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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Risk assessment is a tool for predicting and reducing uncertainty related to the effects of future

activities. Probability approaches are the main elements in risk assessment, but confusion about the interpretation

and use of assessment factors often undermines the message of the analys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guideline for systematic reduction plans regarding uncertainty in risk assessment. 

Methods: Articles and reports were collected online using the key words “uncertainty analysis” on risk

assessment. Uncertainty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reports focusing on procedures for analysis methods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 In addition,

case studies were performed in order to verify suggested methods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with exposure

data, including measured data on toluene and styrene in residential spaces and multi-use facilities.

Result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data on uncertainty, three major factors including scenario, model, and

parameters were identified as the main sources of uncertainty, and tiered approaches were determined. In the case

study, the risk of toluene and styrene was evaluated a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were also determined. Five

reduction plans were presented: providing standard guidelines, using reliable exposure factors, possessing quality

controls for analysis and scientific expertise, and introducing a peer review system.

Conclusion: In this study, we established a method for reducing uncertainty by taking into account the major

factors. Also, we showed a method for uncertainty analysis with tiered approaches. However, uncertainties are

difficult to define because they are generated by many factors. Therefore, further studies are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guidelines based on the representative scenario, model, and parameters develop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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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이 요구된다. 현재 이를 위한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위해성평가를 들 수 있다. 위해성평가는 화

학물질이나 오염물질 또는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 또는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위해성평가는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의 정도와 이에 따른 건강영향을 과학적인

독성 근거에 따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현

실성 있는 오염원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자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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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여

러 분야가 결합된 응용과학으로 각 분야의 예측결과

에 불확실도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노

출상황을 반영한 평가를 위해 다양한 가정, 예측 모

델, 노출계수가 사용되므로 이에 따른 불확실도는 필

연적으로 위해성평가 결과에 내재된다. 뿐만 아니라

위해성평가시 발생하는 위험성결정과정에서는 위해

의 크기와 특성,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수반되는 불

확실도를 기술해야 한다.1) 불확실도는 위해성평가의

단계인 위험성 확인, 용량-반응평가, 노출평가, 위해

도 결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한다. 특히 노출평가 과

정에서는 노출량 산출을 위한 시나리오, 모델, 파라

미터에 대해 실제 노출행태를 반영하는데 있어 정보

의 부족으로 인한 불확실도가 발생하며, 노출평가에

서는 개인의 감수성, 측정농도, 노출기간 등 다양

한 파라미터의 분포에 따라 노출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2) 국내·외 기관에서는 위해성평가시 발생

할 수 있는 불확실도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위해

성평가 연구를 수행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3)와 국

립독성원4) 등의 국내 일부 기관에서는 위해성평가

과정에서 기인하는 불확실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립독성원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Human exposure assessment’ 보고서
5) 를 참고하여 식품·의약품에서 유래한 유해물질의

인체노출량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 평가하기 위

한 인체노출평가 지침을 발간하였고, 미국환경청

(US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6) 자료를 기반하여 노출평가에서의 불확실

도의 정의와 불확실도 종류(시나리오, 변수, 모델) 및

모집단 내 변이성과 추정치의 불확실도에 대해 제시

한바 있다. 

세계보건기구7)나 미국환경청8) 등의 국외기관에서

는 1970년대부터 위해성 원칙을 도입하였고, 위해성

평가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고 연구하였다. 1985년 미국환경

청9)에서는 사실상 모든 노출평가에서 직접 노출량을

측정하거나 간접적으로 노출량을 예측하기 위한 수

학적 모델을 적용할 때 불확실도가 발생할 수 있음

을 언급한바 있으며, 1990년대부터는 오염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위해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위해성평가

와 불확실도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후 음용수, 식

품, 소비자제품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토대로한 위해

성평가와 벤젠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다매체 위

해성평가 연구10)가 수행된 바 있지만 불확실도를 분

석하는 방법이 어렵거나 위해성평가에 적용하기 힘

든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지

침을 분석하여 불확실도를 다루기 위한 접근방법으

로 불확실도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

였고, 스크리닝분석과 정성적 불확실도 분석 및 정

량적 불확실도 분석을 포함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

시하여 불확실도를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

다. 동시에 국내 실정에 맞는 노출평가 사례를 이용

한 불확실도 분석을 수행하여 발생가능한 불확실도

를 정성 및 정량적으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불

확실도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불확실도 저감방안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고, 이를 통한 정책 활용 및

의사소통과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국내·외 연구현황 분석

연구현황분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독성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 기관과 세계보건기구,7) 미국

환경청,8)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11) 유럽식품안전

청(EFSA;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12)

의 국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Uncertainty analysis'

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선정된 보고서 중 위해성평가

와 관련된 영역으로 한정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2. 불확실도 분석방법

불확실도의 정의 및 주요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불확실도의 종류 및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불확

실도의 요인을 시나리오, 모델, 파라미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불확실도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으

로 4단계의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대표적인

불확실도 분석 방법인 단계적 분석방법 및 사례연구

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7)와 미국 환경보호청의 지

침8,13)을 참고하여 상세하게 다루었다. 

3. 사례 연구

불확실도 분석의 실제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

내 주택공간 및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에서의 Toluene

과 Styrene의 노출농도를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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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도 평가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평가에 이용

된 연구 자료는 불확실도 사례연구에 적합하게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Toluene과 Styrene의 노출농도

는 다양한 주거공간별 실내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

하여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수도

권 지역 아파트 100가구를 선정하여 아파트 주거공

간(거실과 침실)에서 측정한 자료를 14)를 참고로 하

였고, 직장 내 실내공간의 경우 전국 4개지역(수도

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86개의 업무시설에서

Toluene을 측정한 자료15)를 활용하였다. 측정방법은

고체흡착관(Tenax-TA)에 30분간 1-2회 시료채취하

여 열탈착 후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

MS; Gas Chromatograph/Mass spectrophotometry)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위해성평가에서

일반적으로 비발암물질은 평균일일섭취량(ADD;

Average Daily Dose), 발암물질은 만성일일섭취량

(CDI; Chronic Daily Intake) 또는 전생애평균노출량

(LADD; Lifetime Average Daily Dose)을 토대로

위해성평가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발암성 물

질인 Toluene과 Styrene의 평균일일노출량을 토대

로 확률적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위해도

지수(HQ; Hazard Quotient)는 ADD를 독성참고치

(RfC; Reference Concentration)로 나누어 산출하였

고, HQ가 1을 초과할 경우 위해하다고 판정하였다.

위해성평가 후 불확실도의 정성적인 평가는 주요 요

인 중 시나리오와 입력변수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정량적인 평가는 1차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

(Monte Carlo simulation)을 사용하여 발생 가능한

위해도 분포를 확률밀도함수로 나타내고, 2차원 몬

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각 백분위수

(Percentile)별 위해분포의 신뢰구간을 도출하였다. 확

률론적 분석에는 크리스탈볼 프로그램 (Decisioneering,

St. Arapahoe, Denver, USA)을 이용하여 불확실도

를 평가하였고, 추가적으로 결과에 가장 영향을 주

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및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1)

ADD: average daily doses (mg/kg/day)

CA: chemical concentration in air (mg/m3)

IRinh: inhalation rate (m3/day)

ET: exposure time (hr/day)

EF: exposure frequency (days/year)

ED: exposure duration (years)

ABSair-inh: Absorption rate

BW: Body weight (kg)

AT: Averaging time (days) 

*Averaging time= ED in years × 365 days/year16)

III. 결 과

1. 국내·외 연구현황 분석

1) 국내 연구현황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전독성 발암

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가이드라인’3)을 2011년 발간

하였다. 이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식품안전

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유전독성을 가진 발암

물질의 위해평가 수행을 위해 불확실성 계수를 사용

하여 위해도 결정시 위해도 분석에 참고하였다. 뿐

만 아니라 ‘확률적 위해평가를 위한 통계학적 접근

방법 연구’17)를 통해 통계프로그램(SARA; statistical

analyzer for risk assessment)을 보급하고 직무자가

접근할 수 있는 확률론적 위해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바 있다. 국립독성연구원에서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환경청에서 발행한 인체노출평

가 지침서를 토대로 ‘국내 인체노출평가 지침서’4)를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에는 인체노출평가에서의 불

확실도 평가를 불확실도 발생 요인(시나리오, 모델,

파라미터)에 따라 수행하였고, 추가적으로 자료의 신

뢰도 검증 및 정도 관리를 통해 평가의 신뢰성을 제

고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2년부터 ‘국가

우선관리대상 물질에 대한 매체통합 위해성평가 연

구보고서’18-20)에 불확실성 분석 항목을 추가하였다.

결정론적 및 확률론적 위해성평가 후 불확실성의 원

인인 시나리오,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불확실도를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2) 국외 연구현황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화학물질에 의한 노출평가에

서 불확실도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정책과 규제의

Inhalation
mg

kg day⋅
--------------------⎝ ⎠
⎛ ⎞  =

CA IRinh ET× EF× ED× ABSair inh–××

BW 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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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Harmonization Project Document No. 6’ 지침7)을

만들었다. 이 지침에서는 노출평가에서 불확실도의

주요 세가지 범주인 파라미터, 모델, 시나리오로 분

류하여 나타내었고, 이를 정성적과 정량적으로 나

누어 기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출평가에서 불확

실성의 평가는 단계적인 접근법을 정성적과 정량적

(결정론적과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또

한 10가지 불확실도 분석의 주요 원리에 대해 제

안한바 있다.

미국환경청8)에서는 확률론적인 방법을 사용한 위

해성평가를 수행하였고, 위해성평가과정에서 불확

실도의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확률론적 위해성평가 방법 중 변이

성(variabi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를 구분하여

단계적 접근방법과 함께 점 추정 위해성평가(point

estimate risk assessment)방법으로 인체 및 생태 위

해성평가에서 불확실도를 평가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유럽식품안전청12) 에서는 대부분의 노출평가는 표

준화된 스크리닝 절차에 따라 노출에 대한 보수적인

추정을 하며, 스크리닝 평가에서는 불확실성 분석이

꼭 필요한것은 아니라고 기술하였다. 학술 위원회는

위해성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초기 설정값(default value)의 사용이 충분한지 검토

하는 것을 권장하며, 불확실성을 분석 하는데 있어

단계별 접근 방법을 추천하였다. 또한 위해성평가 담

당자나 다른 연구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전달하고 이

해시키는 의사소통 과정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였

다. 따라서 정성적으로 불확실도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표 형식의 틀을 만들어 불확실성에 관한 의

사소통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2. 불확실도 분석

1) 불확실도의 정의

위해성평가과정에서는 관찰된 자료나 모델의 추

정값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며 자료의 정확

성과 시공간적 대표성, 그리고 노출집단에서 일반

인구로의 적용하는 과정 등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불확실도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위해성 평가 시 발생하

는 상대적인 불확실도와 변이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하는  문제다. 위해성 평가에서 불확실도와

변이성은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다른 의미로 사용된

다. 예를 들어, 모집단이 각각 다른 양의 물을 마

신다고 가정하면 이 과정에서는 변이성과 불확실성

이 존재하게 된다. 노출평가시 모집단 내에서 얼마

나 많은 변이성이 존재하는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변이성은 시간이나 공간, 집단 간 또는 개인 간의

에 의한 차이와 같은 통계적 변수의 다양성으로부

터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이성은 자료의 수를

늘림으로써 특징화 할 수 있다. 반면에 불확실성은

일반적으로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Table 1. Source of uncertainty by scenario, model, and parameters

Source of uncertainty

Major factor Consideration Details

Scenario Sources/products Selection of pollutants and emission 

Agent/chemical Selection of exposure routes, population, and events

Target population Selection of exposure data on space-time

Activity Selection of activity pattern and space(minienvironment)

Chemical emission/release from source

Exposure pathway

Exposure event

Exposure route

Model Model assumptions Suitability of model, dependence of input parameters

Formula Simplicity and complexity about model formula

Parameters Chemical-specific Measurement error(random and systemic errors)

Non-chemical-specific Representation of data distribution Extrapolation, use of defalu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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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근본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할 수는 없다는

특징이 있다. 

2) 불확실도의 주요요인 

불확실도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

된다. 시나리오, 모델, 파라미터에 의해 불확실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Table 1에서 불확실도의 주요 요

인별 특성에 대해 나타내었다.

(1) 시나리오

시나리오 불확실성은 기술적인 오류(잘못되거나 불

완전한 정보), 취합의 오류(부피나 시간의 추정), 평

가의 오류(잘못된 모델의 선택), 불완전한 분석의 오

류(중요한 노출 경로를 간과)를 포함하며 노출시나

리오는 실제 상황을 대표하며 보수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시나리오는 “사실, 추정, 해석”

을 포함하지만 평가의 목적과 범위의 대표성을 확보

하기 어렵다. 불확실도의 요인은 전형적으로 불완전

하거나 관련되지 않은 정보(노출 집단, 공간이나 시

간적인 정보, 미세환경, 노출경로, 노출사건, 모집단

의 활동 특성 등)를 포함한다.

(2) 모델

노출평가에서 수학적이나 통계적인 모델은 노출과

정의 전체나 일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모

델은 노출계수 사이의 관계와 결과를 정량적으로 표

현하며 실제상황을 간단하게 표현한다. 또한 각 모

델의 세부 단계에서는 평가의 목적과 부합한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모델에 의한 불확실도는 주로 모델

링을 할 때 발생하는 변수간의 관계의 오류에서부터

발생하게 된다. 

(3) 파라미터 

노출평가를 할 때에는 노출 시나리오나 노출 모델

에 충족하는 노출계수를 사용해야 하는데, 노출계수

를 사용할 때 역시 불확실도(측정의 오류에 의한 불

확실도, 표본의 불확실도, 자료의 종류에 의한 불확

실도, 초기 설정값에 의한 불확실도, 외삽에 의한 불

확실도)가 발생한다.

표본에 의한 불확실도는 보통 통계적 표본추출의

오류라고 하며 잘 알려지지 않은 집단의 분포로부터

무작위로 뽑힌 자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게 된다. 대

표성 있는 표본은 노출평가에서 통계적 추론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다. 표본이 대표성이

없다면 통계적 추론을 통한 결과는 편견(bias)가 생

길 수밖에 없다. 초기 설정값은 노출평가와 위해성

평가시 사용되는 참고값으로 노출평가에서 자료가

부족하거나 스크리닝단계에서의 접근법에서 가장 많

이 쓰이는 모수 중 하나이며 보수적인 추정을 하기

위해 많이 쓰인다. 하지만 초기 설정값이 대표성을

띄지 못하거나 통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불

확실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외삽은 연구의 경향

을 분석하거나 가정을 만들면서 잘 알려진 자료로부

터 알려지지 않은 자료를 추론하는 과정이며 각각의

상황에서 외삽으로 인한 자료가 얼마나 대표성을 갖

느냐에 따라 불확실도가 발생할 수 있다.

3) 단계적 접근방법

일반적으로 노출평가와 위해성평가는 규정된 평가

방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한다(Table 2). 불확실

도 분석의 0단계에서는 간단한 스크리닝 수준의 분

석을 보수적인 가정이나 초기 설정값을 사용하여 수

행한다. 

Table 2. Tiered approaches for uncertainty analysis

Stage Feature

Step 0

(Screening)

Identification of appropriacy for assumption at the screening stage

Identification of result values if they exceed reference value for expected exposure and risk level

Step 1

(Qualitative analysis)

Descriptive evaluation of direction and magnitude for uncertainty

Evaluation of scientific reliability and subjectivity of choice about uncertainty factors

Step 2

(Deterministic analysi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valuation of uncertainty on point estimation values

Representation of contribution ratio for input parameter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Step 3

(Probabilistic analysis)

Representation of risk value through probabilistic distribution

Representation of contribution ratio for input parameter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Suggestion of confidence interval including uncertainty through probabilistic analysis and mod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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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는 정성적으로 불확실도를 평가한다. 정

성적 불확실도 분석에서는 노출 시나리오를 작성한

뒤, 불확실도 정도를 “없음”, “낮음”, “중간”, “높

음”으로 기술한다. 이 때의 불확실도의 정도는 평

가자가 직접 작성하게 되며 평가자가 느끼는 불확

실도의 정도에 따라 표현하게 된다. 정성적 분석

단계는 주요 요인 (시나리오, 모델, 파라미터)에 대

한 전반적인 평가와 세부적으로 지식기반 및 선택

의 주관성 평가를 설명방식으로 기술하게 되며, 지

식을 기반으로 한 평가에서는 정확성, 신뢰성, 타

당성, 과학적 일관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선

택의 주관성 측면에서는 공간선택, 선택의 상호주

관성, 공간 제약의 영향, 선택의 민감성, 결과에 대

한 선택의 영향의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지식기반

에 대한 평가는 주로 사용된 정보가 가능한 과학

수준에서 타당한지, 과학적으로 논란 및 제한점은

없는지, 결과에 영향은 없는지에 관해 평가한다. 2

단계에서는 결정론적 위해성평가와 함께 민감도 분

석을 함께 수행한다.

3단계 불확실도 분석방법은 1차원이나 2차원 몬테

카를로 분석방법과 같은 확률적 노출 분석방법을 이

용하여 변이성과 불확실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1단계에서는 포괄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며

2단계와 3단계에서는 노출지점과 집단에 특이적인

자료를 가지고 노출평가와 불확실도 분석을 수행하

게 된다. 

Table 3. Reference parameter for quantitative analysis 

Parameter 
Mean 

(Range)
Distribution Reference

Toluene concentration

(mg/m3)

House 

(N=400)

114.68 ± 125.84

(12.22 - 831.34)
Log normal NIER, 200914)

Company (N=86)
97.8 ± 164.40

-
ME, 200615)

Styrene concentration 

(mg/m3)

House 

(N=400)

9.77 ± 15.97

(0.09 - 119.47)
Log normal NIER, 200914)

Company (N=86)
3.50 ± 5.00

-
ME, 200615)

Exposure time

(hr/day)
Resident 15.8 Uniform EPA, 201122)

Worker 8.2

Exposure duration (year) Resident 26 Uniform EPA, 199138)

Worker 25

Exposure frequency

(days/year)
Resident 350 Uniform EPA, 199138)

Worker 250

Body weight 

(kg)
Male

69.16 ± 9.79

(54.10 - 86.40)*
Triangular

Korean exposure factors 

handbook (2007)23)

Female
56.37 ± 7.81

(45.00 - 70.40)*
Triangular

Inhalation rate

(m3/day)
Male

15.70 ± 1.20

(14.00 - 17.60)*
Triangular

Korean exposure factors 

handbook (2007)23)

Female
12.8 ± 0.90

(11.50 - 14.30)*
Triangular

Average time (days) Resident 9490 Uniform EPA, 198916)

Worker 9125

Asterisk(*) indicates 5th – 95th percentile.

For averaging time, exposure duration was multiplied by 365 days/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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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분석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때 노출물질의 발암성 여부

에 따라 발암성 및 비발암성 위해성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우선순위 관리대상물

질 중 우선순위가 높은 비발암물질인 Toluene과

Styrene을 사례연구 대상물질로 선정하였다. Toluene

은 벤젠의 수소원자 1개를 메틸기로 치환한 화합물

로 무색의 액체로 도로용제, 유기합성물질의 합성원

료 등으로 사용된다.21) 또한 Toluene은 국제암연구

소22)에서 그룹 3로 분류된 인간 발암성에 대한 분류

불가능 물질이며, 미국환경청 IRIS23)에서는 그룹 D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음)로 분류하였고, 호흡

노출참고치는 5000 µg/m3이다. Styrene은 비닐기가

벤젠 고리와 결합한 불포화 수소로 인화성이 크며

에틸벤젠의 탈수소에 의해 제조되고, 폴리스티렌 수

지, 이온교환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등에

사용된다.24) Styrene은 그룹 2B로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로 분류22)되며, 호흡노출참고치는 1000 µg/m3 이

다.23)

평가에 활용된 노출시나리오는 노출공간을 주택과

직장 내 실내 공간으로 가정하였고, 흡입경로를 통

한 노출로 가정하였다. 노출대상은 성인 남성(18-60

세)로 하루 일정시간 집안 및 직장 내 실내공기에

노출된다고 가정하였다. Toluene과 Styrene의 실내공

기 중 농도는 국립환경과학원14)과 환경부 보고서15)

를 토대로 평균값을 이용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하

였다. 노출공간을 주거공간과 직장으로 구분하여 평

가하였고, 주거공간에서의 Toluene의 평균 공기 중

의 농도는 114.68 µg/m3, 직장에서의 평균 농도는

97.80 µg/m3 이었다. Styrene의 주거공간에서의 평균

농도는 9.77 µg/m3, 직장에서는 3.50 µg/m3이었다.

노출시간은 실내 중 가정에서 평균 머무르는 시간

(18세-63세)의 평균값인 948 min/day 를 사용하였고,

실내에서 하루 중 집안에서의 거주시간을 제외한

492 min/day를 직장에서의 노출시간으로 가정하였다.

노출빈도 및 노출기간 역시 미국환경청의 자료25)를

토대로 활용하였다. 또한 한국노출계수 핸드북의 자

료26)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평균 성인 남녀의 체중

및 호흡률 자료를 활용하여 확률적인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였다(Table 3). 위해성평가 결과 Toluene의

ADD은 실내 집안 남성 7.18E-03 mg/kg/day, 회사

3.14E-03 mg/kg/day, Styrene 집안 7.60E-04 mg/kg/

day, 회사 1.00E-04 mg/kg/day으로 나타났다(Table

4). Toluene과 Styrene의 노출은 여성과 남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Toluene의 위해도지수

(HQ)는 실내 집안에서는 1.44E-03, 회사에서는 6.28E-

Table 4. Evaluation matrix of the uncertainty for knowledge base of assumptions

Evaluation factor Level Description

Level of 

uncertainty
High

Lack of representativeness for the space

Numerouse exposure in scenario not reflected

Appraisal of the 

knowledge base

Accuracy Medium

Lack of representativeness for population

Many exposure conditions of ventilation and air inflow not considered

Region, sex, and inter-individual difference not considered

Reliability High
Reflection of realistic situation not reflected due to lack of information 

about air concentrations in various space

Plausibility Medium Necessary for reviewing reliability of data on exposure frequency

Scientific consistency Medium Appropriate to exposure route of benzene

Robustness Medium Application of basic exposure scenario

Subjectivity of 

choices

Choice space Medium Spatial and seasonal variation not considered

Intersubjectivity 

among peers
High Necessary for process of peer review

Influence of 

situational limitations
Low Limitation of time and finances

Sensitivity of choices High High subjectivity of choices

Influence of choices 

on results
Medium Necessary for alteration scenario for specific region and sensitiv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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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이었고, Styrene의 위해도지수는 실내 집안에서는

7.60E-04, 회사에서는 1.00E-04로 모두 위해도지수

1을 초과하지 않았다.

사례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위해성평가 결과를 활용

하여 정성적인 불확실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위해성

평가과정에서 불확실도를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요인

인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세부적으

로 지식기반 및 선택의 주관성 등의 평가를 설명방

식으로 기술하였다. 평가항목은 불확실도 평가와 지

식 기반에 둔 평가를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 과학

적 일관성 및 견고성으로 구분하였고, 선택의 주관

성 항목에 관해서는 공간의 선택, 상호주관성, 상황

제약의 영향, 선택의 민감성과 선택에 의한 결과영

향 항목으로 구분하여 해당 근거를 통해 정성적인

불확실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4). 

평가자의 확률론적인 불확실도 분석은 사례분석

에서 제시된 시나리오에 따라 2차원 몬테카를로 시

뮬레이션을 방법을 적용하였고, 평가결과를 누적분

포함수(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로

나타내었다. 결과값은 단일추정값이 아닌 분포와 백

분위수를 제시하여 평가의 불확실도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2차원 시뮬레이션 수행 후 위해분포

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Box and whisker plot 내

에 25, 50, 75, 95 백분위수에서의 신뢰구간을 나

타내었다. 이 중 최고노출수준에 상응하는 95 백분

위수에서의 위해도 불확실도 90%의 신뢰구간은

2.29E-03~ 1.95E-02로 산출되었다(Table 5 & Fig.

1). 실내 집안에서 Toluene에 노출되었을 때를 가

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입력변수가 결

과에 미치는 영향은 화학물질의 농도 > 노출시간

> 노출빈도 > 노출기간, 평균시간 > 체중 순으로

조사되었다(Fig. 2).

Table 5. Risk estimates for each percentile of average daily dose using Monte-Carlo simulation

Chemical Location Mean 5th 15th 25th 50th 75th 90th 95th

Toluene
Home 7.18E-03 5.96E-03 6.36E-03 6.62E-03 7.14E-03 7.70E-03 8.21E-03 8.52E-03

Company 3.14E-03 2.61E-03 2.79E-03 2.90E-03 3.12E-03 3.37E-03 3.60E-03 3.73E-03

Styrene
Home 7.60E-04 5.10E-04 5.70E-04 6.20E-04 7.50E-04 8.80E-04 9.70E-04 1.03E-03

Company 1.00E-04 6.00E-05 7.00E-05 8.00E-05 1.00E-04 1.20E-04 1.30E-04 1.40E-04

Fig. 1. The results of 2-D Monte Carlo simulation and

cumulative distribution for toluene exposure with

95% confidence intervals showing uncertainty for

each percentil.

Fig. 2. Sensitivity analysis of toluene exposure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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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확실도 저감방안 및 정책 활용방안

1) 불확실도 저감방안

본 연구에서는 위해성평가에서 불확실도 저감방안

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번째로 위해성평가 과

정에 대해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

은 평가과정에서의 불확실도를 저감할 수 있다. 둘

째, 위해성평가에 사용되는 주요 노출계수의 신뢰성

및 대표성이 담보될 때에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

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위해성평가 분야에 대해 우

리나라의 대표성이 확보된 연령별 호흡률, 활동양상,

제품 사용행태 등의 노출계수를 개발하여 핸드북으

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화학물질의 환경

모니터링 및 모델의 사용 측면에서 시료채취부터 분

석단계까지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며, 모델의 사용을 통해서 실측값을 추정할 때 다른

모델과의 상호비교 및 모델 결과와 대표성 있는 실

측자료와의 비교로 시나리오에 적합한 모델 선택을

할 수 있다. 넷째,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평가자는 실

제 노출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 및 모델에 대한 과

학적인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모델의 예측결

과는 적절한 입력변수의 선택을 통한 가정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해성평가

자를 위한 적절한 교육체계의 마련 및 관련 정보의

제공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집단을 활

용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검토하는 기구 및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위해성평가 결과에 대해 과

학적인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책수행에 뒷받침되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

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 

2) 불확실도 저감을 통한 정책 활용방안

위해성평가 결과와 불확실도 분석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으로 구분

하여 Table 6에 제시하였다. 정성적 평가에서는 주

요 불확실도 발생 요인에 대한 평가자의 선택의 주

관성 및 과학적인 신뢰성 등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자료보완이 필요한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정량적

평가 중 민감도 분석에서는 대상 집단의 노출특성에

따른 노출 인자가 위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정량화하고 정책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매체 및 원인

을 파악할 수 있다. 확률론적 분석에서는 위해도 결

정과정에서 위해도 변이에 따른 위해도의 불확실도

신뢰구간을 파악하여 해당 구간과 환경관리를 위한

기준점과의 초과여부 비교를 통해 위해관리가 필요

한지를 파악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활용가능하다. 하

지만 불확실도 분석을 위한 정책적 활용방안은 불확

실도와 관련되는 분석 능력의 한계와 외부의 압력이

야기하는 현실적 의사결정의 제약 등 두 가지 큰 어

려움이 존재한다. 정책적인 연계측면에서의 위해성

평가 과정 및 결과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이해되기 어

려우며 정책결정시 평가에 고려된 가정 및 불확실도

가 함께 제시되므로 활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 활용측면에서는 불확실도를 포

함한 복잡한 위해도 결과의 제시보다는 한가지의 확

정적인 대안의 제시가 최종 결정에 유리하다. 그러

나 정책결정에 근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

로 제한점이 충분히 검토되고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

진 평가결과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위

해성평가 결과 산출을 위해 불확실도 저감방안을 고

려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한다면 정책수립 시 불확

실도 분석은 효과적인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불확실도의 위해 의사소통 방안

위해성평가 결과를 일반 대중 및 정책관리자 등

위해성평가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

Table 6. Application plan of uncertainty by analysis method

Method Application plan

Qualitative analysis
Identification of influence factors by evaluation of subjectivity of choices and 

scientific consistency for cause of uncertainty occurrence

Quantitative analysis

Sensitivity analysis
Quantification of impact of exposure factors on risk and identification of media 

required for policy management 

Probabilistic analysis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factors in policy by confirming uncertainty 

confidence interval and comparing with environmen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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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게 평가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다. 특히, 일반 대중은 단일 성격의 집단이 아니

며 지식의 수준 및 체감하는 위해정도에 따라 집단

별로 이해관계 및 주요 고려사항 또한 다르다. 대중

은 복잡한 확률 함수로 표현된 정보 보다는 현실적

인 상황을 단순화 시킨 표나 그래프로 설명할 때 이

해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게 위해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대상 집단

의 의도와 지식의 정도를 파악하여 대상에 적합한

표현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위해도 표현의 수단으로 숫자와 언어의 선택보다는

믿음과 신뢰가 대화의 기본이 될 때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대중의 위해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평가결과에

내포되어있는 불확실도를 명확하고 솔직하게 제시하

여 다양한 관점에서 결과의 해석 및 제한점에 따른

대안 및 장·단점 제시하는 방법이 대중의 신뢰를

얻고 정책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지침을 토대로 위해성평

가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도에 대해 기술하였다.

불확실도 발생요인을 시나리오, 모델, 파라미터로 구

분하였고, 각각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도에 대해 설

명하였다. 미국환경청에서는 불확실도의 연구를 변

수의 불확실도, 모델 불확실도, 결정원칙의 불확실도,

변이성으로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27) 세계보건기구

에서는 노출평가시 불확실도 요인을 크게 시나리오,

모델, 파라미터로 구분하였고, 불확실도 분석의 단계

적 접근방법에 따라 불확실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1

단계에서는 불확실도의 정도를 표나 평가항목을 나

열함으로써 평가하였고, 2단계에서는 민감도 분석과

함께 다양한 노출경로로부터 결정론적 분석을 수행

하였다. 3단계에서는 위해성평가결과의 분포를 나타

냄으로써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

해 언급하였다.7) 하지만 불확실도가 시나리오, 모델,

파라미터 중 어느 요소에 의해 기인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적절한 시나리오,

모델, 파라미터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변수

에 대한 불확실도를 정량화 하고 이를 단일값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포나 확률을 토대로 적정한

구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미 수질, 토양, 식품 등

의 많은 연구분야에서는 위해성평가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도를 기술하기는 하였지만,28-34) 그 방법

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적용하는데 있어 어려움

이 있다. 위해성평가는 ‘불확실성이 수반된다’전제하

에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확실도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보다 간편하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불확실도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확실도 평가방법의 실제 적용성은 Toluene과

Styrene의 인체위해성평가 사례연구를 통해 검증하

였다. 평가에 이용된 연구 자료는 불확실도 사례연

구에 적합하게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비발암

물질인 Toluene과 Styrene의 ADD는 1.00E-04 ~

7.18E-03 였고, HQ는 1.00E-04 ~ 1.44E-03 로 1을

초과하지 않았다. Kim 등35)에서는 신축공통주택에

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였는데, Toluene의 평균 검

출농도는 274.62 µg/m3, Styrene 15.25 µg/m3 였고,

HQ는 평균 3.6E-01과 1.2E-02로 사례연구로 도출된

결과보다 높았다. Toluene을 대상으로 한 매체통합

위해성평가 수행결과에서는 평균 노출농도는 28.18

µg/m3 이었고, HQ는 7.80E-04로 사례연구로 도출된

결과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연구에 활용된 물질이 같

지만 평가 결과가 다른 이유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위해성평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평

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노출계수 때문으로 판단

된다.36) 검출사례연구는 2차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

션 방법을 통해 사용된 노출계수별 분포를 설정하였

고, 누적분포함수를 통해 단일 추정값을 제시하는 결

정론적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도출된 결

과값을 토대로 각 백분위수별 90% 신뢰구간을 나타

내었고, 95 백분위수에서의 위해도를 산정하여 합리

적인 최고노출수준(RME; Reasonalbe Maximum

Exposure)에 해당하는 보수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하

였다. 불확실도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box-

whisker plot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box

와 whisker는 각각의 퍼센타일에 관한 불확실도를

나타낸다. 또한 2차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1차

원 시뮬레이션 방법과 달리 변이성과 불확실도를 구

분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되

었다. 2차원 방법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변이성을 위

한 내부 루프(Inner loop) 와 불확실도를 위한 외부

루프(Outer loop)로 나누어 구분 할 수 있으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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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포와 신뢰구간 제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도의 입력변수로 톨루엔의 실

내 농도, 평균시간을 사용하였고 변이성의 입력변수

로는 대상 집단 내에서 개인 간 변이를 내포하고 있

는 노출빈도, 노출기간, 노출시간, 체중을 선택하였

다.8) 확률적인 분석 기술인 2차원 몬테카를로 분석

법은 신뢰성있는 판단을 하는 수단으로써 위해성평

가에서 변이성과 불확실도를 분석하는 성공적인 통

계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된바 있다.13) 또한 누적분

포함수는 단일물질 평가시 위해에 대한 평가계수(노

출의 크기, 시간, 혼합물 조성, 물리·생물학적 및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 등)의 영향을 검증할 때 효과

적이며, 정책 결정자들에게 현실적인 노출 시나리오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

려져 있다.37) 본 연구를 통해 불확실도 분석을 통해

단일값으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해

석을 할 수 있는 추정구간을 만들고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

능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불확실도 저감방안은 국가수준에서 포괄적이고 세

부적인 지침을 활용하는 방안과 신뢰성이 확보된 노

출계수를 사용하는 것, 분석의 정도관리, 평가자의 전

문성 및 전문가 검토절차의 마련하는 것으로 구분하

여 제시하였다. Frey39)는 불확실도의 저감방안을 불

확실도의 정량적 표현과 분석결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불확실도 분석법의 교육확대, 불확실도

분석을 통한 자료의 보충방안, 분석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전문가

검토 시스템의 도입, 지침서의 출간 및 불확실도 분

석에 대해 다양한 연구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불확실도

기법 및 분석법의 적용성의 확대로 제시하였다.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불확실도에 관해 노출과 위해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건강, 안전 및 환경

으로 인한 알려진 위해를 결정을 하는데 있어 불확실

도 분석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불확실도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분석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 수치적인 결과로

나타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7) 따라서 위해성평가시

발생가능한 불확실도를 정책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하

기 위해서는 불확실도를 저감하는 방안을 고려한 표

준화된 불확실도의 표현 및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가능한 국내·외 지침서들을

토대로 위해성평가시 발생가능한 불확실도를 규정하

였다. 뿐만 아니라 사례연구를 활용한 불확실도의 단

계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불확실도를 정성 및 정량적

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불확실도 분석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불확실도 자체가 명

확하게 규정되기 어렵고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발생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렵다. 평가에

활용된 연구 자료 역시 사례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노출환경과 상세 시나리

오를 고려한 위해성평가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세분화된

기술적 지침과 표준화된 노출계수 핸드북을 마련 하

는 등의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V. 결 론

환경관리수단으로서 사전예방적인 접근법인 위해

성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러한 연구경향을 토대로 평가결과의 과학적 신뢰도

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불확실도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

은 위해성평가시 불확실도를 발생하는 주요 요인으

로는 시나리오, 모델, 파라미터로 확인되었고, 주요

불확실도 요인을 확인하는 정성적 평가와 확률론적

분석을 이용한 정량적 평가를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불확실도를 효과적으로 평가

하는 방안으로 파악되었다.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 연구를 통해 불확실도의

발생요인을 민감도 분석방법으로 추가 확인하였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한 정량적 분석방

법을 통해 불확실도를 포함한 위해도의 신뢰구간을

제시하여 불확실도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불확실도의 평가원칙과 정성 및 정량

적 분석절차를 중심으로 평가절차의 통일성을 마련

하였고 추가적으로 불확실도 저감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위해성평가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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