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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calculated local residents exposures to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released

into the atmosphere using the CalTOX model and carried out uncertainty analysis and sensitivity analysis. The

model validity was analyzed by comparing the predicted and the actual atmospheric concentrations.

Methods: Uncertainty was parsed by conduct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ensitivity was dissected with the

regression (coefficients) method. The model validity was analyzed by applying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MSE (root mean square error), and the Nash-Sutcliffe EI (efficiency index) formula.

Results: Among the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in this study, benzene was the highest and the lifetime

average daily dose of benzene and the average daily dose of xylene were high. In terms of the sensitivity analysis

outcome, the source term to air, exposure time, indoors resting (ETri), exposure time, outdoors at home (ETao),

yearly average wind speed (v_w), contaminated area in m2 (Area), active breathing rate (BRa), resting breathing

rate (BRr), exposure time, and active indoors (ETai) were elicited as input variables having great influence upon

this model. In consequence of inspecting the validity of the model, r2 appeared to be a value close to 1 and

RMSE appeared to be a value close to 0, but EI indicated unacceptable model efficiency. To supplement this

value, the regression formula was derived for benzene with y=0.002+15.48x, ethylbenzene with y≡

0.001+57.240x, styrene with y=0.000+42.249x, toluene with y=0.004+91.588x, and xylene with y=0.000+

0.007x.

Conclusions: In consequence of inspecting the validity of the model, r2 appeared to be a value close to 1 and

RMSE appeared to be a value close to 0, but EI indicated unacceptable model efficiency. This will be able to

be used as base data for securing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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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 추진으

로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통량이 급격

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화학사고가 잇

따르고, 이 물질들이 인체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

이 확실해지면서1-4)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위해(危害)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

가 고조되었다.5) 특히 이 물질들 중 산업체에서 많

이 사용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은 저농도로 장기간 인체에 노출

되면,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신경독성 질환 등이 나

타날 수 있어 매우 위해하다.6)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근거하

여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관리대상 VOCs

물질 37종을 지정고시하였다. 그 중에서 톨루엔과

자일렌(o-, m-, p-포함)은 오존전구물질로 관리하고,

스티렌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관리하며, 벤젠과 에

틸벤젠은 오존전구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관리

하고 있다. 이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

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

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

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VOCs의 인체노출평가에서 노출은 사람과

하나 이상의 VOCs 물질 사이의 시간과 공간에 대

한 접촉을 의미하고,7,8) 노출평가는 이 물질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환경에서 노출강도와 빈도, 지속 시

간 등을 예측하거나 측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9) 화

학물질의 저농도 만성노출로 인한 인체위해를 평가

하여 정책 결정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그 근거

를 제공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10) 그 중에서 다매체·다경로 인체노출

평가 모델은 저농도에서 오랜 시간에 걸친 유해화학

물질의 운송 및 변형 처리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고,

배출에서부터 환경 간 복잡한 상호 작용에 대한 이

해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예측치를 제공하기 때문

에 그동안 환경보건 정책 의사결정자들에게 유용하

게 사용되어져 왔다.11) 모델은 특정한 환경 시스템

의 선택된 속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도록 구성된 현

실의 단순화로써,12,13) 입력의 변화에 반응하여 시스

템의 동작을 정량화하는 과정의 수학적 표현이다.14)

그러나 모델을 이용하여 인체노출량을 예측할 경

우 정확한 입력변수의 부족 등으로 평가결과에 불확

실성이 존재함으로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된다.8,15,16)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이용할 경우 그 결과가 정책

결정자에게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

인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모델평가는 모델이 의

도된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모

델 사용이 허용되는지 그 판단까지도 가능하게 한다.12)

즉, 적용 가능한 영역 내에서 전산화된 모델이 모델

의 의도된 적용과 일치하는 만족스러운 범위의 정확

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14) 그

러므로 모델 개발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10)

이러한 모델 평가는 불확실성 분석과 민감도 분석,

동료 평가, 다른 모델과의 평가 결과 비교, 실측한

자료 또는 생체지표 모니터링 자료와의 차이 비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12) 모델 평가 방법 중 실측한

자료와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효율성을 판단하는 공

식을 이용하여 수치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판단하

기도 한다.17) 그동안 다매체·다경로 인체노출평가 모

델을 이용한 인체노출량 예측에서 불확실성과 민감

도를 분석한 연구와,19-21) 다른 모델과의 예측 결과를

비교한 연구,11) 실측한 자료와 모델 예측과의 차이

를 비교한 연구18,22)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국내에서

대기로 배출된 VOCs에 대한 모델을 이용한 인체노

출량 예측에 대한 연구는 입력 변수에 대한 확률분

포, 입력변수 값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연구의 한계

가 존재하였다.18-20,22) 따라서 예측된 결과가 정책 결

정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그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자료로 활용되어지도록 타당성 분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CalTOX 모델을 이용하여 산업체에서

대기로 배출된 VOCs에 대한 대기 중 농도를 예측

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인체노출량을 산정하였으며,

불확실성 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모델의 대기 중 농도 예측값과 대기 중 실측된 농

도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분석하였

다. 이로써 CalTOX 모델에 의한 인체노출량 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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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지역

충청남도 서산시를 연구대상 지역으로 하였고, 대

기 중으로 VOCs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를 배출하는 산업체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

출량 산정방법 편람(III)’44)을 기준으로 하여, 2017년

코크스,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체로 하였다. 연구 대상 물질의 배출량

자료는 화학물질배출·이동량정보(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PRTR)23)에서 수집하였다. 대상

지역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와 관련한 배

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중, 80개 화학물질이 대기

로 배출되고 있었으며, 배출량은 494,448 kg/년이었

다. 본 연구의 대상물질은 총 98,580 kg/년이 배출되

어 연구대상 지역 전체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입력 자료수집

CalTOX 모델은 대기로 배출된 연구 대상 물질의

배출량 자료와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 지역 특성

자료, 인체노출 특성 자료가 요구된다.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는 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Cal/EPA)의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 (DTSC)38)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하였고, 지

역 특성 자료 중 기상자료는 기상청46)과 국내 연구

자료,24) 면적은 통계청47)에서 수집하였다. 인체노출

특성은 ‘한국인의 노출계수 핸드북’48) 등을 이용하

였다. 이외에 국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DTSC에

서 제시한 캘리포니아 지역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측한 대기 중 농도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환

경연보43)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3. 대기 중 농도와 인체노출량 예측

향후 20년의 대기 중 농도와 인체노출량을 예측하

기 위하여 CalTOXTM4.0 모델(University of Califor-

nia)을 이용하였다. CalTOX 모델은 Multimedia trans-

port and transformation 모델과 Multiple pathways

exposure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대상 물질들

은 Multimedia transport and transformation 모델을

통하여 대기 중 농도를 예측하며, 가스상과 입자상

으로 Eq. (1)의 일차속도반응식에 의해 산출된다. 또

한 Multiple pathways exposure 모델은 각 매체에서

예측된 농도를 이용하여 잠재적인 인체 총 노출량을

Eq. (2)로 예측한다.38) 발암물질인 벤젠, 에틸벤젠, 스

티렌은 전생애평균노출량(Lifetime Average Daily

Dose, LADD)으로, 비발암 물질인 톨루엔과 자일렌

은 일일평균노출량(Average Daily Dose, ADD)으로

인체노출량을 예측하였다.

 d/dtNi(t)= −RiNi(t)−

+ +Si(t)−TioNi(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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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es in compartment i, mol

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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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t-

ment i, mole/d

m: the total number of compartments within the

landscap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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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ADDi(ADDi)=the lifetime average daily poten-

tial do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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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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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osure medium i and

route j

TijNi t( )

j 1=( ) j i≠,

m

∑

TjiNj t( )

j 1=( ) j i≠,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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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the exposure frequency for the exposed indi-

vidual, in days per year

ED=the exposure duration for the exposed popu-

lation, in years

AT=the averaging time for the exposed population,

in days

4. 불확실성 분석과 민감도 분석, 타당성 분석

대기 중 농도와 인체노출량을 예측한 결과의 불확

실성 분석과 민감도 분석, 타당성 분석 방법은 다음

과 같다.

불확실성은 @Risk 7.6 (Palisade Co., USA)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확률분포를 이용한 각 1,000번의

몬테카를로 모의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입력 변

수 각각에 대한 확률분포 모형은 김옥 등24)의 연구

를 참조하였다. 배출량은 Log-normal 확률분포 형태,

VOCs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모두 Uniform 확률분

포 형태로 적용하였다. 지역 특성 입력변수 중 연평

균 강수량은 Expon 확률분포 형태, 연평균 기온은

Kumaraswamy 확률분포 형태, 연평균 풍속은 Weibull

확률분포 형태, 지표수에서 물의 증발은 Expon 확

률분포 형태를 적용하였다. 인체노출 특성 변수에서

몸무게와 호흡률(활동, 휴식)은 Triangular 확률분포

형태를 적용하였고, 노출기간과 노출량이 평균되어

지는 기간은 Uniform 확률분포 형태를 적용하였다.

이외에는 Normal과 Log-normal 확률분포 형태를 적

용하였다. CalTOX 모델의 입력 변수는 평균값과 변

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로 설명이 되는

데,49) CV가 0.3 이상이면 환경 변수는 대수정규분

포(Log-normal)를 사용해도 불확실성을 분석하는 데

는 무방함도 고려하였다.

민감도 분석도 @Risk 7.6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Regression (coefficients) 방법으로 하였다. 이 방법

은 입력변수를 독립변수로 놓고 결과변수를 종속변

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의 표준화 회귀계수(beta

coefficients, β)로써, 결정계수(RSqr, r2)로 결과를 나

타내는데, r2의 값은 “0”과 “1” 사이에 존재하며, 그

값이 클수록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변이를 잘 설

명함을 의미한다.

모델에 의해 예측된 대기 중 농도의 타당성 분석

을 위해 대기 중 실측된 농도와의 차이 비교를 위

한 효율성 공식을 이용하였다. 결정계수(R2), Root

mean-square error (RMSE), Nash-Sutcliffe 효율 지

수(EI)25) 를 적용하였으며, Eq. (3), (4), (5)와 같다.

R2은 관측된 값과 모의실험 된 값 사이의 상관 강도

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범위는 모의실험 후 예측된

값에 의해 얼마나 많은 관측 값의 분산이 설명되는

지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낸다. 값이 0이면

전혀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고, 값이 1이면 예측된

값의 분산이 관측된 값의 분산과 같다. 그러나 분산

만 정량화 된다는 사실은 R2을 항상 체계적으로 과

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 하는 모델은 모델 예측이 잘

못되더라도 1에 가까운 R2 값을 예측한다는 단점이

있다.26,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2의 기반이 되는

회귀의 기울기와 절편을 도출하였다. RMSE는 체계

적 오류와 무작위 오류를 모두 측정하며, 모델에서 예

측한 값과 실제로 관측된 값의 차이를 나타낸다.26,28)

0에 가까울수록 오차가 없음을 의미한다. EI는 1:1

선을 따라 관측 값 대 시뮬레이션 값의 관계를 1에

서 뺀 것으로, 범위는 −∞에서 1.0(오차 없음)이다.

음수는 허용되지 않는 모델 성능을 나타낸다.26,29-32)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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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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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CalTOX 모델의 대기 중 농도와 인체노출량

예측의 불확실성 분석

CalTOX 모델이 예측한 연구대상 지역의 대기 중

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기 중 농도는 가스상과 입자상으로 예측되

는데, 본 연구에서 입자상 농도 예측값은 매우 미미

한 것으로 분석되어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스상 농도만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벤젠의 농도는

95% 백분위 수에서 90% 신뢰구간이 1.08×10−4 (95%

CI; 9.88×10−5~1.30×10−4) mg/m3, 에틸벤젠은 1.10×

10−5 (95% CI; 9.12×10−6~1.20×10−5) mg/m3, 스티렌

은 2.10×10−5 (95% CI; 1.79×10−5~2.29×10−5) mg/

m3, 톨루엔은 6.59×10−5 (95% CI; 5.90×10−5~

7.73×10−5) mg/m3, 자일렌은 1.09×10−4 (95% CI;

1.03×10−4~1.35×10−4) mg/m3로 예측되었다. 연구대상

지역은 벤젠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젠의 전생애평균노출량(LADDsim) 예측 결과는

1.36×10−5 (95% CI; 1.17×10−5~1.71×10−5) mg/kg/

day, 에틸벤젠의 LADDsim은 1.34×10−6 (95% CI; 1.09

×10−6~1.55×10−6) mg/kg/day, 스티렌의 LADDsim은

2.19×10−6 (95% CI; 2.13×10−6~2.97×10−6) mg/kg/

day로 나타났으며, 톨루엔의 일일평균노출량(ADDsim)

은 7.79×10−6 (95% CI; 7.04×10−6~1.01×10−6) mg/

kg/day, 자일렌의 ADDsim은 1.34×10−5 (95% CI;

1.24×10−5~1.74×10−5) mg/kg/day로 나타났다. 벤젠의

LADDsim과 자일렌의 ADDsim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2. 모델 민감도 분석

모델에 의해 예측된 연구대상 물질들의 대기 중

농도 분포와 인체노출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

수들을 도출한 민감도 분석 결과는 Table 3, 4와 같다.

연구 대상 물질들은 대기 중에 가스상과 입자상

농도 분포로 예측되며, 가스상 농도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배출량(source term to air), 연간 평균 풍속

(yearly average wind speed; v_w), 면적(contami-

nated area in m2; Area)으로 나타났으며, 입자상 농

도는 대기 먼지 하중(atmospheric dust load; rhob_a),

유기 에어로졸의 분획(Aerosol organic fraction;

foc_ap), 배출량(source term to air), 대기 온도(Ambi-

ent environmental temperature; Temp), 연간 평균 풍

속(yearly average wind speed; v_w), 면적(contami-

Table 1. The predicted concentration of the air and monte carlo simulation of benzene, ethylbenzene, styrene, toluene,

xylene                                                                                        (unit: mg/m3)

VOCs
Predicted 

concentration

Monte-Carlo simulated

5th 25th 50th 75th 95th

Benzene 1.08×10-4 9.88×10-5 1.05×10-4 1.09×10-4 1.15×10-4 1.30×10-4

Ethyl-benzene 1.10×10-5 9.12×10-6 9.65×10-6 1.00×10-5 1.06×10-5 1.20×10-5

Styrene 2.10×10-5 1.79×10-5 1.87×10-5 1.94×10-5 2.03×10-5 2.29×10-5

Toluene 6.59×10-5 5.90×10-5 6.26×10-5 6.51×10-5 6.85×10-5 7.73×10-5

Xylene 1.09×10-4 1.03×10-4 1.09×10-4 1.13×10-4 1.20×10-4 1.35×10-4

Table 2. The results of human exposure assessment and monte carlo simulation of benzene, ethylbenzene, styrene,

toluene, xylene                                                                              (unit: mg/kg/day)

VOCs
LADD or

ADD

Monte-Carlo simulated

5th 25th 50th 75th 95th

Benzene 1.36×10-5 1.17×10-5 1.29×10-5 1.38×10-5 1.48×10-5 1.71×10-5

Ethyl-benzene 1.34×10-6 1.09×10-6 1.19×10-6 1.27×10-6 1.36×10-6 1.55×10-6

Styrene 2.19×10-6 2.13×10-6 2.31×10-6 2.46×10-6 2.62×10-6 2.97×10-6

Toluene 7.79×10-6 7.04×10-6 7.69×10-6 8.26×10-6 8.83×10-6 1.01×10-6

Xylene 1.34×10-5 1.24×10-5 1.35×10-5 1.44×10-5 1.53×10-5 1.7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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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on atmospheric gaseous · particulate concentrations with the use of CalTOX

model

VOCs Rank Input factor r
2§

Benzene

Gas

1 Source term to air (mol/d) 0.871 

2 v_w (yearly average wind speed (m/d)) -0.378

3 Area (contaminated area in m2) -0.305 

Dust

1 rhob_a (atmospheric dust load (kg/m3))  0.550 

2 foc_ap (Aerosol organic fraction)  0.520 

3 Source term to air (mol/d)  0.520 

4 Temp (Ambient environmental temperature (K))  0.260 

5 v_w (yearly average wind speed (m/d)) -0.220 

6 Area (contaminated area in m2) -0.180 

Ethyl-

benzene

Gas

1 Source term to air (mol/d) 0.925 

2 v_w (yearly average wind speed (m/d)) -0.377 

3 Area (contaminated area in m2) -0.185

Dust

1 rhob_a (atmospheric dust load (kg/m3))  0.630 

2 foc_ap (Aerosol organic fraction)  0.480 

3 Source term to air (mol/d)  0.470 

4 Temp (Ambient environmental temperature (K)) 0.240 

5 v_w (yearly average wind speed (m/d)) 0.200 

6 Area (contaminated area in m2) 0.100 

Styrene 

Gas

1 Source term to air (mol/d) 0.970 

2 v_w (yearly average wind speed (m/d)) -0.280 

3 Area (contaminated area in m2) -0.130 

Dust

1 rhob_a (atmospheric dust load (kg/m3)) 0.590 

2 foc_ap (Aerosol organic fraction)  0.540 

3 Source term to air (mol/d)  0.540 

4 Temp (Ambient environmental temperature (K))  0.270 

5 Area (contaminated area in m2) -0.160 

Toluene

Gas

1 Source term to air (mol/d)  0.920 

2 v_w (yearly average wind speed(m/d)) -0.370 

3 Area (contaminated area in m2) -0.190 

Dust

1 rhob_a (atmospheric dust load (kg/m3))  -0.580 

2 Source term to air (mol/d) 0.560 

3 foc_ap (Aerosol organic fraction) 0.560 

4 Temp (Ambient environmental temperature (K)) 0.290 

5 v_w (yearly average wind speed (m/d)) -0.230 

6 Area (contaminated area in m2) -0.120 

Xylene 

Gas

1 Source term to air (mol/d) 0.922 

2 v_w (yearly average wind speed (m/d)) -0.303 

3 Area (contaminated area in m2) -0.207

Dust

1 rhob_a (atmospheric dust load (kg/m3)) 0.549 

2 Source term to air (mol/d) 0.521 

3 Temp (Ambient environmental temperature (K)) 0.509

4 v_w (yearly average wind speed (m/d)) 0.235

5 Area (contaminated area in m2) -0.159 
§: Regression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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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ed area in m2; Area)으로 나타났다.

인체노출량 예측의 민감도 분석에서는 각각의 물

질마다 7개 변수를 영향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

구의 대상 물질들은 배출량(source term to air)이 결

정계수 0.7 이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실내 휴식시간(exposure

time, indoors resting; ETri), 실외 노출시간(exposure

time, outdoors at home; ETao)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on estimation of human exposure to benzene, ethylbenzene, styrene, toluene,

xylene using CalTOX Model 

VOCs Rank Input factor r
2§

Benzene

1 Source term to air (mol/d) 0.724

2 ETri (exposure time, indoors resting (h/day)) 0.341

3 ETao (exposure time, outdoors at home (h/day)) 0.338

4 v_w (yearly average wind speed (m/d)) 0.318

5 Area (contaminated area in m2) 0.256

6 BRa (active breathing rate (m3/kg-h)) 0.195

7 BRr (resting breathing rate (m3/kg-h)) 0.142

Ethylbenzene

1 Source term to air (mol/d) 0.760

2 ETri (exposure time, indoors resting (h/day)) 0.352

3 ETao (exposure time, outdoors at home (h/day)) 0.347

4 v_w (yearly average wind speed (m/d)) 0.299

5 BRa (active breathing rate (m3/kg-h)) 0.200

6 Area (contaminated area in m2) 0.149

7 BRr (resting breathing rate (m3/kg-h)) 0.144

Styrene

1 Source term to air (mol/d) 0.780

2 ETri (exposure time, indoors resting (h/day)) 0.357

3 ETao (exposure time, outdoors at home (h/day)) 0.355

4 Area (contaminated area in m2) 0.223

5 BRa (active breathing rate (m3/kg-h)) 0.202

6 BRr (resting breathing rate (m3/kg-h)) 0.145

7 ETai (exposure time, active indoors (h/day)) 0.130

Toluene

1 Source term to air (mol/d) 0.748

2 ETri (exposure time, indoors resting (h/day)) 0.334

3 ETao (exposure time, outdoors at home (h/day)) 0.330

4 v_w (yearly average wind speed (m/d)) 0.284

5 BRa (active breathing rate (m3/kg-h)) 0.191

6 Area (contaminated area in m2) 0.146

7 BRr (resting breathing rate (m3/kg-h)) 0.137

Xylene

1 Source term to air (mol/d) 0.772

2 ETri (exposure time, indoors resting (h/day)) 0.367

3 ETao (exposure time, outdoors at home (h/day)) 0.357

4 v_w (yearly average wind speed (m/d)) 0.249

5 BRa (active breathing rate (m3/kg-h)) 0.209

6 Area (contaminated area in m2) 0.169

7 BRr (resting breathing rate (m3/kg-h)) 0.152
§: Regression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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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은 그 다음으로 연간 평균 풍속(yearly average

wind speed; v_w), 면적(contaminated area in m2;

Area), 활동 시 호흡률(active breathing rate; BRa),

휴식 시 호흡률(resting breathing rate; BRr)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에틸벤젠은 그 다음으로 연간 평균

풍속(yearly average wind speed; v_w), 활동 시 호

흡률(active breathing rate; BRa), 면적(contaminated

area in m2; Area), 휴식 시 호흡률(resting breathing

rate; BRr)로 나타났고, 스티렌은 면적(contaminated

area in m2; Area), 활동 시 호흡률(active breathing

rate; BRa), 휴식 시 호흡률(resting breathing rate;

BRr), 실내 활동시간(exposure time, active indoors;

ETai)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톨루엔과 자일렌은 연

간 평균 풍속(yearly average wind speed; v_w), 활

동 시 호흡률(active breathing rate; BRa), 면적(con-

taminated area in m2; Area), 휴식 시 호흡률(resting

breathing rate; BRr)로 나타났다.

3. 모델의 대기 중 농도 예측 결과의 타당성 분석

모델의 대기 중 농도 예측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연구 대상 물질들은 모

두 R2이 1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났고, RMSE는 0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났으나, EI는 음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델은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예측된

값의 분산이 관측된 값의 분산과 같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R2

의 기반이 되는 회귀의 기울기와 절편을 도출하였다.

벤젠의 회귀식은 y=0.002+15.485x로 96.8%의 설

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틸벤젠은

y≡ 0.001+57.240x로 94.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티렌은 y=0.000+42.249x로 94.8%의 설

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톨루엔은 y=0.004+

91.588x로 96.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자일렌은 y=0.000+0.007x로 84.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식들의 유의확률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IV. 고 찰

산업체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야 발암 또

는 신경독성학적 질환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

한 사회갈등으로 표출된다. 이는 비자발적 인체위해

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특정 산업체

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인체위해라는

것을 지역 주민들 스스로 입증해내야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사회

는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인체위해와 관련된 것

이 지역주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으며, 그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한 노출저감 수단 마련은 환경보건학

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45)

모델의 예측 값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39) 본 연구는 다매체ㆍ다경로 모델인

CalTOX 모델을 이용하여 산업체에서 대기로 배출

된 VOCs의 대기 중 농도와 인체노출량을 예측하였

다. 모델의 예측값이 실제 측정 농도와 일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의 대기 중 농도 분포

예측의 불확실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민감

도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정확성과 신뢰성 있는 입

력 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기 중 가스상 농도 예측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배출량(source term to air), 연

간 평균 풍속(yearly average wind speed; v_w), 면

적(contaminated area in m2; Area) 등으로 나타났으

며, 입자상 농도는 대기 먼지 하중(atmospheric dust

load; rhob_a), 유기 에어로졸의 분획(Aerosol organic

Table 5. The outcomes of validity analysis on CalTOX model

VOCs R2§ RMSE¶ EI†

Benzene 0.9676 0.0035 -1094.4997

Ethylbenzene 0.9468 0.0012 -1186.5236

Styrene 0.9480 0.0012 -611.6922

Toluene 0.9619 0.0102 -759.9516

Xylene 0.9962 0.0004 -4460765.1130
§: coef. of determination, ¶: root mean squre error, †: Nash-Sutcliffe efficienc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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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ion; foc_ap), 배출량(source term to air)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체노출량 예측에 적용된 다양한 입

력 변수들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배출량

(source term to air), 실내 휴식시간(exposure time,

indoors resting; ETri), 실외 노출시간(exposure time,

outdoors at home; ETao), 연간 평균 풍속(yearly

average wind speed; v_w), 면적(contaminated area

in m2; Area), 활동 시 호흡률(active breathing rate;

BRa), 휴식 시 호흡률(resting breathing rate; BRr),

실내 활동시간(exposure time, active indoors; ETai)

등이 주요한 입력변수로 도출되었다. 그 중에서 지

역 입력변수인 v_w와 Area 변수를 제외한 ETri,

ETao, ETai는 지역 주민들의 시간활동 양상과 관련

된 입력변수들이며, BRa와 BRr은 호흡률과 관련된

입력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와 같

이 모델을 이용한 인체노출량을 예측할 때 그 정확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배출량과 지역주민들의

시간활동 양상, 호흡률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검증

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WHO에서는 일

반 및 대상 집단의 시간 활동 패턴을 정확하게 안

정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은 인체 노출을 이해하고 완

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8) 이와 관련

한 국내의 논문에는 이보람 등,42) 박진현 등,40) 류현

수 등41)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 결과와 함께 이러

한 결과들을 통하여 VOCs의 인체노출량은, 대기 농

도와 노출시간 또는 접촉률(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체노출 평가에서 모델에 의한 방법은 노출 측정

이 어려울 때 쉽고 빠르게 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

출할 수 있으나, 각 모델이 구성하고 있는 기본 알

고리즘과 모델링 과정에서 요구되는 입력변수에 따

라 결과 값의 차이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34-36) 전

술한 바와 같이 모델을 이용한 인체노출량 예측에서

는 목적에 부합하는 모델의 선정과 각 모델에서 요

구되는 입력변수 정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37)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은 모델을 이용

한 인체노출량 예측 시 입력변수 정보를 일일이 찾

아서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서로 다른 출처로부터 입

력 자료를 선정할 때는 공학적 판단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이 있다.37) 이러한 이유들로 인

하여 인체노출량을 예측하는 모델 시스템 자체의 접

근이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국가차원에서 노출평

가 적용을 위한 한국인의 노출계수 핸드북48) 등의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 정보 공개 제도와 그 밖의

통계자료 시스템 등을 운영하며, 빅데이터들을 생산

해 내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 차원에서 모델의 입력

변수가 존재한다면 신뢰할 만한 자료로 보완하고, 존

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개발해 나가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력변수들이 모

델에 자동으로 입력되어지도록 네트워크화하고, 입

력변수들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자체 점검하는

과정도 포함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 입력변수들은

정부와 공공기관, 기존의 연구에서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그러나 입력

변수 자료가 부재하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입력

변수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국 캘

리포니아 지역의 입력변수를 사용하였음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모델 효율성 공식을 이용하여 타당성을 분석

한 결과, 결정계수(R2)와 Root mean-square error

(RMSE)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수치로 제시되었으

나, Nash-Sutcliffe 효율 지수(EI)를 이용한 결과는

음수로 나타나서 허용되지 않는 모델 성능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대기 중 농도 예측 결

과와 대기 중 실측 농도와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제

시하여 모델의 타당성 분석 결과를 보완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 대상 물질 각각의 회귀식은 각각 다

르게 나타났다. CalTOX 모델이 요구하는 배출량 자

료와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 지역 특성 자료, 인체

노출 특성 자료 중에서 본 연구는 지역 특성과 인

체노출 특성 자료의 입력변수 값은 VOCs 각 물질

마다 같은 값으로 입력하였고, 배출량과 물리·화학

적 특성 자료만 다르게 입력하였다. 따라서 배출량

과 물리·화학적 특성의 차이가 회귀식의 도출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V. 결 론

CalTOX 모델을 이용하여 대기로 배출된 VOCs 물

질에 대한 대기 중 농도와 인체노출량를 예측하고

불확실성 분석과 민감도 분석, 모델의 타당성을 분

석한 결과, 본 연구 대상 물질인 VOCs의 대기 중

농도는 벤젠이 1.08×10−4 (95% CI; 9.88×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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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mg/m3로 가장 높게 예측되었고, 대기 중 농도

분포 예측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는 배출량

(source term to air), 연간 평균 풍속(yearly average

wind speed), 면적(contaminated area in m2) 등으로

나타났다.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는 R2은 1, RMSE

는 0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났음으로 만족할 만한 검

증 결과가 나타났으나, EI는 음수로 나타나서 허용

되지 않는 모델 성능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벤젠의

전생애평균노출량(LADDsim) 1.36×10−5 (95% CI;

1.17×10−5~1.71×10−5) mg/kg/day과 자일렌의 일일평

균노출량(ADDsim)의 1.34×10−5 (95% CI; 1.24×10−5

~1.74×10−5) mg/kg/day는 다른 물질들보다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인체노출량 예측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는 배출량(source term to air), 실내 휴

식시간(exposure time, indoors resting), 실외 노출시

간(exposure time, outdoors at home), 연간 평균 풍

속(yearly average wind speed), 면적(contaminated

area in m2), 활동 시 호흡률(active breathing rate)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CalTOX 모델에 의한

인체노출량 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

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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