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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erform an aggregate human risk assessment for benzene in an

industrial complex using the CalTOX model and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model by

analyzing the uncertainty and sensitivity of the predicted assessment results.

Methods: The CalTOXTM 4.0 beta model was used to evaluate a selected region, and @Risk 7.6 software was

used to analyze uncertainty and sensitivity.

Results: As a result of performing the aggregate risk assessment on the assumption that 6.45E+04 g/d of

benzene would be emitted into the atmosphere over two decades, 3% of the daily source term to air remained

in the selected region, and 97% (6.26E+04 g/d) moved out of the region. As for exposure by breathing, the

predicted LADDinhalation was 2.14E-04 mg/kg-d, and that was assessed as making a 99.99% contribution to the

LADDtotal. Regarding human Riskcancer assessment, the predicted human cancer risk was 5.19E-06 (95% CI;

4.07E-06-6.81E-06) (in the 95th percentile corresponding to the highest exposure level, a confidence interval of

90%). As a result of analyzing sensitivity, ‘source term to air’ was identified 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followed by ‘exposure time, active indoors (h/day)’, and ‘exposure duration (years)’.

Conclusions: As for the results of the human cancer risk assessment for the selected region, the predicted human

cancer risk was 5.19E-06 (95% CI; 4.07E-06-6.81E-06) (in the 95th percentile, corresponding to the highest

exposure level, a confidence interval of 90%). As a result of analyzing sensitivity, ‘source term to air’ was found

to be most influ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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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환경부는 전라북도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

의 집단 암 발병이 비료공장과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역

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사례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환경보건법에 환경유해인자의 위해

성 평가 및 관리(법 제11조),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법 제15조), 건강영향조사의 청원(법 제

17조) 조항을 마련하였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지

역주민의 인체 위험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

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배출원에서 배출

된 유해화학물질이 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에 미치는

역학적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경기도

김포시 거물대리 마을, 인천광역시 사월 마을, 전라

북도 남원시 내기 마을뿐만 아니라 석유정제시설, 석

탄화력 발전소, 제철소 등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우려도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1)

인체위해성 평가는 특정 유해화학물질이나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나타날 수 있는 개인 혹은 집단의

건강피해 확률을 추정하는 과학적인 과정이다.2) 따

라서 유해화학물질이 배출원에서 배출되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인체에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를 파악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3) 유해화학물질은 단일매체

로 배출되면 환경 매체 간 이동·분배 과정을 거쳐

다른 매체에도 분포하는 다매체 거동 특성을 나타내

며, 다매체와 다매체에서 전이된 생활환경 매체에서

호흡, 섭취, 피부접촉을 통한 다경로로 인체에 노출

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유해화학물질의 환경 중

오염도를 단순히 수치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배

출원에서 인체 영향까지를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고

려하는 과정이다.4)

인체위해성 평가에서 종합오염관리 핵심기술인 다

매체와 다경로를 고려한 컴퓨터 모델링을 하면, 일

차적인 선별(screening)을 한 후, 추가적인 모니터링

이나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화학물질을 효

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

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체위

해성을 평가해 왔으며, 미국의 Office of Research

& Development(ORD) 등에서는 다매체와 다경로뿐

만 아니라, 다수용체의 평가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5,6)

국내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모델을 이용한 다매

체·다경로 인체위해성 평가를 수용체 위주로 진행

하여 왔다. 그러나 모델링에 의한 평가는 지식과 정

보의 부족으로 불확실도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므

로 인체에 대한 단일 유해화학물질의 모든 경로를

통한 종합위해성평가(aggregate risk assessment) 체

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이를 보완하기 위

하여 부분적으로 불확실성 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수

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6-8)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심도 있는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4)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인 벤젠은 석유와 가스의 생산

과 정제, 화학제품의 제조와 사용, 자동차 수리, 신발

생산, 소방, 엔진과 관련한 작업 등 여러 산업과 직업

에 존재하는 흔한 물질이다.9) 대기로 배출되면 다매

체·다경로를 통해 인체에 노출된다. 미국 환경청(US

EPA)에서는 Group A (known human carcinogen),10)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는 Group 1 (carcinogenic

to humans),11)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

에서는 A1 (confirmed human carcinogen)12)으로 분

류한 인체 발암물질이다. 성인에게서 백혈병 유발에

관한 역학 자료가 다수 보고되었고, 소아의 급성 골

수성 백혈병 및 폐암에 대한 긍정적인 연관성이 관

찰되었다.9,12) 벤젠 배출원 주변 지역주민에게 가장

우려되는 노출 시나리오는 장기간에 걸친 저농도 호

흡노출이다.12)

본 연구는 CalTOX 모델을 이용하여 산업단지에

서 대기로 배출된 벤젠의 인체 종합위해성평가를 수

행하였고, 입력변수의 확률분포모형을 구축하여 예

측된 평가 결과의 불확실성과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모델을 이용한 인체 종합위해

성평가의 신뢰성과 평가 결과의 예측력을 향상시키

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CalTOXTM4.0 beta모델(University of California)

을 이용하여 산업단지가 위치한 충청남도 A지역의

배출원에서 20년 간 벤젠이 대기로 배출되었을 때,

주민(19세 이상)들의 인체 종합위해성을 평가하였다.

대상 지역에서 벤젠의 배출원은 ‘국가 대기오염물질



138 김 옥 · 이민우 · 송영호 · 최진하 · 박상현 · 박창용 · 이진헌

J Environ Health Sci 2020; 46(2): 136-149 http://www.kseh.org/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III)’13)을 기준으로 하여, 대분

류는 제조업 연소, 중분류는 기타, 소분류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인 사업장으로 하였다. 배출원에서 배출량 자

료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배출·이동

량 정보(PRTR)14)에서 2016년 1, 2, 3종 사업장을 업

체별로 검색하여 이용하였다. 또한 CalTOX 모델은

물리·화학적 특성, 지역 특성, 인체노출 특성 자료

가 요구된다. 물리·화학적 특성은 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Cal/EPA)의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 (DTSC)15)

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하였다. 지역 특성 자료 중

기상자료는 기상청16)과 국내 연구 자료,22) 면적은 통

계청17)에서 수집하여 입력하였고, 인체노출 특성은

국내 연구 자료18,19)와 ‘한국인의 노출계수 핸드북

’20)을 이용하였다. 이외에 국내 자료가 없는 경우에

는 DTSC에서 제시한 캘리포니아 지역 자료를 이용

하였다.

2. 인체노출량 및 위해성 평가

CalTOX 모델은 Multimedia transport and

transformation 모델과 Multiple pathways exposure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Multimedia transport and

transformation 모델은 대기로 배출된 벤젠의 환경

중 거동을 예측하며, Multiple pathways exposure 모

델은 잠재적 발암 물질에 노출된 평생일일평균노출

량(Lifetime Average Daily Dose, LADD)과 평생 동

안 암이 발생하는 위험(Riskcancer)을 예측한다.21) 환경

중 거동 예측과 LADD, Riskcancer 각각의 알고리즘

은 Eq. (1)~(3)과 같다.21)

(1)

Where:

Ni(t ): the time-varying inventory of a chemical

species in compartment i, mol

R: the first-order rate constant for removal of the

species from compartment i by transformation, 1/d

Tij: the rate constant for the transfer of the

species from compartment i to compartment

j, 1/d

Tji: the rate constant for the transfer of the

species from compartment j to compartment

i, 1/d

Tio: the rate constant for the transfer of the

species from compartment i to a point

outside of the defined landscape system, 1/d

Si: the source term for the species into

compartment i, mole/d

m: the total number of compartments within

the landscape system

LADDi=TF(k→i)×(IUij/BW)×(EF×ED/AT)×Ck (2)

Where:

LADDi: the lifetime average daily potential

dose rate in mg/kg-day, which is the

intake of a contaminant from exposure

medium i

TF(k→i): intermedia-transfer factor ratio, which

expresses the ratio of contaminant con-

centration in the exposure medium, i to

the concentration in an environmental

medium, k

IUij/BW: the intake or uptake factor per unit

body weight associated with the expo-

sure medium i and route j

EF: the exposure frequency for the exposed

individual, in days per year

ED: the exposure duration for the exposed

population, in years

AT: the averaging time for the exposed

population, in days

Riskcancer =Chronic Daily Intake×Slope Factor (3)

Where:

Riskcancer : the probability of an individual developing

cancer (unitless)

Chronic Daily Intake: the intake averaged over an

averaging time (AT) of 82.7 years (mg

chemical/kg body weight per day)

Slope Factor: a constant which converts intake

averaged over a lifetime to an incremental

risk of developing cancer ((mg chemical/

kg body weight per day)−1)

d dt⁄ Ni t( ) RiNi t( )–= TijNi t( )

j 1= j i≠,

m

∑–

TjiNj t( )

j 1= j i≠,

m

∑ Si t( ) TioNi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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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TOX 모델은 Riskcancer에서 Chronic Daily Intake

는 호흡, 섭취, 피부접촉 경로와 관련된 각각의 섭

취량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각 경로별로 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Cal/EPA),36)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IRIS),37) Health

Effects Assessment Summary Tables (HEAST)38)에

서 선택하여 벤젠의 Slope Factor를 적용한다.

3. CalTOX 모델 입력변수의 확률분포 모형 구

축과 민감도 분석 방법

모델 평가 결과의 불확실성 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위하여 @Risk 7.6 (Palisade Co., USA) 소프트웨어

를 이용하였다. 모델의 입력 변수 각각에 대한 확률

분포 모형을 Table 1, 2, 3과 같이 구축하였다.

CalTOX 모델의 입력 변수는 평균값과 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CV)로 설명이 된다.15) CV

가 0.3 이상이면 환경 파라미터는 대수정규분포(Log-

normal)를 사용해도 불확실성과 민감도 분석을 하는

데는 무방함을 고려하였다.34) 배출량은 Log-normal

확률분포 형태를 적용하였고, 벤젠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모두 Uniform 확률분포 형태로 적용하였다.

지역 특성 입력변수 중 연평균 강수량은 Expon 확

률분포 형태, 연평균 기온은 Kumaraswamy 확률분

포 형태, 연평균 풍속은 Weibull 확률분포 형태, 지

표수에서 물의 증발은 Expon 확률분포 형태를 적용

하였다. 인체노출 특성 변수에서 몸무게와 호흡률(활

동, 휴식)은 Triangular 확률분포 형태를 적용하였고,

노출기간과 노출량이 평균되어지는 기간은 Uniform

확률분포 형태를 적용하였다. 이외에는 Normal과

Log-normal 확률분포 형태를 적용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Risk 7.6 소프트웨어의 Regression

(coefficients)을 이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Regression (coefficients)은 입력변수를 독립변수로

놓고 결과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의

표준화 회귀계수(beta coefficients, β)임으로, 배출량,

물리·화학적 특성, 지역 특성, 인체노출 특성인 입

력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였고, Riskcancer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Regression(coefficients) 메뉴에는 β와 함께

결정계수(RSqr, r2) 값도 결과로 나타내는데, 독립변

수들이 종속변수의 변이를 어느 정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r2의 값은 “0”과 “1” 사이에 존

재하며, 그 값이 클수록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변

이를 잘 설명함을 의미한다.24)

III. 연구 결과

1. 벤젠의 환경 매체별 예측농도

1.1. 벤젠의 환경 매체별 mass distribution

연구 대상 지역의 벤젠 환경 매체 초기 바탕값이

0.00E+00 g인 상태에서 20년간 6.45E+04 g/d로 대

기에 배출되었을 때, 환경 매체별 벤젠의 거동을 예

측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20년 동안 벤젠의 총 배출량은 1.94E+09 g이었다.

6.45E+04 g/d 배출량 중에서 97%인 6.26E+04 g/d

가 연구 대상 지역 밖으로 이동하여, 3%인 0.19E+04

g/d만이 연구 대상 지역에 잔류하였다. 배출원에서

배출된 벤젠의 대기(air), 나뭇잎(leaf), 표층토양

(ground-soil) 잔류기간은 하루가 채 안 되는 반면,

큐티클(cuticle)에는 하루, 지표수(surface water)에는

8일이 조금 지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침전층(sediment)

에는 10일, Vadose-zone 토양에는 23일, Root-zone

토양에는 27일, 대수층(aquifer)에는 349일 정도 잔

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매체 간 벤젠의 이동량을 살펴보면 대기, 표층

토양, 식물(leaf, cuticle), 지표수, 침전층, 대수층에

서는 유출과 유입이 동일한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Root-zone 토양과 Vadose-zone 토양은 유입과 유출

의 평형이 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oot-zone 토

양은 표층토양으로 4.08E+00 g/d, Vadose-zone 토양

으로 1.18E+00 g/d, 나뭇잎으로 1.33E-01 g/d가 유

출되고, 변형이 5.99E-01 g/d인 반면, 표층토양에서

유입은 5.30E+00 g/d, 나뭇잎에서 유입이 2.60E-04

g/d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Vadose-zone 토

양은 Root-zone 토양에서 유입이 1.18E+00 g/d이나,

변형이 7.87E-02 g/d, 대수층으로 유출이 2.94E-01

g/d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 환경 매체에서의 예측농도

환경 매체에서 벤젠의 예측농도는 Table 4와 같다.

환경 매체 중 대기의 가스상 농도는 4.30E-04 mg/

m3로 가장 높게 예측되었으나, 대기의 입자상 농도

는 4.06E-12 mg/m3로 가장 낮게 예측되었다. 표층토

양과 Root-zone 토양은 각각 1.52E-06 mg/kg, 1.18E-

06 mg/kg으로 예측되었으며, 지표수와 지하수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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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5.87E-07 mg/L, 8.34E-07 mg/L로 예측되었다.

1.3. 인체 접촉 매체에서의 예측농도

환경 매체의 벤젠 농도에 의한 직접적인 인체 접

촉매체로의 전이 농도를 예측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기의 가스상 농도에서 기인한 실내외의 농

도가 4.30E-04 mg/m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껍질이 있는 재배작물(exposed produce)과 수

Table 1. Chemical Properties parameter for benzene

Parameter Mean value
Coeff. 

Var.
Distribution

References Used in 

Distribution

Molecular weight (g/mol) MW 7.81E+01 0.01 Uniform Yang JY (2002)7) 

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 Kow 1.51E+02 0.24 Uniform Yang JY (2002)7) 

Melting point (K) Tm 2.79E+02 0.03 Uniform Yang JY (2002)7) 

Vapor Pressure in (Pa) VP 1.27E+04 0.04 Uniform Yang JY (2002)7) 

Solubility in mol/m3 S 2.25E+01 0.06 Uniform Yang JY (2002)7) 

Henry’s law constant (Pa-m3/mol) H- 5.74E+02 0.16 Uniform Yang JY (2002)7) 

Diffusion coefficient in pure air (m2/d) Dair 7.56E-01 0.08 Uniform Moon JY (2003)5)

Diffusion coefficient; pure water (m2/d) Dwater 9.63E-05 0.25 Uniform Moon JY (2003)5)

Organic carbon partition coefficient Koc Koc- 5.51E+01 0.57 Uniform Yang JY (2002)7) 

Ocatanol/air partition coefficient Koa- -9.90E+01 0.10 Uniform -

Partition coefficient in ground/root soil layer Kd_s- -9.90E+01 0.10 Uniform -

Partition coefficient in vadose-zone soil layer Kd_v- -9.90E+01 0.10 Uniform -

Partition coefficient in aquifer layer Kd_q- -9.90E+01 0.10 Uniform -

Partition coeffic.in surface wtr sediments Kd_d- -9.90E+01 0.10 Uniform -

Leaves/phlm wtr prtn cff. (wet kg/m3 per wet kg/m3) Kl_phl- -9.90E+01 0.10 Uniform -

Stem/xylem-fluid prtn cff (m3 [xylem]/m3 [stem]) Ks_x- -9.90E+01 0.10 Uniform -

Transpiration stream cncntrtn fctr (m3 [wtr]/m3 [ts]) TSCF- -9.90E+01 0.10 Uniform -

Biotrnsfr fctr, plant/air (m3 [a]/kg [pFM]) Kpa- 8.73E-03 14.00 Uniform Yang JY (2002)7) 

Biotransfer factor; cattle-diet/milk (d/kg [milk]) Bk- 1.61E-06 11.00 Uniform -

Biotransfer factor; cattle-diet/meat (d/L) Bt- 1.62E-05 13.00 Uniform Yang JY (2002)7) 

Biotransfer fctr; hen-diet/eggs (d/kg [egg contents]) Be- 1.20E-03 14.00 Uniform Yang JY (2002)7) 

Biotrnsfr fctr; brst mlk/mthr intake (d/kg) Bbmk- 3.01E-05 10.00 Uniform -

Bioconcentration factor; fish/water BCF- 6.79E+00 0.43 Uniform -

Particle scavenging ratio of rain drops Psr_rain- 5.00E+04 2.40 Uniform Yang JY (2002)7) 

Skin permeability coefficient; cm/h Kp_w- 1.86E-01 0.57 Uniform -

Skin-water/soil partition coefficient (L/kg) Km- -9.90E+01 1.37 Uniform -

Fraction dermal uptake from soil dfct_sl- 2.01E-01 1.00 Uniform -

Reaction half-life in air (d) Thalf_a 5.91E+00 1.00 Uniform Yang JY (2002)7) 

Reaction half-life in surface soil (d) Thalf_g 1.90E+02 1.10 Uniform -

Reaction half-life in root-zone soil (d) Thalf_s 1.90E+02 1.20 Uniform Yang JY (2002)7) 

Reaction half-life in vadose-zone soil (d) Thalf_v 2.43E+02 1.00 Uniform -

Reaction half-life in ground water (d) Thalf_q 2.43E+02 1.30 Uniform -

Reaction half-life in surface water (d) Thalf_w 1.12E+01 1.20 Uniform Yang JY (2002)7) 

Reaction half-life in sediments (d) Thalf_d 2.23E+02 1.40 Uniform Yang JY (2002)7) 

Reaction half-life in the leaf surface (d) Thalf_ls -9.90E+01 1.00 Uni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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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andscape properties parameter in district chungcheongnam-do A

Parameter Mean value
Coeff. 

Var.
Distribution

References Used in 

Distribution
Contaminated area in m2 Area 1.06E+08 0.10 Uniform -
Annual average precipitation (m/d) rain 2.53E-03 0.56 Expon Kim O et al. (2019)22)

Flux; surface water into landscape (m/d) inflow 0.00E+00 0.10 Log-normal Cal/EPA (1994)42)

Land surface runoff (m/d) runoff 6.10E-04 1.00 Log-normal Cal/EPA (1994)42)

Atmospheric dust load (kg/m3) rhob_a 6.15E-08 0.20 Log-normal Yang JY (2002)7) 
Dry deposition velocity, air particles (m/d) v_d 5.00E+02 0.30 Log-normal Cal/EPA (1994)42)

Aerosol organic fraction foc_ap 2.00E-01 1.00 Log-normal -
Volume fraction of water in leaf beta_leaf 5.00E-01 0.05 Log-normal -
Volume fraction of air in leaf alpha_leaf 1.80E-01 0.20 Log-normal -
Volume fraction of lipid in leaf lipid_leaf 2.00E-03 0.20 Log-normal -
Volume fraction of water in stem beta_stem 4.00E-01 0.20 Log-normal -
Volume fraction of water in root beta_root 6.00E-01 0.20 Log-normal -
Primary produciton dry vegetation (kg/m2/y) veg_prod 9.00E-01 1.00 Log-normal -
One-sided Leaf Area Index LAI- -9.90E+01 0.40 Log-normal -
Wet interception fraction IF_w 1.00E-01 0.10 Log-normal -
Avg thickness of leaf surface (cuticle) (m) d_cuticle 2.00E-06 0.20 Log-normal -
Stem wet density (kg/m3) rho_stm 8.30E+02 0.20 Log-normal -
Leaf wet density (kg/m3) rho_leaf 8.20E+02 0.30 Log-normal -
Root wet density (kg/m3) rho_root 8.00E+02 0.05 Log-normal -
Veg attenuation fctr, dry interception (m2/kg) atf_leaf 2.90E+00 0.01 Log-normal -
Stomata area frctn (area stomata/area leaf) na_st 7.00E-03 0.20 Log-normal -
Effective pore depth del_st 2.50E-05 0.20 Log-normal -
Boundary layer thickness over leafs del_a 2.00E-03 1.00 Log-normal -
Leaf surface erosion half-life (d) Thalf_le 1.40E+01 1.00 Log-normal -
Ground-water recharge (m/d) recharge 5.58E-05 1.00 Log-normal -
Evaporation of water from surface wtr (m/d) evaporate 2.50E-06 1.00 Expon Kim O et al.( 2019)22)

Thickness of the ground soil layer (m) d_g 1.00E-02 1.00 Log-normal -
Soil particle density (kg/m3) rhos_s 2.60E+03 0.05 Log-normal Yang JY (2002)7) 
Water content in surface soil (vol fraction) beta_g 1.92E-01 0.33 Log-normal Yang JY (2002)7) 
Air content in the surface soil (vol frctn) alpha_g 2.66E-01 0.29 Log-normal -
Erosion of surface soil (kg/m2-d) erosion_g 2.03E-04 1.00 Log-normal -
Bioturbation (m2/d) D_bio 1.20E-04 1.00 Log-normal -
Thickness of the root-zone soil (m) d_s 7.85E-01 0.47 Log-normal -
Water content of root-zone soil (vol.frctn.) beta_s 2.06E-01 0.34 Log-normal Cal/EPA (1994)42)

Air content of root-zone soil (vol.frctn.) alpha_s 2.53E-01 0.31 Log-normal Cal/EPA (1994)42)

Thickness of the vadose-zone soil (m) d_v 5.57E-01 0.37 Log-normal -
Water content; vadose-zone soil (vol. frctn.) beta_v 2.02E-01 0.32 Log-normal Cal/EPA (1994)42)

Air content of vadose-zone soil (vol. frctn.) alpha_v 2.36E-01 0.30 Log-normal Cal/EPA (1994)42)

Thickness of the aquifer layer (m) d_q 3.00E+00 0.30 Log-normal -
Solid material density in aquifer (kg/m3) rhos_q 2.60E+03 0.05 Log-normal Cal/EPA (1994)42)

Porosity of the aquifer zone beta_q 2.00E-01 0.20 Log-normal Cal/EPA (1994)42)

Fraction of land area in surface water f_arw 1.82E-02 0.20 Log-normal Cal/EPA (1994)42)

Average depth of surface waters (m) d_w 5.00E+00 1.00 Log-normal -
Suspended sedmnt in surface wtr (kg/m3) rhob_w 8.00E-01 1.00 Log-normal Yang JY (2002)7) 
Suspended sdmnt deposition (kg/m2/d) deposit 1.05E+01 0.30 Log-normal Cal/EPA (1994)42)

Thickness of the sediment layer (m) d_d 5.00E-02 1.00 Log-normal Cal/EPA (1994)42)

Solid material density in sediment (kg/m3) rhos_d 2.60E+03 0.05 Log-normal Cal/EPA (1994)42)

Porosity of the sediment zone beta_d 2.00E-01 0.20 Log-normal Cal/EPA (1994)42)

Sediment burial rate (m/d) bury_d 1.00E-06 5.00 Log-normal Cal/EPA (1994)42)

Ambient environmental temperature (K) Temp 2.86E+02 0.06 Kumaraswamy Kim O et al. (2019)22)

Surface water current in m/d current_w 0.00E+00 1.00 Log-normal Cal/EPA (1994)42)

Organic carbon fraction in upper soil zone foc_s 8.47E-03 1.98 Log-normal Cal/EPA (1994)42)

Organic carbon fraction in vadose zone foc_v 3.06E-03 0.96 Log-normal
Cal/EPA (1994)42),

Cal/EPA (1994)42)

Organic carbon fraction in aquifer zone foc_q 3.06E-03 0.96 Log-normal Cal/EPA (1994)42)

Organic carbon fraction in sediments foc_d 2.00E-02 1.00 Log-normal
Yang JY (2002)7),

Cal/EPA (1994)42)

Bndry lyr thickness in air above soil (m) del_ag 5.00E-03 0.20 Log-normal Cal/EPA (1994)42)

Yearly average wind speed (m/d) v_w 1.73E+05 0.17 Weibull Kim O et al. (2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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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uman exposure factors parameter in this study

Parameter Mean value
Coeff. 

Var.
Distribution

References Used in 

Distribution

Body weight (kg) BW 6.45E+01 0.20 Triangular
Korea exposure factors 

handbook (2007)39

Surface area (m2/kg) SAb 2.69E-02 0.07 Normal -

Active breathing rate (m3/kg-h) BRa 2.80E-02 0.30 Triangular
Korea exposure factors 

handbook (2007)39

Resting breathing rate (m3/kg-h) BRr 6.50E-03 0.20 Triangular
Korea exposure factors 

handbook (2007)39

Fluid Intake (L/kg-d) Ifl 2.36E-02 0.20 Log-normal Cal/EPA (1994)42)

Fruit and vegetable intake (kg/kg-d) Ifv 9.78E-03 0.20 Log-normal Cal/EPA (1994)42)

Grain intake (kg/kg-d) Ig 1.34E-02 0.20 Log-normal Cal/EPA (1994)42)

Milk intake (kg/kg-d) Imk 9.30E-04 0.20 Log-normal Cal/EPA (1994)42)

Meat intake (kg/kg-d) Imt 1.83E-03 0.20 Log-normal Cal/EPA (1994)42)

Egg intake (kg/kg-d) Iegg 4.30E-04 0.30 Log-normal Cal/EPA (1994)42)

Fish intake (kg/kg-d) Ifsh 1.33E-03 0.40 Log-normal Cal/EPA (1994)42)

Soil ingestion (kg/d) Isl 1.86E-06 3.00 Log-normal Cal/EPA (1994)42)

Breast milk ingestion by infants (kg/kg-d) Ibm 1.10E-01 0.20 Log-normal Cal/EPA (1994)42)

Inhalation by cattle (m3/d) Inc 1.22E+02 0.30 Log-normal Cal/EPA (1994)42)

Inhalation by hens (m3/d) Inh 2.20E+00 0.30 Log-normal Cal/EPA (1994)42)

Ingestion of pasture, dairy cattle (kg [FM]/d) Ivdc 8.50E+01 0.20 Log-normal Cal/EPA (1994)42)

Ingestion of pasture, beef cattle (kg [FM]/d) Ivbc 6.00E+01 0.40 Log-normal Cal/EPA (1994)42)

Ingestion of pasture by hens (kg [FM]/d) Ivh 1.20E-01 0.04 Log-normal Cal/EPA (1994)42)

Ingestion of water by dairy cattle (L/d) Iwdc 3.50E+01 0.20 Log-normal Cal/EPA (1994)42)

Ingestion of water by beef cattle (L/d) Iwbc 3.50E+01 0.20 Log-normal Cal/EPA (1994)42)

Ingestion of water by hens (L/d) Iwh 8.40E-02 0.10 Log-normal Cal/EPA (1994)42)

Ingestion of soil by cattle (kg/d) Isc 4.00E-01 0.70 Log-normal Cal/EPA (1994)42)

Ingestion of soil by hens (kg/d) Ish 1.30E-05 1.00 Log-normal Cal/EPA (1994)42)

Fraction of water needs from ground water fw_gw 8.00E-01 0.10 Log-normal Cal/EPA (1994)42)

Fraction of water needs from surface water fw_sw 2.00E-01 0.10 Log-normal Cal/EPA (1994)42)

Water irrigation rate applied to agr.soil (l/m2-d) R_irr 2.59E+00 1.00 Log-normal -
Frctn frts & vgtbls that are exposed produce fabv_grd_v 4.70E-01 0.10 Log-normal Cal/EPA (1994)42)

Frac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local flocal_v 2.40E-01 0.70 Log-normal Cal/EPA (1994)42)

Fraction of grains local flocal_g 1.20E-01 0.70 Log-normal Cal/EPA (1994)42)

Fraction of milk local flocal_mk 4.00E-01 0.70 Log-normal Cal/EPA (1994)42)

Fraction of meat local flocal_mt 4.40E-01 0.50 Log-normal Cal/EPA (1994)42)

Fraction of eggs local flocal_egg 4.00E-01 0.70 Log-normal Cal/EPA (1994)42)

Fraction of fish local flocal_fsh 7.00E-01 0.30 Log-normal Cal/EPA (1994)42)

Plant-air prttn fctr, particles, m3/kg [FM] Kpa_part 3.30E+03 1.80 Log-normal Cal/EPA (1994)42)

Rainsplash (mg/kg [plnt FM])/(mg/kg [dry soil]) rainsplash 3.40E-03 1.00 Log-normal Cal/EPA (1994)42)

Room ventilation rate, bathroom (m3/min) VRbath 1.00E+00 0.40 Log-normal Cal/EPA (1994)42)

Room ventilation rate, house (m3/h) VRhouse 4.21E+01 0.30 Log-normal Cal/EPA (1994)42)

Exposure time, active indoors (h/day) ETai 1.26E+01 0.14 Normal Park JH et al. (2019)29

Exposure time, outdoors at home (h/day) ETao 3.34E-00 0.14 Normal Park JH et al. (2019)29

Exposure time, indoors resting (h/day) ETri 8.11E+00 0.04 Normal Park JH et al. (2019)29

Indoor dust load (kg/m3) dust_in 3.00E-08 0.40 Log-normal
Yang JY (2002)7),

Cal/EPA (1994)42)

Exposure frequency to soil on skin (d/y) EFsl 1.37E+02 0.60 Uniform
EPA (1991)40),

Cal/EPA (1994)42)

Soil adherence to skin (mg/cm2) Slsk 5.00E-01 0.40 Log-normal Cal/EPA (1994)42)

Ratio of indoor gas conc. to soil gas conc. alpha_inair 1.00E-04 2.00 Log-normal Cal/EPA (1994)42)

Exposure duration (years) ED 2.00E+01 1.15 Uniform
EPA (1991)40)

Cal/EPA (1994)42)

Averaging time (days) AT 3.02E+04 0.10 Uniform
EPA (1989)41)

Cal/EPA (1994)42)



CalTOX 모델을 이용한 벤젠 종합위해성평가의 불확실성 분석과 민감도 분석 143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20; 46(2): 136-149

계 영향에 의한 어류와 해산물(fish and seafood)을

제외하고는 대기의 가스상 농도의 영향이 높게 나타

났다.

2. 인체노출량 및 인체위해성 평가

벤젠의 평생일일평균노출량(LADDtotal)은 2.14E-04

mg/kg-d로 예측되었으며, Table 6과 같다. 대기에서

기인한 호흡으로 인한 노출(LADDinhalation_air)이 2.14E-

04 mg/kg-d로 예측되어 LADDtotal의 99.99%를 차지

하였고, 섭취로 인한 노출(LADDingestion)은 1.93E-08

mg/kg-d, 피부접촉으로 인한 노출(LADDdermal contact)

은 4.12E-12 mg/kg-d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인체위해성 평가를 위해 CalTOX 모델

의 목표 Riskcancer 기준을 1.0E-06로 설정하고,

Riskcancer를 예측한 결과는 5.19E-06이었다.

Fig. 1. Distribution and dynamics of benzene at 20 years after it was continuous emission in an industrial complex  and

ambient air using CalTOX model

Table 4. Predict concentration of benzene at environmental

media in local residents of district chung-

cheongnam-do A using CalTOX model

Environmental Medium Unit Concentration

Air
Gas mg/m3 4.30E-04

Dust mg/m3 4.06E-12

Soil
Ground mg/kg 1.52E-06

Root-zone mg/kg 1.18E-06 

Water
Ground mg/L 5.87E-07 

Surface mg/L 8.34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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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체노출량 평가와 인체위해성 평가의 불확실

성 분석

벤젠의 LADDtotal과 Riskcancer 결과의 95% 백분위

수에서 90% 신뢰구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LADDinhalation과 LADDtotal은 2.14E-04 (95% CI;

1.70E-04~2.74E-04) mg/kg-d로 나타났고, Riskcancer는

5.19E-06 (95% CI; 4.07E-06~6.81E-06)으로 나타

났다.

4.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결정계수(RSqr, r2) 값을

도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벤젠의 배출량(source

term to air)이 0.53으로 나타나서 가장 큰 영향 변

수로 도출되었다. 물리·화학적 특성은 몰 분자량

(molecular weight)이 0.35, 대기 중 벤젠의 반응 반

감기(reaction half-life in air)가 0.01로 도출되었고,

지역 특성 변수는 면적(area)이 −0.31, 풍속(yearly

Table 5. Prediction of benzene levels in the exposure contact media using CalTOX model

Exposure Air (gases) Air (dust) Ground soil Root soil Ground water Surface water

Indoor air (mg/m3) 4.30E-04 4.06E-12 4.57E-14 3.31E-08 0.00E+00 0.00E+00

Outdoorair (mg/m3) 4.30E-04 4.06E-12     

Exposed produce (mg/kg) 3.75E-06 3.55E-14 5.18E-09 3.72E-11 2.30E-07 8.17E-08

Unexposed produce (mg/kg)    1.34E-06 2.29E-07 8.14E-08

Meat (mg/kg) 8.52E-07 8.05E-15 1.49E-11 3.61E-14 4.89E-10 1.74E-10

Milk (mg/kg) 8.48E-08 8.01E-16 1.69E-12 5.08E-15 5.78E-11 2.05E-11

Eggs (mg/kg) 1.13E-06 1.07E-14 7.68E-13 5.34E-15 8.02E-11 2.85E-11

Fish and seafood (mg/kg)  5.66E-06

Household soil (mg/kg) 7.62E-07 5.88E-07

Table 6. Assessment of benzene LADD§ in local residents of district chungcheongnam-do A using CalTOX model

(mg/kg-d)

Pathways
Air

(gases & particles)

Surface

soil

Root-zone

soil

Ground

water

Surface

water
Totals %

Inhalation 2.14E-04 1.85E-14 1.34E-08 0.00E+00 0.00E+00 2.14E-04 99.99

Ingestion 1.11E-08 1.41E-11 1.67E-09 9.09E-10 5.59E-09 1.93E-08 0.01

Dermal contact  - 2.32E-12 1.79E-12 0.00E+00 0.00E+00 4.12E-12 0.0

LADD§ 2.14E-04 1.64E-11 1.50E-08 9.09E-10 5.59E-09 2.14E-04 100.0
§Lifetime average daily dose (mg/kg-d)

Table 7. Monte-Carlo simulation result of the evaluation outcome on human exposure and Riskcancer to benzene in

residents of chungcheongnam-do A region that was predicted by CalTOX model                           

Sector
Predicted

LADD§ & Riskcancer
¶

Monte-carlo simulated

5th 25th 50th 75th 95th

Inhalation (mg/kg-d) 2.14E-04 1.70E-04 1.96E-04 2.14E-04 2.35E-04 2.74E-04

Ingestion (mg/kg-d) 1.93E-08 1.36E-08 1.52E-08 1.67E-08 1.86E-08 2.22E-08

Dermal contact (mg/kg-d) 4.12E-12 3.07E-12 3.99E-12 4.75E-12 5.64E-12 8.03E-12

LADD (mg/kg-d)§ 2.14E-04 1.70E-04 1.96E-04 2.14E-04 2.35E-04 2.74E-04

Risk (unitless)¶ 5.19E-06 4.07E-06 4.68E-06 5.18E-06 5.87E-06 6.81E-06
§Lifetime average daily dose (mg/kg-d)
¶The probability of an individual developing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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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wind speed)이 −0.24로 도출되었다. 인체노

출 특성 변수는 실내 활동 시간(exposure time, active

indoors)이 0.42, 노출 기간(exposure duration)이 0.35,

노출량이 평균 되어지는 시간(averaging time)이 −0.35,

활동 시 호흡률(active breathing rate)이 0.21, 실외

노출 시간(exposure time, outdoors at home)이 0.11,

실내 휴식 시간(exposure time, indoors resting)이

0.07, 휴식 시 호흡률(resting breathing rate)이 0.02

로 7개가 도출되었다. Fig. 2는 r2 값을 영향이 크게

미치는 순으로 나열한 것이며, 배출량(source term

to air)이 0.53으로 가장 크고, 그다음은 실내 활동

시간(exposure time, active indoors), 노출 기간

(exposure duration), 몰 분자량(molecular weight), 노

출량이 평균 되어지는 시간(averaging time)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IV. 고 찰

본 연구 결과 벤젠이 6.45E+04 g/d로 20년간 대기

로 배출되었을 때, 97%인 6.26E+04 g/d가 연구 대

Table 8. Riskcancer sensitivity analysis of CalTOX model for benzene

Sector Input factors RSqr (r2)§ 

Continuous inputs  Source term to air (mol/d) 0.53

Chemical properties factors
 MW: Molecular weight (g/mol)

 Thalf_a: Reaction half-life in air (d)

0.35

0.01

Landscape properties factors
 Area: Contaminated area in m2

 v_w: Yearly average wind speed (m/d)

-0.31

-0.24

Human Exposure factors 

(Residential)

 ETai: Exposure time, active indoors (h/day)

 ED: Exposure duration (years)

 AT: Averaging time (days)

 BRa: Active breathing rate (m3/kg-h)

 ETao: Exposure time, outdoors at home (h/day)

 ETri: Exposure time, indoors resting (h/day)

 BRr: Resting breathing rate (m3/kg-h)

0.42

0.35

-0.35

0.21

0.11

0.07

0.0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Source term to air (mol/d)

- ETai: Exposure time, active indoors (h/day)

- ED: Exposure duration (years) 

- MW: Molecular weight (g/mol) 

- AT: Averaging time (days) 

- Area: Contaminated area in m2 

- v_w: Yearly average wind speed (m/d) 

- BRa: Active breathing rate (m3/kg-h)

- ETao: Exposure time, outdoors at home (h/day)

- ETri: Exposure time, indoors resting (h/day)

- BRr: Resting breathing rate (m3/kg-h)

- Thalf_a: Reaction half-life in air (d)

Fig. 2.  Histogram of Riskcancer sensitivity analysis for CalTOX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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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지역 밖으로 이동하여, 3%인 0.19E+04 g/d가 연

구 대상 지역에 잔류하였다. LADDinhalation_air은 2.14E-

04 mg/kg-d로 예측되어 평생일일평균노출량(LADDtotal)

중 99.9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산

업단지가 위치한 충청남도 A지역에서 배출된 벤젠

은 대기 중 농도에서 기인한 호흡으로 인한 노출이

인체 위해의 주요 경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Hattemer-Frey 등(1990),25) MacLeod와

MacKay (1999),26) ATSDR (2007),12) 국립환경과학

원(2011)2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벤젠의 Riskcancer는 5.19E-06으로 나타났고, WHO

(2000)28)가 벤젠의 안전한 노출 수준은 권장할 수 없

다고 밝힌 것을 고려한다면 결코 무시할만한 값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박진현 등(2019),29) 국립

환경과학원(2011)27)의 연구보다 낮게 평가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연구 대상 지역의 1, 2, 3

종 사업장에서 배출된 배출량만을 적용하였고, 또한

대기 중으로 배출된 후 다매체를 통하여 다경로로

인체에 노출된 것임으로 다매체를 경유하는 동안 변

형되거나 제거되는 등의 농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낮게 평가된 것으로 추정한다. 박진현(2019)29) 등은

10년 동안의 실내외 환경에서 측정된 벤젠의 농도를

고찰하고, 시간활동 양상이 유사할 것으로 추측되는

집단에 적용하여 전업주부, 직장인 생애의 노출과 위

해성 등을 평가하였으며, 생애 위해성평가에서 전업

주부는 3.11E-05, 직장인은 2.79E-05로 나타났다. 국

립환경과학원(2011)27)에서 국가 모니터링 자료를 활

용한 Riskcancer는 호흡 경로 중심경향적 노출량 산출

법(central tendency estimate, CTE)으로 산출하였을

경우에는 2.92E-05 (99.8%)이었고, 합리적 최대 노

출량 산출법(reasonable maximum estimate, RME)

으로 산출하였을 경우에는 7.81E-05 (97.5%)이었다.

이에 연령보정 계수를 적용하면 호흡경로 CTE에서

는 4.55E-05이며, RME에서는 1.22E-04로 나타났다.

본 연구 Riskcancer는 95% 백분위수에서 위해도 불

확실도 90% 신뢰구간의 범위는 2.43E-05로 나타났

다. 평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입

력변수 자료 내 변화에 대한 정확한 확률밀도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US EPA의 Multimedia,

multipathway, multireceptor risk assessment (3MRA)

와 같은 모델들은 모델 구축 시 입력변수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PDF 적용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위해

평가자들의 모델 운용이 훨씬 용이하다. 그러나 우

리나라에서는 PDF 분포 추정을 위한 지역 특성 및

인체노출 자료의 실측자료, 통계 자료 등의 확보가

어렵고, PDF에 대한 기준 또는 지침이 공개되어 있

지 않아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공개된 자료들 중

에서도 PDF를 적용하기 위한 정보의 부족으로 판단

이 어려워 불확실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

라서 위해평가자들이 PDF를 적용하는 것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7,8,22)

CalTOX 모델의 예측 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

과는, 오염원으로 입력하였던 배출량의 r2 수준이

0.53으로 나타나서 가장 큰 영향 변수로 도출되었고,

실내 활동 시간이 그 다음 순이었다. 다매체·다경로

모델을 이용하여 도시지역 폐기물 소각장에서 배출

되는 다이옥신에 대한 성인의 인체 총 노출량을 예

측한 양지연(2001)7)의 연구는 다이옥신의 생체 농축

메카니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탄소분배계수

(organic carbon partition coefficient, Koc)가 가장 큰

영향인자로 도출되었고, 그 다음은 배출률로 나타났

다. 문지영 등(2003)5)은 서울을 연구 대상 지역으로

하여 다매체·다경로를 고려한 인체노출 모델을 구

성하고, 배기가스와 난방연료의 불완전 연소에 의한

benzo(a)pyrene의 인체 총 노출량을 예측하고 민감

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대기 중 benzo(a)pyrene

의 오염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출빈도, 실내외 활동 시 호흡

률 순이었다. 김 옥(2017)8)은 CalTOX 모델을 이용하

여 연료연소에 의해 대기로 배출되는 benzo(a)pyrene

의 인체노출량을 예측하였고,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노출기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뿌리지역토양의 초기 농도, 과일과 채소의 섭취

량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민감도 분석 결과 도출되어지는 모델의 영향 변수는

화학 물질, 지역 특성, 활동도 등에 따라 충분히 달

라질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

감도 결과 도출된 입력 변수들에 대한 신뢰할만한

자료 확보와 활동도에 따른 값의 변화, 모델 적용을

위한 PDF의 확보 등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모델의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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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TOX 모델은 수용체가 벤젠에 오염된 지하수

및 지표수를 그대로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한다는

가정으로 노출량을 예측한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

지역에서는 수도수 보급률이 94% (2016년 기준)30)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출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모델의 입력 변수가 부재한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입력값을 그대로 이용하

였고, 지역 기반 자료보다는 국가 공공기관의 자료

를 더 많이 사용한 것, PDF에 대한 자료와 정보의

부족 등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국외

의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상

당히 높이는 요소임으로 우리나라 위해 배출원(사이

트)에 대한 인체위해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지역에 적합한 평가모델이 반드시 개발되어져야

한다.

CalTOX 모델은 두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 CalTOXTM

4.0 beta모델로 개발 되었다. 그 과정에서 환경 매체

중 Plant 구획이 Leaf, Cuticle 구획으로 세분화되었

다. 이는 모델을 개발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모델로 수정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기 중 내분비계

물질의 상세연구,31) 위해성 평가 관리·요소 기술,32)

환경오염물질의 통합진단 평가 연구33) 등에서 우리

나라에 적합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

었고, 연구의 한계나 적용의 어려움들이 도출되었으

나,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한 단계라고 판단한다. 따

라서 우리나라도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

하여,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한 연구들

이 더욱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벤젠은 휘발성 유기화학물질로 타 지역으로의 이

동이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도 97%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Box모델인 CalTOX 모델은 위해지역

사이트만 인체위해성을 모델링함으로 연구 대상 지

역에서 벤젠의 감소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는

것에 불과하며, 단순히 지구적 차원을 고려한다면 벤

젠의 인체위해성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인체 위해지역에서 이동된 벤젠의 확산을 예측하는

다른 모델들과도 연동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질모델

의 경우 BASIN 모델에서 유역을 구축하고,

Hydrological Simulationn Program Fortran (HSPF),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SWAT), Water

Quality Analysis Simulation Program (WASP) 모델

등으로 연동이 비교적 수월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목

적과 특성에 맞게 모델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Monte-Carlo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

결과에 신뢰구간을 확보하였고, 민감도 분석을 통하

여 모델의 예측력을 보완할 수 있는 입력변수를 도

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의 신뢰성과

평가 결과의 예측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의미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CalTOX 모델을 이용하여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충청남도 A지역 주민의 종합위해성평

가를 수행하였다. 벤젠 6.45E+04 g/d 배출량 중에서

97%인 6.26E+04 g/d가 A지역 밖으로 이동하여, 3%

인 0.19E+04 g/d가 A지역에 잔류하였다. 호흡으로

인한 노출(LADDinhalation)은 2.14E-04 mg/kg-d로 예측

되어, 평생일일평균노출량(LADDtotal)에 99.99% 기여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체위해성 평가 결과 Riskcancer

는 5.19E-06 (95% CI; 4.07E-06~6.18E-06)으로 예

측되었다. 민감도 분석결과 상위 12개 유의미한 입

력변수 중 배출량(source term to air)의 r2 수준이

0.53으로 나타나서 가장 큰 영향 변수로 도출되었고,

그다음으로는 실내 활동 시간(exposure time, active

indoors), 노출 기간(exposure duration), 몰 분자량

(molecular weight), 노출량이 평균 되어지는 시간

(averaging time)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모델의 신뢰성과 평가 결과의 예측력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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