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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렌과 에틸벤젠에 대한 매체통합위해성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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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ggregate risk assessment on xylene and ethylbenzene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guidance established 

newly in 2010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information for risk management. In human exposure assessment, the 
results indicated that lower ages were exposed more and that, in the interior space at home, the highest level of human 
exposure occurred via inhalation. At outdoor spaces, exposures via inhalation and drinking were less than 1%. In 
human health risk characterization, xylene showed HI(Hazard Index) < 1 in all ages. When reasonable maximum 
exposure(RME) was applied, HI for young children was 0.64. The HI of ethylbenzene was also below 1(0.02~0.04) in 
all ages, indicating no potential risk. From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hat xylene need to be continous monitoring with 
interest because this substance may be more sensitive on young age group. In additon, to reduce the uncertainty of the 
risk assessment, the korean exposure factors on young age group such as infant, children had to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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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은 ’98년 175.4백만톤 이었으

나 ‘02년 287.4백만톤 그리고 ‘06년도에는 417.9백만

톤이 국내에 유통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1). 이러한 통계치는 국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

내에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환경유해인자 또한 함

께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건

강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생활양식인 로하스

(LOHAS)와 웰빙 개념이 빠르게 정착됨에 따라 국민

들 또한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질 진단 및 개

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생활공간내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위해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유해물

질의 환경 중 거동양상과 실제적으로 인체에 어느정

도 노출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

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서 위해성평가

기법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개인

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주로 흡입, 경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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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hildren

(3-7 year)
Children

(8-13 year)
Teenager

(14-19 year)
Adult

(20 year >)
Body weight (kg) 18.99 37.83 58 62.8
Ingestion rate of water (L/day) 0.6 0.8 1.3 1.5
Inhalation rate (m3/day) 10.1 12 16.3 12.65∼22.6
Reference : US EPA(2008; 2011b), Jang 등(2007).

Table 1. Exposure factors for different age-groups

피 경로로 인체에 노출된다. 자연환경매체는 대기, 수
질, 토양, 지하수 등을 의미하며, 생활환경매체는 인간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주지 주변 실내외 

공기, 식품 및 거주지 주변 토양, 마시는 물, 집 먼지 등

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노출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대상물질의 다매체, 다경로 

노출특성을 반영하여 노출가능한 모든 매체와 노출경

로를 포괄하여 총 노출량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NIER,  
2011). 그러나 그 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위해성평가의 

경우 대부분 단일 자연환경매체 혹은 작업장, 주택실

내 등 국소생활환경공간에 국한되어 수행된 경우가 많

았다(Kim 등, 2007). 이러한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다

매체 거동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매

체들로 인한 인체 건강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매체통합 위해성평가는 

매체별 및 경로별 상대노출기여도 산정을 통하여 주요 

관리대상 확인 등 위해관리대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환경부에서 제정한 ‘매체통합위

해성평가 지침’(Ministry of Environment, 2010)에 근

거하여 자일렌과 에틸벤젠에 대한 매체통합위해성평

가를 수행하였다. 이 두 물질은 국가유해대기측정망 

항목에 포함되어 전국 지역별 자료 획득이 용이할 뿐 

아니라 국내 화학물질 취급량 및 배출량이 많아 국민

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노출확률이 높은 물질에 속한다. 
또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오염물질로 여러 가지 

급성 및 만성영향으로 호흡기 자극 등을 일으키는 물

질로 알려져 있다(ATSDR, 2007; 2010).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생활공감 유해물

질인 자일렌과 에틸벤젠에 대한 매체통합위해성 평가

를 수행하여 수용체 중심의 위해대책 마련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물질은 휘발성유기합물 중 자일렌과 

에틸벤젠에 대해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Ministry of Environment, 
2010)에 따라 매체통합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인
체위해성평가는 크게 자료수집, 유해성확인, 용량-반
응평가,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 5단계로 수행하였다. 

인체위해성평가를 위한 노출계수는 우선적으로 한

국노출계수핸드북(Jang 등, 2007) 자료를 사용하였고 

국내계수가 없을 경우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제시한 노

출계수를 활용하였다(US EPA, 2008; 2011a)(Table 
1). 연령별 주요활동공간별 생활시간양상은 2009년 통

계청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Statistics Korea, 2009). 
노출수준자료는 대표성과 정확한 노출수준을 확보하

기 위해서 국가측정망자료 및 국가기관에서 수행된 노

출실태조사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수집된 모

든 자료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거하여 결손분석과 신뢰

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자일렌과 에틸벤젠의 인체독성참고치 결정은 직접 용

량-반응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U.S. EPA IRIS(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에 게재된 독성참고치를 활용

하였다. 자일렌의 경구 독성참고치(RfD)는 0.2 mg/ 
kg·day이었으며 흡입독성참고치(RfC)값은 0.1 mg/m3 

이었다. 그리고 에틸벤젠의 경구독성참고값(RfD)은 0.1 
mg/kg·day이었으며 흡입독성참고치(RfC)값은 1.0 mg/m3 

이었다(US EPA, 2011b).
인체노출량 산정은 일반적인 노출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중심경향적 노출량 산출(CTE, Central Tendency 
Exposure)방법과 보수적인 접근법인 합리적 최대노출

량 산출(RME, Reasonable Maximum Exposure)방법

을 사용하였다.
위해도 결정은 시나리오에 따른 각각의 매체, 활동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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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Route Pollutants sources Young children

(3-7 yr)
Children
(8-13 yr)

Teenager
(14-19 yr)

Adult
(20 yr>)

Inhalation Air

Outdoor
Road-side ○ ○ ○

Non road- side ○ ○ ○ ○

Indoor

Home ○ ○ ○ ○

Childcare facility ○

School ○ ○

Academy ○ ○

Restaurant ○

Office ○

Car ○

Bus ○ ○

Subway ○ ○

Parking lots ○

Bar ○

Movie theater ○ ○

Oral Water Tap water ○ ○ ○ ○

Table 3. Summary of exposure scenarios 

Exposure Route Algorithm Parameter

Inhalation

 

××××

×××××

ADD: average daily doses (mg/kg·day)
CA: chemical concentration in air (㎍/m)
IRinh: Inhalation rate (m3/day)
ET: exposure time (min/day)
EF: exposure frequency (days/year)
ED: exposure duration (years)
BW: body weight (kg)
AT: average time (days)
ABSair-inhal: absorption rate(0.6)

Oral

 

×

×××

ADD: average daily doses (mg/kg·day)
CW: chemical concentration in water (mg/L)
IRw: ingestion rate of water (L/day)
EF: exposure frequency (days/year)
ED: exposure duration (years)
BW: body weight (kg)
AT: average time (days) 

Reference: US EPA(1989)

Table 2. Summary of exposure model & algorithm

간, 집단별 일일평균노출량을 CTE와 RME로 구분하

여 흡입 및 경구 노출알고리즘에 따라 산출하였고

(Table 2), 이것을 비발암 독성참고치로 나누어 최종적

으로 유해지수를 산출하였다. 각각의 매체에 대해 산출

된 유해지수를 합하여 매체통합 위해도를 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노출시나리오

인체노출시나리오는 외국의 사례 및 물질자체의 특

성을 반영하여 흡입경로 중심으로 수립하였으며, 미
취학아동부터 성인까지 4개 연령군으로 분류하여 민

감계층의 특성이 위해성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

였다(VCCEP, 2005). 다른 노출경로로는 지하수와 상

수도 등 음용수 섭취를 노출시나리오에 포함하였다

(Table 3). 샤워에 의한 경피 노출과 음식물 섭취(주로 

포장지) 경로는 극히 미량만이 인체에 노출되므로 본 

노출시나리오에서 제외하였다. 

3.2. 노출평가

자일렌과 에틸벤젠의 노출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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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활동공간별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

외보다 실내공간에서 평균농도가 높았으며, 특히 주

점, 영화관, 승용차 실내에서의 평균농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자일렌의 경우 도로변 등 실외 공간은 평

균 3.23∼3.41 ㎍/m3
이었으나, 실내 활동공간은 평균 

12.5∼124.80 ㎍/m3 범위를 보여주었다. 실내 활동공

간별로는 승용차>주점>영화관>학원>집안 순으로 평

균농도가 높았다. 에틸벤젠은 도로변 등 실외공간이 

평균 1.38∼1.62 ㎍/m3
였으며, 실내 활동공간은 평균 

5.10∼24.80 ㎍/m3 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실내활동공

간별로는 승용차>주점>영화관>집안>학원 순으로 평

균농도가 높았다(Table 4).
자일렌에 대한 연령별 인체노출량은 연령이 낮을수

록 노출량이 많았으며, 활동공간별로는 집안 실내공

간에서 호흡을 통해 가장 많은 양이 인체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밖 실외 공간에서의 호흡 및 음용

수 섭취를 통한 노출기여도는 1%미만으로 나타났다

(Table 5). 
연령별로 구분된 집단노출평가결과는 미취학아동

집단에서 RME(Resasonable Maximam Exposure)값 

적용시 총노출량이 0.0109 mg/kg·day로 가장 많은 노

출량을 보여주었으며, 성인이 0.0051 mg/kg·day로 연

령별 집단 중에서 가장 적은 노출량을 보여주었다. 그 

외 취학아동은 0.0073 mg/kg·day, 그리고 청소년은 

0.0058 mg/kg·day의 노출량 분포를 나타내었다. 연령

별로 CTE(Central Tendancy Exposure)값 적용시에도 

미취학아동(0.0056 mg/kg·day), 취학아동(0.0037 
mg/kg·day), 청소년(0.0028 mg/kg·day), 성인(0.0027 
mg/kg·day) 순서의 노출량 분포를 나타내었다.

활동공간별로 자일렌이 인체에 가장 많이 노출 되

는 곳은 집안 실내공간이었으며 연령집단별로 총 노

출량의 71%∼80%(CTE 적용시 60%∼66%)범위를 

차지하였다. 집안 실내를 제외하고 자일렌에 많이 노

출되는 장소들로는 학교, 보육시설, 학원, 사무실 그리

고 승용차 등이었다. 학교의 경우 청소년 연령층은 총 

노출량의 19%(CTE 적용시 22%)를 차지하였고 초등

학생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연령층은 총 노출량의 약 

11%(CTE 적용시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은 미취학아동 연령층에서 총노출량의 19% 
(CTE 적용시 34%)를 차지하였다. 학원은 청소년 및 

취학아동연령층에서 6∼7%(CTE 적용시 11∼12%)
의 노출기여도를 나타내었다. 성인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사무실의 경우 총 노출량의 10%(CTE 적용시 

15%)의 노출 기여도를 보여주었다. 교통수단으로 주

로 활용하는 승용차의 경우 성인은 총 노출량의 

10%(CTE 적용시 19%)를 나타내었고 취학아동은 

8%(CTE 적용시 12%)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과 취학아동이 승용차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다른 

장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할 때 향

후 승용차 실내공기질에 대한 보다 정밀한 평가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변과 운동장, 놀이터 등 실외에서 공기 호흡을 

통한 자일렌 노출기여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0.2∼
0.5%(CTE 적용시 0.4∼0.7%)의 범위를 나타내어 노

출기여도가 매우 작게 나타났다. 상수도 등 음용수 섭

취시에도 모든 연령층에서 0.1%(CTE 적용시 0.2∼
0.3%)의 극히 작은 노출기여도를 보여주었다(Table 6). 

에틸벤젠 노출량 평가결과 자일렌과 마찬가지로 연

령이 낮을수록 노출량이 많았으며, 활동공간별로는 

집안 실내공간에서 호흡을 통해 가장 많은 양이 인체

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밖 실외 공간에서의 

호흡 및 음용수 섭취를 통한 노출기여도는 1% 미만으

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구분된 집단노출평가결과는 미취학아동 

집단에서 RME(Resasonable Maximam Exposure)값 

적용시 총노출량이 0.0064 mg/kg·day로 가장 많은 노

출량을 보여주었으며, 성인이 0.0029 mg/kg·day로 연

령별 집단 중에서 가장 적은 노출량을 보여주었다. 그 

외 취학아동은 0.0040 mg/kg·day, 그리고 청소년은 

0.0032 mg/kg·day의 노출량 분포를 나타내었다. 연령

별로 CTE(Central Tendancy Exposure)값 적용시에도 

미취학아동(0.0029 mg/kg·day), 취학아동(0.0018 mg/ 
kg·day), 청소년(0.0014 mg/kg·day), 성인(0.0013 mg/ 
kg·day) 순서의 노출량 분포를 나타내었다.

활동공간별로 에틸벤젠이 인체에 가장 많이 노출 

되는 곳은 집안 실내공간이었으며 연령집단별로 총 

노출량의 81%∼86%(CTE 적용시 69%∼74%)범위

를 차지하였다. 집안 실내를 제외하고 에틸벤젠에 많

이 노출되는 장소들로는 학교, 보육시설, 학원, 사무실 

그리고 승용차 등이었다. 학교의 경우 청소년 연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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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utants sources N Mean S.D Min.
95% 
UCL Max. Reference

Air

Outdoor
Non Road-side

Xyl- 876 3.41 7.03 0.00 3.80 120.47 
NIER

(2007;2008;2009a)　
Eth- 876 1.38 2.18 0.00 1.50 19.00 

Road-side
Xyl- 131 3.23 3.35 0.00 3.71 17.28 
Eth- 131 1.62 1.61 0.00 1.85 7.88 

Indoor
　

Home
Xyl- 770 19.27 15.89 0.00 45.41 1692.70  NIER

(2009b;2010)Eth- 770 10.72 10.71 0.00 28.34 465.40 
Childcare 

facility
Xyl- 200 15.30 10.50 0.00 16.53 54.00 NIER

(2006)Eth- 200 6.50 4.60 0.00 7.04 24.60 

School
Xyl- 87 15.81 7.08 0.00 27.46 98.70 Kim et al. (2007) 

Jeon et al. (2010) 
Jung et al. (2007)Eth- 114 5.49 2.16 0.40 9.05 27.80 

Academy
Xyl- 70 20.00 21.10 0.30 24.20 255.00 

Ministry of 
Environment(2005)　

Eth- 70 8.40 7.60 0.90 9.91 57.00 

Restaurant
Xyl- 70 13.70 13.10 0.50 16.31 281.50 
Eth- 70 9.20 8.00 0.00 10.79 61.30 

Office
Xyl- 86 18.70 21.90 0.70 22.62 416.40 
Eth- 86 8.50 9.70 0.00 10.24 126.70 

Bar
Xyl- 30 36.30 28.80 0.50 45.22 225.30 
Eth- 30 18.20 16.80 1.40 23.41 54.80 

Movie theather
Xyl- 70 34.60 37.40 0.00 42.05 124.30 
Eth- 70 14.80 14.70 0.00 17.73 56.90 

Car
Xyl- 53 124.80 117.80 - 151.84 -

Jo et al. (1999)
Eth- 53 24.80 18.90 - 29.14 -

Bus
Xyl- 31 12.50 8.70 2.80 15.15 40.50 

Ministry of 
Environment(2006)　

Eth- 31 5.10 2.70 0.90 5.92 10.10 

Subway
Xyl- 114 14.90 11.40 0.10 16.67 68.20 
Eth- 114 7.40 6.30 0.01 8.38 36.30 

Indoor parking 
lot

Xyl- 48 19.70 16.12 - 23.60 -
Ha et al.(2008)

Eth- 48 5.75 5.59 - 7.10 -

Water Tap water Tap water
Xyl- 　 ND ND ND ND ND Seoul city(2009) 

Daejeon city(2009) 
Incheon city(2009)Eth- ND ND ND ND ND

Table 4. Concentration of xylene and ethylbenzene in the air and water (unit : Air ㎍/m, Water mg/L)

은 총 노출량의 약 11%(CTE 적용시 16%)를 차지하

였고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연령층은 총 노출

량의 약 6%(CTE 적용시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보육시설은 미취학아동 연령층에서 총노출량의 

14%(CTE 적용시 28%)를 차지하였다. 학원은 청소년 

및 취학아동연령층에서 5∼6%(CTE 적용시 10∼
11%)의 노출기여도를 나타내었다. 성인이 주로 생활

하는 공간인 사무실의 경우 총 노출량의 8%(CTE 적
용시 15%)의 노출 기여도를 보여주었다.  교통수단으

로 주로 활용하는 승용차의 경우 성인은 총 노출량의 

4%(CTE 적용시 8%)를 나타내었고 취학아동은 

0%(CTE 적용시 5%)를 보여주었다.
도로변과 운동장, 놀이터 등 실외에서 공기 호흡을 

통한 에틸벤젠 노출기여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0.2∼
0.3%(CTE 적용시 0.4∼0.7%)의 범위를 나타내어 노

출기여도가 매우 작게 나타났다. 상수도 등 음용수를 

섭취시에도 모든 연령층에서 0.1∼0.2%(CTE 적용시 

0.3∼0.5%)의 극히 작은 노출기여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 실내공간에서의 인체노출량이 실외보

다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다른 연구결과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Back과 Kim(1998)
은 대도시를 대상으로 실내외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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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routes Sources

RME (mg/kg·day)
Young children

(3-7 yr)
Children
(8-13 yr)

Teenager
(14-19 yr)

Adult
(20 > yr)

Inhalation Air
Outdoor

Xyl- 3.6E-05 2.1E-05 1.4E-05 2.4E-05
Eth- 1.3E-05 8.6E-06 5.7E-06 9.1E-06

Indoor
Xyl- 0.0108 0.0073 0.0058 0.0053
Eth- 0.0028 0.0017 0.0014 0.0012

Oral Water Drinking
Xyl- 9.5E-06 6.3E-06 6.7E-06 7.2E-06
Eth- 9.5E-06 6.3E-06 6.7E-06 7.2E-06

Total exposure
Xyl- 0.0109 0.0073 0.0058 0.0051
Eth- 0.0064 0.0040 0.0032 0.0029

Table 5. The estimated risk corresponding to the fixed-foint(CTE, RME) on xylene and ethylbenzene

Exposure 
routes Sources

CTE (mg/kg·day)
Young children

(3-7 yr)
Children
(8-13 yr)

Teenager
(14-19 yr)

Adult
(20 > yr)

Inhalation Air
Outdoor

Xyl- 3.1E-05 1.9E-05 1.2E-05 2.1E-05
Eth- 1.4E-05 9.7E-06 6.4E-06 1.0E-05

Indoor
Xyl- 0.0056 0.0037 0.0028 0.0027
Eth- 0.0063 0.0040 0.0032 0.0028

Oral Water Drinking
Xyl- 9.5E-06 6.3E-06 6.7E-06 7.2E-06
Eth- 9.5E-06 6.3E-06 6.7E-06 7.2E-06

Total exposure
Xyl- 0.0056 0.0037 0.0028 0.0027
Eth- 0.0064 0.0040 0.0032 0.0028

Table 6. Contribution(%) of various micro-environments for xylene and ethylbenzene exposure

Young children
(3-7 yr)

Children
(8-13 yr)

Teenager
(14-19 yr)

Adult
(20 > yr)

Home
Xyl- 80.7(65.7) 73.9(62.4) 71.2(61.2) 75.8(59.6) 
Eth- 85.9(71.4) 84.7(73.7) 80.9(69.3) 83.8(69.9) 

Childcare facility
Xyl- 18.9(33.6) 0.0 0.0 0.0 
Eth- 13.8(27.9) 0.0 0.0 0.0 

School
Xyl- 0.0 10.5(12.1) 19(22.2) 0.0 
Eth- 0.0 6..4(8.9) 11.4(15.7) 0.0 

Academy
Xyl- 0.0 6.8(11.2) 7.3(12.3) 0.0 
Eth- 0.0 5.1(10.0) 5.5(10.5) 0.0 

Office
Xyl- 0.0 0.0 0.0 10.0(15.4) 
Eth- 0.0 0.0 0.0 8.0(14.7) 

Car
Xyl- 0.0 7.6(12.4) 0.0 10.4(19.3)
Eth- 0.0 0.0(5.2) 0.0 4.3(8.1)

Outdoor
Xyl- 0.3(0.5) 0.3(0.5) 0.2(0.4) 0.5(0.7) 
Eth- 0.2(0.5) 0.2(0.5) 0.2(0.4) 0.3(0.7) 

* Brackets indicates the percentage values when apply the CTE

대부분의 항목이 실외보다 실내지점에서 더 높은 농

도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고, Kim 등(2007)은 근로자

를 대상으로 한 개인노출 및 국소환경에서의 VOCs 
노출기여도를 추정한 결과 실내환경이 총 노출에서 

주요한 국소환경이며 직장실내와 주택실내의 측정으

로 개인노출을 예측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일반적

으로 실내에서의 노출량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실

내에서의 거주자의 수와 활동상태, 환기조건, 가스를 

사용한 요리, 흡연, 청소 그리고 유기용제 사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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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azardous index of xylene and ethylbenzene for age-specific & multi-environmental media exposure

Exposure 
Routes Sources

RME
Young children

(3-7 yr)
Children
(8-13 yr)

Teenager
(14-19 yr)

Adult
(20 > yr)

Inhalation　 Air
Outdoor

Xyl- 0.002 0.001 0.000 0.001
Eth- 8.3E-05 5.7E-05 3.8E-05 5.8E-05

Indoor
Xyl- 0.638 0.432 0.342 0.316
Eth- 0.037 0.023 0.019 0.017 

Oral Water Drinking
Xyl- 0.000 0.000 0.000 0.000
Eth- 5.5E-05 3.7E-05 3.9E-05 4.2E-05

Total Hazard Index(HI)
Xyl- 0.64 0.43 0.34 0.32 
Eth- 0.04 0.02 0.02 0.02 

Exposure 
Routes Sources

CTE
Young children

(3-7 yr)
Children
(8-13 yr)

Teenager
(14-19 yr)

Adult
(20 > yr)

Inhalation Air
Outdoor

Xyl- 0.001 0.001 0.000 0.001
Eth- 7.7E-05 5.0E-05 3.3E-05 5.3E-05

Indoor
Xyl- 0.332 0.217 0.168 0.160
Eth- 0.017 0.010 0.008 0.008

Oral Water Drinking
Xyl- 0.000 0.000 0.000 0.000
Eth- 5.5E-05 3.7E-05 3.9E-05 4.2E-05

Total Hazard Index(HI)
Xyl- 0.33 0.22 0.17 0.16 
Eth- 0.02 0.01 0.01 0.01 

환기를 제한할 경우 실내 공기질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ck과 Kim, 1998). 또한 실내환경에서의 휘

발성유기화합물질 농도를 높이는 주요 발생원은 생활

용품, 페인트, 가구, 의복, 건축자재 및 연소재료 등 매

우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roni 등, 1995).
연령별로 자일렌과 에틸벤젠이 인체에 노출되는 총

량은 연령이 낮을수록 노출량이 증가하였는데, 이것

은 연령별로 실내공간에서의 노출빈도 및 평균체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령이 어린 미

취학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하루 중 실외 활동보다

는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평균체

중도 성인에 비해 3배 이상 적기 때문이다. 

3.3. 위해도 결정

자일렌에 대한 인체위해도를 결정하기 위해 CTE
와 RME 값에 대해 얻어진 노출량을 가지고 유해지수

를 산정한 결과 모든 연령층에서 유해지수가 1이하로 

나타나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CTE 값이 적용된 경우에는 4개 연령층의 유해지수 

값이 0.16∼0.33 범위로 모두 1 이하였으며 미취학연

령층이 0.33으로 가장 높았고 성인 연령층이 0.16으로 

가장 낮았다. RME 값이 적용된 경우에는 유해지수가 

연령층별로 0.32∼0.64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미취학

연령층이 0.64를 나타내었다.
에틸벤젠에 대한 인체위해도를 결정하기 위해 CTE

와 RME 값 각각에 대해 얻어진 노출량을 가지고 유해

지수를 산정한 결과 모든 연령층에서 유해지수가 1이
하로 나타나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TE 
값이 적용된 경우에는 4개 연령층의 유해지수 값이 

0.01∼0.02 범위로 모두 기준치인 1 이하보다 크게 작

았다. RME 값이 적용된 경우에도 유해지수가 연령층

별로 0.02∼0.04의 범위로 유해지수값이 매우 작게 나

타났다. 
산출된 인체위해도는 두 물질 모두 모든 연령층에

서 유해지수 1이하로서 위해우려가 없거나 영향이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일렌의 경우 높은 노출

수준(Reasonable Maximum Exposure)을 적용할 경우 

미취학 연령층에서 유해지수 0.64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국내에서 수행된 자일렌 및 에틸

벤젠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는 대부분 사무실, 학교, 
주택 등 국소환경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된 결과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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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간접적인 

비교자료로 활용가능 할 것이다. Lee 등(2004)은 사무

실 실내공기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자일렌은 

RME 값을 적용할 경우 0.24∼0.26의 유해지수 값을 

나타내었고, 에틸벤젠은 0.023∼0.025의 유해지수 값

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Koh 등(2009)은 서울지역 27
개 유아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유해오염물질

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자일렌과 에틸벤

젠이 모두 0.01 이하의 유해지수 값을 나타내었다. 그
러나 Jung 등(2007)은 4년 이상된 공동주택 15가구에 

대한 자일렌 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유해지수 값이 

0.88∼1.25(RME 적용) 범위로서 여성 집단에서는 유

해지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

구와 Jung 등(2007)의 연구결과는 어린이, 여성 등 민

감계층의 경우 자일렌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모니터

링 및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비록 적용된 노출

계수와 시간활동양상자료의 불확실성 및 최악의 상황 

가정 등으로 인해 위해성평가 결과가 과대평가될 가

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일렌이 ’09년 국내 취급량

이 연간 13,787천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화학물질취급

량의 10.2%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환경 중 

배출량 역시 36.4%를 차지하여 화학물질 중 가장 많

은 양이 환경 중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물질로 판단된다.
현행 지침에 규정된 외국 노출계수 인용에 대해서

는 보다 구체적이고, 통일된 적용방안 등 보완책이 필

요하며,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중심의 한국인 노출

계수 추가확보가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해성평가에 활용되는 노출계수의 경우 환경부지침 

제9조 7항에 의하면 국내노출계수 자료가 없을 경우 

외국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0). 그러나 연구자마다 달리 사용할 

경우 동일한 노출량 자료에 대해서 위해성평가 결과

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

다. 또한 현재 국내노출계수 자료는 20세 이상 성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 민감계층인 미취학아동, 취학아

동 등 어린이 연령층의 위해도 결정에 있어서 평가결

과의 불확실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한국형 

노출계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5. 결 론

자일렌과 에틸벤젠에 대한  위해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된 위해성평가지

침’(Ministry of Environment, 2010)에 근거하여 매체

통합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노출량은 두 물질 모두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노출량이 증가하였으며, 활동공간별

로는 집안 실내공간에서 호흡을 통해 가장 많은 양이 

인체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밖 실외에서의 

호흡 및 음용수 섭취를 통한 노출기여도는 1%미만으

로 낮게 나타났다. 
산출된 인체위해도는 두 물질 모두 모든 연령층에

서 유해지수 1이하로서 위해우려가 없거나 영향이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일렌의 경우 높은 노출

수준(Reasonable Maximum Exposure)을 적용할 경우 

미취학 연령층에서 유해지수 0.64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일렌의 경우 어린이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추가 모니터링 및 감시

가 필요한 물질로 사료되었다. 또한 위해성평가결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지침에 규정된 외국 

노출계수 인용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통일된 

적용방안 등 보완책이 필요하며, 어린이대상 한국인 

노출계수 확보가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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