 

구분 ClassⅠ ClassⅡ ClassⅡ

mean 3439 9470 520

S.D 13701 72977 993

min 1160 373 98

max 0 0 0

median 195523 733500 4340

1percentile 0 0 0

5percentile 1 0.57 0.01

10percentile 11.6 5.7 1.1

표 11. 등급별 흡입독성값(log(NOAEC))의 통계량 (단위 :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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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조특성 등급별 log(NOAEC)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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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물질에 대한 TTC 기법 적용

2.1. 구조특성별 등급 분류

  대상 물질을 32개의 질문개요에 따라 대상 물질의 구조특성 등급을 분류하

였다.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9개의 물질이 ClassⅠ에 해당하

고,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Benzoin은 ClassⅢ로 분류되었다(표 12). 

ID 물질명 구조특성 Class

1 Dodecan-1-ol ClassⅠ

2 Oleic acid ClassⅠ

3 Linalyl  acetate ClassⅠ

4 Hexadecan-1-ol ClassⅠ

5 Ethyl butyrate ClassⅠ

6 Isoamyl n-Butyrate ClassⅠ

7 Octan-1-ol ClassⅠ

8 Isopentyl acetate ClassⅠ

9 Isopentyl laurate ClassⅠ

10 Benzoin ClassⅢ

표 12. 대상 물질별 구조특성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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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출량-역치 초과 여부

  제형 및 용도에 따른 물질별 노출량이 역치값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표 13, 표 14에 제시하였다. 분사형 코팅제에서 차량용 4가지 제품군에 대해 

10개 물질 모두 초과되었으며, 스프레이형 가죽 광택용 코팅제는 Benzoin이 

역치값을 초과하였다. 비분사형 코팅제는 Linalyl acetate, Ethyl 

butyrate, Isoamyl n-butyrate, Octan-1-ol, Isopentyl acetate, 

Isopentyl laurate, Benzoin 7개 물질에서 역치값을 초과하는 제품군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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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 분사 가구 광택용 가죽광택용 금속광택용
자동차 본체 

광택용

타이어/휠 

브레이크광택용

자동차 실내 

광택용

물질명 구조특성 등급 트리거 스프레이 스프레이 트리거 트리거 트리거 스프레이 트리거

Dodecan-1-ol ClassⅠ × × × × ○ ○ ○ ○

Oleic acid ClassⅠ × × × × ○ ○ ○ ○

Linalyl acetate ClassⅠ × × × × ○ ○ ○ ○

Hexadecan-1-ol ClassⅠ × × × × ○ ○ ○ ○

Ethyl butyrate ClassⅠ × × × × ○ ○ ○ ○

Isoamyl 

n-Butyrate
ClassⅠ × × × × ○ ○ ○ ○

Octan-1-ol ClassⅠ × × × × ○ ○ ○ ○

Isopentyl acetate ClassⅠ × × × × ○ ○ ○ ○

Isopentyl laurate ClassⅠ × × × × ○ ○ ○ ○

Benzoin ClassⅢ × × ○ × ○ ○ ○ ○

표 13. 코팅제 분사형(트리거/스프레이)의 물질별 노출량-역치값 초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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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휘발 가구 광택용
자동차 본체 

광택용

자동차 실내 

광택용
가죽광택용 구두광택용 금속광택용

물질명 구조특성 등급 액상 에멀션 액상 액상 액상 에멀션 에멀션

Dodecan-1-ol ClassⅠ × × × × × × ×

Oleic acid ClassⅠ × × × × × × ×

Linalyl  acetate ClassⅠ ○ × ○ ○ × ○ ○

Hexadecan-1-ol ClassⅠ × × × × × × ×

Ethyl  butyrate ClassⅠ ○ × × × × × ×

Isoamyl  n-Butyrate ClassⅠ ○ × × × × × ×

Octan-1-ol ClassⅠ ○ × × × × × ×

Isopentyl  acetate ClassⅠ ○ × × × × × ×

Isopentyl  laurate ClassⅠ × × ○ ○ × ○ ○

Benzoin ClassⅢ × × ○ ○ × × ×

표 14. 코팅제 비분사형(액상/에멀션)의 물질별 노출량-역치값 초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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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odecan-1-ol (112-53-8)

Ÿ 2-dodecanol
Ÿ 10203-28-8
Ÿ 여부 : ×

Ÿ 2-Butyloctan-1-ol 
Ÿ 3913-02-8
Ÿ 독성정보 여부 : ×

Ÿ 6-Dodecanol
Ÿ 6836-38-0
Ÿ 독성정보 여부 : ×

2. Oleic acid(112-80-1)

Ÿ cis-Vaccenic acid
Ÿ 506-17-2
Ÿ 독성정보 여부 : ×

Ÿ Hexalure
Ÿ 23192-42-9
Ÿ 독성정보 여부 : ×

Ÿ Z-11-Hexadecen-1-
yl acetate

Ÿ 34010-21-4
Ÿ 독성정보 여부 : ×

표 15. 유사성 구조를 가진 화학물질 예시

2.3. 대상 물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에 대한 독성 확인

  2.2.에서 10개 물질 모두 노출량이 역치값을 초과하여 이에 해당하는 물질

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을 확인하였다. 아래 표 15에 제시한 것과 같이 

Ethyl butyrate의 유사 구조 물질 Isobutyl acetate, Butyl acetate를 

제외한 물질은 흡입독성값을 확인할 수 없었고, “평가대상물질과 유사한 구

조를 가진 물질에 대한 추가 정보 필요”로 평가되었다. 

  독성값이 있는 두 물질은 500ppm(2420mg/㎥, log(2420)=3.38mg/

㎥)으로 역치값을 초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Ethyl butyrate는 “안전성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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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nalyl acetate(115-95-7)

Ÿ acetic acid geranyl 
ester

Ÿ 105-87-3
Ÿ 여부 : ×

Ÿ Neryl Acetate
Ÿ 141-12-8
Ÿ 독성정보 여부 : ×

Ÿ (3Z)-3-Hexen-1-yl 
(3Z)-3-hexenoate

Ÿ 61444-38-0
Ÿ 독성정보 여부 : ×

4. Hexadecan-1-ol(36653-82-4)

Ÿ 4-Hexadecanol
Ÿ 29354-98-1
Ÿ 독성정보 여부 : ×

Ÿ 3-Hexadecanol
Ÿ 593-03-3
Ÿ 독성정보 여부 : ×

Ÿ 2-Hexadecanol
Ÿ 14852-31-4
Ÿ 독성정보 여부 : ×

5. Ethyl butyrate(105-54-4)

Ÿ Ethyl isobutyrate
Ÿ 108-64-5
Ÿ 독성정보 여부 : ×

Ÿ Isobutyl acetate
Ÿ 110-19-0
Ÿ 독성정보 여부 : ○

Ÿ Butyl acetate
Ÿ 123-86-4
Ÿ 독성정보 여부 : ○

6. Isoamyl n-Butyrate(106-27-4)

Ÿ Ethyl heptanoate
Ÿ 106-30-9
Ÿ 독성정보 여부 : ×

Ÿ Isoamyl Isobutyrate
Ÿ 2050-01-3
Ÿ 독성정보 여부 : ×

Ÿ Methyl octylate
Ÿ 111-11-5
Ÿ 독성정보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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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ctan-1-ol(111-87-5)

Ÿ 3-Octanol
Ÿ 589-98-0
Ÿ 여부 : ×

Ÿ 4-Octanol
Ÿ 589-62-8
Ÿ 독성정보 여부 : ×

Ÿ 2-Methylheptan-6-ol
Ÿ 4730-22-7
Ÿ 독성정보 여부 : ×

8. Isopentyl acetate(123-92-2)

Ÿ Pentyl acetate
Ÿ 628-63-7
Ÿ 독성정보 여부 : ×

Ÿ Isobutyl propionate
Ÿ 540-42-1
Ÿ 독성정보 여부 : ×

Ÿ Ethyl isovalerate
Ÿ 108-64-5
Ÿ 독성정보 여부 : ×

9. Isopentyl laurate(6309-51-9)

Ÿ Isopropyl myristate
Ÿ 110-27-0
Ÿ 독성정보 여부 : ×

Ÿ 2-Ethylhexyl 
nonanoate

Ÿ 59587-44-9
Ÿ 독성정보 여부 : ×

Ÿ Pentadecyl acetate
Ÿ 629-58-3
Ÿ 독성정보 여부 : ×

10. Benzoin(119-53-9)

Ÿ Diphenylacetic acid
Ÿ 117-34-0
Ÿ 독성정보 여부 : ×

Ÿ Benzyl benzoate
Ÿ 120-51-4
Ÿ 독성정보 여부 : ×

Ÿ 2-Benzylbenzoic acid
Ÿ 612-35-1
Ÿ 독성정보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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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TC 기법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작성한 프로세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20개를 선정하였다(그림 7). 20개 중 기존 연구 결과에 따라 구조

특성 등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물질 7개를 제외한 13개를 최종 대상 물

질로 선정하였다(표 19, 표 24). 13개 물질을 구조특성에 따라 등급을 분류

한 결과 11개의 물질은 ClassⅠ, 2-Butoxyethanol(111-76-2)는 Class

Ⅱ, Naphthalene(91-20-3)은 ClassⅢ로 나타났다. 

그림 7. 검증 대상 물질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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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제형

물질명

styrene/dimethoxymethane/

2-butoxyethanol/dodecane/

2-propanol/1-butanol/

acetaldehyde/

3,7-dimethyl-2,6-octadienal/

N,N-diethylethanamine

tetradecane/

pentadecane/

terpineol/

naphthalene

농도

(mg/㎥)

가구 광택용

액상

49.30 4.93

가죽 광택용 4.31 0.43

자동차

본체 광택용
748.72 74.87

자동차

실내 광택용
232.04 23.20

가구 광택용

에멀션

17.30 1.73

구두 광택용 1.48 0.15

금속 광택용 82.91 8.29

노출량

(mg/kg-day)

가구 광택용

액상

1.82 0.18

가죽 광택용 0.003 0.0003

자동차

본체 광택용
2.71 0.27

자동차

실내 광택용
0.63 0.06

가구 광택용

에멀션

0.02 0.002

구두 광택용 0.09 0.01

금속 광택용 0.12 0.01

표 16. 검증 대상 물질의 비분사형 코팅제에 대한 노출량 산정 결과

  분사형 코팅제의 용도 및 제형에 따른 물질별 노출량은 표 8에 제시되어있

다. 비분사형 코팅제의 용도 및 제형에 따른 물질별 노출량은 아래와 같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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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용도 및 제형에 따른 물질별 노출량과 역치값을 비교한 결과는 표 17, 

표18에 제시하였고, 액상형 가구 광택용, 액상형 자동차 본체 광택용은 13개 

물질 모두 역치를 초과하였다. 액상형 자동차 실내 광택용은 10개, 에멀션형 

구두 광택용, 에멀션형 금속 광택용은 9개의 물질의 노출량이 역치값을 초과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물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의 흡입독성값 또는 

MOE 여부를 확인하였다(표 19). 8개의 물질은 유사한 구조의 물질이 없거

나 흡입독성값 또는 MOE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평가대상물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에 대한 추가 정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Dim

ethoxymethane, 2-butoxyethanol, 2-propanol, 1-butanol, N,N-D

iethylethanamine과 유사한 5개 물질의 독성값(log(NOAEC))은 각각 2.

79mg/㎥((Methylperoxy)ethane), 3.17mg/㎥(1-propoxypropan-2-

ol), 3.90mg/㎥(1-propanol), 2.48mg/㎥(2-methylpropan-1-ol), 1.

27mg/㎥(N,N-Dimethylbutylamine)로 모두 역치값을 초과하였다. 따라

서 검증 대상 물질 중 다섯 개의 물질은 “안전성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

음”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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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 분사 가구 광택용 가죽광택용 금속광택용
자동차 본체 

광택용

타이어/휠 

브레이크광택용

자동차 실내 

광택용

물질명 구조특성 등급 트리거 스프레이 스프레이 트리거 트리거 트리거 스프레이 트리거

Styrene ClassⅠ × × × × ○ ○ ○ ○

Dimethoxymetha
ne ClassⅠ × × × × ○ ○ ○ ○

2-Butoxyethanol ClassⅡ × × × × × × × ×

Dodecane ClassⅠ × × × × ○ ○ ○ ○

Tetradecane ClassⅠ × × × × ○ ○ ○ ○

Pentadecane ClassⅠ × × × × ○ ○ ○ ○

Terpineol ClassⅠ × × × × ○ ○ ○ ○

Naphthalene ClassⅠ × × × × ○ ○ ○ ○

2-Propanol ClassⅠ × × × × ○ ○ ○ ○

1-Butanol ClassⅠ × × × × ○ ○ ○ ○

Acetaldehyde ClassⅠ × × × × ○ ○ ○ ○

3,7-Dimethyl-2,
6-octadinenal ClassⅠ × × × × ○ ○ ○ ○

N,N-diethyletha
namine ClassⅢ × × ○ × ○ ○ ○ ○

표 17. 코팅제 분사형(트리거/스프레이)의 물질별 노출량-역치값 초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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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휘발 가구 광택용
자동차 본체 

광택용

자동차 실내 

광택용
가죽광택용 구두광택용 금속광택용

물질명 구조특성 등급 액상 에멀션 액상 액상 액상 에멀션 에멀션

Styrene ClassⅠ ○ × ○ ○ × ○ ○

Dimethoxymethane ClassⅠ ○ × ○ ○ × ○ ○

2-Butoxyethanol ClassⅡ ○ × ○ ○ × ○ ○

Dodecane ClassⅠ ○ × ○ ○ × ○ ○

Tetradecane ClassⅠ ○ × ○ × × × ×

Pentadecane ClassⅠ ○ × ○ × × × ×

Terpineol ClassⅠ ○ × ○ × × × ×

Naphthalene ClassⅠ ○ × ○ ○ × × ×

2-Propanol ClassⅠ ○ × ○ ○ × ○ ○

1-Butanol ClassⅠ ○ × ○ ○ × ○ ○

Acetaldehyde ClassⅠ ○ × ○ ○ × ○ ○

3,7-Dimethyl-2,6-o
ctadinenal ClassⅠ ○ × ○ ○ × ○ ○

N,N-diethylethanam
ine ClassⅢ ○ × ○ ○ × ○ ○

표 18. 코팅제 비분사형(액상/에멀션)의 물질별 노출량-역치값 초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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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yrene (100-42-5)

Ÿ 7-Methylen-1,3,5
-cycloheptatrien

Ÿ 539-79-7
Ÿ 여부 : ×

Ÿ 5,6-Bis(methylene)-1,
3-cyclohexadiene 

Ÿ 32796-95-5
Ÿ 독성정보 여부 : ×

Ÿ 3,6-Bis(methylene)
-1,4-cyclohexadie
ne

Ÿ 502-86-3
Ÿ 독성정보 여부 : ×

2. Dimethoxymethane (109-87-5)

- -

Ÿ (Methylperoxy)etha
ne

Ÿ 111-96-6
Ÿ 여부 : ○

- -

3. 2-butoxyethanol (111-76-2)

Ÿ 1-propoxypropan-2
-ol

Ÿ 1569-01-3
Ÿ 독성정보 여부 : ○

Ÿ 3-Isopropoxy-1-prop
anol

Ÿ 110-48-5
Ÿ 독성정보 여부 : ×

Ÿ 2-tert-Butoxyeth
anol

Ÿ 7580-85-0
Ÿ 독성정보 여부 : ×

4. Dodecane (112-40-3)

-

Ÿ 3-Methylundecane
Ÿ 1002-43-3
Ÿ 독성정보 여부 : ×

Ÿ 5-Methylundecane
Ÿ 1632-70-8
Ÿ 독성정보 여부 : ×

-

5. Tetradecane (629-59-4)

Ÿ 7-Methyltridecane
Ÿ 26730-14-3
Ÿ 독성정보 여부 : ×

Ÿ 3-Methyltridecane
Ÿ 6418-41-3
Ÿ 독성정보 여부 : ×

Ÿ 3-Ethyldodecane
Ÿ 57297-82-2
Ÿ 독성정보 여부 : ×

표 19. 검증 대상 물질과 유사성 구조를 가진 화학물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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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entadecane (629-62-9)

Ÿ 2-Methyltetradecan
e

Ÿ 68551-20-2
Ÿ 여부 : ×

Ÿ 3-Methyltetradecane
Ÿ 18435-22-8
Ÿ 독성정보 여부 : ×

Ÿ 7-Methyltetradec
ane

Ÿ 6165-39-5
Ÿ 독성정보 여부 : ×

7. Terpineol (8000-41-7)

Ÿ 2-Isopropyl-5-met
hylcyclohexanone

Ÿ 10458-14-7
Ÿ 독성정보 여부 : ×

Ÿ 2-Tert-Butylcyclohe
xanone

Ÿ 13495-19-7
Ÿ 독성정보 여부 : ×

Ÿ 2-(4-Methyl-3-c
yclohexen-1-yl)-
2-propanol

Ÿ 98-55-5
Ÿ 독성정보 여부 : ×

8. Naphthalene

(91-20-3)

9. 2-propanol

(67-63-0)

10. 1-butanol

(71-36-3)

Ÿ Azulene
Ÿ 75-51-4
Ÿ 독성정보 여부 : ×

Ÿ 1-Propanol
Ÿ 71-23-8
Ÿ 독성정보 여부 : ○

Ÿ 2-methylpropan-
1-ol

Ÿ 78-83-1
Ÿ 독성정보 여부 : ○

11. Acetaldehyde (75-07-0) 12. 3,7-dimethyl-2,6-octadienal 
(5392-40-5)

Ÿ 1-Hydroxyethylidene
Ÿ 2809-21-4
Ÿ 독성정보 여부 : ×

Ÿ 3,7-dimethyloct-6-en-1-yn-3-ol
Ÿ 29171-20-8
Ÿ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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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N,N-diethylethanamine (121-44-8)

Ÿ N-(tert-butyl)-N-et
hylamine

Ÿ 4432-77-3
Ÿ 여부 : ×

Ÿ tert-Butyldimethylami
ne

Ÿ 918-02-5
Ÿ 독성정보 여부 : ×

Ÿ N,N-Dimethylbuty
lamine

Ÿ 927-62-8
Ÿ 독성정보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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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물질명(CAS No.) NOAEC log(NOAEC) RfC

1 styrene (100-42-5) 34 1.53 1

2 dimethoxymethane (109-87-5) 6300 3.80 　-

3 2-butoxyethanol (111-76-2) 16 1.20 1.6

4 dodecane (111-40-3) 1160 3.06 　-

5 tetradecane (629-59-4) 1160 3.06 　-

6 pentadecane (629-62-9) 10400 4.02 　-

7 terpineol (8000-41-7) 2230 3.35 　-

8 naphthalene (91-20-3) 9.3 0.97 0.003

9 2-propanol (67-63-0) 12290 4.09 　-

10 1-butanol (71-36-3) 1515 3.18 　-

11 acetaldehyde (75-07-0) 8.7 0.94 0.009

12
3,7-dimethyl-2,6-octadienal

(5392-40-5)
215 2.33 　-

13
N,N-diethylethanamine

(121-44-8)
19.5 1.29 0.007

표 20. 검증 대상 물질의 흡입독성값 (단위 : mg/㎥)

 검증 대상 물질의 흡입독성시험 자료 여부를 조사하고 흡입독성값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13개 물질의 노출량 산정 결과를 이용하여 

위해도(HQ, MOE)를 산정하였다(표 20, 표 21). HQ는 1을 초과하면 “위

해가 있음”으로, MOE는 100 미만일 경우 “위해가 있음”으로 평가하였

다. 이에 해당하는 물질은 총 6개 물질(Styrene, 2-butoxymethane, Na

phthalene, Acetaldehyde, 3,7-dimethyl-2,6-octadienal, N,N-die

thylethanamine)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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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No. 위해도
가구 광택용 가죽 광택용

자동차 본체 

광택용

자동차 실내 

광택용
가구 광택용 구두 광택용 금속 광택용

액상 액상 액상 액상 에멀션 에멀션 에멀션

100-42-5
HQ 6.35 0.01 9.47 2.20 0.08 0.32 0.41

MOE 5.35 2952 3.59 15.45 420.18 107.36 83.68

109-87-5
HQ - - - - - - -

MOE 992 547065 665 2862 77856 19894 15505

111-76-2
HQ 3.97 0.01 5.92 1.38 0.05 0.20 0.25

MOE 2.52 1389 1.69 7.27 197.73 50.52 39.38

112-40-3
HQ - - - - - - -

MOE 183 100729 122 527 14335 3663 2855

629-59-4
HQ - - - - - - -

MOE 1826 1007295 1225 5270 143354 36630 28548

629-62-9
HQ - - - - - - -

MOE 16369 9030919 10982 47249 1285246 328406 255951

8000-41-7
HQ - - - - - - -

MOE 3510 1936438 2355 10131 275586 70418 54882

표 21. 검증 대상 물질의 위해도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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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No. 위해도
가구 광택용 가죽 광택용

자동차 본체 

광택용

자동차 실내 

광택용
가구 광택용 구두 광택용 금속 광택용

액상 액상 액상 액상 에멀션 에멀션 에멀션

91-20-3
HQ 211.79 0.38 315.66 73.37 2.70 10.56 13.54

MOE 14.64 8075.73 9.82 42.25 1149.31 293.67 228.88

67-63-0
HQ - - - - - - -

MOE 1934 1067212 1298 5584 151881 38809 30247

71-36-3
HQ - - - - - - -

MOE 238.45 131556 159.98 688.29 18722.57 4783.99 3728.52

75-07-0
HQ 705.96 1.28 1052 244.57 8.99 35.19 45.15

MOE 1.37 755.47 0.92 3.95 107.52 27.47 21.41

5392-40-5
HQ - - - - - - -

MOE 33.84 18670 22.70 97.68 2657 678.92 529.13

121-44-8
HQ 907.66 1.65 1353 314.45 11.56 45.24 58.05

MOE 3.07 1693 2.06 8.86 240.98 61.58 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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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물질명 (CAS No.) TTC 적용 위해도 판단

1 styrene(100-42-5) - +

2 dimethoxymethane(109-87-5) + -

3 2-butoxyethanol(111-76-2) + +

4 dodecane(111-40-3) - -

5 tetradecane(629-59-4) - -

6 pentadecane(629-62-9) - -

7 terpineol(8000-41-7) - -

8 naphthalene(91-20-3) - +

9 2-propanol(67-63-0) + -

10 1-butanol(71-36-3) + -

11 acetaldehyde(75-07-0) - +

12 3,7-dimethyl-2,6-octadienal(5392-40-5) - +

13 N,N-diethylethanamine(121-44-8) + +

표 22. 검증 대상 물질에 대한 TTC 및 위해도 판단 결과 비교

  검증 대상 물질에 TTC 기법을 적용한 결과와 위해도 판단 결과를 비교하

면 2개 물질에 대해서만 중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치도는 약 

15.4%로 나타났다(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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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화학물질의 정량적 독성값이 없으면 위해도 산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카테

고리 접근법 또는 QSAR와 같이 비시험방법으로 화학물질의 구조적 유사성

을 이용하여 독성값을 대용하기도 한다. 노출경로별 독성 정도가 차이가 있

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독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 

  코팅제의 모든 제형을 조사한 결과 고체형(타블릿형, 파스텔형), 티슈형, 에

멀션형(페이스트형, 왁스형, 로션형, 젤형), 액체형, 스프레이형(트리거형, 에

어로졸형, 압축분사형) 다섯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이를 소형챔버 분사 실험

을 통해 압축분사형 제품과 트리거형 제품에서 공기 중 나노입자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호흡기 부위 별로 침착되는 양은 농도 단위에 따라 다른 양

상을 보였다. 수 농도로 표시하였을 때 호흡기계 부위별 침착량도 압축분사형

이 트리거형보다 침착량이 현저히 많았으며, 폐포(AL) 부위에서 가장 높았

고, 비강부위에서 가장 낮았다. 스프레이형은 폐포 부위에서 총 침착량의 

67.9±2.0%가, 기관지부위는 18.7±2.8%, 비강 부위에는 13.4±1.9%가 

침착되었으며, 트리거형은 형은 각각 69.3±3.8%, 17.0±2.1%, 

13.8±1.7%가 침착되었다. 질량 단위로 표현된 호흡기 부위별 침착량도 압

축분사형이 트리거형보다 많았다. 비강부위에서 침착률이 가장 높았고, 흉곽

부위(기관지부위, TB)에서 가장 낮았다. 호흡기계 침착량을 백분율로 표시하

면 압축분사형은 비강 부위에서 총 침착량의 83.2±6.4%가, 기관지부위에는 

5.2±1.0%, 폐포 부위에는 11.6±5.5%가 침착되었고, 트리거형은 각각 

85.5±3.0%, 4.9±0.4%, 9.6±2.8%가 침착되었다. 입자 표면적으로 표현

된 호흡기계 부위별 침착량은 압축분사형이 트리거형보다 많았다. 표면적 단

위로 표현된 호흡기계 침착량을 백분율로 표시하면 압축분사형은 비강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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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침착량의 58.4±15.0%가, 기관지 부위는 8.1±2.1%, 폐포 부위에는 

33.5±13.0%가 침착되었다. 트리거형은 각각 64.2±16.1%, 7.0±1.3%, 

28.7±15.0%가 침착되었다(국립환경과학원, 서울대학교, 2015).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노출 시나리오에는 침착량, 호흡기 부위별 침착률과 같은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시간당 호흡률 및 흡수율만 고려하여 노출량을 산정하였다. 

선행연구와 같이 침착량, 호흡기 부위별 침착률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노출량

을 평가하고 TTC approach를 적용한다면 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 우선

순위 제안 시 보다 더 상세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박화성 등(2005)의 연구에서 화학물질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인체 노출, 

인체 독성 영향, 생태 노출, 생태 독성 등의 각 카테고리를 나누어 점수를 부

여하였다. 각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서대로 유독물 50개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상 물질들의 독성 혹은 물성자료, 사용량 등의 부족으로 기본입력

값을 적용해야 했다. 이 부분에서도 우선순위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체 유독물의 점수분포가 넓은 것을 감안하면 우

선순위가 높은 물질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누는 것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이 기법은 위해성평가의 개

념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물질군을 선정하는 효과적인 방법

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우선순위 선정기법 적용하는 

것도 TTC 기법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 신뢰도 높은 자료인지 

등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TTC 기법 적용 시,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또는 다양한 독성값 중 어

떤 값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평가대상물질과 유사

한 구조를 가진 물질에 대한 추가 정보 필요” 또는 “안전성 우려가 없다고

는 할 수 없음”으로 평가되기에 실제 독성과는 다르게 과대평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작성된 프로세스는 위해 평가 결과와 15.4%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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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TTC와 같은 

screening 기법을 이용하여 독성을 예측하는 모델링은 객관성, 신뢰성, 타당

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의 

독성값으로 역치와 비교할 때 점수를 부여하여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물

질을 선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면 타당성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고 사료된다. 따라서 TTC 기법의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상 물질 

및 구조적 유사성을 나타내는 물질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보완하고, 다른 유

사 연구 문헌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추가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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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코팅제 함유되어 있는 국내의 사용가능 합성향료 물질 중 흡입독

성값이 없는 10개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였다. 코팅제의 제형 및 용도에 

따라 구성한 15개의 노출 시나리오와 계수를 이용하여 노출량 평가를 하였

다. 국내·외 사용가능 합성 향료 5425개를 대상으로 흡입독성값을 조사하였

다. 64개의 물질에 대해 204개의 독성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 물질을 구조

특성 등급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ClassⅠ은 43개 물질(124개 데이터), 

ClassⅡ는 14개(59개 데이터), ClassⅢ은 7개(21개 데이터)였다. 역치값은 

각 등급별 5percentile 값을 선정하였고, ClassⅡ는 1percentile 값을 적

용하였다. 그 결과 0.07mg/kg-day(ClassⅠ), 0.05mg/kg-day(Class

Ⅱ), 0.03mg/kg-day(ClassⅢ)로 나타났다. TTC 프로세스 적용 결과 

Ethyl butyrate는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의 흡입독성값이 역치를 초과하

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음”으로 평가되었다. 

  TTC 프로세스의 검증을 위해 흡입독성값이 있는 13개 물질을 선정하여 

프로세스 적용 결과와 위해평가 결과를 비교하였다. TTC 기법 적용한 결과 

5개 물질의 노출량이 역치값을 초과하여 “안전성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

음”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위해도 판단 결과는 6개의 물질이 HQ>1, 

MOE<100에 해당되어 “위해가 있음”으로 평가되었다. 두 가지 적용 평가

방법에서 중복되는 물질은 2개이며, 15.4%의 일치도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량적 위해도 산출이 불가능한 물질에 대해 TTC 기법을 

적용하여 흡입노출의 안전성 예측 결과를 도출하여 관리 우선순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그러나 추후 한계점을 보완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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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질문의 답변 및 

다음단계

No Yes

1
평가대상물질이 생체성분 또는 생체성분의 광학이성질

체(optical isomer)인가?
질문2 Class I

2

아래의 관능기가 있는가?

- 지방족 2급아민(Aliphatic secodary amine) 또는 

그 염류

- cyano기, N-nirtoso기, diazo기(예: CH2N2), 

triazeno기 (RN=NNHs)

- 4급질소(quanternary nitrogen) 단, 다음은 제외

함 : > C=N+R2, > C=C+H2, 1급아민 또는 3급 

아민(primary or tertiary amine)의 염산염

(hydrochloride) 또는 황산염(sulfate)

질문3
Class 

III

3
탄소원자(C), 수소원자(H), 산소원자(O), 질소원자(N) 

또는 2가황산원자(S) 이외의 원소가 있는가?
질문 5 질문 4

4

질문 3에 제시되지 않은 원소는 다음의 어떤 형태로 존

재하는가? 존재되지 않는가?

- Carboxylic acid의 나트륨염, 칼륨염, 칼슘염, 막네

슘염, 또는 암모늄염

- amine의 황산염(sulfate) 또는 염산염

(hydrochloride)

- sulfonic acid, sulfamic acid 또는 sulfuric 

acid의 나트륨염, 칼륨염 또는 칼슘염

Class 

III
질문 7

5

simply branched chain이 있는 지방족비환탄화수소

(acyclic aliphatic hydrocarbon) 또는 일반적인 탄

화수소(carbohydrate)가 있는가?

질문 6 Class I

6

치환기가 아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벤젠고리유도체

(benzen dirivative)인가?

a. hydrocarbon chain 또는 1′-hydroxy 또는 

hydroxy ester가 치환한 hydrocarbon chain

b. 하나 이상의 alkoxy기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a의 

hydrocarbon chain의 파라(para)위치에 있음

질문 7
Class 

III

표 23. 구조특성 Class 분류를 위한 질문항목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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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질문의 답변 및 

다음단계

No Yes

7 heterocyclic 구조가 있는가? 질문 16 질문 8

8 lactone 또는 cyclic diester인가? 질문 10 질문 9

9

다른 ring 구조와 축합한 lactone인가? 또는 5원고리 

혹은 6원고리의 α,β-불포화 loctone(5- or 

6-membered α,β-unsaturated lactone)인가?

lactone을 보다 안정한 호변이성체(tautome)인 

hydroxy acidfh 보지 않고,

- open chain으로 된 경우→질문 20

- heterocyclic 구조로 된 경우→질문 10

- carbocyclic 구조로 된 경우→ 질문 23

질문 20

질문 10

질문 23

Class 

III

10
3원고리의 heterocycle 구조(3-membered 

heterocycle)가 있는가?
질문 11

Class 

III

11

ring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hetero 원자는 제외하고, 

heterocyclic ring에 아래의 치환기 이외의 치환기가 

있는가?

- simply branched hydrocarbon(bridged chain) 

및 monocyclic aryl 또는 alkyl의 구조를 포함

- alkyl alcohol, aldehyde, acetal, ketal, acid

- ester(lactone 이외의 cyclic ester를 포함)

- thiol, sulfide, methyl ester, hydroxy기

- 여기에 제시된 치환기 이외의 치환기가 없는 simple 

ring(hetero 또는 aryl기)

질문 12
Class 

III

12 heteroaromatic 인가? 질문 22 질문 13

13 ring 구조에 치환기가 있는가?
Class 

III
질문 14

14 2개 이상의 aromatic ring이 있는가? 질문 22 질문 15

15
쉽게 가수분해되어 mononuclear heterocyclic인 경

우, 가수분해물을 → 질문 16

Class 

III

질문 22

질문 16

16

일반적인 terpene hydrocarbon, terphene 

alcohol terphene aldehyde 또는 terpene 

carboxyl acid 인가 ? 케톤은 아닐 것

질문 17 Class I

17

쉽게 가수분해되어 일반적인 terpene, terpene 

alcohol, terpene aldehyde 또는 terpene 

carboxylic acid 으로 되는가?

질문 19
질문 18

질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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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질문의 답변 및 

다음단계

No Yes

18

다음의 구조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a. 다음의 하나

- vicinal diketone

- 말단의 vinyl 기에 축합한 ketone 또는 ketal

b. 말단의 vinyl기에 축합한 2급 알코올(secondary 

alcohol) 또는 그 ester 

c. allyl alcohol, 또는 그 acetal, ketal 또는 

ester derivative

d. allyl thiol, allyl sulfide, alkyl thioester 또

는 allyl amine

e. acrolein, methacrolein 또는 그것들의 acetal 

f. acryl acid 또는 methacrylic acid

g. acetylenic compound

h. ketone기 이외의 관능기가 없고, 동시에 ketone

기 양쪽 탄소사슬의 어느 한 부분에 탄소 4개 이상인 

acrylic aliphatic의 ketone, ketal, 또는 keto 

alchohol

i. 포함하는 관능기가 전부 sterically hindered를 받

고 있는 구조

Class I
Class 

II

19 open chain 구조인가? 질문 23 질문 20

20

다음의 관능기만으로 하나 또는 복수결합된 것을 포함

하는 linear aliphatic 화합물 또는 simply 

branched aliphatic 화합물인가?

a. alcohol, aldehyde, carboxyl acid 또는 ester 

구조 각각이 4개 이하인 것

b. 아래의 관능기 중 1종류 이상이 각각 1개 있음

- acetal 

- ketone 또는 ketal의 어느 한 부분

- thiol 

- monosulfide or polysulfide

- thioester

- polyoxyethylene[(-OCH2CH2)n, n<4]

- 1급 아민(primary amine 또는 3급 아민(tertialy 

질문 22 질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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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질문의 답변 및 

다음단계

No Yes

amine)

21

3종류 이상이 다른 관능기가 있는가?

단, methoxy 기를 대상 관능기에서 제외함. 또는 산

(acid)과 ester를 1종류의 관능기로 간주함.

질문 18
Class 

III

22
식품의 일반적인 성분인가? 또는 이런 성분과 구조적으

로 유사한 화합물인가?

Class 

III

Class 

II

23 aromatic substance인가? 질문 24 질문 27

24

ring 구조 또는 aliphatic side chain이 있는 

mono-carbocyclic 화합물(단, cyclopropane, 

cyclobutane 및 이들의 유도체는 제외)로서, 치환기가 

없는가? 또는 아래의 구조만으로 되어 있는가?

- alcohol, aldehyde, side-chain ketone, acid, 

ester

- sulfonic acid의 나트륨염, 칼륨염, 또는 칼슘염

- acrycyclic의 acetal 또는 ketal 

질문 25 질문 18

25

다음중 어느 곳에 해당하는가?

a. 질문 24에 제시된 치환기만이 있는 cyclopropane 

또는 cyclobutane

b. mono 또는 biyclic sulfide 또는 mercaptan 

질문 26
Class 

II

26

질문 24에 제시된 것 이외의 관능기를 갖지 않으며, 동

시에 monocycloalkatone 또는 ring ketone 구조

의 유무에 관계없이 bicylic 화합물인가?

질문 22
Class 

II

27 ring 구조의 치환기가 있는가?
Class 

III
질문 28

28 2개 이상의 aromatic ring이 있는가? 질문 30 질문 29

29

쉽게 가수분해되어, mononuclear residue로 되는

가?

- 가수분해산물이 aromatic mononuclear residue 

인 경우, 가수분해물을 →질문 30

- 가수분해산물이 그 이외의 구조인 경우, 가수분해물

을 → 질문 19

Class 

III

질문 30

질문 19

30

ring 구조에 치환한 hydroxy기, 또는 methoxy 기를 

제외하고, 아래에 제시된 탄소 1-5개이 지방족 치환기 

이외의 치환기가 ring 구조로 결합하고 있는가?

질문 18

질문 19
질문 31



- 50 -

질문내용 

질문의 답변 및 

다음단계

No Yes

- 탄화수소

- alcohol, ketone, aldehyde, carboxyl기

- 가수분해되면 탄소 5개 이하의 ring 구조 치환기로 

되는 simple ester

simple ester인 경우,

- 가수분해물이 aromatic인 경우, 가수분해물을 →질

문 18

- 가수분해물이 그 이외의 구조인 경우, 가수분해물을 

→ 질문 19

31

질문 30에 제시된 치환기 어느것인가를 갖고있는 화합

물의 acyclic acetal, ketal 또는 ester인가 ?

이러한 화합물이 가수분해되는 경우,

- 가수분해물이 non-aromatic인 경우, 가수분해물을 

→ 질문 19

- 가수분해물이 aromatic인 경우, 가수분해물을 → 질

문 18

질문 32
질문 19

질문 18

32

질문 30에 제시된 관능기만을 갖고 있는 화합물인가? 

또는 질문 31에 제시된 화합물의 유도체이면서 아래의 

하나 또는 전체의 구조를 갖고 있는가?

a. singly fused non-aromatic carbocyclic ring

b. 탄소 5개를 초과하는 aliphatic substituent 

chain

c. aromatic chain 또는 aliphatic side chain으로 

결합한 polyoxyethylene[(-OCH2CH2)n, n<4]

질문 22
Clas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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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구조특성 분류를 위한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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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착향료의 유전독성평가 프로세스.

그림 10. 착향료의 일반독성평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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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물질명(CAS No.) 구조

1 styrene(100-42-5)

2 dimethoxymethane(109-87-5)

3 2-butoxyethanol(111-76-2)

4 dodecane(112-40-3)

5 tetradecane(629-59-4)

6 pentadecane(629-62-9)

7 terpineol(8000-41-7)

8 naphthalene(91-20-3)

표 24. 프로세스 검증 대상 물질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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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물질명(CAS No.) 구조

9 2-propanol(67-63-0)

10 1-butanol(71-36-3)

11 acetaldehyde(75-07-0)

12
3,7-dimethyl-2,6-octadinenal
(5392-40-5)

13
N,N-diethylethanamine
(1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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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TC Approach Applicability 

for the Inhalation Toxicity Assessment of 

the Synthetic Flavor among Coatings

Hyun Jeong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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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enotoxicity evaluation is being carried out abroad 

through the oral exposure of the flavoring and the toxicity 

level is being predicted by means of the TTC method in the 

case of not knowing the toxicity information of the substances. 

The stage of selecting the toxicity value is very important 

during the risk assessment and if there is no toxicity valu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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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mpossible to set the regulation standard because there is no 

data to judge the risk of the target substa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write the algorithm by using the 

structural property of chemicals when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the inhalation toxicity, and consider the applicability of 

the algorithm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result of 

applying the existing risk assessment. 

  In this study, 10 substances contained in coatings among the 

flavorings being used in South Korea were selected finally. The 

exposure quantity was calculated by constituting the exposure 

scenario according to the dosage form and use of the coatings. 

Also, the value of inhalation toxicity was surveyed targeting 

5,425 synthetic flavors available in Korea and abroad. 204 toxic 

data was secured regarding 64 substances.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se substances according to the structural 

property class standard, Class I included 43 substances(124 

data), Class II 14 ones(59 data), and Class III 7 ones(21 data). 

The threshold was calculated by substituting NOEC of 

each-class 5 percentile and Class II substituted the 1 

percentile(NOEC). As a result, 0.07mg/kg-day(ClassⅠ), 

0.05mg/kg-day(ClassⅡ), and 0.03mg/kg-day(ClassⅢ) appeared. 

As a result of applying the TTC process, Ethyl butyrate was 

assessed as “It is impossible to say there is no worry over 

safeness” because the inhalation toxicity value of the 

substances having the similar structure exceeded the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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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ult of applying the process after selecting 13 

substances having the inhalation toxicity value was compared 

with the result of risk assessment for the verification of the 

TTC process. As a result of applying the TTC approach, the 

exposure quantity of 5 substances exceeded the threshold so it 

was assessed as “it is impossible to say there is no worry over 

safeness”. On the other hand, as for the risk judgment result, 

6 substances applied to HQ>1, MOE<100 so it was assessed as 

“there is hazard”. The number of overlapped substances in 

the two application assessment ways was 2 and the conformity 

degree of 15.4% was shown.    

  The process used by this study slightly transformed the 

process of precedent study and predicted the safeness level in 

comparison with the threshold after calculating the exposure 

quantity instead of the amount of intake. It is thought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the particulate exposure in the liquid 

and emulsion on the exposure scenario. However, while the 

respiration rate and absorption rate were considered, the 

deposition amount(deposition rate) was not considered in this 

study. Also, whether or not the enough information on the 

substances having the similar structure is not secured and the 

kind of chosen substances may influence the value of inhalation 

toxicity and whether or not exceeding.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 study which can improve the objectivity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the future methodology and the data 



- 58 -

supplementation. Also, it is also necessary to arrange the 

management priority after drawing the safeness prediction 

result of the inhalation exposure by applying the TTC 

approach regarding the substances of which quantitative risk 

cannot be calculated. 

Keywords: Coatings, synthetic flavor, inhalation toxicity, TTC 

approach, threshold, risk assess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