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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개념을 이용한 환경관리



모티브

환경오염에 관한 몇 가지 잘못된 생각들...

기존 환경관리방법의 문제점...

합리적인 대안은 ???



Is it 
reasonable 

to throw away 
the “SAW”

due to misuse?

We need “Saw”

Chemicals

오염물질에 대하여...



A universal machine 
preferred…

BUT, possible?

오염환경 처리기술에 대하여...



What matter is….
how we deal with
the chemicals !!!

정말 중요한 것은?

“관리”



오염환경의 합리적 관리 방안은?

NOT risky !!!

risky !!!

“위해성”



Do you still 
think “the GUN”
is dangerous ?

“위해 (risky)”하다는 것의 의미는?

Exposure

Risk



상황에 따른 인식의 변화...

소비자인 경우

“혹시” 해롭지는 않을까?

위해성 (잔류물질의 이용성)

관리자인 경우

처리 후 얼마나 잔류하는가?

유해성 (잔류물질의 양)



위해성 관련 환경 이슈 및 동향

국외

국내
(환경부)

브라질 리우선언

Agenda 21, 19장

실천 수단

1992년 이후

환경백서 (2001)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UNDP (1992), 『Agenda 21』 채택

위해성을 이용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
(각국에 위해성 저감 계획 수립 요구 등)

정책목표:

“수용체에 대한 위해성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

21세기 환경정책 방향

사전오염예방정책/통합환경관리정책

미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 중심으로 위해성 적용 크게 확산

위해성평가, 위해성허용수준, 위해성관리 수반하는 방법 강구



환경위해성 평가기술환경위해성 평가기술

국제환경협약
대응기술

국제환경협약
대응기술

환경기술 패러다임 변화

사후처리기술개발사후처리기술개발

지구온난화대응기술지구온난화대응기술

사전오염예방기술사전오염예방기술

사후처리기술개발사후처리기술개발

생태환경
보전/복원기술

생태환경
보전/복원기술

사전오염예방기술사전오염예방기술

사후처리기술개발사후처리기술개발

1970 ~ 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제 1세대 환경기술
(오염 사후 처리)

제 1세대 환경기술
(오염 사후 처리)

제 2세대 환경기술
(오염 사전 예방)

제 2세대 환경기술
(오염 사전 예방)

제 3세대 환경기술
(환경 보전, 복원)

제 3세대 환경기술
(환경 보전, 복원)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 년 종합계획 (환경부, 2002)



중점 환경관리요소 변화

유해성 Hazard

잔류오염농도

화학적 추출성

위해성 Risk

유효오염농도
(위해성발현농도)

생물학적 이용성

오염원 중점관리 유효노출경로 관리

기존기술 차세대기술



Perceptional risk vs. Realistic risk

상황에 따른 인식과 과학적 사실

Nuclear power ???
expert rank  20
lay rank        1



위해성 평가 | Risk Assessment

유해성 확인
Hazard

Identification

용량-반응평가
Dose-Response

Assessment

노출 평가
Exposure

Assessment

위해도 결정
Risk

Characterization

최종 결정
Control

Decision

기타 고려사항
Non-risk Elements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Hazard vs. Risk:

유해성; 오염물질이 가지는 원래의 독성

위해성; 유해성 + 노출 (exposure) + 이용성 (availability) + 확률 (probability) 



위해성 평가 | Risk Assessment

유해성 확인
• 물리화학적 성질
• 동물 독성 자료
• 역학 자료
• 환경매질과의 반응
• 발암 등급 분류

노출 평가 용량-반응 평가

환경 노출 평가 인체 노출 평가 발암 물질 비발암 물질

위해도 결정

위해도 관리

• 발암 물질 : 발암위해성
• 비발암 물질 : 유해성지수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의 절차



유해성 확인 | Hazard Identification

Source Analysis

정성적 평가 단계

- 근심이 되는 물질이 얼마나 유해 (Hazard)한가 ?

- 오염물질의 종류 및 양, 오염물질의 독성, 환경 중에서의

이동, 축적성 및 기타 화합물질에 대한 장소 특이적 자료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자료의 수집

- 역학자료, 독성자료, 인체대상 실험자료, 물리화학적 성질



용량-반응 평가 | Dose-Response Assessment

Receptor Analysis

정량적 독성 평가 단계

- 화학물질이 노출된 개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양은 ?

- 외삽 (Extrapolation) 과정과 관련한 문제:

“from high to low dose, from animal to man”

독성 영향은 발암 및 비발암 효과로 구분

- 발암 효과 : Cancer Potency Slope Factor (CSF, SF)

- 비발암 효과 : Reference Dose (RfD)



용량-반응 평가 | Dose-Response Assessment

Diagrammatic illustr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safety factor to experimental data (noncarcinogenic chronic toxicity)



노출 평가 | Exposure Assessment

Pathway Analysis

노출량 평가 단계

- 인구집단이 어느 정도의 위해 (Risk)에 처해 있는가 ?

- 노출에 따라 위해도가 결정:

노출된 인구 집단의 크기

노출의 강도 (Intensity)

노출의 빈도 (Frequency) 및 기간 (Duration)

노출경로 (흡입, 섭취, 접촉)



위해도 결정 | Risk Characterization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관리를 연결하는 과정

위해도를 정량화하는 단계

- 누가 영향을 받으며 어떠한 영향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

- 독성 평가와 노출 평가의 결과를 종합

- 발암위해도 (Carcinogenic risk)와

- 유해성지수 (Hazard Index, HI)를 이용하여 정량화

(HI = ∑ HQ)



분
석

위해성 평가 | Risk Assessment

문제의 구체화

위해성 평가자와
위해성 관리자

간의 논의
(계획 단계)

위해도 결정

위해도 관리

자료의 수집 및 검증

생태계 위해성 평가의 절차

노출의 정량화

생태학적 효과의

정량화

위해성 평가자와 관리자 간의 논의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전략 | RBRS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전략

Risk–Based Remediation Strategy

오염지역의 위해성평가를 근거로 해서

오염된 환경매질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화목표를 설정하여 복원하는 새로운 오염관리방안

US EPA, 1996, Soil Screening Guidance 
ASTM, 2000, Standard Guide for Risk-Based Corrective Action

현행제도의 문제점 :

현행 기준은 전국의 토지를 ‘가’ 및 ‘나’ 지역으로 구분하여 우려기준

초과 시 일률적인 수준으로 복원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비경제적, 

비합리적 복원사업의 우려가 있음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전략 | RBRS의 과학적 타당성

오염물질의 실질적인 위해성을 기준으로

오염지역의 복원여부를 결정하고

과학적, 경제적, 합리적인 복원기준의 설정이 가능

안전한 노출허용 수준 초과안전한 노출허용 수준 초과

완전한 노출경로 존재완전한 노출경로 존재

수용체 존재수용체 존재

실
질

적
위

해
성

실
질

적
위

해
성

유해성, 잔류오염농도, 화학적 추출 정도유해성, 잔류오염농도, 화학적 추출 정도

위해성, 독성발현농도, 생물학적 이용성위해성, 독성발현농도, 생물학적 이용성

토양의 성질, 
오염 기간 등에

따라 다름

토양의 성질, 
오염 기간 등에

따라 다름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전략 | RBRS의 과학적 타당성

지하수

10 m 사질토

용수
공급정50 m

지표면 TPH 오염
1,999 mg/kg

20 m

점토질 토양

TPH 심토 오염
10,000 mg/kg

100 m

지하수

?

오염원-이동경로-수용체 분석을 통한 RBRS 적용

Source

Receptor

Risk

Pathway
Analysis
Exposure

Route



RBRS 적용 예 (노출경로에 따른 위해성 변화)

벤젠에 오염된 지하수 섭취에 의한 위해성:

RBSL =          목표위해성*체중*평균노츨기간

경구독성치*지하수섭취율*노출빈도*노출기간

벤젠에 오염된 지하수 접촉에 의한 위해성:

RBSL =                    목표위해성*체중*평균노츨기간

피부독성치*피부면적*피부흡수율*노출빈도*노출기간

노
출
기
간
변
화

노
출
경
로
변
화

독
성
치
변
화

9.87 μg/L

241 μg/L

8.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전략 (6)



8.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전략 (4)

시간

토
양

잔
류

농
도

생물학적이용성

화학적추출성

기존 정화기준

환경친화적 종말점? 

“새로운 기준?”

합리적 복원기준 설정 가능

5) RBRS의 활용성

Environmentally

Acceptable

Endpoint



8.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전략 (5)

복원우선순위결정에 이용

5) RBRS의 활용성

0 0

25

50

75

100

0

25

50

75

100

토양오염농도 생물학적이용성 실질적 위해성

오염지역

(a) (b) (c)

A      B       C      D A      B       C      D A      B       C      D

300

200

100



위해성평가 = Science

- 위해성평가는 수용체보호에 중점

위해성관리 = Final decision-making 

- 정화방법, 비용, 시간적 요소까지 고려함

- 과학적 객관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risk communication)도 중요함

위해성 관리 | Risk Management



오염물질의 제거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수용체를 보호하고

환경매질의 고유 기능을 회복시켜

환경질을 향상시키는 것…

합리적인 환경 관리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