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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the accuracy and precision of exposure model ECETOC

TRA v.3.1 by comparing model predictions with repeated exposure measurements in Korean workplaces and to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ECETOC TRA to Korean workplace exposure assessment in K-REACH.

Methods: Measured values and work conditions for 14 kinds of chemicals collected from exposure field surveys

conducted at 10 companies in Korea were utilized for this study. All possible process categories (PROCs)

considered to be relevant to each work process classification were selected and applied to ECETOC TRA as

major determining parameters. In order to quantify the accuracy of the model, the lack of agreement (bias,

relative bias, precision) was calculated and the risk ratios for each exposure situation between estimated and

measured were also compared.

Results: The estimated values varied between five and 25 times according to the PROCs for all exposure

situations (ESs) based on tasks/chemicals.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of the estimated values were below the

measured values, and just 13 of 53 tasks were above the measured values. The overall bias and precision were

-2.91±1.62 with ECETOC TRA, and we found that ECETOC TRA showed a low level of conservatism when

applied to Korean workplaces, similar to previous studies.

Conclus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existed PROC codes have limitations in fully covering various

ESs in Korea. In order to improve the applicability of ECETOC TRA in K-REACH, the addition of new PROCs

for Korean industrie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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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연간 10톤 이상 제조·수

입대상 물질 및 유해성심사를 통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질에 있어 등록 시 위해성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1) 화평법 법률 제 14조

에 따르면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전 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 시나

리오를 포함해야 하며 각 노출시나리오별로 환경과

인체건강에 대한 영향과 노출을 평가한 자료를 포함

해야 한다.1-3) 즉, 화학물질이 작업자와 환경 매체(대

기, 수체, 토양, 저토) 및 소비자에 다양한 경로로 노

출되는 정량적인 양을 추정해야 한다.2,4) 정량적인

노출량은 직접 측정하거나 노출 모델을 이용하여 예

측할 수 있다. 직접 측정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제

약 및 경제적 비용 부담이 큰 반면, 노출 모델을 사

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다양

한 물질의 노출 평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어 제도적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5) 실례로 EU

REACH (Regul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Chemicals) 제도하에서 물질 등록시 사용되고 있는

IT Tool인 CHESAR (Chemical Safety Assessment

and Reporting tool)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노출 평가

모델들(EUSES, ECETOC TRA (Targeted Risk

Assessment), ConsEXPO 등)이 탑재되어 활용되고

있다.6)

화학물질을 제조, 생산하는 사업장내에서의 노출

은 작업자의 안전과 환경 매체로의 배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화학물질 노출 관리에 있어 첫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7) 그래서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은 작업장 노출량을 지속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지침서

에 간단한 입력 정보만으로도 노출량을 예측하는

Tier 1모델(ECETOC TRA, EKMG-Expo-Tool)의 활

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더 높은 Tier모델(Tier

1.5 모델: Stoffenmanager, Tier 2.0 모델: Advanced

REACH Tool: ART)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7)

EU에서는 이러한 노출 모델들을 제도적으로 활용하

기 앞서 모형이 실제 산업 현장의 결과를 잘 반영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

나 새로운 공정과 물질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작업장 노출 평

가 모델에 대한 정확도, 신뢰성, conservatism 및

robustness를 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8-12).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ECETOC TRA가 유기

용매 물질들을 대체적으로 과대 예측한다는 Spinazzè

등의 결과도 있으며9) ECETOC TRA가 더 높은 Tier

의 모형들에 비해 항상 보수적인 예측력을 보여주지

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8,10) 반대

로 일본에서는 일본 작업장내 ethylbenzene의 실측

값을 이용하여 ECETOC-TRA 모형이 작업장 흡입

노출량을 대체로 과대 평가 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

고13) 미국 국립 직업안전위생 연구소(NIOSH)에서도

미국 내 18개 작업장에서 측정한 실측값과 Tier 1

모형들과의 평가를 통해 휘발성 물질의 경우 대체로

보수적인 예측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14) 이와 같

이 국가 별 작업장 환경 및 공정 조건에 따라 ECETOC

TRA 모형의 예측 conservatism이 다른 경향성을 나

타내고 있으므로 모형의 활용에 앞서 국가별 작업장

공정조건에 맞게 모형을 평가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4월 위해성 자료 작성 지

원 프로그램(K-CHESAR)에 유럽의 작업장 환경 및

서양인 기준의 입력 변수들을 그대로 적용한 ECETOC

TRA를 작업장 노출 평가 모델로 탑재하여 배포하

였다. 그러나 ECETOC TRA를 제도적으로 활용하

기에 앞서 국내 작업장 실측값을 이용한 모형의 검

증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작업장 환

경에 따른 ECETOC TRA의 평가 연구는 2012년 한

국산업안전보건 공단에서 toluene을 비롯한 6가지 화

학물질에 대해 모형을 검증한 연구와15) 2018년 Lee

등의 다양한 세척 공정에서의 10가지 화학물질의 실

측값과 ECETOC TRA, Stoffenmanger, ART 모형

예측값과의 비교 연구 결과 밖에 없다.16) 이종한 등

은 일부 공정에서 ECETOC TRA 노출 예측값이 우

리나라 작업 환경 측정값에 비해 약 14% 정도 과

소 평가하고 있음을 밝혔고15) Lee 등의 연구 결과

에서도 세척 공정에 대해 ART와 Stoffenmanager 모

델에 비해 ECETOC TRA가 더 낮은 정확도와 낮은

레벨의 conservatism을 나타내었다.16) 이는 ECETOC

TRA가 국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스크리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연구만

을 가지고 ECETOC TRA가 국내 작업장 실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결론내리기에는 물질의 수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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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노출 환경의 수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

업장 환경의 노출을 제대로 평가 하기위해서는 더

많은 국내 작업장 실측값과의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ECETOC TRA의 주요 입력변수인 공

정 범주(Process Category, PROC) 및 국소배기장치

효율 등이 국내 산업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검증 연구도 계속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PROC의 경우 Riedmann

등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ECETOC TRA의

변수 중 가장 민감도가 높은 변수이기 때문에 각 작

업장 상황을 잘 반영 할 수 있는 PROC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7)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업 공

정 범주를 유럽의 분류 기준인, PROC에 맞추어 분

류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ECETOC TRA로 작업장

노출을 평가 할 시 사용자가 PROC선택에 있어 혼

란을 겪을 수 있다. 결국 각 작업장의 실제 공정 조

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잘못된 PROC의 선택

은 작업장 노출량 관리에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작업 환경 측정 정

보를 통해 ECETOC TRA 모델에 적절한 변수를 적

용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변수를

ECETOC TRA에 적용하여 구한 모델의 예측값과

작업 환경 실측값을 비교하여 변수 선택이 실제 모

형의 예측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평가하지 않은 작업 환

경 조건들을 대상으로 모델을 평가 함으로써 ECETOC

TRA의 한국 작업장 노출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

Table 1. Information of workplace conditions and input values for ECETOC TRA model estimation

Work

place
Process PROCs Chemical Ventilation

Temp

(oC)
Types of enterprises

A Mixing 2,3,4,5,6,19

Toluene, Butanone, Ethyl acetate, 

Ethyl acrylate, 2-methylpropan-1-ol, 

N,N-dimethylformamide

LEV 24.5 Industrial

B Mixing 2,3,4,5,6,19
Toluene, Butanone, Ethyl acetate, 

Ethyl acrylate, N,N-dimethylformamide
EGV 24.5 Industrial

C
Mixing+

Coating
6,7,10,11,13 Toluene, Butanone, Propan-2-ol GGV 28

Industrial/

professional 

(for only PROC 11)

D Mixing 2,3,4,5,6,19 Toluene, Butanone, Propan-2-ol GGV 32 Industrial

E
Mixing+

Coating
6,7,10,11,13

Toluene, Butanone, Ethyl acetate, 

2-methylpropan-1-ol, Methanol, 

N,N-dimethylformamide

EGV 25

Industrial /

professional

 (for only PROC 11)

F
Mixing+

Cleaning
2,3,4,5,6,19

Toluene, Butanone, Ethyl acetate, 

Ethyl acrylate, 2-methylpropan-1-ol, 

N,N-dimethylformamide

EGV 24.5 Industrial

G Painting 7,10,11,13
Toluene, 2-methylpropan-1-ol, Acetone, 

Propan-2-ol

LEV & 

EGV
23

Industrial /

professional

 (for only PROC 11)

H Spray painting 7
Toluene, 2-methylpropan-1-ol, Acetone, 

Propan-2-ol

LEV & 

EGV
22 Industrial

I

B/P

(Bare Plate)

manufacturing

1

Toluene, Xylene, Ethylbenzene, 

N-butyl acetate, 4-methylpentan-2-one, 

Ethyl acetate, styrene, Acetone, Butanone

LEV 21 Industrial

J B/P leaching 1

Toluene, Xylene, Ethylbenzene, 

N-butyl acetate, 4-methylpentan-2-one, 

styrene, Acetone, Butanone

LEV 23 Industrial

LEV: Indoors with LEV, EGV: Indoors with enhanced general ventilation, GGV: Indoors with good general ventilation,

LEV&EGV: Indoors with LEV and enhanced general ventilation, PROCs: Process Categories



176 김기은 · 김종운 · 전현표 · 김상헌 · 정연승

J Environ Health Sci 2019; 45(2): 173-185 http://www.kseh.org/

는 추가적인 검증 자료로서 제공 하고자 하였다. 마

지막으로 이러한 평가를 통해 화평법 제도 아래 사

용되고 있는 작업장 노출 모델의 적합성 및 작업장

노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

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작업환경측정 값 및 ECETOC TRA 입력 변수

본 연구에서는 국내 10개의 사업장에서 다루는 각

화학물질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18) 제 42조(작

업환경 측정) 제 1항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1-55

호(작업환경측정 및 지정 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연구목적으로 측정전문기관을 통해 사

업장 별 4회씩 실시된 작업환경 측정 값을 활용 하

였다. 작업환경 측정 값과 함께 작업환경 조건 및

작업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함께 제공 받았

으며 제공받은 공정 종류와 공정 조건(작업온도, 환

기시설 등) 및 사용된 화학물질(총 14가지 종류)의

목록 등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ECETOC TRA의

변수로 들어가는 작업 공정 조건 중 작업시간 및 작

업일수와 각 화학물질의 조성 및 호흡장치는 10개

사업장에 대해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모형에 적용되

었다. 이는 ECETOC TRA의 대부분의 입력 변수 범

주가 몇가지 범위안에서 선택하게끔 설정되어 있어

실제 사업장들의 작업 조건들이 다를지라도 ECETOC

TRA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반영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시간 및 작업일수의 경

우 “>4 hr”, 각 화학물질의 조성의 경우 “25% 이상”,

호흡장치의 경우 “효율 90% 이상”이 모형에 적용되

었다. ECETOC TRA의 주요 결정 변수인 PROC의

경우17), 각 사업장 별 해당 공정 설명과 작업 환경

사진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지침서’2)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정별/공점범주(PROC)”

표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판단을 통해 가능한 PROC

후보들을 선택하였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공정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정이 복합적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지

라도 작업자별로 PROC을 다르게 선택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하고 각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PROC을 Fig.

1과 같이 선정하였고 Table 1에 정리하였다.

2. ECETOC TRA 를 통한 작업장 흡입 노출량

예측 및 모형 평가 지표 계산

본 연구는 Fig. 1과 같이 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각 물질별 특성과 작업 공정조건을 ECETOC TRA

에 적용하여 흡입노출량을 계산하였다. 사용된

ECETOC TRA ver 3.1은 ECETOC 공식 홈페이지

(http://www.ecetoc.org)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였다.

Fig. 1. Conceptual design for estimating Korean occupational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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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사업장에서 중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학

물질들을 고려하여 총 14개의 화학 물질들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물질의 상태, 분자량, 증기압 및

장기 흡입 노출에 대한 도출무영향수준(Derived No

Effect Level: DNEL) 값이 ECETOC TRA의 작업

자 노출 계산 및 RCR계산에 적용되었고 그 해당하

는 값들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

서 언급한대로 ECETOC TRA의 작업장 노출량 예

측 값 중 장기간 흡입 노출량만을 가지고 분석을 진

행하였다(이하 본문에서 ‘예측 노출량’ 에 관한 것

은 장기간 흡입 노출량을 뜻함). 장기간 흡입 노출

량만을 가지고 모형을 평가한 이유는 단기간 흡입

노출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결과를 예측 하

기 때문에 ECETOC TRA의 한국 작업장 스크리닝

툴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에는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각 물질의 PROC에 따른 예측 노출량 및 작업 환

경 실측값과 각 물질의 DNEL값을 이용하여 식 (1)

과 같이 위해도 결정비(Risk Characterization Ratio:

RCR)를 구하였다. 예측값 및 실측값을 통해 구한 모

든 RCR값에 대해1보다 클경우 위해도가 있다고 판

단하였다.

(1)19)

본 연구에서는 ECETOC TRA 모형 검증을 진행

한 이전 연구들과 동일하게 실측값과 예측값 모두

각 값들의 분포 중 75번째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값

을 가지고11,20) 식 (2)-(4)16,21)와 같이 Bias, Relative

bias, Precision을 구하여 실측값과 모형 예측치를 정

량적 수치로 비교하였다. Bias는 로그스케일에서의

예측값과 실측값의 평균 차이를 나타내며 양의 Bias

값은 모델이 과대 평가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Relative

bias는 두 값의 차이를 총 측정된 노출값의 퍼센트

비율로 나누어 구한 값을 의미하며 Precision은 bias

의 표준편차로서 계산되는 값이다.

(2)

(3)

(4)

=ln(the predicted estiamated for the ith set of

exposure in the validation data set)

RCRhuman

Exposure

DNEL
-------------------------=

Bias
1

n
---Σi 1=

n
ŷi yi–( )=

Relative bias e
Bias

1–( )= 100×

Precision
1

n 1–
------------Σi 1=

n
ŷi yi–( ) bias–[ ]

2

=

ŷi

Table 2.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ubstances needed for calculating worker exposure and RCR (The state of all

substances are liquid)

Substance Name CAS Number
Molecular Weight

(mg/mol)

Long term Inhalation

DNEL for worker (mg/m3) (*)

Vapor Pressure

(hPa)

Toluene 108-88-3 92.14 192 36.1

Butanone 78-93-3 72.11 600 115

Ethyl acetate 141-78-6 88.11 734 110.56

Ethyl acrylate 140-88-5 100 21 40

2-methylpropan-1-ol 78-83-1 74 310 16

N,N-dimethylformamide 68-12-2 73.09 15 3.60

Propan-2-ol 67-63-0 60.1 500 52.1

Methanol 67-56-1 32.04 260 169.27

Acetone 67-64-1 58.08 1210 240

Styrene 100-42-5 104.15 85 9.665

4-methylpentan-2-one 108-10-1 100.159 83 26.40

N-butyl acetate 123-86-4 116.16 300 15

Ethylbenzene 100-41-4 106.17 77 13

Xylene 1330-20-7 106.16 221 12.824

DNEL: Derived No Effect Level, (*) https://www.dguv.de/ifa (DNEL list of the DG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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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the measured exposure for the ith set of

exposure in the validation data set)

n=number of measurements in the validation data

set

III. 결 과

1. 입력 변수에 따른ECETOC TRA 모형의 예측

노출량 차이 분석

각 사업장 작업 공정에 맞게 선택된 모든 PROC

을 ECETOC TRA에 물질별로 적용하여 예측한 노

출값을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동일한 환기 시

설 조건에서 예측 노출량 값은 PROC에 따라 작게

는 4배에서 크게는 2500배 까지 차이가 나타났다.

모형의 예측값과 실측값이 2500배 정도로 극심하게

차이 나는 경우는 PROC 1이 작업 공정 조건으로서

모형에 적용 된 경우이다. 이는 PROC 1이 ‘노출 우

려가 거의 없는 밀폐된 연속 공정’을 가정하고 있어

모형이 매우 작은 값의 노출량을 예측하도록 설정되

어 있기 때문이다. PROC 1을 제외한 나머지 예측

yi

Table 3. Estimation of inhalation exposure according to PROCs and Ventilation condition

Chemical Ventilation
PROC

1 2  3  4 5 6  7 10 11 13 19

Toluene

LEV 0.0038 0.19 0.38 0.77 1.92 1.92 - - - - 1.92

EGV - 0.58 1.15 2.30 5.76 5.76 28.79 5.76 57.59 5.76 5.76

GGV - 1.34 2.69 5.37 13.44 13.44 67.19 13.44 134.37 13.44 13.44

LEV & EGV - - - - - - 3.36 1.34 26.87 1.34 -

Butanone

LEV 0.0030 0.75 1.50 3.00 7.51 7.51 - - - - 7.51

EGV - 2.25 4.51 9.01 22.53 22.53 45.07 22.53 90.14 22.53 22.53

GGV - 5.26 10.52 21.03 52.58 52.58 105.16 52.58 210.32 52.58 52.58

Ethyl

acetate

LEV 0.0037 0.92 1.84 3.67 9.18 9.18 - - - - 9.18

EGV - 2.75 5.51 11.01 27.53 27.53 55.07 27.53 110.14 27.53 27.53

Ethyl

acrylate

LEV - 0.21 0.42 0.83 2.08 2.08 - - - - 2.08

EGV - 0.63 1.25 2.5 6.25 6.25 6.25

2-methyl-

propan-1-ol

LEV - 0.15 0.31 0.62 1.54 1.54 - - - - 1.54

EGV - 0.46 0.93 1.85 4.63 4.63 23.13 4.63 46.25 4.63 4.63

LEV & EGV - - - - - - 2.70 1.08 21.58 1.08 -

N,N-dimethyl-

formamide

LEV - 0.03 0.09 0.15 0.15 0.15 - - - - 0.30

EGV - 0.09 0.27 0.46 0.46 0.46 9.14 0.91 9.14 0.91 0.91

Propan-2-ol
GGV - 0.88 1.75 3.51 8.76 8.76 43.82 8.76 87.65 8.76 8.76

LEV & EGV - - - - - - 2.19 0.88 17.53 0.88 -

Methanol EGV - - - - - - 20.03 10.01 40.05 10.01 -

Acetone
LEV 0.0024 - - - - - - - - - -

LEV & EGV - - - - - - 2.19 0.88 17.53 0.88 -

Styrene LEV 0.0043 - - - - - - - - - -

4-methyl-

pentan-2-one
LEV 0.0042 - - - - - - - - - -

N-butyl 

acetate
LEV 0.0048 - - - - - - - - - -

Ethylbenzene LEV 0.0044 - - - - - - - - - -

Xylene LEV 0.0044 - - - - - - - - - -

LEV: Indoors with LEV, EGV: Indoors with enhanced general ventilation, GGV: Indoors with good general ventilation,

LEV&EGV: Indoors with LEV and enhanced general ventilation, - : non estimated, PROC: Process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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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량값들을 비교하면 4~100배 정도의 PROC별 노

출량 차이가 나타났다. 동일한 물질에 대해 PROC

별 노출량의 크기를 Fig. 2와 같이 비교하면 대체적

으로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PROC 1<<<PROC 2<PROC 3<PROC 4<PROC

5, 6, 10, 13, 19<PROC 7<PROC11

이 경향성은 물질과 환기시설 조건에 상관없이 동

일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PROC별로 가정하고 있

는 노출 조건 즉, 노출이 거의 없는 밀폐 공정(PROC

1), 간헐적 노출이 있는 밀폐 공정(PROC 2), 밀폐된

회분 공정(PROC 3), 간헐적 노출이 있는 회분 또는

합성 공정(PROC 4)인지 등에 따라 노출량의 상대

적 크기가 결정됨을 보여준다. 또한 스프레이 작업

(PROC 7,11)이 다른 공정에 비해 흡입 노출량이 크

며 그중에서도 산업적 작업보다는 비산업적 작업

(PROC 11)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ROC 5,

6, 10, 13, 19 는 각기 다른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ECETOC TRA가 동일한 노출량을 예측하였다.

모형의 예측값이 물질 특성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흡입 노출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

Fig. 2. Estimated exposure values of 5 kinds of chemical for each process category (PROCs) and vapor pressure of each

chemical (red dot line)

Fig. 3. Correlation between the exposure estimate values and chemical properties when PROC 19 was applied to ECETOC

TRA (Vapor Pressure: V.P, Molecular Weight: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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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증기압을22) Fig. 2와 같이 예측값과 비교하였

다. Fig. 2를 보면 증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butanone

과 ethyl acetate가 다른 물질에 비해 흡입 노출량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3과 같이 증기

압과 분자량에 대해 각각 예측 노출량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분자량의 경우 상관성이 거의 없었으

나 증기압(V.P) 및 분자량으로 증기압을 나눈 값(V.P/

M.W)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V.P/M.W”와 예측 노출량과의 상관계수(R2: 0.95)가

증기압과 예측 노출량과의 상관계수(R2:0.90)보다 미

세하게 큼을 확인 하였고 이를 통해 “V.P/M.W”이

작업장 노출량 예측에 물성 지표로서 활용 될 수 있

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장의 실제 환기 시설 조건

외 다른 환기 시설 조건을 모형에 적용하여 환기 시

설 조건에 따른 노출량 값의 차이를 Table 3과 같이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Local exhaust ventilation

(LEV)와 Enhanced general ventilation (EGV)을 모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Korean exposure measurement data, Bias and RCR by exposure situation

Workplace Chemical

Measured exposure Bias 

(Measured 

vs 

Estimated)

 RCR

A.M G.M Min-Max
Measured 

A.M

Measured 

G.M

Estimated 

Max

A

Toluene 3.61 2.63 0.56-6.80 -1.65 1.88E-02 1.37E-02 1.00E-02

Butanone 0.91 3.64 3.64 1.31 1.52E-03 6.06E-03 1.25E-02

Ethyl acetate 59.28 39.60 6.96-118.3 -2.98 8.08E-02 5.40E-02 1.25E-02

Ethyl acrylate 55.95 22.75 0.70-98.73 -4.38 2.66E+00 1.08E+00 9.92E-02

2-methylpropan-1-ol 2.16 2.79 1.95-3.34 -1.58 6.96E-03 9.00E-03 4.97E-03

N,N-dimethylformamide 4.30 4.27 3.69-5.02 -3.65 2.87E-01 2.85E-01 2.03E-02

B

Toluene 40.66 40.20 32.71-46.95 -2.89 2.12E-01 2.09E-01 3.00E-02

Butanone 1.63 2.05 1.50-3.22 1.55 2.71E-03 3.42E-03 3.76E-02

Ethyl acetate 9.21 9.10 7.76-11.53 0.23 1.25E-02 1.24E-02 3.75E-02

Ethyl acrylate 1.57 1.16 0.51-3.83 0.50 7.48E-02 5.54E-02 2.98E-01

N,N-dimethylformamide 3.80 3.67 2.96-5.70 -2.38 2.53E-01 2.44E-01 6.09E-02

C

Toluene 270.30 234.90 130.65-490.48 -2.48 1.41E+00 1.22E+00 7.00E-01

Butanone 141.66 156.74 85.2-353.57 -0.84 2.36E-01 2.61E-01 3.51E-01

Propan-2-ol 102.41 88.12 52.42-204.51 -1.83 2.05E-01 1.76E-01 1.75E-01

D

Toluene 166.87 137.73 83.75-364.33 -3.43 8.69E-01 7.17E-01 7.00E-02

Butanone 5.46 4.70 1.66-8.15 1.26 9.09E-03 7.83E-03 8.76E-02

Propan-2-ol 56.76 50.74 25.13-96.71 -2.86 1.14E-01 1.01E-01 1.75E-02

E

Toluene 15.61 13.49 7.75-27.25 -0.53 8.13E-02 7.02E-02 3.00E-01

Butanone 2.00 1.98 0.69-5.13 2.46 3.34E-03 3.30E-03 1.50E-01

Ethyl acetate 1.52 1.35 0.35-4.40 2.41 2.07E-03 1.85E-03 1.50E-01

2-methylpropan-1-ol 1.10 0.50 1.38-3.36 2.22 3.55E-03 1.61E-03 1.49E-01

Methanol 3.06 2.25 1.51-6.68 1.22 1.18E-02 8.67E-03 1.54E-01

N,N-dimethylformamide 4.34 5.75 2.21-4.68 -1.09 2.89E-01 3.83E-01 6.09E-01

F

Toluene 3.42 2.53 0.56-6.24 -0.55 1.78E-02 1.32E-02 3.00E-02

Butanone 3.95 4.43 1.79-7.83 0.42 6.59E-03 7.38E-03 3.76E-02

Ethyl acetate 78.25 51.72 6.96-116.12 -2.19 1.07E-01 7.05E-02 3.75E-02

Ethyl acrylate 67.17 26.48 0.70-100.97 -3.51 3.20E+00 1.26E+00 2.98E-01

2-methylpropan-1-ol 3.11 2.24 6.39-0.31 -1.05 1.00E-02 7.24E-03 1.49E-02

N,N-dimethylformamide 6.03 5.92 4.52-7.67 -2.88 4.02E-01 3.95E-01 6.09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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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갖춘 사업장의 경우 가장 낮은 노출량이 예측되

었다. 또한 LEV와 EGV를 모두 갖춘 사업장은 LEV

만 갖춘 사업장과 EGV만 갖춘 사업장 및 Good

general ventilation (GGV)만 갖춘 사업장에 비해 각

각 약 7%, 약 27%, 약 67% 정도의 저감된 노출량

을 나타내었다. 단, PROC 7이 적용 될 경우, LEV

에 대한 저감 효율이 다른 PROC이 적용되었을 때

보다 약 2~5% 정도 높고 PROC 11의 경우 저감 효

율이 약 10% 정도 떨어 짐을 확인하였다.

2. PROC에 따른 ECETOC TRA의 실측값과의

비교를 통한 모형 평가 및 RCR비교

각 사업장별 작업환경 측정 실측값들에 대한 산술

평균값과 기하 평균 값 및 범위를 Table 4에 정리하

였다. 또한 Fig. 4(a), (b)와 같이 ECETOC TRA의

PROC별 예측 노출 값들에 대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및 최대값을 가지고 실측값과 비교함으로써모

형의 예측력을 평가하였다. Fig. 4에서 볼 수 있듯

이 특정 몇몇 값을 제외하고는 어떤 통계적 처리된

Table 4. Continued

Workplace Chemical

Measured exposure Bias 

(Measured 

vs 

Estimated)

RCR

A.M G.M Min-Max
Measured 

A.M

Measured 

G.M

Estimated 

Max

G

Toluene 5.56 2.96 0.25-9.66 -0.85 2.90E-02 1.54E-02 1.40E-01

2-methylpropan-1-ol 2.21 4.11 2.81-6.02 -0.23 7.12E-03 1.33E-02 6.96E-02

Acetone 5.59 4.32 1.34-10.01 -0.15 4.62E-03 3.57E-03 2.80E-02

Propan-2-ol 13.59 26.80 22.68-31.69 1.13 2.72E-02 5.36E-02 3.51E-02

H

Toluene 4.65 2.53 0.26-10.89 -0.70 2.42E-02 1.32E-02 1.75E-02

2-methylpropan-1-ol 2.33 4.46 3.31-6.01 -0.39 7.51E-03 1.44E-02 8.70E-03

Acetone 17.16 10.33 1.05-28.74 -1.66 1.42E-02 8.54E-03 3.50E-03

Propan-2-ol 25.59 8.16 0.21-55.96 1.07 5.12E-02 1.63E-02 4.38E-03

I

Toluene 1.05 0.96 0.45-1.43 -5.88 5.48E-03 4.99E-03 2.00E-05

Xylene 0.86 0.63 0.18-1.57 -5.70 3.88E-03 2.84E-03 2.00E-05

Ethylbenzene 0.59 0.29 0.06-1.23 -5.46 7.68E-03 3.72E-03 5.75E-05

N-butyl acetate 1.83 0.69 0.05-3.66 -6.54 6.09E-03 2.29E-03 1.61E-05

4-methylpentan-2-one 1.04 0.48 0.03-2.68 -6.04 1.25E-02 5.83E-03 5.03E-05

Ethyl acetate 1.03 0.72 0.16-1.79 -6.10 1.40E-03 9.77E-04 5.00E-06

Styrene 1.60 1.10 0.14-3.90 -6.45 1.88E-02 1.30E-02 5.11E-05

Acetone 0.95 1.12 0.52-1.68 -6.50 7.84E-04 9.25E-04 2.00E-06

Butanone 0.48 0.35 0.05-1.10 -5.66 8.07E-04 5.78E-04 5.01E-06

J

Toluene 2.70 2.42 1.23-4.31 -6.84 1.41E-02 1.26E-02 2.00E-05

Xylene 7.04 5.61 1.86-12.46 -7.73 3.19E-02 2.54E-02 2.00E-05

Ethylbenzene 1.72 1.55 0.99-2.89 -6.21 2.23E-02 2.01E-02 5.75E-05

N-butyl acetate 4.31 3.90 2.41-6.90 -7.08 1.44E-02 1.30E-02 1.61E-05

4-methylpentan-2-one 0.84 0.66 0.22-1.65 -5.56 1.01E-02 7.92E-03 5.03E-05

Styrene 0.39 0.47 0.24-0.76 -4.95 4.60E-03 5.49E-03 5.11E-05

Acetone 1.69 1.17 0.24-3.20 -6.92 1.40E-03 9.69E-04 2.00E-06

Butanone 0.26 0.30 0.13-0.57 -4.89 4.35E-04 4.93E-04 5.01E-06

A.M: Arithmetic Mean, G.M: Geometric Mean, RCR: Risk Characteriza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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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이용하여 비교하든지 ECETOC TRA의 예측

값이 모형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102 범위 내

에23-24)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작업장

노출을 예측함에 있어 ECETOC TRA 모형의 예측

력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Fig. 4(a)와 (b) 하단의 검정 점선으로 표시된

값들은 모형이 실제보다 매우 과소평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값들은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작업 공정 조건으로 PROC 1만 적용하여 모형

을 평가한 사업장 I, J에 해당하는 값들이다.

각 통계적으로 처리된 값들에 대해 예측값과 실측

값의 차이를 구한 후 전체 Exposure situation (ES,

53개) 중 과대 평가 하는 것과 과소 평가하는 것의

개수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산술평균값 적

용시 약 70%, 기하 평균값 적용시 77%가 과소 평

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PROC에 따른 예측 노

출값 중 최대값을 가지고 비교 하였을 때에도 과소

평가 된 경우가 약 66% 정도 나타났으며 이는 어

떤 PROC을 적용해도 한국 작업장에 대해 ECETOC

TRA가 대체적으로 노출량을 과소 평가 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Table 4의 Bias 값 중 모형이 과대 평

가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양의 Bias 값도 전체 ES

중에서 약 20% 정도에 불과해 앞선 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Table 5와 같이 물질별 Bias

±Precision과 Relative Bias을 구하였고 이 값을 통

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ES에 대한 ECETOC TRA

의 전반적인 Bias±Precision이 −2.91±1.62 정도 임

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Lee 등의16) 의

ECETOC TRA와 ART 및Stoffenmanager 모델의 전

반적인 Bias±Precision을 구한 값과 비교하면(Table

Fig. 4. Scatter plots of measured value versus estimated values by statistical average method (a) arithmetic mean and (b)

geometric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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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CETOC TRA 모형은 다른 모형들에 비해 전반

적으로 예측력이 낮은 편이었으며 단지, butanone,

ethyl acetate, 2-methylpropan-1-ol와 같은 물질을 예

측할 때에마 ART 모형의 예측력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ECETOC

TRA모형의 한국 작업장 노출 예측력을 일반화 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ES에 대한 ECETOC TRA 평

가시 비교 데이터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판

단된다.

작업환경 실측치의 평균값과 ECETOC TRA의 노

출 예측값 중 최대값을 이용하여 각각의 위해도 결

정비(RCR)를 구하였고 이를 통해 전체 ES중에서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RCR값이 1 미만으로, 국내

작업장 흡입 노출 위해도가 낮은 편임을 확인하였다

(Table 4). 이는 Table 1의 각 사업장 작업 환경 조

건들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국내 사업장의 경우,

환기 시설의 종류나 환기율은 비록 다를지라도, 환

기시설 자체는 대부분 갖추고 있어 노출 저감 관리

가 잘 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실측값

을 이용하여 구한 RCR 값 중, 1 보다 큰, 즉 위해

하다고 판단 할 수 있는 A 작업장의 ethyl acrylate

와 C 작업장의 toluene 및 F 작업장의 ethyl acrylate

에 대해 모형의 예측값으로 RCR을 구하면 모두 1

미만의 값을 나타내었다. 특별히 A작업장의 ethyl

acrylate의 실측값을 이용한 RCR과 예측치를 이용한

RCR값의 차이가 무려 100배 정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ECETOC TRA가 국내 작업장 노

출량 예측에 있어 과소 평가 하고 있다는 결과와 연

관지을 수 있으며 ECETOC TRA의 국내 작업장 노

출 스크리닝 툴로서의 적합성이 제대로 평가되어 져

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IV. 고 찰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작업장 흡입 노출에 대한

ECETOC TRA 모형 예측의 conservatism이 낮은 편

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10개의 사업장

의 몇몇 물질에 대한 장기간 흡입 노출 평가만을 진

행하였고 작업 환경 실측값의 샘플 개수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 만으로 ‘국내 작업장에

ECETOC TRA 모형의 적합성이 떨어진다’라고 결

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ECETOC TRA가 ART나 Stoffenmanger와

같은 Tier 2모델에 비해 덜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낸

다’는 유럽의 최근 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냈다는8-10)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ECETOC

TRA를 지금과 같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노출 상황이 고려된 충분한 양의 한국작업

환경 노출 실측값들을 활용하여 장기간 및 단기간

흡입 노출에 대한 ECETOC TRA의 체계적인 검증

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작업장 노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ECETOC

TRA의 주요 변수인 PROC에 대해 초점을 맞출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같은 작

업 현장에서 근무할 지라도 적용 될 수 있는 PROC

은 복합적일 수 있고 이는 ECETOC TRA의 노출

예측량 차이를 야기시킬 수 있다. 국내 작업장의 공

정 분류와 ECETOC TRA에 적용하는 PROC의 매

칭 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작업 현장에 반영시

키는 것이 필요하며 명료한 지침서를 제공하는것이

필요하다.

현재 EU REACH 지침서에 제공하고있는 PROC

Table 5. Calculation of the lack of agreement for the

evaluation of ECETOC TRA according to

chemicals

Chemical
Bias±

Precision

Relative 

Bias

Data 

Reference

Toluene -2.02±1.75 -86.75 

This

study

Butanone 0.69±1.93 99.01 

Ethyl acetate -0.98±2.48 -62.62 

Ethyl acrylate -2.47±2.38 -91.51 

2-methylpropan-1-ol -0.27±1.93 -23.89 

N,N-dimethylformamide -2.56±2.67 -92.29 

Propan-2-ol -1.29±2.02 -72.52 

Methanol 1.22±0.62 237.90 

Acetone -2.24±3.19 -89.33 

Xylene -6.71±1.44 -99.88 

Ethylbenzene -5.84±0.53 -99.71 

N-butyl acetate -6.81±0.38 -99.89 

4-methylpentan-2-one -5.80±0.34 -99.70 

Styrene -5.70±1.06 -99.67 

ECETOC TRA -1.03±8.88 -
Lee

et. al16)
ART -0.53±2.11 -

Stoffenmanager -1.32±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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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은 PROC 28까지 업데이트 되었으며 화평법에

서도 PROC 28을 제외하고는 EU REACH와 동일

한 PROC 목록을 지침서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ECETOC TRA 모형은 PROC 25

까지만 적용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PROC 26,

27a, 27b, 28에 해당하는 공정의 경우 ECETOC TRA

모형을 적용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용하

고 있는 PROC 코드가 유럽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주요 제조산업의 작업 공정만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지금 개발된 PROC만을 가지고 반도체와 디

스플레 산업 중심의25) 우리나라 제조 작업 공정을

모두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 특별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작업공정 모

두 밀폐된 청정실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진행되기 때

문에 ECETOC TRA를 사용하여 노출을 평가 할 경

우 ‘노출 우려가 거의 없는 밀폐된 연속 공정’에 대

한 공정 코드인 PROC 1을 선택하여 노출량을 예측

할 수 밖에 없다. 수백개의 화학물질을 동시에 사용

하고 있는 작업 현장에서 PROC 1을 적용하여 얻은

매우 작은 노출량 값을 가지고 전체 작업장을 안전

하다고 판단하여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

한 특수 공정들에 있어 ECETOC TRA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지, 적합하다면, 어떤 PROC을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 현재까지 개발된 PROC 중에서 반영 할 수 없

다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PROC 개발을 조

속히 진행 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한국 작업 실측값과 작업장의

조건을 이용하여 화평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작업장

노출 모델인 ECETOC TRA를 평가하였다. 작업장

현장에서 주어지는 공정 조건을 가지고 ECETOC

TRA의 주요 입력 조건인 PROC의 가능한 후보들을

추정하여 같은 조건에서 PROC에 따라 흡입 노출

예측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 하였다. 실측값과

의 ECETOC TRA의 평가를 통해 ECETOC TRA의

국내 작업장에 대한 노출 예측결과가 신뢰할 수 있

는 수준임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실측값을 이용한

RCR과 예측 노출량을 이용한 RCR값의 차이 및 각

노출값들 사이의 Bias 분석을 통해 모형이 상당 부

분 과소 평가 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ECETOC TRA를 화평법 제도하에 제

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노출 상황에서의

작업장 실측값과의 모형 평가가 필요하며 한국 작업

장 공정 분류의 PROC과의 매칭 작업에 대한 명료

한 가이드라인 및 한국 작업장 상황에 맞는 추가적

인 PROC 개발 검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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