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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내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은 약 770여 종에 달한다. 국내 지침

에서는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매체 환경의 노출평

가가 필요하다. K-SimpleBox는 화평법에서 노출평가를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Level 3 모형이다. 모형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예측력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대부분 관측값과의 직접적인 비교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K-SimpleBox의 예측 특성을 더욱 다양하게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관측값뿐만 아니라 Level 4 모형인 

KPOP-CC를 함께 비교하였고,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예측하는 수준이 

다른 모형의 예측 특성 차이까지도 파악하였다. 연구는 9종의 물질을 대

상(관측값과의 비교는 7종)으로 4가지의 상대농도(Csoil/Cair, Cwater/Cair, 

Csoil/Cwater, Csediment/Cwater)를 비교하는 것으로 진행되었고 연구에 사용되는 

관측값 자료의 배출량이 불확실하므로 절대 농도 대신 상대농도를 이용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교는 크게 전국, 범위 값, 물성, 지역에 대한 

비교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K-SimpleBox는 전국적으로 관측값과의 차이가 2 order 내에 

있어 수용 가능한 수준을 보이지만 KPOP-CC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

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또 관측값의 95% 범위와의 비교에서 39.3%가 범

위 내에 있고 나머지 중 31.1%는 저평가, 28.6%는 고평가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물성은 모든 상대농도 쌍에서 LogKow가 두 모형 모두에서 상

관계수와 결정계수가 높게 나왔으며, Cwater/Cair, Csediment/Cwater의 LogKaw와 

Csediment/Cwater의 LogKow에서는 KPOP-CC보다 물성과의 상관계수가 컸다. 

마지막으로 K-SimpleBox의 상대농도 예측값을 KPOP-CC 격자별 예측값

과 비교했을 때 몇 물질-상대농도 쌍에서 위치적인 특징이 나타났지만,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여 평가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K-SimpleBox의 예측 특성을 다양하게 평가함으

로써 K-SimpleBox의 상대농도 예측 수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였고 물성의 



크기와 모형예측값의 관계와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예측하는 방식이 

다른 두 모형의 예측 특성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는 모형의 개선이나 개

발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추후 더욱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절대 농도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연구

는 더욱 다양한 물성을 범위로 한 물질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관측값의 배출량 관련한 연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

요하다. 

주요어 : 다매체동태모형, 상대농도, 비교, 관측값, 예측 특성

학  번 : 2018-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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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다매체동태모형이란 배출량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대기, 수계, 토양, 

저토의 다매체 환경에서 매체 간에 어떻게 분포하고 농도가 어떻게 되는

지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 잔류성과 장거리 이동특성을 가진 유해화

학물질을 식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세우기 위

해 개발되어 화학물질의 규제나 화학사고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

다(Cowan et al., 1995; OECD, 2002). 다매체동태모형은 사용 목적에 따

라서 Level 1~4로 나뉜다(OECD, 2004). Level 1은 평형 분배의 닫힌계, 

Level 2는 평형 분배의 열린계를 가정하는 정상상태 모형으로 상대적으

로 현실 반영 도가 낮다. Level 3은 유해화학물질의 이동을 비평형 분배

에서 고려한 정상상태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Level 4는 비평형 분배를 

고려한 비정상상태 동적 모형으로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다(OECD, 2004). 

모형의 Level에 따라서 모형에 입력되는 매개변수의 수나 수식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지역과 물질을 대상으로 얻은 농도 예측값

이라도 모형 간 차이를 유발한다. 하지만 이상적으로 봤을 때 유해화학

물질의 동태를 파악하는 측면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Fenner et 

al., 2005).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시행 2018. 11. 29)」에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

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정의하며, 

국내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은 약 770여 종에 달한다(환경부 2018 환

경백서; p381). 국내에서도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수준이 다른 여러 다매

체동태모형이 개발되어 사용 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한 화학물

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지침(2017)을 보면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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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가 과정 중 다매체 환경 노

출평가를 진행할 때 다매체동태모형을 사용하게 되어있다. 

K-SimpleBox 모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하, 화평법)」에서 환경영향평가 중 거동평가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사용

하는 Level 3의 한국형 다매체동태모형으로 비교적 간단하여 비전문가도 

손쉽게 가동할 수 있다. 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모형에 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었다(박정규, 2012; 김희석, 2016; Kim et al., 2016; Kim 

and Lee, 2017; 이동수, 2018). 하지만 연구는 주로 관측값과 직접적인 

비교를 통한 예측력 평가가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 모형은 예측을 통한 

예방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현실과 완벽히 일치할 수 없다. 따라서 모형

이 가지는 예측 특성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측값뿐 아니라 Level 4 모형인 KPOP-CC를 함

께 사용하여 여러 방법으로 상대농도(Csoil/Cair, Cwater/Cair, Csoil/Cwater, 

Csediment/Cwater)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K-SimpleBox의 예측 특성

을 전국, 범위 값, 물성과의 관계,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다양하게 평가

하고 나아가서 동일한 관측값을 대상으로 수준이 다른 두 모형의 예측 

특성 차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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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의 고찰

2.1 다매체동태모형의 환경 동태 기작 및 물질 수지

다매체동태모형에서 고려하는 환경 동태 기작은 이류에 의한 유출입, 

분해, 침출, 퇴적 등의 매체 내 기작과 휘발, 분자확산, 건식침적, 습식침

적, 강우 유출 등의 매체 간 기작으로 나뉜다(박정규, 2012). 

K-SimpleBox 물질 수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Brandes et al., 1996).

KPOP-CC 물질 수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장리아, 2013).

                  
  몰수   매질 내 직접배출  인접 지역으로부터 매질로의 유입  인접 지역으로의 유출  분해에 의한 제거   침출에 의한 유출  퇴적에 의한 유출   매질 간 이류  매질 간 확산

(식 1)

                    
  몰수   매질로의 직접배출  매질 내 반응생성   이류에 의한 유입   매질 간 유입  이류에 의한 유출    매질 간 유출  분해에 의한 제거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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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과 (식 2)를 보면 K-SimpleBox와 KPOP-CC는 서로 다른 수준의 

모형이지만 기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물질 수지 

방정식의 형태는 같다. 단, K-SimpleBox는 정상상태 모형이기 때문에 농

도의 시간적 변화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또 공간적 해상도

는 K-SimpleBox는 남한 지역을 하나의 상자로 표현하고 KPOP-CC는 437

개의 격자로 구분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다. 결론적으로 K-SimpleBox는 각 매체의 농도가 하나의 값으로 예측되

고 KPOP-CC는 모든 격자에 대해서 각 매체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

화하면서 예측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이

용하여 비교연구를 진행하므로 K-SimpleBox의 지역적인 예측 특성을 간

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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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측값과 다매체동태모형의 상대농도 비교연구

다매체동태모형은 특성상 농도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불확실

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관측값과의 비교를 통해서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모형과 비교하기 위하여 선정하는 관측값에

는 기준이 있다(김희석, 2016; Kim et al., 2016). 먼저, 관측이 이루어지

는 과정은 국가지침(MOE, 2011)에 따라서 정도 관리되어야 하며,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매체별 관측값이 존재해야 한다. 또, 매체별 관측 기간의 

차이는 최대 6개월이 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측값이 적

어도 연속하여 3년 이상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관측값을 

선정하더라도 관측값에 대한 배출원이 다양하므로 배출량이 불확실하다

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현실적으로 배출량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데, 다매체동태모형은 배출량을 기반으로 매체별 농도를 예측하

는 도구이므로 배출량이 불확실하면 절대 농도의 크기를 신뢰할 수 없

다. 하지만 상대농도는 매체 간 농도비를 뜻하는 것으로서 모형의 매체 

간 분배 예측은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서 좌우되므로 배출량에 영향을 받

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모형과 관측값을 비교할 때 상대농도를 

사용하여 비교한다(D. van de Meent, 1995; Struijs and Peijnenburg, 

2002; Lee et al., 2004; Jung et al., 2010; Lee et al., 2012; Song et al., 

2014). 

기존의 연구에서도 다매체동태모형예측값과 관측값의 상대농도 비교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K-SimpleBox와 KPOP-CC 

모형과 관측값 간 비교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래 기술하였다. 

먼저 김희석 (2016)의 연구에서는 K-SimpleBox의 기존 예측력 저평가

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감도 분석 및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후 

최적화된 K-SimpleBox을 이용하여 모형의 예측력 및 불확실성을 5쌍의 

상대농도(Csediment/Cwater, Csediment/Csoil, Cwater/Cair, Csoil/Cair, Cwater/Csoil)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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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관측값과의 2 order 이내의 차이를 보였으며 

30배 이내의 비율이 98.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4.3

배의 차이를 2.4배 차이로 개선되었고 30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 또한, 

12번에서 3번에서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이 연구에서는 Csoil/Cair 매체에

서 주로 저 혹은 고평가가 되었고 원인으로 저평가의 경우 분자량이 작

은 물질들의 입자상의 비율을 저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입자상 

비율의 저평가는 대기로부터의 침적이 작아지고 이는 토양은 농도가 작

고 대기는 농도가 높다고 설명한다. 또 과평가는 주로 분자량이 큰 물질

들의 대기로부터의 습식침적이 과 계상되는 것을 원인으로 말한다. 

다음으로 장리아 (2019)의 연구에서는 KPOP-CC의 상대농도 예측값을 

평가하기 위하여 PCDDs/DFs(HxCDF, OCDF)를 매체 간 상대농도(Csoil/Cair, 

Cwater/Cair, Csoil/Cwater)에서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

로 모형예측값의 상대농도가 실측값의 상대농도와 2 order 이내의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값 기준으로 Csoil/Cwater에서 1~1.5 

order, Cwater/Cair에서는 중앙값이 1 order, Csoil/Cair에서 0.5~1.5 order 이내

의 차이를 보였다. 기존의 연구(Bakker et al., 2003; Struijs and 

Peijnenburg, 2002)에서 상대농도 비교 결과 1~2 order 이내의 차이는 수

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형을 신뢰할만하다고 말하며, 저평

가의 경향을 보이는 이유로 모형은 대기 고도가 균질한 상태를 가정하므

로 대기 고도 내에서는 평균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실제 비

균질한 관측값과의 비교에서 낮게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관측 장소의 

특성을 산업, 도시, 농업, 시골 등으로 세분화하더라도 결측치를 제외하

면 상당 부분 산업단지에서 관측한 값이 많고, 이를 원인으로 설명한다. 

위와 같은 연구에서 상대농도 비교를 통해 두 모형의 상대농도 예측

력에 대한 수치를 얻었지만 어떤 모형이 더 예측력이 높다고 말할 수 없

다. 비교연구의 대상 물질과 물질들의 관측값 조건이 연구에 따라 다르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동일한 관측값과의 비교를 통해서 모

형 간 상대농도 예측 수준을 비교할 수 있고, 나아가서 기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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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대농도 범위와의 비교, 지역적인 비교 등 더 

다양한 방식의 비교를 통해서 새로운 예측 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 또

한, 기존의 연구보다 더욱 다양한 물성을 가진 물질들을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물성에 따라 예측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 가능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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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매체동태모형 간 비교연구

다매체동태모형 간 비교연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모형이 개

발되고 있는 상황에 반해 부족한 현실이다. 

국내의 경우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물질에 대한 다매체 동

태 예측, 기후변화의 영향 등을 고려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여러 다

매체동태모형이 개발되고 있지만, 국내 문헌 중에서 다매체동태모형의 

비교연구는 많지 않다. 직접적인 다매체동태모형 간 비교는 하지 않지만 

14개의 모형을 선정한 뒤 각 모형의 구동 특징이나 적용지역의 규모, 분

석 대상 물질 등의 측면에서 분석연구를 진행하여 도시 및 산단 지역에

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해화학물질의 동태를 예측하고 모형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전부이다

(유선녀와 이우균, 2015). 

반면 국외의 경우에는 몇 가지 비교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는 POPs 물질에 대한 환경오염 평가, 위해성 평가, 새로운 오염

물질의 평가를 위해서 다양하게 모형이 개발될 때 모형들의 구획검토와 

특정 POPs 물질의 동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로서 주로 PCBs

나 PBDEs 등 하나의 물질 군을 대상으로만 연구가 진행되었다(Wania et 

al., 2003; Shatalov et al., 2004; 2005).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모형에서 발생하는 차이점을 특징짓기 위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제 물질을 대상으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매개

변수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성이 다른 가상의 화학물질 다수

를 사용해서 모형 비교를 진행하였다(Fenner et al., 2004; 2005). 

세 번째는 모형의 새로운 활용능력에 대한 발견을 목적으로 두고 비

교가 이루어졌다. 수준이 같은 모형 두 개를 대상으로 특정 물질을 대상

으로 예측력 연구가 진행되었고 단일상자 모형도 공간적인 예측이 가능

하다는 결과를 얻었다(Hollander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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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수준의 모형 두 개를 68

개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해서 관측값과의 비교를 진행한 연구가 있다

(Kawamoto et al., 2000). 연구의 결과로 물질에 따른 두 모형의 상관성

이 비슷하므로 어떠한 모형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관측

값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모형들의 예측값이 관측값보다 저평가되는 경향

을 보였다.

이처럼 기존에도 모형 간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대상 물질

의 수나 물질의 물성 범위가 한정적이고 연구의 수도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물성의 범위가 다양한 실존 물질을 대

상으로 하여 다른 수준의 모형예측값을 관측값 상대농도와 여러 방법으

로 비교한다. 이를 통해서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모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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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남한 지역(위도 124ﾟ-130ﾟE, 경도 33ﾟ-39ﾟ
N)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1>에서 K-SimpleBox와 KPOP- CC의 범위를 

나타내었는데, K-SimpleBox는 남한 지역을 하나의 상자(Region)로 가정하

여 매체별(air, water, soil, sediment) 배경농도를 예측한다. 

KPOP-CC는 남한 지역의 대기를 437개의 격자(23*19)로 나누고 있으며, 

437개의 대기 격자 중 136개의 격자가 남한 토지 면적에 해당한다. 따라

서 136개의 격자마다 매체별(air, water, soil, sediment) 농도를 예측한다. 

본 연구는 KPOP-CC의 격자별 상대농도 예측값과 K-SimpleBox의 단일 

상대농도 예측값을 활용하여 비교연구를 진행한다. 

(b)(a)

Region

<그림 1> K-SimpleBox와 KPOP-CC의 범위

Note : (a)는 K-SimpleBox의 범위를, (b)는 KPOP-CC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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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의 방법

3.2.1 대상 물질

유해화학물질의 물성에 따라서 환경 매체에 어떻게 분포하는지가 달

라진다(Mackay and Paterson, 1986). 그리고 모형연구에서 다양한 물성을 

선정하는 것은 모형연구에서 야기되는 편향성을 줄일 수 있다(Kim and 

Lee, 2017).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상 물성에 따라서 변화하는 추세를 파

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물성을 가진 물질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K-SimpleBox와 KPOP-CC 두 모형에서 예측할 수 있고 관측값이 존재하

는 물질을 대상으로 물성의 범위를 넓게 하여 대상 물질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유해화학물질은 VOCs 2종(Benzene, Ethylbenzene), PAHs 3종

(Fluorene, Fluoranthene, Benzo-b-fluoranthene), PBDEs 2종(2,2′,4,4′

-tetra-bromo diphenyl ether, 2,2′,3,4,4′,5′,6-hepta-bromodiphenyl 

ether), PCDDs/DFs 2종(1,2,3,4,6,7,8,9-OCDD, 1,2,3,4,7,8-HxCDF)의 총 9종

의 유해화학물질을 대상 물질로 사용하고 <표 1>에 대상물질의 약어를 

나타내었고, <그림 2>에서 9종 물질에 대한 물성 범위를 나타내었다. 

Group Chemical Abbreviation

VOCs
Benzene Ben

Ethylbenzene EB

PAHs

Fluorene Flu

Fluoranthene Flr

Benzo-b-fluoranthene Bbf

PBDEs

2,2′,4,4′-tetra-bromodiphenyl ether BDE47

2,2′,3,4,4′,5′,6-hepta-
bromodiphenyl ether

BDE183

PCDDs/DFs
1,2,3,4,6,7,8,9-OCDD OCDD

1,2,3,4,7,8-HxCDF HxCDF

<표 1> 대상 물질 9종의 명칭과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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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상 유해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범위

(a)는 logKow-Vapor Pressure를 나타낸 그래프이고 (b)는 logKow-Henry’s law constant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2> 대상 유해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범위

Note : (a)는 LogKow-Vapor Pressure를 나타낸 그래프이고 (b)는 LogKow-Henry’s law constant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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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대상 모형 및 관측값

3.2.2.1 K-SimpleBox

K-SimpleBox은 유럽에서 사용되는 EU SimpleBox를 국내에 맞게 최적

화한 것으로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농도를 Screening 수

준에서 예측하는 Level 3의 정상상태 모형이다. 남한 지역을 국지적

(Region), 지역적(Local) 범위로 나눈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모형은 약 

1090여 개의 매개변수로 구성되며, 국내의 환경 공간 평가를 위해 직접

적인 하나의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매개변수는 약 270개로 이루어진다. 

이 중 기본 매개변수는 112개로 기상매개변수와 물성 매개변수, 환경매

개변수로 구분한다(박정규, 2012; 이동수, 2018). 이처럼 입력값이 하나의 

값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개변수 값 하나가 국내 환경 전체를 잘 대표

하는지가 중요하다. 

K-SimpleBox는 시·공간적인 해상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입력된 모

든 물질을 대상으로 매체별 하나의 농도를 예측한다. Level 3 모형인 만

큼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고 계산속도가 빠르므로 비전문가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화평법에서 화학물질 등록 시 

요구하는 화학물질안전성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환경 노출평가의 공식적

인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K-SimpleBox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필요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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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KPOP-CC

KPOP-CC 모형은 기후변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환경 중 동태 변

화를 파악하여 노출량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위해성의 변화

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기반을 갖추기 위해 개발된 Level 4 모형이다. 기후변화 이전 50년

의 측정 기상자료와 기후변화 이후를 예측한 95년의 가상 기상자료로 총 

145년의 기상자료를 반영한다. 또한, 776개의 유역 특성이 반영되어 있

어 공간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농도를 예측하고 이러한 농도를 437개의 

대기 격자에 대해서 나타낸다. 이처럼 KPOP-CC는 시공간적인 해상도를 

모두 가지는 비정상상태 모형이므로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비전문가가 이용하기 어렵고 K-SimpleBox에 비하여 농도 계산속도가 느

리고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입력 기간 만큼의 농도를 격자마다 예측한다

(이동수, 2016).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 이전 50년

에 대한 모형의 예측값을 활용하고 물질마다 정상상태를 평가하여 선정

한 기간만큼의 자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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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관측값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얻을 자료를 활용한다. 

관측값은 국가지침(MOE, 2011)에 따라 관측하여 얻었으며, 전체적으로 

1999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VOCs 2002-2014, PAHs 1999-2014, 

PBDEs 2008-2012, PCDDs/DFs 1999-2009)동안 대기 82곳, 수계 92곳, 토

양 107곳, 저토 72곳으로 총 353곳에서 측정되었다. 관측 장소의 경우 

도시, 산업, 농지 등의 주요 토지 유형들을 포함하며(김희석, 2016), 물질

에 따라서 측정 장소의 수와 관측자료의 수가 다르다. <부록 1>에는 대

상 물질별 측정 장소(Area)의 수와 농도 데이터(ConcData)의 수를 매체

별로 나타내었고 <부록 2>에서 관측지역 및 지역 특성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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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상대농도 비교 조건

3.2.3.1 대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모형의 범위

모형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다매체동태모형을 비교 가

능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K-SimpleBox과 KPOP-CC의 경우 각 모형의 

수준과 특성, 사용 용도가 다르므로 완전히 같은 조건을 조성할 수 없

다. 따라서, 최대한 동일한 조건에서 모형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Klepper et al., 1999; Hollander et al., 2007). 하지만 각 모형

에 입력되는 프로세스 수식은 모형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수

정하지 않고 대상 물질의 물성 매개변수와 모형이 커버하는 범위를 동일

하게 해야 한다(Hollander et al., 2007). 

K-SimpleBox은 최적화가 진행된 상태이다(이동수, 2018). 따라서 매개

변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형 최적화에 사용되

지 않은 매개변수를 조정한다. 대상 물질에 대한 물성 매개변수를 조정

하였고, 토지 면적과 그에 따른 분율을 조정하였다. 

<부록 3>에서 연구에서 사용한 대상 물질의 물성에 대해서 나타내었

다. 그리고 <표 2>에는 본 연구에서 변경한 변수에 대해서 K-SimpleBox

와 KPOP-CC 그리고 변경 값을 나타내었다. 이때, 토지 면적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은 K-SimpleBox의 경우 남한을 하나의 상자로 생각하기 때문

에 남한 국토면적 값이 반영되고, KPOP-CC의 경우는 남한을 격자로 나

눌 때 반영되는 토지 면적에 도서 지역(제주, 울릉 등)은 포함되지 않는

다. 그에 따라서 전체 면적과 토지를 이루고 있는 토양, 물, 식생 등의 

분율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자료로 구성

된 모형인 KPOP-CC의 크기를 K-SimpleBox에 반영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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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K-SimpleBox KPOP-CC K-SimpleBox 
adjustment

Land Area (m2) 1.00E+11 9.34E+10 9.34E+10

Ocean Area (m2) 6.06E+10 3.00E+11 3.00E+11

Water fraction 0.028 0.023 0.023

NaturalSoil fraction 0.645 0.672 0.672

AgriculturalSoil 
fraction 0.196 0.243 0.243

OtherSoil fraction 0.131 0.062 0.062

<표 2> 조정한 매개변수에 대한 두 모형의 값과 변경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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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KPOP-CC 정상상태 가정

정상상태 모형인 K-SimpleBox과 비교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상

태 모형인 KPOP-CC의 정상상태를 가정해야 한다. 매체 간 상대농도에

서 정상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각 매체에서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을 때이고 둘째, 매체 간의 농

도가 동일하게 증가 혹은 감소하여 그 비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른 상대농도의 기울기가 0과 유의하게 다르

지 않다면 통계적으로 정상상태라고 할 수 있다(김희석, 2016; Kim et 

al., 2016). KPOP-CC의 경우, 격자마다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변하고 변

하는 패턴은 매체마다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 방법 중에서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정상상태를 가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POP-CC를 기후변화 이전 50년의 시간적 해상도를 

사용해서 예측 결과를 얻었고 대상 물질마다 정상상태라 할 수 있는 기

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정상상태 도달 기간이 긴 토양을 포함한 

상대농도(Csoil/Cwater, Csoil/Cair)의 기울기를 파악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을 때를 정상상태라고 판단하였

다. 

50년을 기준으로 뒤쪽으로 갈수록 정상상태일 확률이 높으므로 뒤에

서 5년(45-50년)을 기준으로 하되 136개의 격자 중 90% 이상의 격자에서 

정상상태를 만족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3>에서 대상 물질별 

사용 기간과 136개의 격자 중에 몇 퍼센트의 격자에서 이를 만족하는지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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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term (year) Csoil/Cwater Csoil/Cair

Ben 10 97.1% (132/136) 100% (136/136)

EB 10 100% (136/136) 100% (136/136)

Flu 5 97.8% (133/136) 100% (121/136)

Flr 5 100% (136/136) 100% (130/136)

Bbf 5 100% (136/136) 100% (133/136)

BDE47 5 100% (136/136) 100% (136/136)

BDE183 5 96.3% (131/136) 100% (136/136)

OCDD 3 100% (136/136) 99.3% (135/136)

HxCDF 5 91.9% (126/136) 100% (136/136)

<표 3> 대상 물질별 사용 기간 및 조건을 만족하는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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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관측값 데이터 정리 및 정상상태 가정

두 모형과 비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측값 데이터의 정리가 필요하

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한 지역에서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 차이

를 두고 관측한 매체별 농도를 이용하여 상대농도(Csoil/Cair, Cwater/Cair, 

Csoil/Cwater, Csediment/Cwater)를 구하였다. 이때, VOCs(Ben, EB)의 경우 관측

값의 수가 대기에서 월등히 많아 기본적으로 상대농도를 이루는 수가 부

족할 뿐 아니라 총 관측 기간이 연속하여 3년이 되지 않아 관측값과 모

형예측값 비교연구에 대상 물질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제외한 7개의 

물질을 대상으로 물질마다 연도별 기하평균을 나열하고 KPOP-CC와 마

찬가지로 회귀분석을 하여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을 때를 

정상상태라고 판단하였다. <표 4>에서 상대농도 쌍별 대상 물질의 관측

값 기간과 기하평균과 범위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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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첫 번째 괄호 안에 관측값의 기간, 기하평균 그리고 두 번째 괄호 안에 

상대농도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Chemical Csoil/Cair Cwater/Cair

Ben - -

EB - -

Flu (01~04) 5.28E+05 
(6.93E+04 - 4.07E+06)

(02~04) 1.06E+03 
(5.47E+02 - 3.07E+03)

Flr (01~04) 6.14E+06 
(1.11E+06 - 3.88E+07)

(01~04) 5.83E+02 
(3.95E+02 - 8.83E+02)

Bbf (01~04) 1.26E+07 
(2.52E+06 - 9.79E+07)

(01~04) 3.04E+02 
(1.02E+02 - 6.64E+02)

BDE 47 (09~12) 1.63E+08 
(3.73E+07 - 7.52E+08)

(08~10) 1.25E+04 
(6.62E+03 - 2.15E+04)

BDE 183 (08~12) 1.40E+09 
(5.11E+08 - 3.65E+09)

(08~11) 1.70E+04 
(6.28E+03 - 1.19E+05)

OCDD (01~09) 8.44E+08 
(3.41E+07 - 4.33E+11)

(02~09) 2.58E+04 
(1.08E=03 - 1.48E+07)

HxCDF (01~09) 6.73E+07 
(3.66E+07 - 2.27E+08)

(02~09) 5.25E+03 
(2.08E+03 - 2.94E+04)

<표 4> 관측값의 기간 및 상대농도 기하평균과 범위

Chemical Csoil/Cwater Csediment/Cwater

Ben - -

EB - -

Flu (02~04) 2.83E+02 
(2.01E+02 - 2.80E+02)

(02~04) 5.55E+02 
(2.04E+02 - 1.90E+03)

Flr (01~04) 1.10E+04 
(4.26E+03 - 9.83E+04)

(99~04) 9.32E+03 
(2.01E+03 - 4.47E+04)

Bbf (01~04) 3.92E+04 
(1.23E+04 - 2.96E+05)

(99~04) 2.58E+04 
(9.64E+03 - 1.11E+05)

BDE 47 (08~12) 3.02E+03 
(2.08E+03 - 7.98E+03)

(08~12) 1.96E+04 
(1.02E+04 - 2.88E+04)

BDE 183 (08~12) 1.90E+04 
(2.97E+03 - 1.74E+05)

(08~12) 5.04E+04 
(2.10E+04 - 2.65E+05)

OCDD (00~09) 1.91E+04 
(1.13E+04 - 6.34E+04)

(00~09) 1.28E+04 
(3.99E+03 - 7.71E+04)

HxCDF (00~06) 1.66E+04 
(1.32E+04 - 1.85E+04)

(00~09) 1.72E+04 
(1.16E+04 - 2.15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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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상대농도 비교

 

본 연구는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관측값과 모형예측값의 상대농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먼저 전국

을 대상으로 관측값과 두 모형예측값 상대농도 기하평균을 비교하고, 관

측값의 95% 범위와 두 모형예측값 상대농도를 비교한다. 이때 KPOP-CC

의 경우 K-SimpleBox와 달리 범위가 있기에 관측값과 범위 간 비교를 

진행하며 해당하는 수준 또한 범위로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관측값 및 

예측값 상대농도와 물성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대상 물성은 기존 문헌

(김희석, 2016)에서 진행된 상관분석을 토대로 상대농도 쌍별로 관련 있

는 물성을 선정하여 진행한다. 

둘째, K-SimpleBox와 KPOP-CC 두 모형 간 상대농도 비교이다. 모형 

간 비교에서는 관측값과의 비교에서 사용하지 못한 VOCs 물질을 포함하

여 진행한다. 전국 상대농도 기하평균을 비교하고, KPOP-CC의 95% 범

위와 K-SimpleBox 상대농도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KPOP-CC의 격자별 

상대농도 값을 이용하여 K-SimpleBox의 상대농도 예측값이 어떠한 위치

에서 저, 고평가하는지 평가를 진행한다. 이는 KPOP-CC의 격자별 상대

농도 기하평균 범위와 K-SimpleBox 상대농도 예측값을 비교하여 평가하

고 저평가 혹은 고평가되는 지역의 위치를 우선 파악하는 것으로 진행한

다. 

이러한 비교과정을 통해서 K-SimpleBox의 예측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

악할 수 있고, 공통된 관측값을 사용하여 두 모형과 비교하므로,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농도를 예측한 수준이 다른 두 모형의 예측 특성의 차

이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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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결과

4.1 관측값과 모형예측값 상대농도 비교

4.1.1 전국 상대농도 기하평균 비교

<그림 3>에서 관측값과 K-SimpleBox 예측값 그리고 관측값과 

KPOP-CC 예측값 상대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20배 이상 차이를 보

이는 물질에 대해서 표시하였다. 전국 상대농도 기하평균을 비교한 결과 

두 모형예측값과 관측값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2 order 이내인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관측값과의 차이가 1 order 이내에 있는 비율은 두 모형 

모두 85.7%(전체 28개 중 24개)였으며, 관측값과 차이가 5배 이내에 있는 

비율은 KPOP-CC(78.6%)가 K-SimpleBox(60.7%)보다 많았고, 관측값과의 

상관계수 역시 KPOP-CC(0.89)가 K-SimpleBox(0.3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두 모형 간 상관계수는 0.51이었다. 따라서 두 모형 다 수용 가

능한 수준을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 KPOP-CC가 좀 더 관측값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K-SimpleBox의 예측값 상대농도가 관측값 범위 내에서 어느 

수준에 있는지 확인한 결과 총 28개 중 11개의 상대농도 쌍만이 관측값 

상대농도 범위 내에 있었다. 범위에 속하지 않은 17개의 쌍 중에 9개 쌍

에서는 저평가가, 8개 쌍에서 고평가가 되었다. Cwater/Cair 쌍에서는 

HxCDF를 제외한 모든 물질이 범위 밖에 있고 Csediment/Cwater 쌍에서는 

Flr, HxCDF를 제외한 물질이 범위 안에 있었다. <표 7>에서 관측값 범위

안에서 K-SimpleBox가 몇 % 수준에 있는지를 나타내었고 <부록 2>에서 

관측값과 K-SimpleBox, KPOP-CC의 상대농도를 비교한 그래프를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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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관측값과 모형예측값의 전국 상대농도 기하평균 비교

Note : (a)는 관측값과 K-SimpleBox, (b)는 관측값과 KPOP-CC의 전국 상대농도 

기하평균 비교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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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관측값 95% 범위와 모형예측값 상대농도 비교

<그림 4>에 상대농도 쌍별 관측값과 KPOP-CC 예측값의 95% 범위와 

K-Simple Box 상대농도를 비교한 것을 나타내었고, <표 5>에 관측값 

95% 범위에 대한 두 모형의 수준을 상대농도 쌍별로 나타내었다. 관측

값 95% 범위와 비교한 결과 KPOP-CC는 14쌍(50%)에서, K-SimpleBox는 

11쌍(39.3%)에서 관측값 범위 내에 존재하였다. Csediment/Cwater에서만 

K-SimpleBox 예측값이 범위 내에 더 많이 존재하였다. 범위 내에 있지 

않은 물질-상대농도 쌍을 살펴보면 K-SimpleBox는 9쌍(32.1%)에서 저평

가되고 8쌍(28.6%)에서 고평가되었다. KPOP-CC는 11쌍(39.3%)에서 저평

가되고 3쌍(10.7%)에서 고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두 모형에서 

같은 경향(저평가 혹은 고평가)을 보이는 물질-상대농도 쌍은 8개였다. 

이처럼 K-SimpleBox는 범위 내 존재, 저평가, 고평가되는 쌍의 수가 비

슷하고 KPOP-CC는 범위 내 존재가 가장 많고 나머지 대부분은 저평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KPOP-CC가 K-SimpleBox에 비해서 관측값 범위 내

에 더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형이 예측하는 방식에 있다. K-SimpleBox

는 하나의 예측값을 얻지만, KPOP-CC는 격자별 예측값을 얻어 범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26 -



- 27 -



- 28 -



- 29 -



- 30 -

K-SimpleBox

<그림 4> 관측값, KPOP-CC 95% 범위와 K-SimpleBox 상대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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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mpleBox Csoil/Cair Cwater/Cair Csoil/Cwater Csediment/Cwater

Flu 28% (1.20) under estimated (1.24) over estimated 65%

Flr 62% (5.47) over estimated (2.44) under estimated (1.37) under estimated

Bbf (1.20) over estimated (10.50) over estimated 15% 15%

BDE47 (1.25) under estimated (3.68) under estimated (2.48) over estimated 37%

BDE183 (14.45) under estimated (3.99) under estimated 50% 17%

OCDD (1.20) under estimated (1.61) under estimated (1.07) over estimated 79%

HxCDF 87% 25% (2.59) over estimated (1.27) over estimated

<표 5> 관측값 95% 범위에 대한 모형의 수준

KPOP-CC Csoil/Cair Cwater/Cair Csoil/Cwater Csediment/Cwater

Flu 30~40% (1.15) under estimated (1.60) over estimated (1.35) under estimated

Flr (1.21) under estimated ~ 
15% (1.03) over estimated (2.50) under estimated (5.55) under estimated

Bbf 55~70% 12% ~ (2.85) over 
estimated 15~80% (1.60) under estimated

BDE47 (2.10) under estimated ~ 8% (2.12) under estimated ~ 
6%

75% ~ (1.54) 
over estimated (1.31) under estimated

BDE183 (3.30) under estimated (1.27) under estimated ~ 
52% 27~70% 12~25%

OCDD (1.94) under estimated 27~40% (2.56) under estimated 83~87%

HxCDF (1.04) under estimated 45~82% (2.20) under estimated (1.04) over estimated

Note : 괄호 안에 얼마나 저평가, 고평가되는지 배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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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관측값 및 모형예측값 상대농도와 물성과의 관계

상대농도와 물성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LogKow 

(octanol-water coefficient)를 모든 상대농도 쌍과 비교하고 추가로 

Csoil/Cair는 LogKoa(octanol-air coefficient), Cwater/Cair는 LogKaw(air-water 

coefficient), Csediment/Cwater는 LogKaw(air-water coefficient)와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관측값과 두 모형예측값 상대농도와 물성과의 상관계수를 파

악하고 관측값과 예측값의 상대농도 비(모형예측값/관측값)와 물성 간 상

관계수와 결정계수(R2:R-squared)를 파악하였다. <그림 5~8>에 상대농도 

쌍별 물성과 상대농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표 6~9>에서 각각

의 상관계수와 결정계수를 정리하였다. 

Csoil/Cair : LogKow와는 관측값 0.94, KPOP-CC 0.83, K-SimpleBox 0.72

로 양의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모형값과 관측값 상대농도 비와 물성 간 

관계에서 K-SimpleBox/관측값은 –0.53을, KPOP-CC/관측값은 –0.68로 두 

모형 모두 음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결정계수는 K-SimpleBox/관측값 

0.283, KPOP-CC/관측값 0.457이었다. 이는 LogKow가 증가할수록 관측값

보다 모형의 상대농도 예측값이 저평가되는 정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

다. KPOP-CC가 K-SimpleBox보다 LogKow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두 모형 

모두 LogKow값이 작을 때 관측값과의 상대농도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LogKoa와는 관측값 0.92, KPOP-CC 0.92, K-SimpleBox 0.85로 양

의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상대농도 비와 물성 간 관계에서 K-SimpleBox/

관측값은 –0.37을, KPOP-CC/관측값은 –0.52로 LogKow와 마찬가지로 두 

모형 모두 음의 상관계수를 얻었다. 결정계수는 K-SimpleBox/관측값 

0.133, KPOP-CC/관측값 0.271로 LogKow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LogKow와 

마찬가지로 LogKoa가 증가할수록 관측값과 모형값의 차이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며 LogKoa가 작을수록 관측값과 유사한 상대농도 예측력을 보

인다. KPOP-CC가 K-SimpleBox에 비해서 LogKoa값의 크기에 영향을 많

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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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ater/Cair : LogKow와는 관측값 0.80, KPOP-CC 0.83, K-SimpleBox 

-0.08의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상대농도 비와 물성 간 관계에서 

K-SimpleBox/관측값은 –0.64, KPOP-CC/관측값은 –0.4로 Csoil/Cair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결정계수는 K-SimpleBox/관측값 0.405, KPOP-CC/관측

값 0.158로 나타났다. LogKow가 작을 때, 상대농도 예측값은 관측값에 비

해 크다가 LogKow가 증가하면서 예측값이 관측값에 비해 작아지는 경향

을 보인다. 공통적으로 LogKow값이 5.5~6 사이일 때, 가장 상대농도 예측

력이 좋았다. LogKaw와는 관측값 0.06, KPOP-CC -0.21, K-SimpleBox –
0.65로 음의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상대농도 비에서는 K-SimpleBox/관측

값 –0.3, KPOP-CC/관측값 -0.35로 위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결정계수는 

K-SimpleBox/관측값 0.090, KPOP-CC/관측값 0.124로 나타났다. 모형값과 

관측값 사이의 경향은 LogKow와 유사하며, Logkaw값이 –4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예측이 정확하다. K-SimpleBox가 KPOP-CC보다 LogKaw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오히려 관측값이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Csediment/Cwater : LogKow와는 관측값 0.67, KPOP-CC 0.96, K-Simple Box 

0.91로 양의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상대농도 비에서 상관계수는 

K-SimpleBox/관측값 0.4, KPOP-CC/관측값 0.81로 양의 상관계수를 보였

다. 결정계수는 K-SimpleBox/관측값 0.159, KPOP-CC/관측값 0.661이었다. 

예측값과 관측값의 경향을 보면 LogKow값이 7.5정도 수준에서 가장 예

측력이 좋았고 이보다 작아질수록 예측값이 관측값에 비해 저평가되고, 

증가할수록 고평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KPOP-CC가 K-SimpleBox보다 

LogKow값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LogKaw와는 관측값 -0.80, KPOP-CC 

-0.53, K-Simple Box -0.55로 양의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상대농도 비에

서 상관계수는 K-SimpleBox/관측값 0.45, KPOP-CC/관측값 0.02로 양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결정계수는 K-SimpleBox/관측값 0.199, KPOP-CC/관

측값 0.000이었다. 예측값과 관측값의 물성에 따른 경향을 보면 

K-SimpleBox는 LogKaw가 –3정도 일 때 가장 예측력이 좋았으며 작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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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저평가되고 커질수록 고평가되었다. 반면 KPOP-CC는 전체적으로 

관측값에 비해서 저평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Csoil/Cwater : LogKow와 관측값 0.61, KPOP-CC 0.51, K-SimpleBox 0.92

로 양의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상대농도 비에서는 K-SimpleBox/관측값 

0.5, KPOP-CC/관측값 –0.26로 서로 다른 방향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결

정계수는 K-SimpleBox/관측값 0.253, KPOP-CC/관측값 0.067로 나타났다. 

예측값과 관측값 간의 경향을 보면 K-SimpleBox는 LogKow가 5.5~6일 때 

가장 예측력이 좋으며 작아질수록 저평가되고 커질수록 고평가되는 경향

을 보인다. KPOP-CC는 LogKow가 4.5이하로 내려갈 때 정확도가 높아지

고 증가할수록 관측값에 비해서 저평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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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soil/Cair에서 물성과 상대농도 쌍별 상대농도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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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Coefficient (R2)
monitoring data KPOP-CC K-SimpleBox

K-SimpleBox

/monitoring data

KPOP-CC

/monitoring data

LogKoa 0.92* 0.92* 0.85* -0.37 (0.133) -0.52 (0.271)

LogKow 0.94* 0.83* 0.72 -0.53 (0.283) -0.68 (0.457)

monitoring data 0.88* 0.71

KPOP-CC 0.89*

<표 6> Csoil/Cair에서 물성과 상대농도 간 상관계수 및 결정계수(R2)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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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water/Cair에서 물성과 상대농도 쌍별 상대농도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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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Coefficient (R2)
monitoring data KPOP-CC K-SimpleBox

K-SimpleBox

/monitoring data

KPOP-CC

/monitoring data

LogKaw 0.06 -0.21 -0.65 -0.30 (0.090) -0.35 (0.124)

LogKow 0.8* 0.83* -0.08 -0.64 (0.405) -0.4 (0.158)

monitoring data 0.82* -0.47

KPOP-CC 0.07

<표 7> Cwater/Cair에서 물성과 상대농도 간 상관계수 및 결정계수(R2)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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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sediment/Cwater에서 물성과 상대농도 쌍별 상대농도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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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Coefficient (R2)
monitoring data KPOP-CC K-SimpleBox

K-SimpleBox

/monitoring data

KPOP-CC

/monitoring data

LogKaw -0.80* -0.53 -0.55 0.45 (0.199) 0.02 (0.000)

LogKow 0.67 0.96* 0.91* 0.4 (0.159) 0.81* (0.661)

monitoring data 0.80* 0.84*

KPOP-CC 0.99*

<표 8> Csediment/Cwater에서 물성과 상대농도 간 상관계수 및 결정계수(R2)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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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soil/Cwater에서 물성과 상대농도 쌍별 상대농도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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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Coefficient (R2)
monitoring data KPOP-CC K-SimpleBox

K-SimpleBox

/monitoring data

KPOP-CC

/monitoring data

Logkow 0.61 0.51 0.92* 0.5 (0.253) -0.26 (0.067)

monitoring data 0.63 0.75

KPOP-CC 0.65

<표 9> Csoil/Cwater에서 물성과 상대농도 간 상관계수 및 결정계수(R2)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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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K-SimpleBox와 KPOP-CC 상대농도 비교

4.2.1 전국 상대농도 기하평균 비교

모형 간 비교에는 VOCs 물질을 포함하여 진행하였고 전국적인 관점

에서 두 모형의 상대농도 기하평균을 비교한 결과 전체 36개의 상대농도 

쌍 중 32개(88.9%)가 1 order 이내의 차이를 보인다. 1 order 이내에 있

지 않은 4개 중 3개의 상대농도는 20배 이하의 차이를 보이며, 

Csediment/Cwater에서 EB는 약 159배 차이가 났다. 두 모형 간 상관계수는 

0.51였다. <그림 9>에 K-SimpleBox와 KPOP-CC의 상대농도 나타낸 그래

프를 나타내었고 20배 이상 차이를 보인 EB를 표시하였다. 

<그림 9> K-SimpleBox와 KPOP-CC의 전국 상대농도 기하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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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KPOP-CC 95% 범위와 K-SimpleBox 상대농도 비교

<그림 4>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KPOP-CC의 상대농도 95% 범위와 

K-SimpleBox 상대농도 예측값을 비교한 결과 총 36개의 상대농도 쌍 중 

5개(13.9%)만이 범위 내에 존재하였고 21개(58.3%)는 과평가, 9개(25%)는 

저평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0>에 물질-상대농도 쌍별 KPOP-CC 

95% 범위에 대하여 K-SimpleBox 예측값이 어떠한 수준을 보이는지 나타

내었다. 이때, 몇 배의 차이만큼 저평가 혹은 고평가되는지 괄호 안에 

나타내었다. 이렇게 과평가되는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관측값과의 

비교에서 K-SimpleBox는 과평가 혹은 저평가되는 비율이 비슷한 데 반

해 KPOP-CC는 압도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많이 보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물질에 따라서 보면 Flu, Bbf, BDE47, BDE183 4가지의 물질에

서는 적어도 하나의 상대농도 쌍에서 범위 내에 존재하였으며, BDE183

에서 범위 내 존재하는 상대농도 쌍이 2개로 가장 많았다. 반면 Ben, 

EB, Flr, OCDD, HxCDF는 어떠한 상대농도 쌍에서도 범위 내에 존재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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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괄호 안에 얼마나 저평가, 고평가되는지 배수를 나타내었다. 

Chemical ConcRatio KPOP-CC
K-SimpleBox Chemical ConcRatio KPOP-CC

K-SimpleBox

Ben

Csoil/Cair
(2.25) 

over estimated

BDE47

Csoil/Cair 80%

Cwater/Cair
(1.06)

under estimated Cwater/Cair
(1.69) 

under estimated

Csoil/Cwater
(2.94)

over estimated Csoil/Cwater
(1.60)

over estimated

Csediment

/Cwater

(16.96)
over estimated

Csediment

/Cwater

(2.11) 
over estimated

EB

Csoil/Cair
(2.00)

over estimated

BDE183

Csoil/Cair
(2.08)

under estimated

Cwater/Cair
(1.16)

under estimated Cwater/Cair
(3.15) 

under estimated

Csoil/Cwater
(3.40)

over estimated Csoil/Cwater 91%

Csediment

/Cwater

(142.45) 
over estimated

Csediment

/Cwater
25%

Flu

Csoil/Cair
(1.14)

under estimated

OCDD

Csoil/Cair
(1.62)

over estimated

Cwater/Cair 90% Cwater/Cair
(5.24) 

under estimated

Csoil/Cwater
(1.29) 

under estimated Csoil/Cwater
(11.84) 

over estimated

Csediment

/Cwater

(4.72)
over estimated

Csediment

/Cwater

(1.33) 
under estimated

Flr

Csoil/Cair
(3.75) 

over estimated

HxCDF

Csoil/Cair
(3.03)

over estimated

Cwater/Cair
(1.21)

over estimated Cwater/Cair
(1.78)

under estimated

Csoil/Cwater
(1.03) 

over estimated Csoil/Cwater
(7.65)

over estimated

Csediment

/Cwater

(4.08)
over estimated

Csediment

/Cwater

(1.03)
over estimated

Bbf
Csoil/Cair

(2.90) 
over estimated

Bbf
Csoil/Cwater 17%

Cwater/Cair
(3.69)

over estimated
Csediment

/Cwater

(1.81) 
over estimated

<표 10> KPOP-CC 95% 범위와 K-SimpleBox 예측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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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KPOP-CC 격자별 상대농도 기하평균과 K-SimpleBox 상

대농도 비교

KPOP-CC 격자별 상대농도 기하평균의 범위와 K-SimpleBox 예측값을 

비교한 결과 9개의 물질-상대농도 쌍에서 범위 내에 존재하였다. 이는 

전체의 25%에 해당한다. <그림 10>에서 9개의 물질-상대농도 쌍에 대해

서 K-SimpleBox 예측값이 범위 내 어느 수준에 있는지 나타내었다. 범위 

내 존재하는 물질 중 BDE183이 2개로 가장 많았고 반대로 OCDD는 범

위 내 존재하지 않았다. 가장 높은 누적분포율을 보이는 물질-상대농도 

쌍은 Csediment/Cwater_HxCDF였고 반대로 가장 낮은 퍼센타일을 보이

는 것은 Cwater/Cair_Ben이었다. 범위 밖에 존재하는 물질-상대농도 쌍 

중 19개(52.8%)에서는 KPOP-CC 격자별 범위보다 고평가되었고, 8개

(22.2%)에서는 저평가되었다. 

<그림 10> KPOP-CC 격자별 기하평균 범위에 대한 K-SimpleBox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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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림 11>에 9개의 물질-상대농도 쌍에 대한 K-SimpleBox와 

KPOP-CC 상대농도 크기 차이를 격자별로 나타내었다. 회색 지역은 

K-SimpleBox 예측값이 KPOP-CC 격자별 기하평균보다 저평가되는 지역

이고, 반대로 붉은색은 고평가되는 지역을 나타내었다. 검은색 테두리는 

전체 KPOP-CC 격자 중 해안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Csoil/Cwater_Bbf에서는 해안 지역에서 주로 고평가되었다. 또 

Csoil/Cair_BDE47의 경우는 저평가되는 지역이 뭉쳐있는 형태를 보이며, 마

지막으로 Csediment/Cwater_BDE183에서는 저평가되는 지역과 고평가되는 직

역이 섞여 있는 등의 특징을 보였다. 이처럼 몇 가지의 물질-상대농도 

쌍에서 K-SimpleBox의 예측값을 KPOP-CC 격자들과 비교했을 때 특징적

인 모습이 나타나지만, 특징을 보이는 물질-상대농도 쌍의 수가 현저히 

적으므로 전체를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K-SimpleBox의 상대농도 예측

값을 격자별로 봤을 때 위치적인 특징을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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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a) Cwater/Cair_Ben, (b) Cwater/Cair_EB, (c) Cwater/Cair_Flu, 

(d) Csoil/Cwater_Flr, (e) Csoil/Cwater_Bbf, (f) Csoil/Cwater_BDE47, 

(g) Csoil/Cwater_BDE183, (h) Csediment/Cwater_BDE183, (i) Csediment/Cwater_HxCDF

<그림 11> 9개 물질-상대농도 쌍의 격자별 K-SimpleBox 예측 수준 

(a) (b) (c)

(d) (e)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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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결과 정리 및 의의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K-SimpleBox의 다음과 같은 예

측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전국적으로 관측값 상대농도와 2 order 이내 차이를 보여 수용 

가능한 수준을 나타내지만, KPOP-CC보다 관측값과의 상관분석에서 낮

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둘째, 관측값 95% 범위에 39.3%(28개 중 11개)가 존재하며, 31.1%가 

저평가되고 28.6%가 고평가되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셋째, Cwater/Cair, Csediment/Cwater의 LogKaw와 Csediment/Cwater의 LogKow에서

는 KPOP-CC보다 물성과의 상관계수가 컸다. 전체적으로 LogKow가 다른 

물성에 비하여 모든 상대농도 쌍에서 상관계수와 결정계수가 컸다. 

마지막으로, KPOP-CC의 격자별 상대농도 기하평균과의 비교를 통해

서 몇몇 물질-상대농도 쌍의 특징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전체

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K-SimpleBox의 상대농도 예측값을 격자별로 나

타내었을 때의 특징을 판단할 수 없었다. 

이처럼 공식적인 도구로 활용되는 K-SimpleBox의 상대농도 예측 특성

을 기존의 방식과 더불어 모형 간 비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K-SimpleBox 모형이 예측하는 상대농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물성의 크기와 모형예측 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와 KPOP-CC와의 비교를 통해서 파악한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상대농도

를 예측할 때의 차이는 추후 모형의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KPOP-CC도 마찬가지로 비교 모형으로 사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농도 예측 특성을 파악하였고 대체로 

K-SimpleBox보다 나은 예측 수준을 보였지만, 모든 물질-상대농도 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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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물성에서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관측값에 비해서 저평가되는 경향

을 보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본 연구 또 다른 의의는 남한이라는 동일한 대상 지역을 하나의 상자

로 보고 하나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K-SimpleBox)과 대상 지역을 여러 

격자로 보고 여러 결과를 예측하는 것(KPOP-CC)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

이는지 파악한 것이다. 모형의 복잡성과 예측력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

는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이 더 정확히 예측

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추후 특정 목적에서 모형을 선정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여러 격자로 나누어서 각

각의 예측값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상대

농도를 예측하였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K-SimpleBox의 상

대농도 예측 특성을 다양하게 평가하였고,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농도

를 예측하는 방식이 다른 두 모형의 예측 특성의 차이까지도 파악하였

다. 이는 국내 지역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동태를 예측하는 여러 

수준의 모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추후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매체동태모형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모형을 개선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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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계점 및 추후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절대 농도를 이용하지 못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값의 배

출량이 불확실하므로 상대농도를 활용하여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상대

농도를 이용하는 것 역시 모형의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절

대 농도를 이용하면 관측값과의 차이를 정확한 수치로 비교할 수 있고 

모형이 가지는 한계점을 파악하기 쉬울 것이다. 따라서 절대 농도를 이

용한 비교연구 또한 진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측값의 배출량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좀 더 넓은 범위의 물성을 가진 물질들을 선정하지 못한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값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VOCs 물질이 연속 3년 

이상 관측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사용할 수 없었다. 

VOCs의 경우 기존 대상 물질 중 가장 분자량과 LogKow가 작으므로 비교

연구에 활용했다면 관측값과의 차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

이다. 따라서 추후 더 많은 물성 범위를 두는 물질을 선정해서 비교연구

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관측값 자료를 꾸준히 수집해

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서 비교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의 수가 늘어나면 모형 관련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관측값의 특성에서 오고 있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 관측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연구가 행해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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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부록

Chemical

Air Water Soil Sediment

Area Conc
Data Area Conc

Data Area Conc
Data Area Conc

Data

Ben 24 2904 2 4 2 8 2 3

EB 24 2858 2 8 3 9 2 2

Flu 4 51 4 31 4 24 4 41

Flr 4 51 4 41 4 24 4 41

Bbf 4 51 4 41 4 24 4 41

BDE47 14 281 35 173 31 143 29 134

BDE183 14 281 35 173 31 143 29 134

OCDD 40 1706 51 748 70 639 37 269

HxCDF 40 1706 51 748 70 639 37 269

Sum 82 9889 92 1967 107 1653 72 934

Sum Area 353 Sum ConcData 14443

<부록 1> 대상 물질별 측정 장소와 농도 자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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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Feature Area Feature Area Feature

강릉 Forest 서울 Urban 장흥 Forest

곡성 Forest 서천 Forest 전주 Urban

공주 Forest 성남 Urban 진주 Forest

광양 Industrial 순천 Forest 창녕 Forest

광주 Urban 시흥 Industrial 창원 Industrial

구미 Industrial 아산 Forest 천안 Forest

김포 Agricultural 안동 Forest 청주 Industrial

나주 Forest 안산 Industrial 춘천 Forest

남양주 Forest 안성 Forest 충주 Forest

담양 Forest 안양 Urban 칠곡 Forest

대구 Industrial 양평 Forest 태안 Forest

대전 Urban 여수 Industrial 파주 Forest

마산 Forest 여주 Forest 평택 Agricultural

목포 Urban 용인 Forest 포항 Industrial

무안 Agricultural 울산 Industrial 하동 Forest

부산 Urban 이천 Agricultural 횡성 Forest

사천 Forest 익산 Agricultural

상주 Forest 인천 Industrial

<부록 2> 관측지역과 지역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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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MW Tm Pvap25 Sol25 Kow (-) Kaw (-) Koa (-)

Ben 78.11 5.49 1.26E+04 1.58E+03 1.35E+02 1.14E-03 7.94E+02

EB 106.2 -94.96 1.25E+03 2.14E+02 1.41E+03 1.80E-03 7.08E+03

Flu 166.2 114.77 7.20E-01 1.42E+01 2.00E+04 3.22E-03 4.69E+06

Flr 202.25 110.19 7.50E-03 1.78E+00 5.13E+04 3.86E-04 4.30E+08

Bbf 252.31 168.05 1.30E-06 3.78E-02 7.94E+05 2.03E-05 3.10E+10

BDE47 485.8 84.05 2.50E-04 9.47E-02 1.94E+06 4.45E-04 5.50E+09

BDE183 722.5 172 1.10E-06 6.29E-03 3.12E+07 5.10E-05 6.06E+11

OCDD 460 331 2.40E-05 7.36E-05 1.58E+08 2.80E-04 5.65E+11

HxCDF 375 226 7.13E-05 7.72E-04 1.00E+07 5.86E-04 1.71E+10

<부록 3> 대상 물질별 물리화학적 특성



Abstract

Assessment of predictive 

characteristics of K-SimpleBox by 

comparing with monitoring data and 

KPOP-CC prediction

Ilhan Ryoo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about 770 types of hazardous chemicals among Korean 

chemicals. The domestic guideline calls for the use of a multimedia 

model for environmental behavior assessment during safety assessment 

conducted to manage such hazardous chemicals. The K-SimpleBox is a 

Level 3 model that is officially used by Korean law for behavior 

assessment. To understand and evaluate this model, research on 

prediction were conducted and most were done in the form of direct 

comparisons with monitoring data.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evaluate 

the predictive characteristics of K-SimpleBox more variety. we 

assessment the predictive characteristics of K-SimpleBox specifically by 



comparing the monitoring data and the Level 4 model KPOP-CC, and 

identified differences in the predictive characteristics of the model with 

different levels about forecasting for the same region. The study was 

conducted by comparing four concentration ratio (Csoil/Cair, Cwater/Cair, 

Csoil/Cwater, Csediment/Cwater) to nine types(use 7 type for comparing with 

monitoring data) of substances and conducted the study using relative 

concentrations because of uncertainty in the emission of the monitoring 

data used in the study. The comparison was conducted largely by 

dividing it into nationwide, range values,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region comparisons. 

Studies show that K-SimpleBox is acceptable of nationwide. but 

compared to KPOP-CC,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monitoring data 

was relatively low. In comparison with the 95% range of monitoring 

data, 39.3% were found to be within the range, 31.1% of the remaining 

values were under estimation and 28.6% were over estimation. In 

physicochemical properties, In all pairs of concentration ratio, LogKow 

had a higher correlation an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in both 

models, and logKaw in Cwater/Cair and Csediment/Cwater and logKow in 

Csediment/Cwater had a greater correlation with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than KPOP-CC. Finally, when comparing with the predicted 

concentration per KPOP-CC grid, the concentration ratio pair showed 

local characteristics, but could not be evaluated because it did not 

reflect the whole.

This study is intended that could be a reference to the multimedia 

model’s improvement or development through the results of 

identifying differences in the predictive characteristics of two models in 

which the magnitude of the physicochemical property and the 

relationship of the model prediction and the way they are predicted for 

the same region.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using absolute 



concentration to be conducted for a more accurate assessment at a 

later date, and thes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on chemicals with a 

greater variety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This require research of 

emission of monitoring data and should ongoing monitoring.

keywords : Multimedia model, Concentration ratio, comparing, monitoring 

data, predictiv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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