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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exposure to air

pollution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environmental and health factors through big data.

Methods: Among the environmental diseases, the data centered on “percentage per day in 2015 to 2018”. Data

of environmental diseases and concentrations of air pollution monitoring network were analyzed.

Results: Lung cancer and bronchiolitis obliterans were correlated with 0.027 and 0.0158, respectively, in the

contamination concentration of fine dust (PM10). Ozone, COPD, allergic rhinitis, and bronchiolitis obliterans

were correlated with 0.0022, 0.0028 and 0.0093, respectively. At the concentration of SO2 and the diseases of

asthma, atopic dermatitis, lung cancer and bronchiolitis obliterans were 0.0008, 0.0523, 0.0016 and 0.0126,

respectively.

Conclusions: We surveyed the trends of air pollu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eoul area in Korea and

evaluated the perception of Korea and the world. As a result, respiratory lung disease is thought to be a major

factor in exposure to environmental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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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국내의 대기오염의 노출에 따른 환경오염이

점차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영향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Lee CH et

al., 2017; Son JY et al., 2009; Lee K et al., 2009;

Park SK et al., 2018). 하지만 무엇보다 연구의 해

석과 국제적인 동향을 확인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

족하다. 우리나라의 도시의 환경여건은 아직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개인노

출로 인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인자이

기 때문에 관리 및 방안에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KIM DY et al., 2018; Park AK et

al., 2011; LEE JT et al., 2003; KAMIMURA A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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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7). 지역의 주요대기오염 물질인 SO2, NO2,

O3, CO, PM10, PM2.5,는 기상상태 및 대기의 상태에

따라 급격하게 다르며, 노출에 따른 시공간적인 조

건에 농도와 분포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Yu GH et al., 2018; Pan YP et al., 2016).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와 공간에 따른 정보는 대기오

염의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기에 중요하며, 국가의 전

산망으로 확인되는 농도에 따른 노출농도를 중심으

로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 일반측정망(10개)과

집중 측정망(1개)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료 중 일반

측정망을 중심으로 대기 환경 기준물질(PM10, PM2.5,

O3, NO2, CO, SO2)을 측정 및 분석을 하는 것이 일

반적이며(MORGENSTERN V et al., 2008; Park JS

et al., 2003), 대기오염 측정망과 유해물질, 중금속,

광화학오염물질 등을 측정에 따른 특수 대기오염의

지수를 통한 측정의 지표가 다양하게 구성되어져 있

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수립과 평가를 통한

다양한 노출의 저감을 위한 개선 등이 주요한 것으

로 대기 오염에 따른 다양한 예측모델이 연구되어져

있으며, 기본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오염배출원의 감

시체계를 다각도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주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SHEN H et al., 2013).

객관적인 대기오염의 측정망 자료를 이용한 대기오

염의 분석을 실시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각

각의 물질을 통한 최근 4년간의 지표를 중심으로

Google Trends를 확인하고자 한다. Big Data를 통한

다양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한국의 대기오

염 지표를 통한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Google Trends에 대한 좋은 연구를

수반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려고 한다. Google

Trends는 Google을 통해 수행되는 상대적 검색어 중

에서 다양한 종류의 색인은 대기 및 환경오염 인자

가 아닌 검색의 질적사례를 중심으로 자료의 활용을

한다(Bousquet J et al., 2018; Zuckerman O et al.,

2014). 그렇게 분류된 자료를 통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구글의 주제어로만 환경성 질환 및 노출인자를

검색하고자 하며, Google 검색 트렌드의 검색은 자

동화된 분류 엔진을 사용하여 총 최근 5년간 약 647

개의 카테고리와 분류된 집계검색색인을 제공받아서

이들의 조합어를 중심으로 대기질의 지표를 확인하

고자 한다. Google 트렌드 데이터의 소비 데이터는

월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월별 평균을 계산

하는 것이다(Oteros J et al., 2015). 2004년 이후 데

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질병 중 천식, 아토피피부염,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만

성 폐쇄성 폐질환) 등과 같은 호흡기질환과 환경오

염의 지표인 대기질의 분석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매년 대기 오염으로 인하여 3백만 명이 사망에

이르며, 이 결과는 전 세계에서 매년 사망하는 5천

5백만 명의 약 5%에 해당되는 수치로 사망자수 측

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제의 결과 값은 높을 수

가 있다. 또한, 질병에 따른 다양한 노출인자에 주

요한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결과로 중요하게 다

루어져야 할 것이다. 높은 농도의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이외에도 천식의 30~40%, 모든 호흡기 질환의

20~30% 정도가 대기오염과 밀접한 관계를 하는 것

으로 보도되고 있다(KIM YM et al., 2011;

BEAMISH LA et al., 2011). 이에 따라서, 대기오염

으로 인한 영향은 노출되는 정도와 노출된 나이와

노출시간 등을 고려하여 연관성에 따라 결정이 이루

어지게 된다. 우리는 환경오염의 노출에 따른 한국

의 심리적인 다양한 노출인자의 검색과 질병의 발생

으로 병원에 찾아가는 연구적인 기초자료를 위한 조

정 된 데이터 대신에 진단률 및 치료에 따른 다양

한 수준을 고려하여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Google 검색 트렌드를 직접 질

병을 개인의 노출을 확인 할 수 없는 제한점을 고

려하여, 노출의 심리적인 경향성을 분석하여 시기와

시간을 고려하여 대기오염의 노출된 자료를 기반으

로 농도의 변화를 확이 하였으며, 빅데이터 실외의

대기오염의 지표를 중심으로 연구방법론(Machine

Learning)의 기존 연구가 없어 비교를 할 수가 없으

나, 보다 단기 예측 정확도 제고 및 알려지지 않은

규칙성 발견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

의 목적은 대기오염의 지표에 따른 선행 자료로서

활용을 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검색 용어 트렌드

본 연구의 주요한 환경성질환 중 대기오염의 지표

를 확인 한 자료는 선행 연구가 없어서 검색 중심

으로 참고치를 다음과 같이 수행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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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age Per Day in the Year of From 2015 To

2018”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 하게 되었다. 선행연구

의 자료를 중심으로 “임상전문”, “방법론 전문가”,

“통계학자” 등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다학재적

(Multi-Disciplinary) 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검색의

1차 작업이 이루어 졌으며, 무엇보다 수행에 있어서

신뢰성 및 위험을 최소화 하는 자료들이 국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한 결과 환자 자료를 정

량적 방법으로 검색이 이루어 졌다. Big Data를 활

용한 세계적인 Google Trends (GT) 데이터에 따르

면 우리나라의 천식 확대율 (29%)로 세계의 40위순

으로 49개 대표하는 국가 간의 비교에서는 낮은 관

심을 보였다. 이는 2018년 10월 검색한 결과로서 천

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아토피피부염, 폐암, 알레

르기 비염 등의 순으로 환경성 질환의 결과를 확인

하였다(Fig. 1).

2. 대기오염 측정자료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측정망 자

료로서 측정소에서 매 시간별 대기오염농도 측정을

한 결과를 중심으로 Air KOREA 자료에서 DB를

정량화 한 자료를 입자상물질의 중량농도를 연속적

으로 측정하는 분석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측정망을 통한 전송 및 수집 한 자료로서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 등의 측정소에서 측정한 농

도자료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국가대기오염정보 관리

시스템(NAMI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Monitoring Information System)으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AS 9.4을 사용하였

고, Google Trends의 검색에 있는 대기오염의 농도

분포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서 Log값을 취해 정규

값을 확인 한 후에 기하평균(Geometric Mean, 이하

GM)과 기하표준편차(Geometric Standard Deviation,

이하 GSD) 등으로 확인하였다. Google Trends의 환

경성 질환(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아토피피부염,

폐암, 알레르기 비염 등)의 1일 기준의 평균 검색과

1달치를 1년의 자료를 확인 하여 환경의 농도 값을

평균 이하에 대비하여 이상의 값을 통해 분석하여

유의수준이 p<0.25인 변수와 연속변수(Google Trends

의 질환의 검색)를 적용하여 t-test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또는 연구결과 및 고찰)

1. 국내 및 국외 환경성 질환에 따른 대기오염 현황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성 질환 중 Asthma,

COPD, AD (Atopic Dermatitis), Lung Cancer를 대

표로 확인되어 져 있으며, 환경오염 간의 관계를 규

Fig. 1. Comparisons of global Google Trends (GT) and environmental concerns with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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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많은 연구들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알레

르기 질환 증가와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확인해 보았다. 대기오염 물질이 높게 노

출되는 지역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을 본 연구

지역을 고려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Joan PB et al.,

2010). 특히 CO (Carbon Monoxide)와 PM10의 농도

가 높아질수록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 및 천식과 관

련이 다양한 논문으로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를 중

심으로 많은 역학연구에서 확인하는 자료로서 질 관

리가 이루어 졌다(LEE JT et al., 2002; BOSE S et

al., 2018). 유럽의 자료 중 프랑스에서 발표한 결과,

공기오염에 장기적으로 노출될수록 소아의 아토피

질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하였으

며(PENARD et al., 2005), 아시아의 연구자료 중에

대만의 일부 지역의 공해의 양을 비교한 결과, 공기

의 오염이 많은 지역에서 알레르기 질환이 높은 것

으로 확인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자료를 다음과 같

이 검색 한 결과(Fig. 2).

2. 실외 대기오염 지표와 건강인자와의 상관분석

환경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의 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2015년 1월~2018년 10월 2주까지). 그

Fig. 2. Check Google Trends for KOREA and the world's

leading diseases

Table 1. Measurement of outdoor air pollution

concentration using Air KOREA data

N Minimum Maximum Average

PM10

(µg/m3)
247 5 245 40.21

PM25

(µg/m3)
245 3 86 23.54

O3 (ppm) 245 0.01 0.07 0.03

CO2 (ppm) 241 0.01 0.07 0.03

CO (ppm) 244 0.2 1.2 0.5

SO2 (ppm) 244 0.01 0.01 0.01

Table 2.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Air Pollution Data (PM10 (µg/m2)) and Disease

PM10 vs Asthma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34.0656 32.6522 35.4789
0.577

Higher (average) 34.624 33.2383 36.0097

PM10 vs *COPD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17 16.036 17.964
0.4443

Higher (average) 17.52 16.5844 18.4556

PM10 vs **AD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9.3689 8.7862 9.9515
0.9382

Higher(average) 9.4 8.859 9.941

PM10 vs ***L.C.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47.459 45.8969 49.0211
0.027

Higher(average) 50.112 48.3431 51.8809

PM10 vs ****B.O.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2 1.754 2.246
0.0158

Higher (average) 2.448 2.1787 2.7173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topic dermatitis (Atopic Dermatitis)

**AD (Atopic Dermatitis) ***L.C. (Lung Cancer) ****B.O. (Bronchiolitis Oblite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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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SO2는 대기오염의 농도 값이 0.005로 최하 및

평균으로 확인 되어 농도를 일관되게 비슷한 경향성

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된 것이 특징이며, 나머지는

약간의 물질에 따른 차이가 확인 되었다(Table 1).

환경 자료의 지표를 통한 환경성 질환을 확인한

결과, Asthma, COPD, AD 등의 7개 정도에서는 상

관성이 없었다. 반면 Lung Cancer 및 Bronchiolitis

Obliterans의 질환에서 미세먼지(PM10)의 상관성은

평균의 이하의 농도에 비해 높은 농도에 따른 각각

0.027 및 0.0158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

다(Table 2).

환경 자료의 지표를 통한 환경성 질환을 확인 한

결과, Asthma, AD 및 Lung Cancer 등의 6개 정도

에서는 상관성이 없었다. 반면 COPD, AR (Allergic

Table 3.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Air Pollution Data (O3 (ppm)) and Disease

O3 vs Asthma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33.4524 32.2111 34.6936
0.0669

Higher (average) 35.2941 33.7357 36.8525

O3 vs *COPD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16.2302 15.3456 17.1147
0.0022

Higher (average) 18.3109 17.3173 19.3046

O3 vs **AD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9.0317 8.4896 9.5739
0.0568

Higher (average) 9.7983 9.2196 10.377

O3 vs ***AR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6.0635 5.5531 6.5739
0.0028

Higher (average) 7.4202 6.6915 8.1488

O3 vs ****B.O.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2.4603 2.1977 2.7229
0.0093

Higher (average) 1.9748 1.7187 2.2309

Table 4.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Air Pollution Data (CO (ppm)) and Disease

CO vs Asthma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32.9835 31.4845 34.4824
0.0068

Higher (average) 35.725 34.423 37.027

CO vs *COPD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16.6694 15.707 17.6318
0.0593

Higher (average) 17.9667 17.0122 18.9211

CO vs **AD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9.1074 8.5557 9.6592
0.1468

Higher (average) 9.7 9.1125 10.2875

CO vs ***L.C.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47.6364 45.8454 49.4273
0.0484

Higher (average) 50.0583 48.4359 51.6807

CO vs ****B.O.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1.9174 1.6855 2.1492
0.0006

Higher (average) 2.5667 2.2809 2.8525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topic dermatitis (Atopic Dermatitis)

**AD (Atopic Dermatitis) ***AR (Allergic Rhinitis) ****B.O. (Bronchiolitis Oblite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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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initis) 및 Bronchiolitis Obliterans의 질환에서 O3

의 상상관성은 평균의 이하의 농도에 비해 높은 농

도에 따른 각각 0.0022, 0.0028 및 0.0093로 상관성

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Table 3).

환경 자료의 지표를 통한 환경성 질환을 확인 한

결과, COPD, AD 및 AR 등의 6개 정도에서는 상

관성이 없었다. 반면 Asthma, Lung Cancer 및

Bronchiolitis Obliterans의 질환에서 CO의 상관성은

평균의 이하의 농도에 비해 높은 농도에 따른 각각

0.0068, 0.0484 및 0.0006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Table 4).

환경 자료의 지표를 통한 환경성 질환을 확인한

Table 5.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Air Pollution Data (CO2 (ppm)) and Disease

CO2 vs Asthma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33.4696 32.0332 34.906
0.0999

Higher (average) 35.1318 33.7512 36.5124

CO2 vs *COPD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17.4696 16.445 18.4941
0.5252

Higher (average) 17.031 16.1295 17.9326

CO2 vs **AD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9.3043 8.7079 9.9008
0.5961

Higher (average) 9.5194 8.9828 10.0559

CO2 vs ***L.C.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47.6696 45.8463 49.4928
0.0854

Higher (average) 49.7752 48.1943 51.3561

CO2 vs ****B.O.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1.9217 1.696 2.1475
0.0019

Higher (average) 2.5039 2.2224 2.7854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topic dermatitis (Atopic Dermatitis)

**AD (Atopic Dermatitis) ***L.C. (Lung Cancer) ****B.O. (Bronchiolitis Obliterans)

Table 6.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Air Pollution Data (SO2 (ppm)) and Disease

SO2 vs Asthma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32.8582 31.6069 34.1095
0.0008

Higher (average) 36.2455 34.711 37.7799

SO2 vs *COPD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17.3657 16.4753 18.256
0.7018

Higher (average) 17.1 16.0555 18.1445

SO2 vs **AD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9.0299 8.5119 9.5478
0.0523

Higher (average) 9.8182 9.208 10.4283

SO2 vs ***L.C.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47.0224 45.5623 48.4824
0.0016

Higher (average) 50.8545 48.9266 52.7825

SO2 vs ****B.O. Mean 95% CL Mean Pr > |t|

Lower (average) 2.0075 1.7672 2.2477
0.0126

Higher (average) 2.4818 2.1959 2.7677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topic dermatitis (Atopic Dermatitis)

**AD (Atopic Dermatitis) ***L.C. (Lung Cancer) ****B.O. (Bronchiolitis Oblite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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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Asthma, COPD, AD 및 Lung Cancer 등의 8

개 정도에서는 상관성이 없으며, 반면 Bronchiolitis

Obliterans의 질환만이 CO2의 상관성은 평균의 이하

의 농도에 비해 높은 농도에 따른 0.0019로 상관성

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Table 5).

환경 자료의 지표를 통한 환경성 질환을 확인 한

결과, COPD, AR 및 Laryngeal Cancer 등의 5개 정

도에서는 상관성이 없었다. 반면 Asthma, AD, Lung

Cancer 및 Bronchiolitis Obliterans의 질환만이 SO2

의 상관성은 평균의 이하의 농도에 비해 높은 농도

는 각각 0.0008, 0.0523, 0.0016 및 0.0126으로 상

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Table 6).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의 노출에 따른 환경성 질

환을 6개로 “Asthma”, “COPD”, “AD”, “Lung

Cancer”, “Bronchiolitis Obliterans”, “Allergic

Rhinitis” 확인 하였으며, 이들은 검색하면 이 용어

들이 우리나라와 국제에서 GT (Google Trends) 번

역과 함께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국제적으

로 통용되는 질환으로 문제가 없이 검색에 대한 체

계적인 문헌고찰을 1차로 하였고, 2차는 이들의 질

병이 우리나라의 환경에 노출에 따른 질환의 이해도

를 확인한 결과 Big Data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

으로 생각되며, 환경유해물질의 노출이 주요한 변수

로 향후 질병의 관리에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어져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Bragazzi NL et al., 2017).

한국의 대표적인 오염의 위험인자가 발생되는 서울

의 대기질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건강한 도

시를 위한 평가지표와 도시환경의 건강의 지표 분석

을 통해 지역의 평가 구축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다

양하게 제시한 반면에(KWON HJ et al., 2001; HA

EH et al., 2003), Big Data를 활용한 지표에 대한

분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

기오염 측정망에서 측정한 SO2, CO, PM10, O3, NO2,

O3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이 분석을 일평균의 값을

산정하였고, 일반화 선형모델을 이용한 기상조건에

따른 분석의 요건에 적용한 자료로서 다양한 제안점

을 고려하였으며, 서울의 농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인자 중 농도의 변화가 높은 경

향은 있으나 법적인 허용범위에서는 낮은 것으로 확

인 되었으며, 향후 환경성 질환의 주요한 변수들이

낮은 농도에서 노출의 위험성을 확인 하였으며, 추

후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KWON HJ et al., 2002; HA EH et al., 2001).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중 PM2.5에서는 상관성은 없

었으나, 환경 자료의 지표를 통한 환경성 질환을 확

인 한 결과, 미세먼지 중 PM10에서 Lung Cancer 및

Bronchiolitis Obliterans의 상관관계를 확인 했으며,

O3에서는 COPD, AR 및 Bronchiolitis Obliterans의

질환과 CO2에서는 Bronchiolitis Obliterans의 질환만

이 확인 되었으며, CO에서는 Asthma, Lung Cancer

및 Bronchiolitis Obliterans의 질환 및 SO2에서는

Asthma, AD, Lung Cancer 및 Bronchiolitis

Obliterans의 질환에서 직접적인 상관성을 확인 하였

다. 이는 메타분석의 독립적인 연구에 대한 합산을

의미하는 선행 연구의 결과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었

으며(SCHWARTZ J, 1994; BELL ML et al., 2005),

2개 이상의 개별 연구들이 요약추정치를 합성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대기오염 물질과 아토피 피부염

및 천식 질환 등의 환경성질환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체계적인 문헌의 고찰을 통한 1차적인 선별

적 확인을 완료한 결과 환경성 질환과의 환경오염의

노출에 관계를 확인 할 필요성에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였다.

제한점으로는 대기오염 물질과 아토피 피부염 및

천식 간의 체계적인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통한 자

료를 중심으로 제한을 두어 확인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 반면, 수행하는데 있어 환경성 질환의 교란요

인(Confound Factors)이 많아서 여러 가지 변인

(Variables)에 대한 통제(Control)을 할 수 없었기 때

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는데 있어 제한점을

지닌다.

추후 이러한 보완을 하여 연구의 대기오염 물질과

질환의 노출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좋은 연

구수행이며, 선행연구를 통한 교란변수의 통제, 매칭,

보정 등의 방법에 따라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선행

연구의 대상자 선택 편향(Bias)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중요성을 한번 확인 할 수가 있었다. 연

구 주제에 적합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는 것으로 많

은 선행 연구에서 수행을 하고 있으며, 각 연구 디

자인 별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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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서울지역의 특성에 따른 대기오염농도를 대상으로

Google Trends에 대한 검색하여 한국의 농도에 따

른 세계의 지표를 비교하였으며, 대기오염의 인식을

평가를 다음과 같이 확인 하였다. 대부분의 검색어

를 통한 선행학습이 체계적인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을 중심으로 1차 질 관리를 하여 대상지역, 대상물

질 및 대상 질환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일

관된 자료와 비슷한 경향이 있으며, 대기질의 나쁜

농도의 상태에 따라 병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와

검색에 주요한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결과적으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노출에 따

른 위험성을 확인 하였으며, 무엇보다 PM10 및 CO

등에서는 폐암과 폐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 하

였으며, O3 등에서는 COPD의 증상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호흡기 폐질환이 환경오

염 노출에 주요한 요인이 작용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기질의 관리를 통한

정보제공 및 인식도 자료의 계절과 노출에 따른 특

성을 고려하여 건강의 향상에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정책의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지표가 될 것이

며,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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