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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the relative risk of all-cause mortality and cause-specific mortality asso-

ciated with Asian dust events, and especiall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the susceptible population such as the elderly

and children, which were based on the data in Seoul from 2000 to 2006. Both of the study periods with/without Asian

dust days, respiratory-cause mortality was the highest, followed by cardiovascular-cause mortality and all-cause mor-

tality in sequence among mortality related to air pollution for all-aged group. As to susceptible group, the relative risk

of mortality is the highest for +65 yrs group among all-cause mortality. According to comparison of mortality with/with-

out Asian dust days, the relative risk of all-cause mortality is larger in the model with Asian dust days than the one in

the model without Asian dust days among all age group (except for under 15 yrs group) and all air pollutants. The rel-

ative risk of cause-specific mortality (except for ozone in under 15 yrs group in case of respiratory-cause mortality, and

ozone in all age group and over 65 yrs group in case of cardiovascular-cause mortality) per IQR increase of each pol-

lutant is larger in the model without Asian dust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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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황사(Yellow Sand, Asian dust, Sand Storm)에 관

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

로 오래된 자연현상이다.1) 주로 중국 북부의 황토지대

에서 상승기류에 의해 부유된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확산되어 기류를 타고 이동한 이후 서서히 강하

하는 현상 또는 강하하는 모래먼지를 말하는 것으로 우

리나라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장거리

수송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대규모적인 모

래먼지의 이동현상인 황사는 시정 및 대기질 악화의 중

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대기 중 고농도의 먼지입자

는 정밀기계의 손상 등 각종 재산상의 피해와 식물의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호흡기 및 안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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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등 그 영향범위가 광대하다.2,3) 

이러한 황사의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알러지나

천식환자의 증가 및 호흡기 질환 악화,4-6) 일부 천식 환

자에 있어서 상부기도 증상 악화 및 폐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7) 응급실 방문 및 입원,8-10)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도 연관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그러나 최근의 황사입자의 물리화학적 조성 등에 관

한 연구에 따르면 황사기간 동안에 대기는 직경이 더

큰 조대입자로 구성이 되며 유해중금속의 농도에 있어

서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12,13) 또한 황사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사전인지를 통해 예방적 행동유형을 보일 수 있다는 특

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황사 특성의 고려가 황사 위

해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될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Lee 등(2007)은 서울시 2000년부터 2004년까

지 황사시기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나

누어 황사현상으로 인한 대기먼지가 총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총사망에 미치는 대기먼지의 영향

은, 황사시기를 포함하여 분석한 경우보다 황사시기를

제외하고 분석한 경우에서 더 큰 건강영향을 보이는 것

으로 보고하고, 도시 대기오염의 건강위해성을 평가함

에 있어서 황사시기를 포함하여 분석하는 경우 도시 대

기먼지의 위해도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

하였다.14)

또한 이전의 대기오염 관련 연구들에서 특히 어린이

나 노인들의 경우 대기분진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영

향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15) 황사의 건

강영향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민감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의 자료를 토대로 황사시기 포함여부에 따른 대기오염

이 총사망 및 질환별 사망률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비교하고, 어린이 및 노인과 같은 민감군에 있어서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서울특별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일일 사

망자료와 환경측정자료 및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황사

일 포함 여부에 따른 도시 대기오염이 일별 총 사망,

호흡기계 사망 및 심혈관계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추정하였다.

1. 연구대상기간 및 지역

연구대상지역인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한강하류에 위치하였고 전 국민의 22% 이상인 약

1,000만 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로 면적은

606.58 km2이며, 연간 교통량은 약 30억대인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Fig. 1).

연구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7년)까지 총 2,557일이었으며, 이 기간 중 황사가 발생

한 일은 총 85일이었다(Table 1).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황사가 발생한 85일을 포함한 황사포함기간과 황사

가 포함되지 않은 황사불포함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Fig. 1. Location of monitoring stations, population demographics and traffic density in Seoul. The circles mark the location of 27

monitoring stations for air poll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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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위해도를 분석하였다.

2. 연구자료

1) 사망자료

본 연구기간 동안 서울시에서 발생된 사망자료를 통

계청으로부터 얻어 일별 사망자 수를 산출하였다. 사망

원인별 분류에서 대기오염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을 것

으로 생각되는 사고사나 외인사로 인한 사망(ICD 10th,

V01-Y89)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원인별

사망구분은 외인사를 제외한 총사망(ICD 10th, A00-

R99)과 대기오염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호흡기계 사망(ICD 10th, J00-J99) 및 심혈관계 사망

(ICD 10th, I00-I99)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른 대기오염 노출의 민감집단을 확인하기 위

하여 전체연령, 소아(0~14세), 노인(65세 이상)으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2) 대기자료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총 27개 대기오

염 자동측정소에서 상시 측정된 미세먼지(PM10), 아황

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

(CO)의 5개 물질의 시간별 원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

로부터 얻어, 각 오염물질별로 일별 대표값을 구하였

다. 미세먼지(PM10), 아황산가스(SO2), 그리고 이산화질

소(NO2)의 경우 먼저 시간별로 측정지점 전체 평균값

을 구하고 이들 24개의 시간별 평균값을 이용하여 일

일평균값을 구하였다. 이는 각 측정지점에서 연속적으

로 측정값이 빠지게 될 경우를 보정하기 위함이다. 또

한, 오존(O3)과 일산화탄소(CO)의 경우는 각 측정지점

에서의 일일 8시간 이동평균값(17개/일)의 최대값을 이

용하여 일일평균값을 구하였다.16-18)

3) 기상자료

기상자료는 기상청에서 측정한 자료 중 기온, 상대습

도 및 해면기압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사망률의 일일 변

동이 기온, 습도 및 해면기압의 변화에 따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19)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사망발생과 동일한 날의 기상자료를 혼란변수

로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들 자료의 일별평균값을

이용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생된 당일

사망자수 중 총 사망, 호흡기계 사망 및 심혈관계 사망

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독립변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PM10, SO2, NO2, O3, CO)와 요일(day of week)

및 기온, 상대습도, 해면기압 등의 기상변수를 사용하

였다. 또한 황사시기 포함여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황사일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각 그룹별로 각 대

기오염물질농도의 IQR 증가당 사망의 상대위험도를 추

정하였다. 

대기오염의 영향은 사망당일에 즉시 영향을 보일 수

도 있지만 며칠 후에 영향이 나타나는 지연효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사망당일과 1~3일 전의 대기오염농도로 구

분하여 lag-time을 주어 일별 사망과 가장 높은 연관성

을 보이는(AIC가 가장 작은) lag-time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별 사망은 전체 인구집단으로 볼 때 매

우 드문 사건이며 단위는 발생 숫자이므로 항상 양의

정수가 된다. 따라서 하루 동안 발생한 사망자수에 대

한 확률 모형은 포아송분포(Poisson distribution)가 사

용되며 대상인구집단이 동일한(homogenious) 위험을 지

니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포아송 선형회

귀모형(Poisson linear regression model)의 일반식은

Table 1. Asian dust days in Seoul, Korea, 2000-2006

Year Date

2000
7 March, 23-24 March, 27-28 March

7-8 April, 23 April, 26-27 April

2001

2 January

3-7 March, 20-25 March

7-12 April, 24-26 April

16-19 May

13-14 December

2002

12-13 January

17-19 March, 21-23 March

8-10 April, 12 April, 16-17 April

11-12 November

2003
27 March

12-13 April

2004

25 February

10-11 March, 30-31 March

23 April

2005

29 March

7 April, 10 April, 14-15 April, 20-22 April, 

28-29 April

6-7 November

2006

11 March, 13 March, 28 March

7-9 April, 18 April, 23-24 April, 30 April

1 May

Note. The National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d information on the occurrence of

AD events each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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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LnE(Y) = β0+ β1X1+ β2X2+ β3X3+ … + βiXi

여기서, E(Y)는 종속변수(Y)에 대한 기댓값이고, βi는

각 예측변수(predictor variable)에 대한 회귀계수

(regression coefficient)이며, Xi는 예측변수를 나타낸다.

사망률의 일일 변동은 대기기온, 상대습도 및 해면기

압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여러 연구20,21)들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망발생과 동일한 날의 기상

조건을 혼란변수로 적용하여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장기적인 추세변동과 계절변동, 기상요인, 요일 및 대

기오염 노출 등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란

변수들을 보정한 상태에서 예측변수에 대한 변환함수

를 통해 비선형적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비모수적 평

활(nonparametric smoothing)에 의해 회귀분석을 적합

시키는 일반화 부가모형(GAM, Generalized Additive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LnE(Y) = S1(X1) + S2(X2) + … + Si(Xi)

여기서, Si는 i번째 변수에 대한 평활함수를 나타낸다.

한편, 최근에는 위의 일반화 부가모형의 오류(default

convergency)를 보정하도록 설계한 GAM-control 모델

이 이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GAM의

default 수렴기준을 사용했을 때의 bias를 최소화하기 위

해 GAM-control을 사용하였다.22) 사망에 대한 장기추

세, 계절변동, 기온, 습도, 기압, 요일 효과들이 포함된

최종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E(Daily death count) = S(date) + S(temperature) 

 + S(humidity) + S(pressure) + D(day of the week) 

 +대기오염물질 농도

여기서, S는 Loess 평활함수이며, D는 가변수(Dummy

variable)를 나타내었다.

최종 확정된 기본 모형에 5가지 오염물질(PM10,

SO2, NO2, O3, CO)을 하나씩 포함시켜 황사시기 포함

여부에 따른 연령그룹별 총 사망, 호흡기 사망, 심혈관

계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황사시기 포함

여부에 따른 건강영향의 크기 차이를 보기 위해 황사

일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각

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혼란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각각의 대기오염 물질이 IQR만큼 증가할 때 총 사망

및 원인별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비를 살펴보았

다. 분석은 SAS 8.1 (SAS Institute, Inc., Cary, NC)

과 SPLUS 2000 (Statistical Sciences, Seattle, WA)

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Table 2는 2,557일의 총 연구기간(2000년 1월 1일부

터 2006년 12월 31일)동안 황사일 포함여부에 따른 서

울시의 일평균 사망자수, 대기오염물질 및 기상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표이다. 황사일을 포함한 경

우, 일 평균 사망 중 총 사망자수의 경우, 전체 연령에

서는 93.03명, 15세 미만은 1.55명, 65세 이상은 59.91

명이었다. 호흡기계 사망자수의 경우, 전체 연령은 5.49

명, 15세 미만은 0.06명, 65세 이상은 4.54명이었으며,

심혈관계 사망자수의 경우에는 전체 연령 25.62명, 15

세 미만 0.07명, 65세 이상 18.49명으로 조사되어 심혈

관계로 인한 전체 연령 사망이 호흡기계로 인한 사망

보다 높은 사망자수를 나타내었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인 CO, O3, PM10, NO2, SO2의 일 평균값은 각각

0.86 ppm, 27.39 ppb, 66.76 µg/m3, 36.75 ppb, 그리고

5.27 ppb로 나타나 국가 대기환경기준치 및 서울특별시

Table 2. Summary statistics for daily air pollution, weather,

and death counts on model with/without Asian Dust

Days in Seoul, 2000-2006

Variable

Mean (SD)a

Model with 

Asian 

Dust days 

(N=2557)

Model without 

Asian 

Dust days 

(N=2472)

Air pollutants

CO (ppm)  0.86 (0.40)  0.86 (0.40)

O3 (ppb) 27.39 (15.06) 27.25 (15.13)

PM10 (µg/m3) 66.76 (46.98) 62.76 (32.26)

NO2 (ppb) 36.75 (12.16) 36.82 (12.17)

SO2 (ppb)  5.27 (2.21)  5.26 (2.21)

Weather

Temperature (oC) 12.81 (10.19) 12.92 (10.30)

Humidity (%) 61.94 (14.55) 62.21 (14.46)

Pressure (hPa) 1016.09 (8.15) 1016.20 (8.20)

Death counts (per day)

All-cause All-aged 93.03 (11.74) 92.94 (11.79)

Under 15 yrs  1.55 (1.34)  1.55 (1.35)

65+ yrs 59.91 (9.50) 59.86 (9.52)

Respiratory All-aged  5.49 (2.59)  5.47 (2.59)

Under 15 yrs  0.06 (0.26)  0.06 (0.25)

65+ yrs  4.54 (2.31)  4.52 (2.32)

Cardiovascular All-aged 25.62 (5.51) 25.62 (5.51)

Under 15 yrs  0.07 (0.26)  0.06 (0.26)

65+ yrs 18.49 (4.71) 18.49 (4.71)

a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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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준치를 모두 초과하지 않았다. 동일한 연

구기간 동안 기온, 상대습도 및 해면기압의 일평균은

각각 12.81oC, 61.94%, 그리고 1016.09 hPa로 나타

났다.

황사 발생일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모든 변수들의

일 평균값은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미세먼지

의 경우 평균이 66.76 µg/m3에서 62.76 µg/m3로 감소하

여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황사가 미세먼지 농도에 매

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2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각 연도별 PM10의

일평균 농도변화 추세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황사 기간

동안 PM10 농도는 비황사 기간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

을 나타내었다. 

Table 3~5는 황사발생일을 포함한 경우와 황사발생일

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각 그룹별로 대기오염으로 인

한 총 사망, 호흡기 사망, 그리고 심혈관계 사망의 위

해도를 비교한 표이다. 

Table 3은 황사발생일을 포함한 경우와 황사발생일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각 그룹별로 각 대기오염물질이

IQR만큼 증가할 때 총 사망의 위해도를 전체연령, 15

세 미만 소아,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

이다. 황사발생일을 포함한 경우, 전체연령에서 O3을 제

외한 모든 오염물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연관

성을 나타내었다. CO의 경우 0.5 ppm 증가함에 따라

총 사망위해도가 3.1% 증가[1.031(1.025-1.038)]하였으

며, PM10은 41.68 µg/m3 증가함에 따라 총 사망위해도

가 0.5% 증가[1.005(1.002-1.009)], NO2는 17.84 ppb

증가함에 따라 총 사망위해도가 2.7% 증가[1.027

(1.020-1.033)]하였고, SO2 역시 3 ppb 증가함에 따라

총 사망위해도가 2.4% 증가[1.024(1.018-1.030)]하였다.

반면 15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전체연령과는 상반되

게 O3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O3

농도가 20.80 ppb 증가함에 따라 15세 미만 어린이의

총 사망위해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8.2% 증가

[1.082(1.029-1.139)]하였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의 경

우에는 전체연령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사망에 대

한 효과크기가 전체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

인 분석결과, 황사발생일을 포함한 서울시 총 사망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이 대기오염에 가장 영향을 많

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과 함께 대기오염에

민감한 집단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1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총 사망위해도가 전체연령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사발생일 포함여부에 따른 비교에 있어서는 전체연

령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총 사망위해도가 모든 오

염물질에 있어서 황사발생일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황사발생일을 포함한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PM10의 경우 황사발생일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총

사망이 1.2%[1.012(1.007-1.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 황사발생일을 포함하여 분석한 경우 (0.5%[1.005

Fig. 2. Mean concentrations of PM10 in Seoul, Korea, 2000-2006 (dotted line: main period of Asian Dust; March and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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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1.009)]) 보다 PM10이 총 사망에 미치는 위험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65세 이상 연령의 경우도 전체연령과 마찬가

지로 모든 오염물질에 있어서 황사발생일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총 사망위해도가 황사발생일을 포함한 총

사망위해도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PM10의

경우 황사발생일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총 사망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1.3%[1.013(1.005-1.020)] 증가하였

고, 황사발생일을 포함하여 분석한 경우 총 사망위해도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6%[1.006(1.002-1.011)]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에는 황사발생과 관련하여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

았다.

Table 4는 황사발생일을 포함한 경우와 황사발생일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각 그룹별로 각 대기오염물질이

IQR만큼 증가할 때 호흡기계 사망의 위해도를 전체연

령, 15세 미만 소아,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분하여 비

교한 것이다. 

황사발생일을 포함한 경우, 전체연령에서 CO, NO2,

그리고 SO2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연관성을 나타

내었다. CO의 경우 0.5 ppm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계

사망위해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6.0% 증가[1.060

(1.034-1.087)]하였으며, NO2는 17.84 ppb 증가함에 따

라 호흡기계 사망위해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5.6%

증가[1.056(1.030-1.084)]하였고, SO2 역시 3 ppb 증가

함에 따라 호흡기계 사망위해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4.4% 증가[1.044(1.018-1.071)]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반면 1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나타낸 오염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전체연령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

으나 사망에 대한 효과크기가 전체연령에 비해 낮게 나

타났다. 전체적인 분석결과, 황사발생일을 포함한 서울

Table 3. Comparisons of analysis results from all-cause

mortality for all-aged, under 15 yrs, and 65+ yrs by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ith/without Asian

Dust Days in Seoul, 2000-2006

Pollutant [lag]

Relative risk (95% CI)

With Asian 

Dust Days 

Without Asian

 Dust Days 

(All-aged)

  CO [lag1] 1.031 (1.025-1.038) 1.032 (1.026-1.039)

  O3 [lag3] 1.001 (0.994-1.008) 1.002 (0.995-1.009)

  PM10 [lag2] 1.005 (1.002-1.009) 1.012 (1.007-1.018)

  NO2 [lag1] 1.027 (1.020-1.033) 1.029 (1.022-1.035)

  SO2 [lag1] 1.024 (1.018-1.030) 1.025 (1.019-1.031)

(Under 15 yrs)

  CO [lag0] 1.034 (0.985-1.085) 1.027 (0.977-1.080)

  O3 [lag2] 1.082 (1.029-1.139) 1.085 (1.030-1.142)

  PM10 [lag3] 1.002 (0.974-1.030) 1.013 (0.971-1.056)

  NO2 [lag0] 1.032 (0.982-1.085) 1.009 (0.961-1.060)

  SO2 [lag1] 1.021 (0.974-1.071) 1.025 (0.976-1.076)

(Over 65 yrs)

  CO [lag1] 1.035 (1.027-1.043) 1.037 (1.029-1.046)

  O3 [lag2] 1.003 (0.995-1.012) 1.005 (0.996-1.013)

  PM10 [lag3] 1.006 (1.002-1.011) 1.013 (1.005-1.020)

  NO2 [lag1] 1.031 (1.023-1.039) 1.035 (1.027-1.043)

  SO2 [lag1] 1.027 (1.019-1.034) 1.029 (1.021-1.037)

An IQR is 0.50 ppm for CO, 20.80 ppb for O3, 41.68 µg/m3

for PM10, 17.84 ppb for NO2, 3.00 ppb for SO2.

The model included the following variables: an intercept,

indicator variables for days of the week, and smooth spline

functions for date, temperature, humidity, and air pressure.

Table 4. Comparisons of analysis results from respiratory-

cause mortality for all-aged, under 15 yrs, and 65+

yrs by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ith/without

Asian Dust Days in Seoul, 2000-2006

Pollutant [lag]

Relative risk (95% CI)

With Asian 

Dust Days 

Without Asian 

Dust Days 

(All-aged)

  CO [lag1] 1.060 (1.034-1.087) 1.058 (1.031-1.086)

  O3 [lag3] 1.009 (0.982-1.037) 1.019 (0.991-1.047)

  PM10 [lag2] 1.014 (0.999-1.029) 1.015 (0.992-1.039)

  NO2 [lag1] 1.056 (1.030-1.084) 1.058 (1.030-1.086)

  SO2 [lag2] 1.044 (1.018-1.071) 1.039 (1.012-1.066)

(Under 15 yrs)

  CO [lag0] 1.153 (0.837-1.587) 1.306 (0.944-1.807)

  O3 [lag1] 1.368 (0.950-1.969) 1.307 (0.898-1.903)

  PM10 [lag3] 1.018 (0.847-1.224) 1.135 (0.850-1.517)

  NO2 [lag0] 1.236 (0.883-1.730) 1.399 (0.994-1.969)

 SO2 [lag1] 1.121 (0.816-1.542) 1.223 (0.886-1.688)

(Over 65 yrs)

  CO [lag2] 1.043 (1.014-1.072) 1.033 (1.003-1.063)

  O3 [lag3] 1.009 (0.979-1.040) 1.017 (0.986-1.049)

  PM10 [lag2] 1.014 (0.998-1.031) 1.012 (0.987-1.039)

  NO2 [lag2] 1.039 (1.010-1.070) 1.036 (1.006-1.067)

  SO2 [lag2] 1.043 (1.015-1.073) 1.019 (0.990-1.049)

An IQR is 0.50 ppm for CO, 20.80 ppb for O3, 41.68 µg/m3

for PM10, 17.84 ppb for NO2, 3.00 ppb for SO2.

The model included the following variables: an intercept,

indicator variables for days of the week, and smooth spline

functions for date, temperature, humidity, and ai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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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호흡기계 사망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민감집단을

확인할 수 없었다.

호흡기계 사망의 경우에는 15세 미만 소아에서 오존

을 제외하고 모든 오염물질에서 황사발생일을 포함하

지 않은 경우에서 대기오염이 호흡기계 사망에 미치는

위험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Table 5는 황사발생일을 포함한 경우와 황사발생일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각 그룹별로 각 대기오염물질이

IQR만큼 증가할 때 심혈관계 사망의 위해도를 전체연

령, 15세 미만 소아,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분하여 비

교한 것이다. 

황사발생일을 포함한 전체연령의 경우 CO, NO2, 그

리고 SO2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연관성을 나타내

었다. CO, NO2, 그리고 SO2 각 오염물질별로 IQR 만

큼 증가할 때 심혈관계 사망의 위험은 각각 3.9%,

2.7%, 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5세 미

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호흡기계 사망과 마찬가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오염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전체연령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사망에 대한 효과크기가 전체연령과

비교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황사발생일 포함여부에 따른 심혈관계 사망의 위험을

비교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에서 오존을 제외하고 모

든 오염물질에서 황사시기를 제외하고 분석한 경우가

대기오염이 심혈관계 사망에 미치는 위험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황사시기 포함 여부에 따른 건강영향

의 크기 차이를 보기 위해 황사일을 포함한 경우와 포

함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대기오염이 총 사망 및 원

인별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고 그 결과

총 사망의 경우 15세 미만 소아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

그룹 및 모든 오염물질에서 황사시기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대기오염이 총사망에 미치는 위험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호흡기 사망의 경우에는 15세 미만 소

아에서 오존을 제외하고 모든 오염물질에서, 심혈관계

사망의 경우에는 전체연령 및 65세 이상 노인에서 오

존을 제외하고 모든 오염물질에서 혼란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각각의 대기오염 물질이 IQR만큼 증가할 때

각 원인별 사망에 미치는 위험의 크기가 황사시기를 제

외하고 분석한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Lee 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결

과를 설명하였다. 첫째는 황사의 화학적 조성이 인체독

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으로, 황

사 발생시 먼지농도(서울, 2001, 시간최고농도 473~

999 µg/m3)는 평상시(서울 2000년 평균 72 µg/m3)보다

7~14배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미세먼지농도의 상대

적 비율은 감소하고 조대먼지 농도의 상대적 비율은 증

가했으며,12) 황사시 중금속 오염도는, 일반 토양에 많이

함유된 철, 망간, 니켈 등의 중금속은 평상시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나,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납과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의 오염도는 뚜렷한 변화를 찾기 어려웠

다. 둘째는 황사발생시점에 사람들의 행동양식의 변화

를 들 수 있다. 황사의 경우 여타의 대기오염과 다르게

일반인이 쉽게 발생유무를 인지할 수 있으며, 또한 최

근 기상청 등에서의 예보로 인하여 황사발생에 대한 사

전정보 취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행동패턴

도 변화된다. 예를 들어 황사시기에는 가능한 한 외출

을 삼가고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귀

가 시에도 평소보다 더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Table 5. Comparisons of analysis results from cardiovascular-

cause mortality for all-aged, under 15 yrs, 65+ yrs by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ith/without Asian Dust

Days in Seoul, 2000-2006

Pollutant [lag]

Relative risk (95% CI)

With Asian 

Dust Days 

Without Asian 

Dust Days 

(All-aged)

 CO [lag1] 1.039 (1.027-1.051) 1.044 (1.031-1.057)

 O3 [lag1] 1.012 (0.999-1.026) 1.011 (0.998-1.025)

 PM10 [lag3] 1.002 (0.995-1.009) 1.008 (0.997-1.018)

 NO2 [lag2] 1.027 (1.014-1.039) 1.028 (1.015-1.040)

 SO2 [lag1] 1.028 (1.017-1.040) 1.034 (1.022-1.046)

(Under 15 yrs)

 CO [lag1] 1.067 (0.778-1.463) 1.008 (0.724-1.403)

 O3 [lag1] 1.218 (0.844-1.759) 1.258 (0.867-1.826)

 PM10 [lag1] 0.927 (0.728-1.180) 1.003 (0.751-1.340)

 NO2 [lag0] 1.018 (0.731-1.417) 0.700 (0.486-1.010)

 SO2 [lag0] 1.033 (0.750-1.422) 0.663 (0.456-0.963)

(Over 65 yrs)

 CO [lag2] 1.037 (1.023-1.052) 1.044 (1.029-1.059)

 O3 [lag3] 1.001 (0.986-1.016) 1.001 (0.985-1.016)

 PM10 [lag3] 1.004 (0.996-1.013) 1.021 (1.009-1.034)

 NO2 [lag2] 1.034 (1.020-1.049) 1.037 (1.022-1.052)

 SO2 [lag1] 1.027 (1.013-1.041) 1.034 (1.020-1.049)

An IQR is 0.50 ppm for CO, 20.80 ppb for O3, 41.68 µg/m3

for PM10, 17.84 ppb for NO2, 3.00 ppb for SO2.

The model included the following variables: an intercept,

indicator variables for days of the week, and smooth spline

functions for date, temperature, humidity, and ai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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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행동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는 황사시기에 평소

보다 외부환경에 대한 노출이 더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

이다.14)

황사의 화학적 조성과 관련하여 2001년 봄철 안면도

에서 관측된 황사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해 조사한

최재천 등의 연구에서는 황사시 오염물질의 경우 황산

염과 질산염을 비롯하여 모든 물질이 2배 이상의 증가

량을 보였으며 특히 토양이 기원인 칼슘은 비황사시에

비해 황사시에 8.3배의 증가량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23) 2001년 황사와 비황사기간의 중금속 농도분포

특성을 연구한 최규훈 등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북동부

에 소재한 세종대학교를 중심으로 2001년 황사가 발생

한 전후 기간을 중심으로 부유분진 및 중금속 성분들

의 분포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황사/비황사 기간의 농

도비를 비교한 결과 Al, Fe을 비롯한 주원소성분들이

중금속 성분들에 비해 훨씬 높은 농도비를 보였다고 보

고하였다. 이는 황사시 지각성분의 유입률이 유해한 중

금속류보다 훨씬 두드러졌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유

해한 금속성분들의 상대적 함량이 특별히 과다한 수준

에 도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4)

황사전후의 활동양상을 조사한 이보은 등의 연구에서

는 황사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

는 어린이나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서 실제로 황사시기

에 어떤 증상을 호소하며 황사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

시에 소재한 일개 초등학교 2개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황사시의 건강증상과 행동변

화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황사기간 많은 학

생들이 야외 여가 활동이나 외출을 삼가는 것으로 나

타났고 황사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는 예방행동에 해

당하는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에

서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보

고하였다.25) 

임형준 등의 연구에서는 황사에 대한 수도권 거주 성

인의 위해도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총 500명을 대상으로

2003년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화설문조사를 하

였다. 연구 결과 황사 관련 정보 인지율은 높은 편이였

으며 황사를 다이옥신과 함께 가장 위험한 건강 유해

요소로 꼽고 있고 황사가 알레르기 비염, 눈의 결막염,

기관지 천식 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

체 연구 대상자 500명 중 201명(40.2%)이 황사로 인

한 신체적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적으로

황사현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26)

황승식 등의 연구에서도 황사기간 동안에 PM10 농도

가 매우 높게 상승함에도 그 위험이 매우 낮게 관찰되

는 이유로 황사 현상동안 미세분진의 입경별 분포의 차

이와 단일입자 성분분석 결과 토양기원 입자가 전체 입

자의 90%를 차지하여 분포하는 화학종의 종류가 다양

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27) 

본 연구에서는 민감군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별 총 사

망 및 원인별 사망에 대한 황사의 효과를 연령별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총 사

망의 위험이 65세 이상 노인 그룹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호흡기 및 심혈관계 사망의 위험 크기가 총

사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 지

역을 대상으로 일별 사망에 대한 황사의 효과를 분석

한 다른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총사망, 호흡기 및 심혈관계 사망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호흡기 및 심혈관계 사망이 총사망보다 더

큰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65세 이상 고연령 사망자

와 호흡기 및 심장질환자들이 민감군일 수 있음을 제

안하였다.11) 또한 전체연령과 65세 이상 노인 그룹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조사한

Filleul 등의 연구에서도, 두 연령 그룹 모두에서 대기오

염과 외인사를 제외한 총사망 및 원인별 사망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그룹의 호흡기계 사망 위험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28) Kan 등의 연구결과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그룹이 대기오염에 가장 취약한 그룹임을 보

고하였고 이는 65세 이상 고연령 그룹의 경우 어린 연

령 그룹에 비해 이미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에 노

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심혈관 및 폐질환

등의 질환자와의 중복이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29) 

한편, 본 연구결과로는 15세 미만 연령 그룹에 있어

서 뚜렷하게 민감군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 민감군 확

인을 위해 수행된 브라질의 한 연구에서는 20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5개 연령그룹(2세 미만, 3-

5세, 6-13세, 14-19세, 전체)으로 나누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 입원의 위험을 조사하였다. 그 결

과 2세 미만의 연령이 가장 어린 그룹과 14-19세 그룹

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입원의 위험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30)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소아

민감군 확인을 위해서는 추후 연령 그룹을 좀 더 세분

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황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황사의 물리화

학적 특성 및 환경오염도 변화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며 황사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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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황사의 건강영향과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황사발생시 급증하는 미세먼지의 건강영향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지금까지 제시된 대부

분의 역학연구 결과들은 황사노출과 일상적인 대기오

염 노출과의 상대적인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위해도가 상호 비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시 대기오염의 건

강위해성을 평가할 때 황사시기를 포함하여 분석하는

경우 도시 대기오염의 위해도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까지 제안되는 기존의 연구결과보다 실제

도시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지금까지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던 황사의 건강영향에 있어서 민감군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황

사의 위해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황사가 가지고 있는

여타의 대기오염과는 다른 특성들, 예를 들면 황사시기

의 예방행동 등과 같은 행동패턴의 변화 등이 추가로

조사되고 분석될 필요가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일일 사망자료와 환경측정자료 및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황사일 포함여부에 따른 도시 대

기오염이 일별 총 사망, 호흡기계 사망 및 심혈관계 사

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연구대상기간은 2000

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7년)까지 총 2,557

일이었으며, 이 기간 중 황사가 발생한 일은 총 85일이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황사가 발생한 85일을 포

함한 황사포함기간과 황사가 포함되지 않은 황사불포

함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위해도를 분석하였다.

1. 황사발생일을 포함한 연구기간 동안 CO, O3,

PM10, NO2, SO2의 일 평균값은 각각 0.86 ppm, 27.39

ppb, 66.76 µg/m3, 36.75 ppb, 그리고 5.27 ppb이었으며,

황사발생일을 포함하지 않은 연구기간동안의 CO, O3,

PM10, NO2, SO2의 일 평균값은 각각 0.86 ppm, 27.25

ppb, 62.76 µg/m3, 36.82 ppb, 그리고 5.26 ppb로 나타

나, 미세먼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오염물질의 경우 유사

한 일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2. 황사발생일을 포함한 연구기간과 포함하지 않은 연

구기간 모두에서, 전체 연령층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

망의 위험이 호흡기계 사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 심혈관계 사망, 총 사망 순으로 나타

났다. 연령별 민감집단 확인에 있어서는 총 사망의 경

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65세 이상 노인

그룹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황사발생일 포함여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비교한 결과, 총 사망의 경우, 15

세 미만 소아 그룹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그룹 및 모든

오염물질에서 황사시기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대기

오염이 총사망에 미치는 위험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 사망의 경우에는 15세 미만 소아에서

오존을 제외하고 모든 오염물질에서, 심혈관계 사망의

경우에는 전체연령 및 65세 이상 노인에서 오존을 제

외하고 모든 오염물질에서 혼란변수를 보정한 상태에

서 각각의 대기오염 물질이 IQR만큼 증가할 때 각 원

인별 사망에 미치는 위험의 크기가 황사시기를 제외하

고 분석한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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