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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method using population risk to assess the local

background exposure effect of harmful pollutants from chemical accidents in Ulsan.

Methods: The benzene was selected as representative harmful pollutant. The concentrations of benzene were

measured and analyzed at 40 sites in Ulsan city in September, 2018. The data from National Statistics office in

Korea were used for population density, and the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IRIS) data from US EPA

were used for unit risk.

Results: The risk assessment can be carried out by considering the background population risk. The background

population risk was calculated as 5.01 persons per million for exposure to benzene in Ulsan, and therefore may

be used as a adjusted background method in case of chemical accident caused by benzene.

Conclusions: This study may provide the evidence that background exposure effect and risk to harmful

pollutants from chemical accidents would be 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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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84년 인도 보팔에 위치한 유니온 카바드사(Union

Carbide Corportation)의 탱크파손으로 Methyl

isocyanate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 당

시 수만 명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사고로 인한 후

유증 피해자가 발생되었다.1) 이 사고 이후 미국, 유

럽 및 일본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이 화학사고 위험

인식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들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대 이후 경제개발로 인

한 산업이 급성장하였으며 특히, 화학 산업의 성장

은 다양한 화학물질의 제조, 유통 및 사용의 증가를

야기하였다. 화학 물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

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증가와 화학사고로 인한 국민

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위해성이 증가함에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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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구미산업단지 내 불화수소 기체누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까지 화학사고 발생 시

정책적 대응 및 예방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구미 불

산 사고 이후 국내 화학물질 관리 체계는 개선되었

으며,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

로 전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을 유해물질, 허가물

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사고 대비물질로 분류하

였다.2) 또한,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화

학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 예방과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장외영향평가제도와

위해관리계획제도를 도입하였다.3) 2013년 12월에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범정부적 화학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환경부, 고용노동

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팀 5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정부 3.0 협업조직으로 전국 6개 주요산단

(시흥, 익산, 구미, 서산, 여수, 울산)에 “화학재난 합

동방재센터”를 설치하여 주의경보가 발령된 경우 화

학사고가 발생한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합동방재센

터에서 관할구역 내 현장에서의 화학사고 예방, 대

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

였다.4)

국내·외 화학사고에 대한 관리 체계들은 대부분

예방 및 단기간의 1차적 피해에 대한 응급 대처 및

주민 대피 범위 산정과 구조 활동 등에 초점을 두

고 구축되었다. 이는 화학사고 처리 후 대피한 지역

주민이 생활지역(화학사고 영향지역) 공간으로 복귀

하였을 때 정화 활동 이후 대기, 수질 및 토양에 잔

류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장기간 노출로 인한 만성적

건강영향 발현 등의 2차적 피해에 대한 예측 및 관

리에 취약하여 이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환경부에서는 2005년부터 사고지역에 대한 체계적

인 복구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 후 영향조사 제도와 신뢰성 높은

사고조사가 가능하도록 노출량 선정을 위한 각종 데

이터베이스를 수집, 개발하는 등 단계적 사고 후 영

향조사 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환경부에서는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으로 ‘화학사고 후 인체영향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2017년부터 5년에 걸쳐 추진 중에 있다. ‘화

학사고 후 인체영향 평가 기술 개발’연구는 화학사

고 발생 시 사고비상대처 이후 환경매체 중에 잔류

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건강위해 발현 가

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화학사고 이후 환경 매체 중에

잔류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건강위해 발

현 가능성 평가 시 사고 이전에 잔류하고 있는 유

해화학물질의 노출은 화학사고 이후 순수한 화학사

고로 인해 발생된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위

해성 평가 결과 산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화학사고에서 발생되는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위해성 평가의 정확한 산출을 위하여 이전 화학

물질 노출량 (이하 ‘배경노출량’이라 함)을 산출하고

이의 노출량을 제외하여 순수 화학사고에서 발생되

는 유해화학물질 노출량에 의한 건강영향 평가를 산

출해야한다. 따라서 배경노출량의 정확한 산출은 중

요하다.

이 연구는 ‘화학사고 후 인체영향 평가 기술 개발’

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화학사고 시 발생된 유해

오염물질 노출에 기인되는 만성적 건강영향평가의

지역 배경 건강영향 수준을 평가 하는데 있어 배경

노출량이 일정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인구

집단 위해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아가 향

후 화학사고에 의한 만성적 건강영향 평가 연구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 되었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범위 및 대상

화학사고 후 잔류하는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방법의 개발을 위한 사전적 연구로 우

선적으로 다매체 가운데 대기 중의 유해화학물질만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국내 국가산업단지가 위

치한 지역들 중 한 지역만을 선정하여 화학사고 전

유해물질 배경농도 노출에 의한 주변지역 소단위별

인구위해도(Population Risk)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공업단지인

울산을 선정하였다. 울산의 경우 현재 울산만과 연

이어 있는 울산항, 온산항, 방어진항들의 내안 구릉

지에는 석유화학을 비롯한 조선, 자동차 산업들을 중

심으로 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Fig. 1은 울산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A-D)의 위치

를 나타낸 것이다. A 산업단지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로 금속 및 석유화학업종 사업시설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B-D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로 B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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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금속 및 석유화학업종 사업시설이, C 산업단지

에는 현대 울산공장과 자동차 및 부품제작 업종 사

업시설이, D 산업단지에는 현대중공업과 선박 및 부

품 업종 산업시설이 분포하고 있다.5)

2. 유해화학물질 배경 농도 조사

울산공단은 다양한 석유화학업종 시설 및 자동차

와 조선사업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과거로부터 울산

지역 환경매체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중금속 농도

분포 특성 규명을 위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져

오고 있다.6-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

물 중 대표적 발암성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벤젠

(Benzene)을 연구대상 유해화학물질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조사는 울산지역

을 가로, 세로 4.8 km 간격의 격자로 나누어 교차지

점을 조사대상지점으로 선정하였다. 선정결과 총 52

개의 지점이 선정되었다. 산악지역의 경우 지형적 제

한으로 인하여 측정이 불가할 수 있으며, 거주환경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악지역은 측정대상 지점

에서 제외하였다. 52개 지점 중 산악지역과 겹치는

지역은 총 15개 지점으로 이들 지점을 측정에서 제

외하였으며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울산·용연공업

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총 3개의 산업단지에 각각

1지점씩 추가 측정 지점을 선정하여 총 40개 지점

에서 연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인 Benzene의 농도

를 조사하였다(Fig. 2).

시료 포집 및 분석은 2018년 9월에 이루어졌으며,

시료 포집 하루 전이나 시료 포집 당시 비가 온 경

우 측정을 수행하지 않았다. 시표 포집은 Gilian

BDX-II Air Sampler 펌프에 Tenax-TA 200 mg이 충

진된 고체 흡착관을 연결하여 포집하였으며, 포집시

유량은 0.2 L/min으로 15분간 포집하였다. 포집된 고

체 흡착관은 열탈착장치(STD 1000, DANI, Italy)가

부착된 GC/MS (GC-2010, Simadzu, Japan)로 분석

하였고 분석조건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3. 인구위해도평가

인구위해도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단위 집단별 개별위해도를 산출하여야 한다. 소단

위 집단별 개별위해도는 다음의 방정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Ri = Dose × Toxicity (1)

용량은 유기체의 외부 경계를 통과한 후 대사 과

정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의 양으로 정의되

며, 잠재용량은 흡입한 양을 나타낸다.13) 잠재용량은

일일 평균 잠재용량(ADD)에 대한 방정식을 사용하

여 계산할 수 있으며, 단위는 µg/kg·day이다. 용량

은 오염물질 농도와 섭취 또는 호흡율에 의존하며,

시간의 함수로서 체중으로 표준화 될 수 있다. 이를

Fig. 2. Measurement points in Ulsan area
Fig. 1. Lo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Ulsan industrial

complex (Oh, IB et al., 2016)



234 남궁선주 · 이철민 · 이혜원 · 박시현 · 임희빈 · 최길용

J Environ Health Sci 2019; 45(3): 231-237 http://www.kseh.org/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

where

C: contaminant concentration (µg/m3)

IR: inhalation rate (m3/day)

ED: exposure duration (days)

BW: body weight (kg)

AT: number of days over which the exposure is

averaged (days)

식 (1)에서 독성 인자는 생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4)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은 아

주 적은 양을 투여하여도 유기체를 손상시킬 수 있

으며, 독성이 낮은 물질은 그 양이 매우 많지 않으

면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독성은 투

여되는 물질의 양, 독성물질이 인체 침입 경로, 시

간에 따른 분배되는 방식(단일 용량이나 또는 반복

투여량), 독성물의 유형과 건강영향의 심각성 및 독

성 효과가 나타나는데 필요한 시간을 언급하지 않고

는 정의 될 수 없다. 건강영향에 대한 독성값은 노

출이 흡입에 의한 경우 단위위해도(Unit risk) 또는

흡입 기울기 인자(SFI)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단

위위해도는 오염물질의 단위 증가에 대한 건강영향

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며, 기울기 인자는 다음 식

을 이용하여 단위위해도로부터 산출할 수 있다.15)

SFI=Unit Risk (µg/m3)−1×Body Weight (kg)

SFI=×Inhalation Rate (m3/day)−1 (3)

SFI는 (µg/kg·day) 단위로 주어진다. 이러한 계산

은 일정시간 동안 오염물의 단위 투여량으로부터 건

강영향(암)이 증가할 확률을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

이다. 따라서 개별위해도는 무차원이 된다.13)

Ri=ADD×SFI (4)

특정 그룹 또는 모집단에 대하여 인구위해도 평가

는 다음 식을 이용한다. 이 식에서 POPrisk는 오염물

질 노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노출 집단의

개인의 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노출된 모집

단 내의 건강영향을 나타내는 개인 수이다.

POPrisk=Ri×POPexposed (5)

III. 결 과

1. 유해화학물질 농도 분포

울산지역을 국가산업단지 A~D를 지역으로 구분하

여 각 지역별 인구분포를 조사한 표이다(Table 2).

A 산업단지(온산국가산업단지)는 울주군, B~D 산업

단지(울산·마포국가 산업단지)의 B 산업단지는 남구,

C 산업단지는 북구, D 산업단지는 동구로 구분하였

으며 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중구였다. 울

산지역 중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된 지역은 동구(D

산업단지)로 451,452명이었고 가장 작은 지역은 북

구(C 산업단지)로 196,147명으로 조사되었다. 각 지

역별 남, 여 인구수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Table 3은 산업단지별 벤젠 측정 농도 조사 결과

이다. A 산업단지(울주군) 지역에서 3.98±8.90 ppb

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B 산업단지(남구)

1.80±2.10 ppb로 조사 되었다. C 산업단지(북구)와

D 산업단지(동구), 그리고 산업단지가 아닌 울산지

역에서는 농도 수치가 너무 낮아 거의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C 산업단지(북구)와 D 산

업단지(동구)의 경우 실제 산업단지가 각 지역 내 극

히 일부 존재 하여 울산지역을 가로, 세로 4.8 km

간격의 격자로 나누어 측정 시 산업 단지에 해당 하

는 측정 지점이 1~2 point로 산업단지를 대표하기

보다는 산업단지 외 일반 울산지역으로 생각되며 측

정결과 역시 산업단지 외 일반 울산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농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ADD
C IR× ED×[ ]

BW AT×[ ]
-----------------------------------=

Table 1. Operating condition of thermal desorber

Parameter Condition

Purge temperature and time 40oC, 0.5 min

Desorption temperature 300oC

Desorption time and flow 15 min, 50 mL/min

Cold trap low temperature -10oC

2nd desorption temperature 320oC

Cold trap holding time 15min

Cold trap packing Tenax-TA

Split/Splitless Splitless

Valve temperature 200oC

Transfer line temperature 2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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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건강 위해도 평가

Table 4는 울산지역 산업단지 별 배경 건강 위해도

산출한 결과이다. A 산업단지(울주군)에서 배경 건강

위해도는 인구 백만 명 당 1.95명, B 산업단지(남구)

에서는 인구 백만 명 당 1.32명으로 산출 되었으며

이외 C 산업단지(북구), D 산업단지(동구), 울산 내

일반지역은 농도가 너무 낮아 벤젠 노출에 의한 인구

위해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지역과 비

산업단지 지역 간의 배경인구 위해도는 산업단지의

경우 백만 명 당 5.0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산업단

지의 경우 인구위해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IV. 고 찰

화학사고 이후 환경매체에 잔류하는 유해화학물질

의 노출에 의한 건강위해 발현 가능성을 평가 하는

데 있어 이전에 잔류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노출

은 순수한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된 유해화학물질 노

출에 의한 건강위해성 평가 결과산출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따라서 화학사고 후 인체 영향평가에서 배

경노출량 산출 및 보정은 매우 중요하다. 배경노출

량의 정확한 산출을 위하여 연구팀은 화학사고 시

발생된 유해오염물질 노출에 기인되는 만성적 건강

영향평가의 지역 배경 건강영향 수준을 평가하기 위

하여 인구집단 위해도를 활용하는 방안의 제안을 목

적으로 수행하였다.

울산지역에서의 산업단지의 벤젠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A 산업단지(울주군) 지역에서 3.98±8.90 ppb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B 산업단지(남구)

1.80±2.10 ppb로 조사 되었다. A 산업단지(울주군)의

Table 2. Characteristics of Ulsan industrial complex

Industrial complex Area Total population Man Woman

A Ulju-gun 222,164 116,632 105,532

B Nam-gu 333,117 170,349 162,768

C Buk-gu 196,147 102,170 93,977

D Dong-gu 451,452 483,461 451,452

A~D Ulju-gun,Nam-gu,Buk-gu,Dong-gu 923,734 872,612 813,729 

Non Jung-gu 114,366 118,977 114,366

Table 3. concentration of hazardous chemicals in Ulsan area

Industrial complex Area Benzene (ppb) Mean±S.D

A Ulju-gun 3.98±8.90

B Nam-gu 1.80±2.10

C Buk-gu 0.00

D Dong-gu 0.00

A~D Ulju-gun,Nam-gu,Buk-gu,Dong-gu 2.46±5.96

Non Jung-gu 0.00±0.00

Table 4. Population risk assessment of hazardous chemical in Ulsan area

Industrial complex Area Benzene

A Ulju-gun 1.95

B Nam-gu 1.32

C Buk-gu 0.00

D Dong-gu 0.00

A~D Ulju-gun,Nam-gu,Buk-gu,Dong-gu 5.01

Non Jung-gu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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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온산국가산업단지로 금속 및 석유화학업종 사

업 시설이 주로 분포한 지역이고 B 산업단지(남구)

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로 금속 및 석유화학업종

사업 시설이 분포하였다. C,D 산업단지는 각각 자

동차, 선박 및 부품 업종의 산업시설이 분포 하는

것으로 보아 금속 및 석유화학업종 시설이 분포한

곳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사결과 수치는 1997~1998년 울산지역 대기 중 벤

젠 농도를 조사한 수치인 7.88 ppb 보다 낮은 수치

로 조사 되었지만 오래 된 측정 결과로 현재 대기

질 수치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6) 2007년

광양만권 공단지역의 공단반경 5 km 이내 벤젠 농

도 수치는 1.83±1.37 ppb, 공단반경 10 km 이상은

1.13±0.95 ppb로 울산 산업단지의 벤젠 농도수치가

조금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단지 외 울산지역과 C 산업단지(북구)와 D 산

업단지(동구)는 벤젠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

는데 이는 C (북구), D (동구) 산업단지의 경우 산

업단지 내 해당 하는 측정 지점이 1~2 지점으로 산

업단지를 대표하기 보다는 산업단지 외 일반 울산지

역으로 판단되며 측정 결과 역시 산업단지 외 일반

울산지역과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경노출량에 대한 보정방법으로는 단순 배경 농

도 보정과 인구집단의 위해수준 (Population risk) 방

법이 있다. 연구팀은 지역의 배경 농도로 보정하는

방법은 계절, 기후, 지형, 측정지점 등 측정 주변 환

경에 대한 영향으로 불확실성하다고 판단하였다. 선

행연구에 의하면 교통량, 인근 석유정제시설, 주유소,

자동사 수리소 등이 인근에 있을 경우 공기 중 오

염물질의 흡입에 의하여 높은 농도의 벤젠에 노출

된다고 보고한바 있다17-19). 따라서 비교적 안정된 산

출결과인 인구집단의 위해수준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일반인에 대한 인구집단의

위해수준을 반영한 것이고 민감군인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지는 않았다. 또한, 인

구집단의 위해수준은 지역의 인구밀도의 특성을 반

영하였으며 실제 대기로 인한 인체 영향이 사망률로

집계되기 때문에 환경보건학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울산지역 산업단지(A~D)

는 인구 백만 명 당 5.01명 A 산업단지(울주군)에서

는 인구 백만 명 당 1.95명, B 산업단지 (남구)에서

는 인구 백만 명 당 1.32명으로 조사 되었다. 향후

울산지역 내 화학사고로 인한 벤젠 유출시 장기 노

출에 의한 건강영향 평가 유무에 있어 연간 지역 인

구 위해도 산출을 통해 배경 인구 위해도를 산출하

여 간접적으로 배경노출 영향을 보정 할 수 있다.

또한, 최종적으로 이런 방법을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

후 유해물질 농도 기반 인구위해도 값을 배경위해도

값까지 낮아지는 농도 시점을 화학 사고에 의한 유

해물질 노출의 안전수준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울산공단지역 화학사고 발생 시 인구밀

도의 특성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배경노출 영향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화학사고로 인한 만성건강영향평가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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