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1권 제2호(2015)

J Environ Health Sci. 2015; 41(2): 71-81

71

pISSN: 1738-4087 eISSN: 2233-8616

http://dx.doi.org/10.5668/JEHS.2015.41.2.71

인구특성을 고려한 노출평가: 부산지역 고농도 오존일 사례연구

황미경*·방진희**·오인보**·김유근*
†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환경보건센터 

Ozone Exposure Assessment by Population Characteristics:

A Case Study for High Ozone Days in Busan

Mi-Kyoung Hwang*, Jin-Hee Bang**, Inbo Oh**, and Yoo-Keun Kim*
†

*Division of Earth Environmental System, Pusan National University

**Environmental Health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BSTRACT

Objectives: Photochemical ozone pollution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mortality risk.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population exposure to ozone according to population characteristics for high ozone days in the Busan

metropolitan region (BMR).

Methods: The ozone exposure assessment in this study was performed using the WRF-CMAQ simulated ozone

concentrations and the population data in the BMR. The settled and daytime population and their activity were

considered to conduct the static and dynamic ozone exposure assessment.

Results: Applying a static exposure assessment, in case that high ozone occurred throughout Busan area, the

highest exposure levels were evaluated in urban neighborhoods. In case of ozone pollution in outer Busan,

because sensitive groups have been relatively higher exposure, this case was also evaluated as part of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The dynamic exposure was higher than static exposure because the number of population

exposed to ozone of high concentration is increased. This approach is important in a regard consider that daytime

population distribution when high ozone occur.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e different population exposure according to various ozone distributions for

each episode day. Consider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 such as population density and activity should be

important to understanding the population exposure assessment when ozone pollution occurs.

Keywords: activity, exposure, numerical air quality modeling, ozone, population

I. 서 론

일반적으로 인위적 오염원(anthropogenic source)

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 수송/화학반응

/침적과정을 통해 환경농도(ambient concentration)가

결정되며, 이는 수용체(특히 인체)에 노출(exposure)

및 흡입(dose) 과정을 통해 건강영향을 미치게 된다.

배출에서부터 건강영향까지 일련의 과정은 학문적으

로 매체 중심연구와 수용체 중심의 건강 관련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매체 중심 연구는 기상(meteorology)/

배출(emission)/대기질(air quality)을 기본틀로 대기

오염물질 측정자료 기반연구와 수치모델링기반의 진

단/예측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치모

델링 연구는 기상과 배출량 격자자료를 입력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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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염물질 농도를 시·공간적으로 진단/예측하고

있다.1-5) 한편 수용체 중심의 건강 관련 연구는 오염

농도(일반적으로 측정농도 적용) 수준에 따른 관련

질환의 발병률, 응급실 내원률, 사망률 등 임상적 관

점에서 살펴보고 경제적 효용가치까지 예측하고 있

다.6-11) 

두 분야의 연구는 통일된 맥락 안에 존재하나 연

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 예로

국내에서는 고해상도 수치모델링을 통해 고농도 사

례일의 농도수준을 시·공간적으로 상세하게 진단

하고 있으나 수용체 중심의 보건연구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강재은 외(2014)12)는 대기질 측정망

자료를 사용하여 집단인구 노출평가를 수행하여 보

건연구로 전환을 시도하였나 대기환경모델을 적용

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미국 EPA에서는 대기질 모

델링을 바탕으로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 및 경

제적 효용가치분석까지 일련의 과정을 묶어 BENMAP

(Environmental Benefits Mapping and Analysis

Program), APEX(Total Risk Integrated Methodology

Air Pollutants Exposure Model), SHEDS(Stochastic

Human Exposure and Dose Simulation Model) 등

의 모델을 개발하여 평가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Furtaw (2001)13)와 Georgopoulos et al.(2005)14)는

PM2.5와 오존을 대상으로 기상/대기질(Fifth-Generation

Penn State/NCAR Mesoscale Model(MM5)/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Model (CMAQ)) 수치모델

과 SHEDS 모델을 이용하여 인구집단노출을 평가하

였다. 한편 Baklanov et al.(2007)15)은 도시대기질 정

보 예보시스템(Urban air quality information forecasting

system)을 개발하여 기상/대기질/노출평가모델링 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국내에서도 매체 중심의 연구가

확장되어 수용체(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

구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대표적으로 개인 및 인구

집단 노출평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고해상도

환경농도 추정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집단의 고농도 오존 노출을 정

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기질 모델링을 이용하여 고해

상도 환경농도 분포를 제시하였고 인구 특성을 고려

한 노출을 평가하여 비교하였다. 수행된 주요 연구내

용은 (1) 우선 대기환경모델(기상/배출/대기질 모델)

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해상도 높은 오존의 환경농

도를 계산하였고 (2) 이를 상주인구와 일차적으로 결

합하여 정적 노출평가(static exposure assessment)16-18)

를 수행하였다. 특히 집단집단의 연령특성(생산집단

/종속집단)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대기오염 민감군의

노출을 비교 파악하였다. (3) 마지막으로 주간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동적 노출평가(dynamic exposure

assessment)16-18) 를 수행하였다.

II. 연구 방법 및 자료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인구집단 노출평가의 기본적

인 흐름을 도식화하여 Fig. 1에 제시하였으며, 연구

수행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상모델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19)

을 이용하여 기온, 바람 등 3차원 격자 정보를 생성

하였고 이를 배출량 자료와 함께 대기질모델 (CMAQ;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Model) 20)에 입

Fig. 1. Flow for population exposure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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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여 오존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수행 결과 생성

된 부산지역의 3차원 격자 농도자료는 Arcgis21) 프

로그램 내 통계적 내삽(Interpolation) 방법을 이용하

여 동별 농도정보로 변환시켰고, 최종적으로 행정구

역별 인구자료와 매칭하여 대기오염(오존)에 대한 인

구집단 노출을 추정 평가하였다.

1. 기상/대기질 모델링 수행과 검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내 대기질 측정지점 중 1

개지점 이상에서 오존농도가 일최고 8시간평균농도

(이후 8시간오존농도로 언급) 기준치 60 ppb를 초과

한 날을 고농도 발생일로 정의하였다. 이 기준은

WHO(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이자 우리나라 대기

환경기준으로, 일정시간이상 오존농도에 노출된 인

체영향을 고려한 환경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다

양한 고농도오존 분포가 나타난 대표 사례일 3일을

선정하였다: 2010년 6월 4일(Case I), 2009년 4월

11일(Case II), 2008년 4월 28일(Case III). 

기상과 대기질 수치모델링 수행을 위해 WRF Version

3.5와 CMAQ Version 5.0.1을 각각 이용하였다. WRF

모델링 영역은 둥지격자체계를 바탕으로 첫번째 동

아시아영역 (81 km 격자간격)부터 부산지역을 포함

하는 마지막영역 (1 km 격자간격)까지 총 5개영역으

로 구성되며, 연직적으로 43개 층으로 구성된다.

CMAQ은 WRF의 첫 번째 영역을 제외한 한반도 영

역부터 부산영역까지 4개영역으로 이루어지며 25개

연직층으로 구성된다. Fig. 2는 WRF-CMAQ의 대

상영역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영역인 부산지역에서

운영중인 기상청산하 10개의 ASOS(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AWS(Automatic Weather

Stations) 관측지점과 환경부산하 17곳의 도시대기측

정망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자료는 기상모델 및 대

기질모델의 검증자료로 이용되었다. 

모델링은 사례일 포함하여 총 5일(WRF와 CMAQ

의 전체 spin-up 기간 포함)을 수행하였다. WRF 초기

/경계자료는 NCEP(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Table 1. Information of grid for WRF and CMAQ

D1 D2 D3 D4 D5

Horizontal Resolution 81 km 27 km 9 km 3 km 1 km

WRF
Horizontal grid (nx, ny) 39, 35 70, 55 64, 58 49, 46 61, 58

Vertical layer 43 layers

CMAQ
Horizontal grid (nx, ny) - 64, 49 58, 52 43, 40 55, 52

Vertical layer - 25 layers

Fig. 2. Domain for WRF-CMAQ modeling(lift) and location of meteorological monitoring sites(gray dots) and air quality

sites(black dots) in Busan(right).



74 황미경·방진희·오인보·김유근

J Environ Health Sci 2015; 41(2): 71-81 http://www.kseh.org/

Prediction)에서 제공하는 6시간 간격의 FNL(Final) 자

료(1 deg. 해상도)를 이용하였다. 대상지역의 현실적인

지형과 지표면 상태를 WRF 모델링에 반영하기 위하

여 고해상도 지형고도와 토지피복 자료를 적용하였

다. 사용된 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3초(약 90 m) 지형자료(http://www2.jpl.nasa.gov/srtm/)

와 국내 환경부에서 제작한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중

분류(해상도 5 m급, 22개 항목) 토지피복 자료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입력자료는 INTEX-B Project22)

의 동아시아 배출량 자료와 환경부 대기정책지원시

스템(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의

격자별 배출량 자료(1 km 해상도)이다. WRF 모델

링에 적용된 물리옵션과 CMAQ 모델에 적용된 모

듈은 Table 2와 같다. 이는 모델링 영역별 해상도와

스케일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기상 및 대기질 모델링 수행 결과는 그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통계검증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통

계지표는 IOA(Index Of Agreement), MB(Mean

Bias), MAGE(Mean Absolute Gross Error), RMNE

(Root Mean Square Error), MNGE(Mean Normalized

Gross Error)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권장하는

유의수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였다.23) 

2. 인구자료 및 노출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집단의 노출수준은 환경

농도와 인구밀도의 곱으로 정의되며 인구집단에 대

한 잠재노출(potential exposure)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노출평가에 있어 실제노출(actual exposure)과는

구분된다. 대상지역의 인구는 외부 환경농도에 노출

된 것으로 가정하고 기준치 이상의 환경농도에 노출

된 인구를 대상으로 인구수와 노출수준 등을 평가하

였다. 여기서 환경농도는 CMAQ 모델링을 통해 계

산된 격자별 농도값을 ArcGis 프로그램의 역거리가

Fig. 3. Population density (a) and the ratio of productive and dependent population (b) in Busan based on Korean registered

population data.

Table 2. WRF and CMAQ model configurations

Physical option Scheme

WRF

Microphysics
WSM3(D1~2) / 

WDM6(D3~5)

Short wave radiation RRTMG

Long wave radiation RRTMG

Cumulus parameterization
Kain-Fritsch 

(D1~3)

PBL physics
Yonsei University 

scheme

Land surface physics
Noah Land-

Surface Model

CMAQ

Module (Description) Option

ModHadv (Horizontal advection) Hyamo

ModVadv (Vertical advection) Vwrf

ModHdiff (Horizontal diffusion) multiscale

ModVdiff (Vertical diffusion) acm2

ModAero (Aerosol module) aero5

ModDepv (Deposition velocity 

calculation)
m3dry

ModCloud (Cloud module) Cloud_acm_ae5

Mechanism (Gas-phase chemistry) SAPRC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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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법(Inverse Distance Weight, IDW)9)을 이용하여

행정구역별 농도로 변환하여 이용하였다. 

인구집단은 크게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로 구분하였

다. 상주인구는 인구통계청(http://kosis.kr)에서 제공

하는 동별 주민등록인구(2010년 기준)자료를 이용하

였다. 종속인구(1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인구)와 생

산인구(15~64세의 인구)로 구분하여 연령도 함께 고

려하였다. 부산지역의 경우 총 인구수는 35,67,910

명이며 생산인구수는 종속인구수의 약 3.1배이다.

Fig. 3은 부산지역의 동별 상주인구수와 함께 종속

인구수에 대한 생산인구수의 비를 함께 제시한 것이

다. 유동인구는 통계청에서 함께 제공하는 구별 주

간인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주간인구는 해당지역의

상주인구에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통근·통학인

구(주간유입인구)를 더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통

근·통학인구(주간유출인구)를 뺀 인구수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정적 노

출평가와 동적 노출평가로 구분하여 오존 노출평가

를 수행하였다. 정적 노출평가는 상주인구분포를 적

용하여 오존에 대한 노출을 평가하였으며, 동적 노

출평가는 주간인구분포를 적용하여 활동도를 노출평

가에 고려한 것으로 고농도오존 발생시의 현실적인

인구분포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모델링 결과 검증

WRF, CMAQ 모델링을 통해 얻어진 기온과 풍

속, 오존농도를 관측자료와 통계적 검증을 수행하

고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관측값과 WRF

모델링 결과값의 통계분석 결과, 일치도를 나타내

는 IOA값을 비롯한 대부분의 통계치가 권고기준범

위(benchmark) 포함되어 나타났다. 각 사례일별로

기온 및 풍속 IOA(완전 일치할 경우, 최대값은 1)

각각 0.86~0.9, 0.53~0.66으로 모델이 측정값을 잘

재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일에 따라 차

이를 나타내나 기온은 다소 과소모의(-0.51~0.05 K),

풍속은 평균적으로 과대모의(0.16~1.34 m/s)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매시간 오존농도의 통계분석 결과,

전 사례에 대해 IOA는 0.6이상이었으며 Case I의

정확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IOA=0.78). MNGE

는 Case III가 가장 낮게(MNGE=23.2%) 평가되었

다. 이상과 같은 통계검증 결과는 모델결과가 실제

현상을 전반적으로 잘 재현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

상/대기질 모델링 결과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

으며 현재 기상/대기질 모델의 개발, 양질의 입력자

료 생성, 최적의 모델링 수행방법 선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향후

대기질모델링 결과를 이용한 인구노출평가의 신뢰도

향상에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적 노출평가

1) 사례별 노출평가

부산지역의 고농도 오존 발생일 대상 수치모의된

8시간 오존농도 분포와 고농도오존에 대한 노출수준

(인구밀도와 농도의 곱)을 Fig. 4에 제시하였다. 여

기서 오존농도 분포는 모델링을 통해 산출된 격자별

농도 자료를 행정구역별 값으로 변환한 결과이다. 

먼저 각 사례일별 오존농도분포를 살펴보면 특징

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Case I은 연안지역에

Table 3. Statistics corresponding to WRF and CMAQ model evaluation

Statistics Benchmark
Case I 

(2010. 6. 3 ~ 5)

Case II 

(2009. 4. 10 ~ 12)

Case III 

(2008. 4. 27 ~ 29)

Temp. IOA ≥ 0.8 0.90 0.86 0.90

MB  ≤ ± 0.5 K -0.40 0.05 -0.51

MAGE ≤ 2 K 1.84 2.34 1.82

Wind speed IOA ≥ 0.6 0.53 0.66 0.57

MBE ≤ ± 0.5 m/s 0.47 0.16 1.34

RMSE  ≤ 2 m/s 1.30 1.70 2.37

Ozone IOA - 0.78 0.71 0.60

MNGE < 35% 39.78 35.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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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orizontal distribution to 8-hr ozone concentration simulated WRF and CMAQ.

Fig. 5. Horizontal distribution of static exposure to 8-hr ozone for each epis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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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점차 농도증가가 나타나 부산 남서와 북동외

각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가 모의되었다. 특히 남서

쪽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경도가 증가하는 모습

이며 대기환경기준 60 ppb/8-hr 이상이 나타났다.

Case II의 경우 고농도 발생지역이 더 확대된 모습

으로 부산지역의 북~서쪽지역을 포함하는 영역(특히

북쪽영역)으로 고농도가 모의되었다. 마지막으로 Case

III은 부산전역으로 고농도오존이 나타나며 특히 연

안지역을 중심으로 100 ppb/8-hr 이상의 고농도가 나

타나는 모습이다. 이러한 부산지역의 오존분포는 국

지풍 발달과 관련을 가지며3) 특히 해풍 발달유무,

발달시점, 침투거리 및 속도 등이 고농도오존 분포

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25-27)

행정구역별 오존농도를 바탕으로 인구집단 노출수

준을 Fig. 5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오존의 대기환경

기준 60 ppb/8-hr 미만의 값은 인체건강영향 측면에

서 의미 없는(no significant)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사례일별로 노출수준을 살펴보면 고농도오존의 발

생지역과 인구집단 노출수준이 높은 지역이 일치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Case I은 남서/북동외곽에 고

농도 오존이 나타났지만 인구밀도가 낮아 노출수준

은 다른 사례보다 오존 노출수준이 저평가되었다.

Case II는 도심 북쪽지역(해풍의 풍하측)의 노출수준

(최대 2.1×106 ppb·people/km2)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부산외곽(남서와 북동)으로 그 정도가 감소하는

모습이다. Case III는 부산전역이 높은 농도의 오존

에 노출된 사례로 특히 지역 내 농도경도가 적어 인

구밀도와 관련이 높다. 도심 인접지역의 높은 인구

밀도와 함께 높은 노출수준이 평가되었다. 여기서 도

심이 아닌 인접지역 노출수준이 높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주인구자료를 고려하였기 때문

으로, 고농도 발생시점이 주간임을 고려해본다면 실

제 활동 인구집단의 노출과는 분명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각 사례별 오존농도 구간별 노출인구수 분포를 살

펴보면(Fig. 6), Case I은 50 ppb/8-hr 구간에 노출

된 인구가 가장 많은 반면 Case III는 고농도구간(90

ppb/8-hr)에서 인구수가 많았다. 부산 전 인구의 Case

I(1.8%), Case II(40.5%), Case III(100%)가 환경기

준(60 ppb/8-hr)이상에 노출되었다. 특히 Case III는

인구 90% 이상이 오존 80 ppb/8 hr 이상에 노출되

었으며, 특히 90 ppb/8-hr 구간에 인구분포가 밀집되

어 있다. 즉 Case III은 고농도발생 영역이 넓고 인

구집단 노출수준 가장 높아 건강 위해성이 높은 고

농도오존발생 사례로 볼 수 있다. 

노출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대기환경기

준(60 ppb/8-hr) 이상 구간에 대해 농도구간별 인구

분포를 분석하였다. 앞서 농도분포와 마찬가지로 각

사례마다 농도구간별 노출인구수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Case I은 낮은 노출수준(2~4×105

ppb·people/km2)에 인구가 집중되었으며 Case II는

Case I보다 다소 높은 구간인 6~8×105 ppb·people/

km2 구간에 최대분포를 보였다. 한편 Case III은 가

장 높은 구간(특히 8~10×105 ppb·people/km2 구간)에

많은 인구가 분포되었다. 

2) 인구집단 연령을 고려한 집단 노출평가

부산지역의 인구를 연령기준으로 생산인구(15~64

세의 인구)와 종속인구(15세 미만, 65세 이상의 인

구)로 구분하였으며 여기서 종속인구는 오존과 같은

대기오염물질 노출에 대한 민감군으로 구분될 수 있

다. 앞서 Fig. 3에 제시된 두 집단의 인구분포비(생

산인구수/종속인구수)를 간단히 살펴보면, 북동지역

과 서부산 일부지역에 상대적으로 생산인구의 비율

이 낮으며 부산도심에 가까울수록 생산인구의 비율

이 점차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

심 중심으로 종속인구에 대한 생산인구의 비율이 3

배 이상 높은 반면 외곽지역에 종속인구(특히 노령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서부산 공

단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인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농도 오존 발생 사례별로 오존에 대한 생산/종

속인구의 노출수준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Fig.

Fig. 6. Distribution of number of people for 8-hr ozone. 



78 황미경·방진희·오인보·김유근

J Environ Health Sci 2015; 41(2): 71-81 http://www.kseh.org/

5와 유사하며 두 집단의 노출 분포는 유사하게 나타

났다(그림 생략). 부산의 외곽부근에 고농도가 발생

한 경우(Case I) 두 연령집단의 비율에 대한 노출수

준은 유사하지만 고농도 발생역에 민감군(종속인구)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두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존농도가 낮

아 노출수준은 낮게 평가되었으나 고농도오염 발생

시 오히려 민감군에 대한 건강영향이 크게 평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향후 건강영향 함

수(Concentration-Response function) 적용을 통한 정

량적 평가가 요구된다. Case II는 도심 북쪽(북부산

의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가 발생

한 경우로, 전체 생산인구수의 40.8%, 종속인구수의

39.6%가 고농도 오존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의 전 인구가 고농도 오존에

노출된 Case III은 생산인구의 오존노출수준은 종속

인구의 3.0배 높으며, 특히 도심 인접지역 및 연안

의 주거지역이 높았다. 하지만 종속인구의 경우 고

농도 오존노출에 대해 건강 면에서 취약하므로 노출

수준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3. 동적 노출평가 

인구집단의 경우 노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상주

인구를 바탕으로 집단 노출평가를 수행할 경우, 주

간 인구이동패턴이 고려되지 못하므로 집단 노출평

가는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고농도 오

존오염이 일반적으로 주간에 발생빈도가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주간인구 이동/분포의 중요성이 크다. 현

실적인 집단 노출평가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구별 주간인구를 적용하여 동적 노출평가를 수행하

였다. 

먼저 주간 동안 인구분포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구

단위의 상주인구와 주간인구를 각각 제시하였다(Fig.

7). 주간 인구이동에 따라 주간인구 분포는 상주인

구 분포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주간의 인구이동

으로 도심(Fig. 7(b) 검은색 빗금영역, 서면과 남포

동)을 중심으로 인구밀도가 높게 추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도심 상업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의미하

며 결과적으로 오존에 대한 집단노출 변화를 의미한

다. 이와 함께 서부산지역(Fig. 7(b)의 회색 빗금영

역)을 중심으로 인구밀도가 증가된 모습으로 공단지

역의 주간인구유입이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주간인구분포를 고려한 동적 노출평가 시, 정적 노

출평가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노출인구수를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Fig. 8은 농도구간별 정적/동적

노출인구수(위 그림)와 두 노출인구수의 차(아래 그

림)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입력되는 오존농도 분

포는 동일하므로 농도구간별 노출인구수 변화를 분

석하였다. 동적 노출평가시 인구수는 전체적으로 낮

은 농도구간에서는 감소한 반면, 높은 농도구간에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고농도 발생지역을 중

심으로 인구밀도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며 최종적으

로 집단노출 증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각 Case별로 오존에 노출된 인구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ase I의 경우 50 ppb/

8-hr 구간의 인구수 감소(-4.1%)가 뚜렷한 반면 환

경기준치(60 ppb/8-hr) 이상구간으로 인구수 증가가

나타났다. 이는 서부산지역(공단지역, Fig. 7의 회색

빗금영역)을 중심으로 주간 인구유입의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Case II는 농도구간에 따라 인구수의 증가와 감

소를 반복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오존농도 70 ppb/

Fig. 7. Population density based on Korean registered population data(a) and daytime population density(b)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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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hr구간에서 가장 큰 인구증가(+2.0%)를 보였다. 마

지막으로 Case III는 고농도구간의 인구수 증가가 가

장 뚜렷하게 나타난 사례로, 구체적으로 85 ppb/8-hr

농도구간에서 4.8% 인구 감소가 나타나지만 90 ppb/

8-hr이상의 고농도구간에서 인구수의 뚜렷한 증가가

나타난다. 이러한 고농도 구간에서의 인구수 증가는

노출수준의 직접적 증가에 기여하는데 도심에 위치

한 광복동의 경우 최대 3%의 노출수준의 증가로 가

장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 

정리하면 동적 노출평가는 정적 노출평가와 비교

해, 저농도 구간의 오존에 노출된 인구 수는 감소한

반면 고농도 구간 노출 인구 수는 증가하여 전체적

인 인구집단 노출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주

간에 인구가 고농도가 발생한 도심으로 이동함에 따

라 도심의 노출수준의 증가가 뚜렷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안도시 고농도 오존 발생시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집단의 오존 노출을 정량적으

로 평가하였다. 대표적인 고농도 오존 사례일을 대

상으로 대기질모델 농도값과 인구분포를 적용하여

정적/동적 노출평가를 수행·비교하였다. 

정적 노출평가 결과, 도시 전역에 고농도오존이 발

생한 사례의 경우는 인구밀도가 고려된 노출수준 역

시 전역에 높았고 특히 도심 인근지역에서 높은 최

고 노출수준이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외곽 고농도발

생 사례의 경우, 종속인구(민감군)의 노출이 상대적

으로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유동인구를 적용한 동

적 노출평가 결과는 주간에 인구가 도심으로 이동됨

에 따라 고농도 오존에 대한 인구노출이 증가함을

보여 주었다. 동적 노출평가는 고농도발생 시점인 주

간의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 

본 연구는 고해상도 모델링 결과를 오존 노출평가

에 적용하였고 인구 분포와 활동을 고려한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상세 대

기질 모델 결과의 적극적 활용 및 연동을 위해 전

국단위의 고해상도 주간인구 분포 자료의 구축28,29)

및 공개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환경보건

영역의 건강피해추정, 경제적인 가치/질병부담 추정

을 위한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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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Number of people exposed to 8-hr ozone applying static and dynamic exposure assessment.



80 황미경·방진희·오인보·김유근

J Environ Health Sci 2015; 41(2): 71-81 http://www.kseh.org/

References

1. Moon N, Kim S, Seo J. Sensibility Study for PBL

Scheme of WRF-CMAQ. Journal of Korean Soci-

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2011; 27(6): 791-

804. 

2. Kim J, Kim J, Hong J, Jung D, Ban S, Lee Y.

Assessment of changed input module with SMOKE

Mode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2008; 24(3): 284-299.

3. Oh IB, Kim YK, Kim CH. An observational and

nume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the late sea breeze

on ozone distributions in the Busan metropolitan

area, Korea. Atmospheric Environment. 2006; 40(7):

1284-1298.

4. Otte, TL, Pouliot G, Pleim JE, Young JO, Schere

KL, Wong DC, et al. Linking the Eta model with

the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CMAQ)

modeling system to build a national air quality fore-

casting system. Weather and Forecasting. 2005;

20(3): 367-384.

5. Taha H. Urban surface modification as a potential

ozone air-quality improvement strategy in Califor-

nia: a mesoscale modelling study. Boundary-layer

meteorology. 2008; 127(2): 219-239.

6. Bae H. Effects of short-term exposure to PM10 and

PM2.5 on Mortality in Seoul. J. Envion Health Sci.

2014; 40(5): 346-354.

7. Oh IB, Lee JH, Sim CS, Kim Y, Yoo CI. An Asso-

ciation between air pollution and the prevalence of

allergic rhinitis in the Ulsan Metropolitan Region. J.

Envion Health Sci. 2010; 36(6): 465-471.

8. Lee W, Hwang M-K, Kim Y-K. Health Vulnerabil-

ity Assessment for PM10 in Busan. J Environ

Health Sci. 2014; 40(5): 355-366.

9. Son JY, Kim Y-S, Cho Y-S, Lee J-T. Prediction

Approaches of Personal Exposure from Ambient

Air Pollution Using Spatial Analysis: A Pilot Study

Using Ulsan Cohort Data. Journal of Korean Soci-

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2009; 25(4): 339-

346.

10. Bell ML, McDermott A, Zeger SL, Samet JM

Dominici F. Ozone and short-term mortality in 95

US urban communities, 1987-2000. Jama. 2004;

292(19): 2372-2378.

11. Ito, K., De Leon SF, Lippmann M. Associations

between ozone and daily mortality: analysis and

meta-analysis. Epidemiology. 2005; 16(4): 446-457.

12. Kang JE, Bang JH, Oh IB, Kim YK. Estimation

and Variation of an Exposed Population of a Vul-

nerable Group to High Ozone Episodes.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2014; 23(4):

697-705.

13. Furtaw, EJ. An overview of human exposure mod-

eling activities at the USEPA’s National Exposure

Research Laboratory. Toxicology and industrial

health. 2001; 17(5-10): 302-314.

14. Georgopoulos PG, Wang SW, Vyas VM, Sun Q,

Burke J, Vedantham R, et al. A source-to-dose

assessment of population exposures to fine PM and

ozone in Philadelphia, PA, during a summer 1999

episode. Journal of Exposure Science and Environ-

mental Epidemiology. 2005; 15(5): 439-457.

15. Baklanov A, Hänninen O, SlØrdal LH, Kukkonen J,

Bjergene N, Fay B, et al. Integrated systems for

forecasting urban meteorology, air pollution and

population exposure. 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2007; 7(3): 855-874.

16. Beckx C, Int Panis L, Arentze T, Janssens D, Torfs

R, Broekx S, Wets G. A dynamic activity-based

population modelling approach to evaluate expo-

sure to air pollution: methods and application to a

Dutch urban area. Environmental Impact Assess-

ment Review. 2009; 29(3): 179-185.

17. Beckx C, Int Panis L, Uljee I, Arentze T, Janssens

D, Wets G. Disaggregation of nation-wide dynamic

population exposure estimates in The Netherlands:

Applications of activity-based transport models.

Atmospheric Environment. 2009; 43(34): 5454-

5462.

18. Kousa A, Kukkonen J, Karppinen A, Aarnio P,

Koskentalo T. A model for evaluating the popula-

tion exposure to ambient air pollution in an urban

area. Atmospheric Environment. 2002; 36(13):

2109-2119.

19. Skamarock WC, Klemp J, Dudhia J, Gill DO,

Barker DM, Wang W, et al. A description of the

Advanced Research WRF version 3. NCAR Tech-

nical Note, NCAR/TN-468+STR. Mesoscale and

Micro scale Meteorology Division,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Boulder, Colorado,

USA; 2008.

20. Byun DW, Ching JKS. Science algorithms of the

EPA Models-3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CMAQ) Modeling System, EPA Report N.EPA-

600/R-99/030, Office of Research and Develop-

ment,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ash-

ington, DC; 1999.

21. McCoy, J., Johnston, K., 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institute. Using ArcGIS spatial analyst:

GIS by ESRI. 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Institute; 2001.



인구특성을 고려한 노출평가: 부산지역 고농도 오존일 사례연구 81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5; 41(2): 71-81

22. Zhang Q, Streets DG, Carmichael GR, He KB, Huo

H, Kannari A, et al. Asian emissions in 2006 for

the NASA INTEX-B mission. Atmospheric Chem-

istry and Physics. 2009; 9(14): 5131-5153.

23. Hogrefe C, Rao ST, Kasibhatla P, Hao W, Sistla G,

Mathur R, et al.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regional-scale photochemical modeling systems:

Part II—Ozone predictions. Atmospheric Environ-

ment. 2001; 35(24): 4175-4188.

24.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Stud-

ies on the optimization method for improving the

accuracy of air quality modeling, NIER-SP2013-

210; 2014. 

25. Oh IB, Kim YK, Hwang M-K. Effects of late sea-

breeze on ozone distributions in the coastal urban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2004; 20(3): 345-360.

26. Ding A, Wang T, Zhao M, Wang T, Li Z. Simula-

tion of sea-land breezes and a discussion of their

implications on the transport of air pollution during

a multi-day ozone episode in the Pearl River Delta

of China. Atmospheric Environment. 2004; 38(39):

6737-6750.

27. Hwang, MK, Kim YK, Oh IB, Lee HW, and Kim

CH. Identif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representa-

tive ozone distributions in association with the sea

breeze from different synoptic winds over the

coastal urban area in Korea. Journal of the Air &

Waste Management Association. 2007; 57(12):

1480-1488.

28. Byun MR, Seo US. How to Measure Daytime Pop-

ulation in Urban Streets: Case of Seoul Pedestrian

Flow Survey.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2011; 12(2): 27-50. 

29. Han JS, Kim HG. A Study on GIS Methods for

Estimating “Index for Populat ion Generator” Based

on socio-economic factor. Korea Spatial Informa-

tion Society, Conference on Geospatial Informa-

tion. 2009; 262-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