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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ccurrence of sand dust has been steadily increased since 1990 and the amount of
damage was also increased. In most of previous studies, ground based observations were used for sand
dust analyses, but its high spatio-temporal variability has not been well understood. In this study, satellite
aerosol observations were used to overcome current limitations of the sand dust variability in space and
time and to estimate associations with morbidity of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ailments. In general,
high AODs were observed in the west part of the Koran peninsula in spring. The reasonable associations
between the morbidity and sand dust were observed from April to July with highest positive correlation
(~0.6) at three month lags (lag 3). Based on the results, we found a utility of the satellite aerosol
observations for sand dust analyses by considering of morbidity effects. In addition, health effect against
the sand dust is proved to be examined and smooth medical supplies and prevention of undesired medical
expenses would be possible.
Key Words : Satellite dataset, health condition, aerosol, big data of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요약 : 1990년대 이후 황사의 발생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전반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진행된 황사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지점관측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시

간적/공간적 변동성이 강한 황사를 정확히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성에어

로졸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연구의 시공간적인 한계성을 극복하여 황사 발생 기간 동안의 호흡기질환과 안

질, 심혈관계질환자 수의 변동양상에 관한 건강영향평가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위성에어로졸

수치는 봄철에 높게 나타났으며, 공간적으로 동쪽 지역보다는 서해안과 인근한 서쪽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황사와 관련성이 높은 질병인 안구질환, 순환계통의 질환, 호흡기계질환과의 상관

분석은 비교적 4월에서 7월사이에 높게 나타났는데, 지체기간 3개월에서 0.6 정도의 높은 양의 상관성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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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황사는 중국내륙과 몽골지방의 건조한 지역에서 작

은 모래나 황토입자들이 바람에 의해 부유하여 상층기

류로 인해 멀리 다른 지역으로 확산 되어 강하하는 현

상이다(Satoshi 1978; Iwasaka et al., 1979; Chen et al., 2004).

황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건조한 지표상태, 황사물질

을 부유하는 상승기류, 그리고 이를 멀리 다른 지역으

로 확산시킬 수 있는 상층기류가 필요하다. 주로 동북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황사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황사

발원지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봄철에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며, 심지어 북태평양을 지나서 때때로 미국 캘리

포니아 지역까지 도달한다(Husar et al., 2001). 황사는 여

러가지 지표로 평가 될 수 있는데, 그 중 특히 황사는 황

사의 입자크기 Total Suspended Particle(TSP), Particular

Matter less than 10 μm in diameter(PM10), Particular Matter

in the 2.5-10 μm range(PM10-2.5), Particular Matter less

than 2.5 μm in diameter(PM2.5)로 구분 할 수 있다. 주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대기 질 측정망에서 입자 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Querol et al., 2001; Wang et al., 2003).

황사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 성분을 공급하여 중성화에 도움을 주며, 해수중화

로 적조현상을 방지하며, 해양플랑크톤에 무기염류를

제공하여 생물학적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Chung, 1992;

Qian et al., 2002). 하지만, 대기혼탁도의 증가로 인하여

시정의 악화와 더불어 호흡기계질환 및 안구질환, 그리

고, 혈관 기능 장애를 포함한 심혈관계 관련 질환 등에

영향을 미친다(Kwon et al., 2002). 또한, 여러 사회 인프

라 시설물에 악영향을 끼치며, 식물을 포함한 자연 생

태계에도 영향을 초래한다. 황사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는 태양복사에너지의 감소로 인해 지구의 에너지수지

와 강수를 형성하는 구름 응결핵에 영향을 끼친다

(IPCC, 2001). 1990년 이후, 최근 20년 동안 황사의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중국의

산업발전의 가속화에 따른 중금속의 농도 증가와 강수

량의 감소, 그리고 사막지역의 온도증가로 인하여 황사

로 인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Okada et al., 1990;

Zhang and Iwasaka, 1999; Liu et al., 2014), 2002년 3월에는

강한 황사로 인하여 초등학교가 휴교하고, 항공기가 결

항하였으며,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황사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수행되

어 오고 있는데 크게 종관기상장에 따른 황사의 농도변

화 특성에 관한 연구와 관측자료와 수치모델링을 이용

한 황사의 수송과 침적과정에 관한 연구 등이다. 또한

황사의 발생일수와 빈도분석을 통한 빈도변화 특성과

지구온난화에 관한 연구 등도 포함된다. 최근 들어, 황

사발생과 사막화에 관한 관계성 및 이의 되먹임 관계를

사회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도 이루어지

고 있으며, 황사발원지에서의 기상현상과 황사의 관계

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

구들이 주로 지점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

으며, 부분적으로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정규화식생지

수(NDVI)를 이용해오고 있다. 황사의 물리화학적인 측

면에서의 연구에 비해 건강부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미흡한데 주로 황사의 증가로 인한 호흡기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에 관한 환자수증가와 사망자증가에 관

한 역학조사가 대표적이다(Hwang, 2007). 황사의 건강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알러지나 천식 환자의 증가 및 호

흡기 질환 악화, 일부 천식 환자에 있어 증상 악화 및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

망률과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5~1998년 서울에서 황사발생일의 사망률은 황사가

없었던 날보다 1.7%(65세 이상에서는 2.2%) 증가했으

며, 호흡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4.1% 증가

하였다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기술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지점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황사와 같이 시간적

/공간적 변동성이 강한 환경인자를 연구하기에는 지점

관측자료의 밀도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반해, 위성자

료는 지점관측시스템에 반해 효과적으로 황사의 발생

과 특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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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위성 에어로졸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지점자료기반 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건강영향 평가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함으로서 황사피해에 대비한 의약품의 원

활한 공급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예방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 기작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해석하기에 유리하다

(Baddock et al., 2009; Parajuli et al., 2014).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위성 에어로졸 자료를 이용하여 황사 발생 기간 동

안의 호흡기질환과 안질, 심혈관계질환자 수의 변동양

상에 관한 건강영향을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2. 연구지역

본 연구는 한반도 서울을 연구지역을 선정하였다

(Fig. 1). 서울은 위도 37.4˚~37.7˚, 경도 126.8˚~127.3˚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의 북쪽으로는 북한산과 도봉산,

북악산과 인왕산, 그리고 안산이 위치하고 있고 도봉산

에 이어 북동쪽에는 수락산과 불암산이 있다(KMA

2016). 서울의 남향에는 청계산, 동쪽에는 아차산, 그리

고 중부에는 남산이 위치하고 있다. 서울시의 최저 해

발고도는 약 10 m이며,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 중심

부 지역의 해발고도는 약 평균 37 m이다. 서울의 연평

균기온은 12.5℃이이며, 최한월 평균기온은 -2.4℃로 1

월에 나타나고 최난월 평균기온은 25.7℃로 8월에 나타

난다. 연교차는 28.1℃이며, 봄철에 가장 큰 일교차는

9.7도를 보인다. 서울의 강수량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

으며 (6월~8월) 총 강수량은 약 890 mm로 연강수량의

약 61%를 차지한다. 전체 강수량 중 여름철 강수량의

비율이 매우 높다. 편서풍을 타고 중국 및 몽골에서 시

작되어 한반도로 이동하는 황사는 3~6월 한반도를 강

타하고 있으며, 서울의 연평균 풍속은 2.3 m/s 이고, 황

사가 심한 3~4월에 2.8 m/s로 가장 높은 풍속을 기록하

고 있다. 황사가 심한 봄철의 낮은 강수량 및 높은 풍속

은 서울시의 황사에 대한 피해를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황사는 주로 3~4월에 편중되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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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3. 연구 자료 및 방법

1) 질병분류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질병관련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

or.kr)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질병/행위별 의료 통계 분

류의 질병 소분류(3단 상병)통계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본 자료의 질병분류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제10차 개정(ICD-10)을

반 영 한 한 국 표 준 질 병 사 인 분 류 (Korean Standard

Cliassification of Diseases, KCD) 제6차 개정(KCD-6)을

따르고 있다(http://opendata.hira.or.kr). 황사 발생 계절

에 따른 각 질병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월별 환자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기간은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질병 관련 자료 제공 기간인 2011년 1월

부터 2015년 6월까지로 선정하였다. 용양기관소재지 구

분에 있어서는 서울 지역에 한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성 데이터의 지역 일치성을 고려하였다.

연구에사용된분석대상질병은Ministry of Environment

(2002) 및 Hwang (2007)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황사발

생과 관련 높은 질병으로 알려진 안구질환(H10-H13,

H16), 순환계통의 질환(I21-25, I50, I63), 호흡기계 질환

중 상기도 질환(J00-J06, J30-J39), 하기도 질환(J20-J22,

J40-J47)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대상 질병의 소분류

명칭은 Table 1과 같다.

2) 대기환경정보

본 연구에 사용될 위성 에어로졸 자료(Aerosol Optical

Depth, AOD)의 정확성 분석을 위해 서울특별시 대기

환경정보의 평균 대기오염도 미세먼지 PM-10(μg/m3)

지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미세먼지 농도 Particulate

Matter(PM)는 입자상 오염물질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수치이다. PM-10은 미세먼지이며, 입자크기가

10 μg이하의 입자를 통칭한다. PM-10의 농도는 황사나

스모그로 인한 도시의 대기의 오염 정도의 척도로 활용

되며,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PM10 농도가 400 μg/m3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때 황사 주의보가, 800 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경우 황사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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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bclass of diseases
질병 코드 질병 소분류(3단 상병) 질병 코드 질병 소분류(3단 상병)
H10 결막염 J22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
H11 결막의 기타 장애 J30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H1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결막의 장애 J31 만성 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H16 각막염 J32 만성 부비동염
I21 급성 심근경색증 J33 코폴립
I22 후속심근경색증 J34 코 및 비동의 기타 장애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J35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J36 편도주의농양
I25 만성허혈심장병 J37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
I50 심부전 J3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
I63 뇌경색증 J39 상기도의 기타 질환
J0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40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01 급성 부비동염 J41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02 급성 인두염 J42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03 급성 편도염 J43 폐기종
J04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J44 기타 만성 페색성 폐질환
J05 급성 폐색성 후두염[크룹] 및 후두개염 J45 천식
J06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J46 천식지속상태
J20 급성 기관지염 J47 기관지확장증
J21 급성 세기관지염



가 발령된다. 현재 전국 기후대기현황의 경우 미세먼지

정도를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 나

쁨(151~)으로 세분화하여 공개하고 있다.

3) 위성 데이터

본 연 구 에 서 는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NASA)의 극궤도 위성인 Aqua 위성에

탑재된 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센서의 에어로졸(Aerosol)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Savtchenko et al. 2004). MODIS 센서는 36개의 Band

(620nm ~ 14385nm)의 영역대의 파장을 관측하며 ,

Calibration Product (MYD01~03), Atmosphere product

(MYD04~8, 35), Land product (MYD09~17, MYD43~44),

Cryosphere(MYD10, 29), Ocean(MYD18~28, MYD31, 36,

37, 39) 등의 매우 다양한 지표/기상/해양 데이터를 제

공한다. Aqua 위성은 하루 두 번 오후 1:30분(Ascending)

과 오전 1:30분(Descending)에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다

(관측시간UTC+9). 본연구에서는MYD04 L2(Collection 6)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MYD04 L2 데이터는 Swath 데

이터로 약 10km 해상도로 데이터가 제공된다. MYD04

L2 데이터에 할당된 변수는 약 70여개가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고 활용된 Deep_Blue_

Aerosol_Optical_Depth 550_Land 변수를 활용하여 한반

도 및 서울시 Aerosol Optical Depth (AOD)의 정도를 측

정하였다(Kim and Choi 2015; Ginoux et al., 2012; Hsu et

al., 2004). AOD 데이터는 에어로졸 광학적 깊이를 의미

하며, 에어로졸은 작은 고형 또는 액체 입자를 의미한

다. 바람에 의해 전달되는 모래입자, 바다에서 대기중으

로 방출되는 소금, 화산재, 소이제 연기, 공장에서 배출

되는 대기오염 물질들이 큰 예이다. 에어로졸의 입자크

기, 종류, 그리고 발생 위치에 따라서 지구표면의 온도

를 낮출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구

름의 형성뿐 아니라 구름의 형성을 방해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에어로졸의 정도

를 위성에서 측정 할 때 광학적인 깊이를 나타내며,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맑은 상태의 대기를 의미한다. 따

라서 높은 AOD는 높은 농도의 미세입자를 의미하며,

높은 미세입자 농도로 인해 빛의 투과가 낮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황사와 같이 에어로졸의 농

도가 높은 날의 경우 위성에서 관측되는 AOD는 높은

값을 나타내게 된다. 본 논문에 사용된 MYD04 L2 데

이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modis-atmos.gsfc.

nasa. gov/MOD04_L2/)을 참조하기 바란다. 본 연구를

위해 MYD04 L2 데이터는 최근접 이웃경로 알고리즘

(Nearest Neighborhood Algorithm) 기법을사용하여전처

리 되었다. 좌표체계의 경우 각종 모델 및 위성 데이터

에서 활용되는 EASE Grid 좌표체계에 맞추어 데이터

Resampling에 적용 하였다(Brodzik et al., 2002).

4) 데이터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의기간 동안(54

개월) 서울시 대기의 에어로졸의 정도(AOD)와 39개의

질병(Table 1)과의 관계 규명을 위해 월평균 AOD와 월

별 각 질병의 환자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월

평균 AOD의 경우 각 월의 시작일부터 끝 날짜의 AOD

의 값을 평균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황사가 발생 하였

을 당시의 질병에 대한 관계와, 황사 발생 후 잠재 기간

동안의 황사에 대한 건강 영향 분석을 위해 Time lag 방

법을 적용하였다. Time lag 분석은 0개월에서 5개월까지

로 한정하였으며, (식 1)을 이용하여 Lagged-AOD(Time

lag가 적용된 월별 AOD 데이터)와 질병간의 상관계수

를 계산하였다.

    ρAODN NOPC =       (1)

AOD(N-lagged)는N월 Lagged된 해당월의 AOD 값,

NOPCODE는 해당 월의 질병소분류 환자수를 나타

낸다.

4. 결과 및 고찰

1) 위성기반 AOD 결과 및 지점기반 미세먼지 농도
비교분석

Fig. 2는 위성기반 AOD와 지점 기반 미세먼지의 상

관성 분석을 위해 도시한 1:1 그래프이다. 2011년 1월부

터 2015년 6월까지 (월 평균 데이터 총 53개, 2015년 7월

의 경우 위성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음)의 서울시 월평

균 AOD 및 PM-10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Pearson 상관

계수(p=0.01)의 결과 R2값은 약 0.3으로 양호한 양의 상

Coν(AOD(N _ lagged) x, NOPCODE)
[Var(AODN _ lagged) VarNOP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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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위성 기반 AOD는

0.0031×PM-10(μg/m3 ) + 0.3524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

다. 본 식을 활용하였을 때 한반도 미세먼지의 경우

AOD를 활용하였을 때 대기오염도는 Table 2과 같이

계산 될 수 있다.

Table 2의 결과는 향후 한반도에서 위성데이터를 활

용한 미세먼지 추정 시 적극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사

료된다. Fig. 2B는 연구기간 동안 서울시 PM-10와AOD

비교분석을 위해 도시되었다. AOD 데이터의 변동성은

대체로 서울시의 미세농도 거동과 유사하나, 데이터 스

케일의 불일치(지점데이터와 위성의 10 km 해상도의

불일치) 및 Aqua 위성의 서울상공 통과시간(13:00 P.M.)

과 지점기반 PM-10 데이터 측정 시간차이에 의한 것으

로 사료된다. 기존 연구에서 0.5~1의 경우 대기의 질이

나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 Table 2와 일치한다(Kim and Choi, 2015; Park et al.,

2014).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험식은 향후 지점

데이터와 위성 AOD간의 관계간 다른 물리적 또는 기

상학적 인자와 함께 고려되어 다차원 또는 블랙박스

모형을 통해 더 정확하게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2) 서울시 월평균 AOD의 시계열 및 공간분포 분석

Fig. 3은 서울시 월평균 AOD를 나타낸 것인데, 높은

AOD(약 0.7이상)에서 이 시기의 대기의 에어로졸의 정

도를 파악할 수 있다(3.2 위성 데이터 참조). 위성 데이

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반도는 봄철에 대기의 상태

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AOD는 기존

목측(measure with the eye, 目側)에 의존하는 황사의 정

도와 비교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대기의 질을 판단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위성을 활용한 한반도 미세

먼지 측정은 향후 한반도 미세먼지 측정 및 미세먼지 관

련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Kim and Choi, 2015).

Fig. 4은 2011~2014년(3월~7월)과 2015년(3월~6월)

의 5년 간의 공간해상도 10 km의 AOD 공간분포를 보

여주고 있다. AOD 분포는 3월에서 7월사이중 4월과

5월 그리고 6월에 높은 공간분포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 월 아래 AOD 그래프 참조), 일반적으로 동쪽 지역

보다는 서해안과 인근한 서쪽 지역에서 대부분 높은 값

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1년에는 4, 5, 6월에

서해 지역에서 높은 공간분포를 나타내었으며 2012년

에는 5월과 특히, 6월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공

간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2013년에는 6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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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The 1:1 plot for AOD and PM-10 values Above the Korean peninsula, (b) The time series of AOD and PM-10 during the
study period.

Table 2. The comparison of value ranges for the PM-10 and
satellite-based AOD datasets

Fine Dust
Legend PM-10 AOD
Good 0~30 0~0.45
Normal 30~80 0.45~0.60
Bad 80~150 0.60~0.82

Extremely bad 150~ 0.82~



2014년에는 4월과 6월에 서쪽 지역에서 높은 공간분포

를 나타내었다. 2015년에는 6월에만 서쪽 지역을 중심

으로 높은 공간분포를 나타내었다. 특히 서울, 대전, 부

산 등의 대도시 주변에서 매우 높은 AOD 값이 관찰 되

었으며, 이는 지점 데이터에서 획득 될 수 없는 위치에

서의 대기의 미세먼지 정도가 위성 AOD 데이터를 통

해 추정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서울시 월평균 AOD와 서울시민 질병간의 상관관
계 분석

Fig. 5는 Fig. 3에서 나타낸AOD의 월평균 값과Table

1에 수록된 월별 각 질병과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

다. 일반적으로 4월~7월 기간(황사 발생 정도가 상대적

으로 높은 월)의 상관계수가 0-month lagged(지체기간)

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서 8월~3월 기간(황사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월)보다 높은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각각의 lagged 경우에서 질병의 종

류에 따라 상관계수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높은 상

관계수를 나타내는 1, 2개월의 lagged 에서는 J05(급성

폐색성 후두염[크룹] 및 후두개염)이며, 5개월 lagged의

경우 J00~J04, J06, J20~22, J30~32, J34~42까지 다양하

게 나타났다. Time lag 분석에서 0개월에서 5개월까지의

지체기간 중 3개월 지체기간에서 AOD와 대부분의 질

병과의 상관계수가 0.6 정도의 높은 양의 상관계수를 보

여주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Lee et al.(2013)은 남한지

역의 7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황사와 사망률에 대한 상

관성을 연구하였는데 , 각각의 지체기간(0-5 month

lagged)동안 심혈관 및 호흡기 관련 사망률과의 높은 상

관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배현주(2014)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를 중심으로 황사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가 10 μg/m3증가시 초가 사망발생위험이 0.6~0.8%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

은 이전의 선행연구결과에서는 황사와 건강영향 평가

에 대한 뚜렷한 경향성을 찾는데 한계점을 나타내었는

데, 이의 주된 원인은 상대적으로 짧은 연구기간과, 충

분하지 않은 연구자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Lee et al., 2013). 하지만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오랜 기

간의 자료(10여년간)와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황

사와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관계성을 찾는데 실마리를

찾고 있는 추세이다 (Lee et al., 2013; 배현주, 2014).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위성기반 대기환경 데이터와

(AOD)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연구들은 진행되지 않아

공간적인 제한점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위성에어로졸 자료를 이용하여 황사

발생기간 동안의 호흡기질환과 안구, 심혈관계질환자

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위성에어로졸과 지

점기반 미세먼지와의 비교적 양호한 상관관계를 나타

냄으로써 위성에어로졸 자료의 유용성을 파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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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nthly time series of AOD values derived from the MODIS sensor of Aqua satellites. Higher AOD value indicates lower air



었다. 위성에어로졸은 시간적으로 봄철을 위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봄철의 대기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위성에어로졸의

공간적인 분포양상은 동쪽 지역보다는 서해안과 인근

한 서쪽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위성에어로졸과 황사와 관련 높은 질병인 안구질환, 순

환계통의 질환, 호흡기계질환과의 상관관계분석에서

는 4월~7월기간의 위성에어로졸이 8월~3월기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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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nthly AOD maps of over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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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diseases and 0 to 5 month lagged AOD value.



성에어로졸에 비해 0-month lagged(지체기간)을 제외하

고는 환자수와의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질

병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지체기간에서 상관계수의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지체기간 3개월에서 0.6

정도의 높은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

하여 위성에어로졸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지점

자료기반 연구의 한계성, 즉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관측소의 공간분포에서의 제약성과 관측소가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의 공간해상도의 모호성을 극복할 수 있

음을 시사하였으며, 건강영향 평가에 대한 가능성도 파

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환경위성 데이터를 활

용하여 국민영향을 분석하고 위성 데이터와 보건 데이

터를 연결 시킨 의미 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또한 황사의 유해 인자들이 건강영향 평가에서 지역

별과 질병의 종류별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지역별 분포

에 따라 발생되는 질병의 종류와 질병의 증상 악화를 방

지하기 위해 시기별로 보건 당국의 적절한 노력이 있어

야 할 것이다. 황사로 인한 피해에 있어 국민의 의료전

달 체계의 강력한 조치와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의 의

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황사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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