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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 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QSAR) model was adopted in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U) regulations as well as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EC, Republic of Korea). It has been previously used in the
registration of chemicals.
Objectiv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redicted data provided by three
prediction programs using a QSAR model and actual experimental results (acute fish, daphnia magna
toxicity). Through this approach, we aimed to effectively conjecture on the performance and determine the
most applicable programs when designating toxic substances through the AREC.
Methods: Chemicals that had been registered and evaluated in the Toxic Chemicals Control Act (TCCA,
Republic of Korea)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wo prediction programs developed and operated by the
U.S. EPA – the Ecological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ECOSAR) and Toxicity Estimation Software
Tool (T.E.S.T.) models – were utilized along with the TOPKAT (Toxicity Prediction by Komputer Assisted
Technology) commercial program. The applicability of these three programs was evaluated according to three
parameters: accuracy, sensitivity, and specificity.
Results: The prediction analysis on fish and daphnia magna in the three programs showed that the TOPKAT
program had better sensitivity than the others.
Conclusions: Although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the TOPKAT program when using a single predictive
program was found to perform well in toxic substance designation, using a single program involves many
restrictions. It is necessary to validate the reliability of predictions by utilizing multiple methods when
applying the prediction program to the regulation of chemicals.
Key words: Acute fish toxicity, acute invertebrate toxicity, QSAR,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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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of toxicity predictio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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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관리대상 화학물질을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취급제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2014년까지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및

한물질, 취급금지물질, 관찰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구분하고

관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에 의해 이루어지

관리하고 있었다.1) 2015년부터 유해법의 ‘유해성 및 위해성평

고 있었다. 유해법에서는 크게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가’ 부분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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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법)’으로 세분화되어 새롭게 제정되었다. 화평법 제정에 따라

터베이스 기반과 더불어 전문가 검토를 받은 문헌자료에서 독

연간 10톤 미만의 화학물질 등록 건에 대해 기존 유해성시험자

성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하는 TOPKAT 툴은 최적예측공간

료(생체내(in-vivo ), 생체외(in-vitro ) 방식 시험결과) 대신 국제

(Optimum Prediction Space, OPS) 및 2차원적 분자구조 기반

적으로 인정된 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이

으로 예측분석이 수행된다.12-15)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예측분석

하 QSAR) 모델로부터 얻어진 결과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다.2)

특성을 지닌 예측 툴들을 대상으로 많은 비교 연구가 보고되고

또한 기존 유해법과 더불어 화평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있으나3,6,10,12,15-18) 예측분석 대상물질이 연구마다 다르고 예측

유해성자료에 대한 심사 결과 유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도(accuracy), 민감도(sensitivity) 및

2)

결정계수(R2) 등의 예측결과 지표는 일관성 있게 어느 예측 툴

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는 것이다.

화학물질 규제 목적에서의 in-silico 방식 중 화학물질의 물

의 예측력이 더 나은지 나타내기 어렵다. 따라서 화학물질 규

리화학적특성 및 구조특성에 기반을 두는 QSAR 모델을 활용

제 기준에 부합하는 예측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

한 예측 툴에는 미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델들을 적용하여 도출된 예측 값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고찰

에서 제공하고 있는 ECOSAR (Ecological Structure Activity

이 필요한 실정이다.

Relationships), T.E.S.T. (Toxicity Estimation Software Tool)

본 연구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예측 툴인 ECOSAR,

및 OncoLogic 등이 있으며, BIOVIA사의 TOPKAT (Toxicity

T.E.S.T. 및 상용모델 중 다양한 독성항목을 보유하고 있는

Prediction by Komputer Assisted Technology), Lhasa Limited사

TOPKAT을 연구대상 예측 툴로 선정하였다. 유해법에 의해 등

의 Derek Nexus 및 Multicase사의 CASE Ultra 등 상용 예측 툴

록 및 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 중 유해법 및 화평법에서의 유

을 포함하여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QSAR 모델

독물질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유독물질 지정 시 위 세 가지 각

을 활용한 예측 툴 별 예측 독성항목 및 분석기반(적용가능 영

기 다른 특성을 지닌 예측 툴에 대한 예측력을 비교하였으며

역(Applicability Domain, AD) 및 통계분석방법), 데이터베이스

화평법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등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 대상물질의 특성 및 분석 목
적에 따라 특정 예측 툴을 선택하여 예측분석을 할 수 있다.3-5)

II. 재료 및 방법

QSAR 모델을 활용한 예측 툴에는 급성경구독성, 돌연변이유
발성, 피부과민성 등 인체영향과 관련된 여러 독성항목들이 있

1. 연구대상물질 및 실제 독성실험값 확보

는 반면, 급성어류독성, 급성물벼룩독성, 이분해성 등 환경영

유해법에서 등록 및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었던 화학물질 중

6-8)

향과 관련된 독성항목들도 있다.

실험데이터가 확보된 4,963종 중에서 급성어류독성 및 급성물

환경유해성 평가를 위해 화학물질의 옥탄올/물 분배계수

벼룩독성 데이터가 없는 화학물질(급성어류독성 1,006종, 급

(log Kow)를 분자표현자(molecular descriptor)로 선형회귀(lin-

성물벼룩독성 1,010종)들은 제외하였다. 고분자, 염류, 금속류

ear regression)방식을 통해 예측분석이 진행되는 ECOSAR가

등 QSAR 모델에 적용할 수 없는 물질(3,246종)들은 분석대상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8,9) 계층적 군집화(hierarchical

에서 제외하였으며, SMILES (Simplified Molecular Input Line

clustering) 등의 합의형성적 방식(consensus method) 기반의

Entry System)가 확보되지 않은 물질(542종) 또한 분석대상에

T.E.S.T.도 상당히 적용되고 있다.6,10,11) 미국 EPA의 ECOTOX

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선별된 데이터 중 QSAR 분석에 적용할

단일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두 예측 툴과 달리 ECOTOX 데이

수 있는 어류 및 물벼룩독성에 대한 화학물질 수는 각각 169

Table 1. Summary of properties for predictive tools using QSAR models
TOPKAT (ver. 18)15)

Items

T.E.S.T. (ver. 4.2)20)

Statistical method

Multivariate regression,
2D descriptor

Class-specific linear regression

Consensus method

Applicability domain; AD

OPSa)

Log Kowb)

Quantitative AD measurement

Database

US EPA ECOTOX, open
literature for critical review

US EPA ECOTOX

US EPA ECOTOX

Fathead minnow, LC50 (96 h)

Several fish, LC50 (96 h)

Fathead minnow, LC50 (96 h)

Daphnia magna , EC50

Daphnia magna , LC50

Daphnia magna , LC50

Test organism
and output

Fish
Invertebrate

Endpoint

All tools predict short-term toxicity for endpoint

Freely available
a)

ECOSAR (ver. 2.0)10)

No
b)

OPS: optimum predictive space, Log Kow: 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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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과 165종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QSAR 분석 대

이도(specificity)는 일반적으로 QSAR 모델을 활용한 예측 툴에

상 물질 선정 시 화학물질 카테고리는 고려하지 않았다.

서 각각 양성인 시험값을 양성으로 올바르게 예측하고(진양성,
Ture positive, TP), 음성인 시험값을 음성으로 올바르게 예측

2. 독성 예측에 사용한 QSAR 프로그램

하는(진음성, True negative, TN)지에 대한 평가 지표로써 적용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3가지 QSAR 모델을 활용한 예측 툴

된다. 본 연구에서 민감도(sensitivity)는 유독물질을 유독물질

중 하나인 미국 EPA에서 개발되어 급성 수생생태 독성 예측분

로 올바르게 예측한 정도를, 특이도(specificity)는 비유독물질

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ECOSAR (ver. 2.0, Oct. 2017)를 적

을 비유독물질로 올바르게 예측한 경우를 의미한다.

용하였으며, 다른 예측 툴은 ECOSAR와 동일하게 미국 EPA에
서 개발 및 운영 중에 있는 T.E.S.T.를 적용하였다. 이 두 예측

்ேା்

(1)

்

(2)

்ே

(3)

ݕܿܽݎݑܿܿܣሺΨሻ ൌ ்ேା்ାிேାி ൈ ͳͲͲ (1)

툴 모두 미국 EPA에서 개발된 점, 같은 database를 활용한다는
점은 일치하지만, 분자표현자 및 통계방식 등 적용되는 예측 분

ܵ݁݊ݕݐ݅ݒ݅ݐ݅ݏሺΨሻ ൌ ்ାிே ൈ ͳͲͲ (2)

석기반이 다르다. 다양한 상용화 예측 툴 중 어류(Fathead minnow, LC50)와 물벼룩(Daphnia magna , EC50)에 대한 독성항목

ܵݕݐ݂݅ܿ݅݅ܿ݁ሺΨሻ ൌ ்ேାி ൈ ͳͲͲ (3)

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TOPKAT (Discovery Studio Visualizer
Ver.18.) 예측 툴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ECOSAR, T.E.S.T.
및 TOPKAT 툴에 대한 기본 정보 및 비교 자료는 Table 1에 나
타내었다.

Ⅲ. 결과 및 고찰

3. QSAR 데이터의 예측력 확인법

환경부는 화평법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심

어류 및 물벼룩의 실험데이터에 대한 세 가지 예측 툴의 예

사를 수행하고 있다.2)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해 급성경구독성,

측 결과적합성은 정확도(accuracy), 민감도(sensitivity) 및 특이

급성흡입독성, 피부 자극성/부식성, 발암성 및 생식독성 등의

도(specificity)의 세 가지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관련

인체 유해성 자료를 비롯한 급성어류독성, 급성물벼룩독성 및

산출식을 (1)~(3)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화평법의 유독물

담수조류 성장저해 등의 수생환경 유해성 자료에 근거하여 유

질 지정기준(LC50 또는 EC50≤ 1 mg/L,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
의 급성독성기준, Table 2)에 해당하는 결과는 양성(positive),

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화평법에 정해진 기준(Table 2)에 따
라 ‘유독물질(toxic substances)’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TOPKAT, ECOSAR 및 T.E.S.T. 세 가지 예측 툴의

유독물질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LC50 또는 EC50> 1
mg/L)는 음성(negative)으로 각각 표현하고, 이들의 관계는 혼

예측값과 어류 및 물벼룩 시험 결과값 간의 비교를 통해 유독

동행렬(confusion matrix)에 나타내었다(Table 3). 정확도(accu-

물질 지정 시 활용될 수 있는 예측 툴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racy)는 전체 시험값(total number of substances) 대비 예측값의
일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민감도(sensitivity) 및 특

Table 2. Criteria for designation of toxic substances by acute aquatic toxicity in AREC
· Chemical substance with LC50 is equal to or less than 1.0 mg/L in fish acute toxicity test
· Chemical substance with EC50 is equal to or less than 1.0 mg/L in Daphnia magna acute toxicity test
· Chemical substance with EC50 (reduction in growth) is equal to or less than 1.0 mg/L in algae acute toxicity test

Table 3. Confusion matrix for prediction performance
Predicted

Class
Experimental

TS

n-TS

TS

TP (toxic substances correctly classified as toxic
substances)

FN (toxic substances wrongly classified as non-toxic
substances)

n-TS

FP (non-toxic substances wrongly classified as toxic
substances)

TN (non-toxic substances correctly classified as nontoxic substances)

TS: toxic substances, n-TS: non-toxic substances, TP: True positive, TN: True negative, FP: False positive, FN: Fals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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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성어류독성

우 65.7%로 앞의 두 모델에 비해 4.1~5.3% 낮은 것으로 나

급성 어류 독성 시험값 대상 정확도(accuracy), 민감도(sen-

타났다. 진양성(TP)의 비율을 나타내는 민감도(sensitivity)는

sitivity) 및 특이도(specificity) 세 가지 척도를 이용한 비교, 평

TOPKAT이 72.3%로 ECOSAR, T.E.S.T. 두 예측 툴(59.6%,

가결과를 Fig. 1 (A)에 나타내었다. 정확도(Accuracy)의 경우

63.8%)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음성

TOPKAT (69.8%)과 T.E.S.T. (71.0%) 예측 툴이 약 1.2%의

(TN)의 비율을 나타내는 특이도(specificity)의 경우 T.E.S.T.가

근소한 차이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ECOSAR의 경

73.8%로 TOPKAT, ECOSAR (68.9%, 68.0%)에 비해 높게 나

Fig. 1. Results of accuracy,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TOPKAT, ECOSAR and T.E.S.T. prediction tools for acute fish (A) and Daphnia magna (B)
toxicity

Fig. 2.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predicted acute fish LC50 (mg/L) and Daphnia magna EC50 (mg/L) for the substances (n=169 and n=165)
using predictive tools; (A, D) ECOSAR (v.2.0), (B, E) T.E.S.T., (C, F) TOPKAT. The central crossed solid lines indicate the standards for toxic
substances based on the LC50 and EC50 (1 mg/L). The designation criteria of “Toxic chemical substance” by acute fish toxicity is less than or equal
to 1 mg/L in A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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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실험값과 예측값의 전체적인 일치율을 나타내는 정확

별 어류급성독성 예측연구에서 정확도(accuracy)가 ECOSAR

도(accuracy)와 양성 예측율을 나타내는 민감도(sensitivity)를

는 74%, TOPKAT은 52%로 ECOSAR가 TOPKAT에 비해 22%

고려할 때, TOPKAT 툴이 다른 두 예측 툴에 비해 다소 예측정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으며, 또한 de Roode et al.8)의 QSAR 예

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측 툴을 활용한 수생생태독성 유해성평가연구에서는 ECOSAR

화학물질 관리목적 관점에서 예측결과를 나타내는 지표 중
민감도(sensitivity)는 유독물질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의 정확도(accuracy)가 78%로 54%를 나타낸 TOPKAT보다 높
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Table 4).

유독물질로써 일치하게 예측한 지표를 나타내기 때문에 비유

TOPKAT의 경우 2차원 분자구조에 기반하여 다변량회귀분

독물질 일치율을 나타내는 특이도(specificity)보다 더 중요한

석(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통계시스템을 적용하는 모

지표로 다루어진다.

델로써 FHM (Fathead minnow)에 대한 급성어류독성 데이터

ECOSAR (A), T.E.S.T. (B), TOPKAT (C) 각각의 예측 툴을

는 미국 EPA의 ECOTOX 데이터베이스 및 검토가 완료된 문헌

이용한 급성어류독성 예측결과(LC50)를 실험값과 비교하여 log

자료로부터 확보되고, optimum prediction space (OPS)가 예측

scale로 Fig. 2 (A)~(C)에 나타내었다. Fig. 2에 유독물질 기준

된 결과의 선택 및 신뢰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

을 X, Y축에 추가하여 실험값과 예측값을 비교하였다. 실험값

다.6,10,12,20-22) ECOSAR는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 방식 모델

이 1 mg/L 이하에 해당하여 유독물질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로써 예측 적용대상 화학물질의 log Kow 값이 분자표현자로 예

만 예측값은 1 mg/L를 초과한 결과는 위음성(False negative,

측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111개의 화학물질범주(chemical

FN)를 의미하고, 그래프의 좌측 상단에 분포한다. 대상 물질

class)에 의해 구분되어 예측분석이 진행된다.8,10,15,16,20) 회귀분

(n=169)에 대한 위음성(FN)은 TOPKAT, ECOSAR 및 T.E.S.T.

석방식의 앞의 두 예측 툴(TOPKAT, ECOSAR)과 달리 T.E.S.T.

예측 툴 별 각각 7.7%, 11.2% 및 10.1%로 TOPKAT이 다른 두

는 hierarchical clustering,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예측 툴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실험값이 1 mg/L를

(FDA) method, single model 및 nearest neighbor 등 다양한 방

초과하여 비유독물질에 해당하지만 예측값이 유독물질 지정

식을 기반으로 한 합의형성적 방식를 적용하여 예측값이 도출

기준(≤1 mg/L)에 해당하는 위양성(False positive, FP)는 그래

된다.6,10,11,19,22,23) 이 툴에 적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ECOSAR

프의 우측 하단에 분포한다. 위양성(FP)은 T.E.S.T.가 18.9%로

모델과 동일한 미국 EPA의 ECOTOX이나 적용되는 분자표현

TOPKAT (22.5%) 및 ECOSAR (23.1%)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자는 log Kow 단일 기반의 ECOSAR와 다르게 분자량을 비롯한

예측결과의 오류를 나타내는 위음성(FN), 위양성(FP)는 세 모

화학물질의 여러 물리화학적 특성을 적용한다.11) 이와 같이 예

델 중 ECOSAR가 다른 두 예측 툴과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가

측분석에 적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공통적인 부분이 존재하

장 높게 나타났다.

지만 예측값이 계산되고 도출되는 과정은 예측 툴 별로 상당한

TOPKAT, ECOSAR 및 T.E.S.T. 예측 툴을 이용한 어류급성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예측값 비교에 있어 중요지표로

독성 예측 연구는 그 동안 각종 생활화학제품, 산업용화학제품

사용된 정확도, 민감도 및 위음성(FN)을 모델 별로 비교해 볼

등 다양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예측정확도의 비교 및 향상,

때, 세 가지 예측 툴 중 T.E.S.T.를 제외한 TOPKAT과 ECOSAR

예측값의 검증, 다중 QSAR 모델링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에 대

두 예측 툴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비교 지표가 많은 차이를 나

해 많은 보고들이 이루어져 왔다. Tunkel et al.19)은 OECD HPV

타내어 TOPKAT과 ECOSAR를 중점으로 설명한다. ECOSAR

(High Production Volume, 대량생산화학물질)에 대한 예측 툴

에서는 물질의 log Kow 값이 5.0 이상일 경우 용해도가 48~96

Table 4. Comparison results of references predictive models
TOPKAT
Test organism
Fish (fathead minnow)

ECOSAR

T.E.S.T.

Number of
chemicals

Accuracy (%)

Number of
chemicals

52

21

74

27

19)

54

39

55~77

120

8)

151

Accuracy (%)

151
51

81

65

425

Daphnia magna

48

Number of
chemicals

References

Accuracy (%)

151

22)

60

11)
31)
8)

108
56

453

106
52

49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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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실험시간 동안 감소하여 “no effects at saturation” 결과

ECOSAR (22.5%) 및 T.E.S.T. (20.6%)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급성독성예측에 적용

않았다. 세 가지 예측 툴 별 정확도 및 위양성(FP)는 큰 차이를

될 수 있는 log Kow기준을 5.0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나타내지 않았지만, 민감도 및 위음성(FN)의 경우 T.E.S.T.에

연구에 적용된 데이터에서는 모든 실험값에 대해 log Kow 를 확

비해 TOPKAT이 더 나은 예측력을 보였다.

8)

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ECOSAR에서 제시한 log Kow 기준을 충

Golbamaki et al.12)의 물벼룩을 이용한 예측 툴 별 비교 연구

족시킬 수 없었다. 화학물질을 작용기에 따라 분류하고 이들

에 따르면 TOPKAT이 ECOSAR에 비해 정확도 등 여러 척도

화학물질범주를 기반으로 log Kow 를 표현자로 하여 선형회귀분

에서 우수한 예측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측 툴

석을 통해 데이터를 예측하는 ECOSAR에서는 화학물질범주가

별 예측력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적용가능 영역 및 분자표

분류되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중성유기물(neutral organics)

현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10,27-30) 앞서 3.1.에

11,15,24,25)

에 기초하여 보수적인 기준독성값을 제시한다.

서 언급하였듯이 ECOSAR의 경우 log Kow만을 표현자로써 1차

예측에 대한 전체적인 정확도의 경우 같은 데이터베이

회귀분석을 하고 있지만, TOPKAT의 경우 2차원모델 기반의

스를 기반으로 하는 ECOSAR와 T.E.S.T.가 약 8%의 차이

OPS를 기반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하여 예측이 수행되고 있어

(ECOSAR<T.E.S.T.)를 나타내었다. Melnikov et al.11), Sheffield

ECOSAR에 비해 TOPKAT이 조금 더 나은 예측력을 보인 것으

et al. 의 연구에서는 예측정확도가 T.E.S.T.에 비해 ECOSAR

로 판단된다.

26)

가 더 나은 예측력을 보였으며, 이와 같은 이유는 log Kow의 단

이전 연구결과에서 수생생태 종별 예측력이 다른 것으로 보

일 표현자를 적용하여 예측값을 도출하는 ECOSAR에 비해

고되고 있다. Reuschenbach et al.31) 및 Golbamaki et al.12)에 따

T.E.S.T.와 같이 다양한 분자매개변수 및 통계방식을 적용한 합

르면 어류급성독성에 비해 물벼룩급성독성의 예측력이 낮은

의형성적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이 오히려 화학물질 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ECOSAR, TOPKAT 및 T.E.S.T.

주 분류의 오류, 예측분석방식의 오류 등을 쉽게 유발하여 정

예측 툴이 보유하고 있는 database가 어류급성독성에 비해 물

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벼룩급성독성이 적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며10,24)

에 적용된 test set (n=169) 중에서 ECOSAR에서 제공되는 화학

또한 ECOSAR를 활용한 급성수생생태독성예측 결과는 물벼

물질범주에 적용되지 않는 물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neu-

룩 및 조류에 비해 어류의 예측력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tral organics: 45%) 이에 따라 상당히 많은 보수적인 예측값이

다.24)

적용되어 시험값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본 연구를 통해 유독물질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 적용에 밀

러한 요인에 의해 본 연구에서의 ECOSAR에 대한 정확도가 다

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인 정확도, 민감도 및 위음성(FN)은 세

른 두 모델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예측 툴 중 TOPKAT의 예측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예측 툴의 예측지표 비교만으로는 규제

2. 급성물벼룩독성

목적에서 단일 예측 툴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한계점이 존

급성물벼룩 독성시험값 또한 화평법에서 유독물질 지정

재한다.32,33) 정확한 예측값을 요구하는 화학물질 규제 목적에

을 위한 중요한 시험항목 중 하나이다. 시험값과 예측값을 비

서의 QSAR 적용에 대한 노력은 단일 예측 툴의 사용이 아닌 여

교한 그래프를 Fig. 1 (B)에 나타내었다. 정확도는 TOPKAT이

러 예측 툴의 복수 적용을 통한 예측 신뢰도 향상에 주안점을

68.5%로 세 가지 예측 툴 중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ECOSAR

두고 다중 QSAR 모델링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히 이루

(66.7%) 및 T.E.S.T. (64.8%)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17,31,34-36) 따라서 단일 예측 툴로만 유독

민감도는 TOPKAT이 70.5%로 ECOSAR 및 T.E.S.T. (61.4%,

물질 지정을 위한 활용에 있어 여러 제한점이 수반될 수 있기

45.5%)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T.E.S.T.의 경우 다른 두 예측

때문에 최근 연구동향과 같이 예측기반 및 예측특성이 다른

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특이도의 경

다중 예측 툴을 적용하여 단일 예측 툴을 통한 예측값의 한계

우 T.E.S.T.는 71.9%로 다른 두 예측 툴 TOPKAT 및 ECOSAR

점 극복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18,37-40)

(67.8%, 68.6%)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물벼룩 시험값과 세 가지 예측 툴에 대한 예측값 분포 및 유
독물질 지정 기준과 비교 결과는 그래프 Fig. 2. ((D); ECOSAR,

Ⅳ. 결

론

(E); T.E.S.T., (F); TOPKAT)에 나타내었다. 위음성(FN)은 전체

본 연구에서는 유해법에 의해 환경부에 등록 및 평가가 완료

물벼룩 대상 물질 중(n=165) TOPKAT, ECOSAR 및 T.E.S.T.

된 화학물질 중 어류 급성독성 데이터(n=169) 및 물벼룩 급성

모델 별 각각 7.9%, 10.3% 및 14.5%로 TOPKAT이 다른 두 예

독성 데이터(n=165)에 대해 상용예측 툴인 TOPKAT과 미국

측 툴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위양성(FP)의 경우 세 가

EPA에서 배포하는 ECOSAR, T.E.S.T.를 적용하여 유독물질 지

지 예측 툴 중 TOPKAT이 2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정 기준을 바탕으로 예측력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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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에 따른 급성 수생독성 예측을 위한 QSAR 모델의 활용 가능성 연구

어류독성에 대한 예측결과 정확도, 위음성(FN) 및 민감도 등
의 척도를 비교했을 때 ECOSAR 및 T.E.S.T.에 비해 TOPKAT
이 다소 나은 예측력을 보였다. 특히, 유독물질 지정기준(LC50
또는 EC50≤ 1.0 mg/L)과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민감도의 경
우 TOPKAT이 가장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화
학물질범주 분류 없이 예측분석을 수행했을 경우 TOPKAT의
OPS 시스템이 다른 두 예측 툴의 분석기반 보다 정확히 작용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물벼룩독성예측 또한 어류독성예측의
경우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각 예측 툴들이 보유하고 있는 database는 물벼룩독성에 비
해 어류독성의 데이터가 더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 문
헌들을 통해 나타나 있으며, 따라서 유독물질 지정을 위한 예
측 분석 시 물벼룩독성을 활용한 것 보다 어류독성을 적용할
경우 예측 신뢰도가 더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어류 및 물벼룩독성에 대한 예측 툴 별 예측결과 비교 연구
는 여러 문헌들을 통해 보고되어왔지만 예측 적용 대상 화학물
질, 기준 독성값 분류(classification for narcosis), MOA (mode
of action) 및 검증 등 연구목적과 방법에 따라 적용 예측 툴 별
전체적인 예측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류와 물
벼룩의 독성 결과에 대해 단순히 어떤 한 특정 예측 툴의 예측
결과가 우수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유해법 및 화평법을 통해 환경부에 등록된 화학물질들은 55
가지 용도분류체계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분류되어 있다. 각
화학물질들의 용도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들은 물질의 구
조, 분자량, 용해도 등 특성이 모두 다르고 따라서 화학물질범
주 또한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를 통해 이렇게 다양한 용도의
다양한 특성을 지닌 등록물질의 유독물질 지정을 위한 평가를
위해 단일 예측 툴 적용 시 TOPKAT 예측력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예측 툴 만으로 유독물질 지정 평가와 같은 화
학물질 규제 목적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예측 툴 선정에는 많
은 제약이 수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등록물질의 평가에 적용
될 수 있는 본 연구보다 다양한 물질종수로 각기 다른 예측 특
성을 지닌 여러 예측 툴의 복수 적용 가능성 연구 및 더 발전된
화학물질 규제목적에 적용할 수 있는 QSAR 지침 확립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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