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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effects of particulate matter and ozone on health are being reported in a number of studies.

These effects are likely to be stronger on the elderly population, but studies in this regard are sca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ticulate matter ≤2.5 µm and ozone on the acut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population.

Methods: In order to analyze th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population, the NHIS-Senior Cohort data was used.

In this study of people 60 years or older in Seoul,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ER visits between 2002

and 2013 were calculated. Each disorder and the lag effect were analyzed separately. Particulate matter and

ozone were analyzed using both the single exposure model and the adjusted multi-exposure model.

Results: In the single exposure analysis with PM2.5 as the exposure variable, with each increase of 10 µg/m3,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increased by 1.0081 times, vascular disease 1.0065 times, chronic pulmonary

disease 1.0086 times, and diabetes 1.0055 times. In the multi-exposure model adjusting for ozone,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increased by 1.0066 times. There was a one-day lag effect and 1.0066 times increase between

PM2.5 and ER visits in the multi-exposure model and 1.0057 times when adjusted for ozone (p value <0.10).

There was a one-day lag effect in all multi-exposure models with ozone as the main variable, and when the

particulate matter was adjusted, there was a one-day delay and 1.0143 times increase in ER visits.

Conclusions: In our study,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outpatient and ER visits in the elderly pop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e in PM2.5 and ozone was found. The association found in our study could also

produce a socioeconomic burden. Future studies need to be performed in regards to younger populations and

other air poll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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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그동안 많은 연구가 미세먼지 및 오존과 사망 및 질

병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1-7) 상기 대기오염물질에 대

한 고령층의 건강 영향을 확인한 연구도 몇차례 수행되

었으며 심폐질환,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이나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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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망과 연관성을 확인한 것이었다.8-15) 또한 한국에

서도, 몇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노년층에서 대기오

염물질과 우울 증상, 인슐린 저항 지표의 연관성을 확

인하였으며,16,17) 급성 뇌졸중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도 있었다.18) 미세먼지나 오존으로 인한 노년층의

건강영향을 보는 많은 연구에서 시계열 분석이 이용되

었고19-25), 응급실 내원이나 외래방문을 결과로 설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12년 Winquist 등은 미국 미주리 주

에 있는 병원들의 기록을 통하여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이나 입원의 의료이용이 대기오염물질으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발표하였다.26) Wang 등은 2018

년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 상하이 한 병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미립자물질(fine

particulate matter)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외래 방문

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27) 2015년에 발표된 연

구논문에 따르면 고령층에서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내

원과 입원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해 증가하였다.28)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심혈관질환이나 호흡기질환 등

일부 질환에 국한하여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한

국 노년층의 외래방문, 응급실 내원과 미세먼지, 오존의

연관성을 대규모 데이터로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

었다. 본 연구는 거의 모든 한국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노년

층의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외래방문

및 응급실 내원의 의료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

다. 또한 의료이용의 원인이 된 질환을 규명하고자 질

환을 구분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지연효과 여부를 알

기 위하여 지연기간 별 모형을 가정하였다.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NHIS)에 구축된 노인코호트(NHIS-Senior)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노인코호트는 노인성 질환의 위

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예후를 분석하기 위해 2002년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의 전체 노인 가입자 약 550만

명 중 무작위로 558,147명을 추출하여 구축된 것으로

대상자의 자격 및 소득정보(사회경제적 변수), 진료내

역, 건강검진결과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한국의 거의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들의 의료이용 기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되므

로 이는 한국의 노인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라

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노인코호트를 이용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2002년부

터 2013년까지 외래방문, 응급실내원의 경험이 있는

자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의 일별 외래방문

건수, 응급실내원건수를 산출하여 이를 결과변수로 사

용하였으며, 한 대상자가 연구기간동안 여러번 외래 및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되는 외래방문, 응급실내

원에 건수로 추가하고 동일한 날 두 번 이상 방문하는

경우는 한 건으로 취급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기간

동안 외래를 방문한 총 대상자는 137,515명이고, 응급

실을 내원한 자는 39,464명이었다. 연구기간동안 외래

방문, 응급실내원의 횟수와 표본대상자 인원, 검진이용

자수는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결과지표로 사용되는 일별 내원 건수는

Table 1. Summary statistics of NHIS-Senior Data Base*, 2002-2013 (단위 인원: 명, 의료이용: 건수)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표본 대상자

총인원 558,147 557,195 539,278 521,967 504,417 487,460 470,005 452,631 436,395 422,171 405,614 388,493

건강검진

수검자 65,602 79,097 83,529 82,240 105,189 85,383 87,312 107,367 114,322 97,313 101,215 82,613

비율(%)

(수검자/총인원)
11.75 14.20 15.49 15.76 20.85 17.52 18.58 23.72 26.20 23.05 24.95 21.26

의료이용

외래 5,981,667 6,633,474 7,056,918 7,717,820 8,685,111 13,710,163 16,319,837 16,549,487 13,460,824 12,908,746 13,118,211 12,435,617

응급실 22,300 31,392 32,449 37,554 44,778 52,766 56,175 58,796 49,906 43,187 46,265 48,080

*건강검진DB는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으로 구성되며, 주요 검사항목은 신장·체중 등 신체계측, 혈

액검사, 요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등이고 주요 문진항목은 과거력, 가족력, 생활습관(흡연, 음주, 신체활동)과 관

련 문항, 인지기능 및 우울증 관련 항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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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질환으로 인한 것뿐 아니라 혈관질환, 만성호흡

기질환, 폐암,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구분하여 분석되

었다. 질환은 질병부담 평가에 널리 쓰이는 ICD-10 코

드의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로 구분하였고,

이 연구에서 혈관질환은 심근경색증(I21.x, I22.x, 125.2),

울혈성심장기능상실(109.9, 111.0, 113.0, 113.2, I25.5,

I42.0, I42.5-I42.9, I43.x, I50.x, P29.0), 말초혈관질환

(I70.x, I71.x, I73.1, I73.8, I73.9, 177.1, 179.0, I179.2,

K55.1, K55.8, K55.9, Z95.8, Z95.9), 뇌혈관질환

(G45.x, G46.x, H34.0, I60.x-I69.x)이 포함되었고, 만

성호흡기질환은 127.8, 127.9, J40.x-J47.x, J60.x-J67.x,

J68.4, J70.1, J70.3, 폐암은 C30.x-C39.x, 당뇨병은 합

병증이 없는 당뇨병(E10.0, E10.1, E10.6, E10.8, E10.9,

E11.0, E11.1, E11.6, E11.8, E11.9, E12.0, E12.1,

E12.6, E12.8, E12.9, E13.0, E13.1, E13.6, E13.8,

E13.9, E14.0, E14.1, E14.6, E14.8, E14.9)과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E10.2-E10.5, El0.7, E11.2-E11.5, E11.7,

E12.2-E12.5, E12.7, E13.2-E13.5, E13.7, E14.2-E14.5,

E14.7)이 해당되었다.29) 고혈압은 CCI에 존재하지 않

으나 한국 노년층에서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므로30) 이

연구에 포함되었고 I10.x로 정의되었다. 연구에서는 이

러한 질환군으로 구분하여 외래 및 응급실내원을 결과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자료는 익명화, 비 개인화되었으며 후향

적 연구로 대상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 연구는 아주대학교 병원 IRB 승인(승인번호: AJIRB-

SBR-EXP-18-494)을 받았다.

2. 노출요인 수집

이 연구의 노출요인인 PM2.5와 오존은 시간별 수집

이 이루어지며, 미세먼지는 ‘베타선 흡수법’으로 측정

되는데 이는 방사선인 베타선이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 그 물질의 질량이 클수록 더 많이 흡수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채취한 여과지에 흡수된 베타선

의 양을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미세먼지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오존측정은 오존이 가장 잘 흡수하

는 파장의 자외선(253.65 nm)을 일정량 쏘면 오존에

흡수돼 줄어드는데 그 양을 측정하여 계산해 오존 농

도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PM2.5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요청하여

확보하였고, 오존을 비롯한 기상요인은 같은 기간의 자

료를 환경부에서 제공받았다. PM2.5와 오존은 일 평

균 수치로 분석되었으며, 기상요인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일 평균기온, 일 평균기압, 일 평균습도가 모형

내 투입되었다.

3. 통계분석

일별 질환으로 인한 외래, 응급실 내원 건수와 2가

지 대기오염물질(미립자물질, 오존)은 날짜별 정보를

통해 기록되었으며 시계열 분석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

구에서는 노출요인인 대기오염물질이 모형 내 단일 대

기오염물질로 취급되는 단일노출모형과 해당 대기오염

물질이 나머지 대기오염물질로 보정된 다중노출모형으

로 설정되었다. 이는 노출요인으로 삼은 대기오염물질

이 나머지 오염 물질(미립자물질 또는 오존)을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

해서였다. 예를 들어, 미립자물질을 노출요인으로 한

모형에서는 단독노출모형에서 미립자물질만 배치되었

으나, 다중노출모형에서는 오존이 미립자물질과 함께

모형에 포함되었다. 이산화황, 이산화질소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앞선 연구27)와 마찬가

지로 PM2.5를 노출요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위의 대기

오염물질을 보정하는 경우 결과가 각각 0.221, 0.644%

감소하여 이러한 오염물질과 주요 노출요인 사이에 강

한 상관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 질환에 대한 일

일 내원 건수는 포아송 분포에 거의 부합하고 전체 질

환에 대한 외래, 응급실 내원과 설명변수의 관계는 대

부분 비선형이기 때문에 관계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GLM (Generalized Linear Model)이 사용되었는데, 여

기서 주요 노출 변수는 개별 대기 오염 물질의 일 평

균이다. GLM 모형은 시계열 회귀 분석에 포아송 분

포와 자연 스플라인 (natural spline)을 결합시켜서 미

립자물질, 오존과 질환에 대한 내원 사이의 단기 관계

를 추정한다. 부분 자기 상관 함수(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는 달력 시간(Calendar time)의 스플라인 함

수에 대한 최상의 자유도(df) 선택을 유도하는 데 사

용되었으며, Peng 등의 저서에 따르면 연간 4의 자유

도로 분석된 바 있다31). 따라서 달력 시간(df=4*12)에

대한 자연스러운 3차 스무딩 스플라인을 사용하여 계

절 및 장기 경향을 제어했다. 이전 연구32, 33)에 기초하

여, 내원 발생 당시의 온도 및 나머지 오염 물질(df=3)

에 대한 자연적인 3차 스무딩 스플라인이 모형에 통합

되었다. 요일(DOW)은 카테고리 변수이며 모든 일 변

수를 조정할 수 있는 더미 변수였다. 최종 모형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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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log[E(Yt)]=α+β1PM2.5t-i or β1O3t-i+ns (Temp0, df=3)

+Humi+Press+ns (PM2.50 or O30, df=3)

+ns (Time, df=4*12)+β2DOW

E(Yt)는 t일의 방문(외래, 응급실) 예상 횟수이다;

PM2.5t-i, O3t-i는 t일 서울의 평균 PM2.5, 오존 농도이

고 i는 지연일이다; ns는 자연 3차 스플라인이다; Temp0,

Humi, 그리고 Press는 각각 현재 날짜의 일일 평균 온

도(oC), 상대 습도(%), 상대기압(hPa)이다; PM2.50, O30

은 현재의 PM2.5, 오존 농도이다; Time은 달력 시간

일을 사용하여 장기 경향 및 계절성을 나타낸다; DOW

는 요일이다.

노출과 비교하여 결과가 지연되는 연관성을 모형화

할 때, 모형은 지연(lag)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lag1

은 결과가 발생하기 하루 전의 노출을 의미하는 것이

다. 이전의 연구들은 두 대기오염물질의 지연효과가 상

이한 일수에서 관찰되었다. 허혈성 뇌졸중 발병의 경

우 0과 1의 지연(관찰된 노출 후 같은 날과 그 전날의

효과34)),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입원에 대해서는 0-3일

(노출과 같은날, 하루, 이틀, 3일 전의 평균 수준35)), 심

혈관계 사망률과 이환율에 대해서는 1-5일 지연된 연

구결과36)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들을 면

밀히 검토하여 5일까지의 단일 지연 모형(lag0~lag5)이

분석되었다(외래내원의 결과는 노출과 같은 날로 분석

되었다. Table 3).

이 연구의 통계분석 결과는 미세먼지 농도의 10 μg/

m3 증가, 오존 농도의 10 ppb 증가에 따라 일별 외래,

응급실 내원의 상대 위험도 변화로 나타난다. 이 연구

에서는 0.10 이하의 p값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

정하였으며 R 통계 소프트웨어, Version 3.3.3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기간 동안 노인코호트와 대상자의 의료이용도는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노인코호트는 2002년에

558,147명 구축된 이후 인원 유입 없는 코호트 형태이

다. 따라서 표본대상자의 총 인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

고 2013년에는 388,493명이었다. 한국의 모든 성인은

2년에 한번씩 국민건강보험 검진을 받는것이 권고된다.

노인코호트에서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DB)를 포함하

는 건강검진 이용자의 수검률은 매년 다르나 대략 20%

전후에 해당된다. 외래, 응급실내원으로 표현된 의료이

용도 역시 매년 다르나 2009년까지 증가를 보이다 이

후 감소양상을 보인다.

2002년부터 2013년 동안 서울의 PM2.5는 평균 29 μg/

m3, 표준편차 18 μg/m3이며, 최대값은 367 μg/m3이었

다. 같은 기간동안 오존의 평균은 17 ppb, 표준편차

1 ppb, 최대값은 71 ppb였다. 일별 내원 건수의 평균은

총질환이 4498건(표준편차 2726건), 혈관질환이 391건

(표준편차 266건), 만성호흡기질환이 251건(표준편차

167건), 폐암이 12건(표준편차 8건), 고혈압이 761건(표

준편차 672건), 그리고 당뇨가 505건(표준편차 305건)

이었다. 일별 응급실 방문의 평균은 총질환이 20건(표

준편차 16건), 혈관질환이 7건(표준편차 7건), 만성호

흡기질환이 4건(표준편차 4건), 폐암이 8건(표준편차 7

건), 고혈압이 7건(표준편차 6건), 그리고 당뇨가 2건

(표준편차 1건)이었다(Table 2).

일일 외래 내원 방문에서 예상되는 상대위험도는 미

세먼지의 단일노출모형에서 미세먼지가 10 μg/m3 높아

짐에 따라 총질환은 1.0081 배(95% CI 1.0064-1.0098,

p<0.05), 혈관질환은 1.0065 배(95% CI 1.0016-1.0113,

p<0.05), 만성호흡기질환이 1.0086 배(95% CI 1.0027-

1.0145, p<0.05), 그리고 당뇨병이 1.0055 배(95% CI

1.0007-1.0104, p<0.05) 증가했다. PM2.5 농도 증가는

오존을 보정한 다중노출모형에서도 전체질환으로 인한

내원방문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었다(1.0066, 95% CI

1.0046-1.0085, p<0.05). 그러나 오존은 모든 질환군에

서 외래 내원의 증가와 유의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음의 효과(negative effect)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되었

다(Table 3). 연중 기온이 높은 6-8월을 따뜻한 시기로,

나머지를 추운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오존을

주요 노출요인으로 하는 단일모형에서 전체질환과 혈

관질환으로 인한 외래방문이 1.0108 배(95% CI 1.0056-

1.0159, p<0.05), 1.0125배(95% CI 0.9983-1.0266, p<0.10)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추운 시기에는

폐암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오히려 이로운 효과를

나타냈다(Supplement 1).

Table 4는 미세먼지, 오존의 증가에 따른 응급실 내원

의 일별 상대위험도를 지연효과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 일일 응급실 외래 방문의 상대적 위험은 PM2.5 농도

증가로 인해 단일노출모형에서 방문일에 1.0062배 (95%

CI 1.0006-1.0119, p<0.05), 1일 지연으로 1.0058 배(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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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1.0002-1.0115, p<0.05) 증가했으며 기온, 기압, 습도

의 기상요인과 요일 등을 보정한 모형에서도 유의하였

고 이렇게 유의한 결과는 지연 1일(Lag 1)까지 확인되

었다(방문일(Lag 0): 1.0074, 95% CI 1.0015-1.0133,

p<0.05; Lag 1: 1.0066, 95% CI 1.0008-1.0125, p<0.05).

이 모형에서 지연효과는 3일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받았다(Lag 2: 1.0059, 95% CI 0.9999-1.0117,

p<0.10; Lag 3: 1.0051, 95% CI 0.9992-1.0109, p<0.10).

오존을 포함한 다중노출모형에서도 단일모형에서의 결

과보다는 작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1.0057, 95% CI 0.9996-1.0118, p<0.10). 오존을 노출요

인으로 한 모형에서도 응급실 외래와 유의한 결과를 확

인하였으며 미립자물질 노출 모형보다 상대위험도와 지

연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미립자물질을 포함한 다중노

출모형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지연효과는 1

일까지 유의하게 나타났다(방문일(Lag 0): 1.0162, 95%

CI 1.0023-1.0300, p<0.05; Lag 1: 1.0143, 95% CI

1.0007-1.0278, p<0.05).

IV. 고 찰

이 연구에서 우리는 미립자물질이 노년층의 전체질

환, 혈관질환, 만성폐질환으로 인한 외래방문에 단기적

영향을 주며 오존에서는 영향을 보이지 않거나 통계적

으로 음의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

는 내원당일이나 몇 일 전의 미립자물질과 오존의 농

도가 응급실 내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립자물질을 포함한 대기오염에 대한 노인의 취약성

은 잘 알려진 바 있으나 특히 1) 대기 오염이 폐 기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한 생리적(특히 심

폐 기능) 예비율 감소된 것; 2) 잠재적으로 공기 오염

과 관련된 염증이 증가된 것; 3) 근감소증과 관련된 건

강 약화로 설명될 수 있다.37)

이전 연구들에서 고령자의 외래내원과 미립자물질,

오존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Y. Wang 등은 미립자물

질과 오존이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내원을 증가시킨다

는 것을 확인하였고, 오존에서는 따뜻한 시기에 유의

Table 2. Summary statistics of daily local visit and ER visit with stratification of diseases in Seoul, 2002-2013

변수 Mean SD Min P25 P50 P75 Max*

PM2.5 (µg/m3)

서울 29 18 3 17 25 36 367

일별 외래 내원

전체 4498 2726 28 2590 4376 6629 12418

혈관질환 391 266 1 180 358 617 1188

만성호흡기질환 251 167 1 121 250 373 981

폐암 12 8 1 4 10 17 46

고혈압 761 672 1 21 748 1327 2805

당뇨 505 305 1 296 510 754 1340

비사고† 4094 3982 23 2291 3982 6103 11655

일별 응급실 내원

전체 20 16 1 13 17 22 309

혈관질환 7 7 1 4 6 8 134

만성호흡기질환 4 4 1 2 3 5 76

폐암 8 7 1 4 7 9 164

고혈압 7 6 1 4 6 9 127

당뇨병 2 1 1 1 1 2 15

비사고 16 12 1 11 14 18 223

Ozone (ppb)

서울 17 1 2 10 16 24 71

*Max, maximum; Min, minimum; P, percentile 
†비사고: 사고(trauma)에 의하지 않은 의료기관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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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stimated relative risk (95% intervals) in daily outpatient visits per 10-µg/m3 increase in PM2.5 and 10 ppb

increase in ozone concentration in Seoul, with disease subgroups

PM2.5 Total Vascular disease

Chronic 

pulmonary 

disease

Lung cancer Hypertension Diabetes

Univariate
1.0081

(1.0063, 1.0098)

1.0065

(1.0016, 1.0113)

1.0086

(1.0027, 1.0145)

1.0076

(0.9991, 1.0162)§
1.0042

(0.9993, 1.0091)§
1.0055

(1.0007, 1.0104)

Multivariate*
1.0052

(1.0033, 1.0071)

1.0037

(0.9984, 1.0090)

1.0058

(0.9994, 1.0122)§
1.0070

(0.9978, 1.0163)

1.0024

(0.9971, 1.0077)

1.0027

(0.9973, 1.0080)

Multivariate†
1.0066

(1.0046, 1.0085)

1.0053

(0.9998, 1.0108)§
1.0062

(0.9996, 1.0128)§
1.0059

(0.9963, 1.0155)

1.0033

(0.9979, 1.0087)

1.0041

(0.9987, 1.0094)

Ozone Total Vascular disease

Chronic 

pulmonary 

disease

Lung cancer Hypertension Diabetes

Univariate
0.9878

(0.9840, 0.9917)

0.9827

(0.9723, 0.9932)

0.9911

(0.9775, 1.0048)

1.0037

(0.9853, 1.0220)

0.9777

(0.9653, 0.9901)

0.9831

(0.9722, 0.9939)

Multivariate*
0.9806

(0.9763, 0.9850)

0.9781

(0.9662, 0.9899)

0.9856

(0.9702, 1.0009)§
1.0002

(0.9793, 1.0211)

0.9738

(0.9600, 0.9876)

0.9787

(0.9664, 0.9910)

Multivariate‡
0.9773

(0.9729, 0.9816)

0.9749

(0.9628, 0.9870)

0.9834

(0.9678, 0.9989)

0.9976

(0.9765, 1.0187)

0.9722

(0.9582, 0.9862)

0.9763

(0.9638, 0.9888)

*Estimates were generated using over-dispersed generalized linear models and polynomial distributed lag model for cumulative

exposures over the same day and lag days, adjusted for calendar day [natural smooth function with 4*12 degrees of freedom (df)],

day of the week, temperature (lag 0, natural smooth function, 3 df), pressure (lag=0), humidity (lag 0).
†Estimates were generated using multivariate model* and ozone (lag 0, natural smooth function, 3 df).
‡Estimates were generated using multivariate model* and PM2.5 (lag 0, natural smooth function, 3 df).
§p-Value were less than 0.10.

Table 4. Estimated relative risk (95% interval) in daily ER visits per 10-µg/m3 increase in PM2.5 and 10 ppb increase

in ozone concentrations in Seoul, according to lag days

PM2.5 Lag 0 Lag 1 Lag 2 Lag 3 Lag 4 Lag 5

Univariate
1.0062

(1.0006, 1.0119)

1.0058

(1.0002, 1.0115)

1.0055

(0.9998, 1.0111)§
1.0051

(0.9994, 1.0107)§
1.0046

(0.9990, 1.0103)

1.0044

(0.9987, 1.0101)

Multivariate*
1.0074

(1.0015, 1.0133)

1.0066

(1.0008, 1.0125)

1.0059

(0.9999, 1.0117)§
1.0051

(0.9992, 1.0109)§
1.0043

(0.9985, 1.0102)

1.0038

(0.9980, 1.0096)

Multivariate†
1.0057

(0.9996, 1.0118)§
1.0049

(0.9989, 1.0110)

1.0042

(0.9982, 1.0102)

1.0036

(0.9976, 1.0095)

1.0029

(0.9970, 1.0089)

1.0025

(0.9966, 1.0084)

Ozone Lag 0 Lag 1 Lag 2 Lag 3 Lag 4 Lag 5

Univariate
1.0225

(1.0102, 1.0349)

1.0203

(1.0080, 1.0326)

1.0181

(1.0059, 1.0304)

1.0161

(1.0038, 1.0283)

1.0140

(1.0018, 1.0263)

1.0129

(1.0006, 1.0251)

Multivariate*
1.0185

(1.0048, 1.0321)

1.0166

(1.0032, 1.0300)

1.0150

(1.0018, 1.0281)

1.0136

(1.0005, 1.0266)

1.0122

(0.9993, 1.0251)§
1.0120

(0.9991, 1.0248)§

Multivariate‡
1.0162

(1.0023, 1.0300)

1.0143

(1.0007, 1.0278)

1.0126

(0.9993, 1.0259)§
1.0111

(0.9980, 1.0243)§
1.0097

(0.9967, 1.0227)

1.0094

(0.9965, 1.0224)

*Estimates were generated using over-dispersed generalized linear models and polynomial distributed lag model for cumulative

exposures over the same day and lag days, adjusted for calendar day [natural smooth function with 4*12 degrees of freedom (df)],

day of the week, temperature (lag 0, natural smooth function, 3 df), pressure (lag=0), humidity (lag 0). 
†Estimates were generated using multivariate model* and ozone (lag 0, natural smooth function, 3 df).
‡Estimates were generated using multivariate model* and PM2.5 (lag 0, natural smooth function, 3 df).
§p-Value were less tha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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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운 시기에서는 오히려

이로운 결과를 보였다.27) 우리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

를 보였는데 따뜻한 시기에는 오존의 단일모형에서 전

체질환과 혈관질환으로 인한 외래가 유의하게 증가하

였으며 추운 시기에는 여러 질환군에서 이로운 결과를

확인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

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추운 시기에 광화

학 형성은 약하고 분쇄 된 오존농도는 오존과 질소산

화물 간 반응을 소비함으로써 주로 결정되므로 오존농

도는 질소산화물 농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특히

이산화질소는 질환으로 인한 외래 환자 방문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결과가 있으므로 오존이 추운 시기에

질환으로 인한 외래방문에 오히려 이로운 효과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50-58) 2016년 상하이에서 발

표된 연구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인한 내원

이 미립자물질과 오존으로 인해 증가함을 확인하였으

나 두 대기오염물질 모두 60세 이상의 연령에서 유의

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38) 2009년 태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3개 병원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내원과 거친입자물질(coarse particulate

matter, PM10), 그리고 오존과 연관성을 확인하였다.39)

그러나 우리가 알고있는 바에 의하면, 한국의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령에서 외래내원과 대기오염물질

과의 연관성을 다양한 질환으로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

지 미비한 실정이다.

많은 연구를 통해 미립자물질이 뇌심혈관질환을 증

가시키는 것을 규명한 바 있으나, 그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미립자물질로 인해 혈관내피

세포의 산화스트레스가 촉발, 혈관생성이 감소, 그리고

혈관염증의 증가로 인해 뇌심혈관질환이 유발되는, 즉

미립자물질과 연관된 미세혈관의 부적절한 기능이 뇌

심혈관질환의 잠재적 메커니즘일 가능성이 있다40-4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뇌심혈관질환 뿐 아니라 말초혈

관질환의 진단명을 받은 환자도 혈관질환으로 포함하

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폐암, 고혈압, 당뇨와 대기오염간

유의한 관계를 발표한 바 있으나16,43-47) 우리의 연구에

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폐암으로 인한 외래내

원 건수가 적은 것이 결과에 제한된 계산력을 제공하

였을 가능성이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의 경우에는 노

년층의 다빈도질환으로 의료수가나 진료내용에 따라

편의적으로 상병이 이루어져 실제의 유병률을 반영하

지 못한 것에 기인했을 수 있다.48)

이 연구에서 우리는 내원당일이나 몇 일 전의 미립

자물질과 오존의 농도가 응급실 내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두 대기오염물질의 급성건강

영향이 응급실 내원을 일으키고 여기에 지연효과가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지연효과는

계절의 과다분산이 제어되고 대기오염과 응급실 내원

의 연관성에 흔하게 사용되는 혼란 변수가 포함된 다

중노출모형과 노출요인으로 설정된 대기오염물질이 모

형에 단독으로 포함된 단일노출모형을 사용하여 추정

되었다. 이 연구에서 미립자물질과 오존이 응급실내원

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미립자물질이 주

요 노출요인인 모형에서는 1일의 지연효과를 보인 반

면 오존이 주요 노출요인인 모형에서 효과의 크기가

더욱 컸고 지연효과가 길었는데 특히 오존의 단일모형

에서는 5일의 지연효과가 있었으며, 미립자물질을 포

함한 다중노출모형에서도 내원당일과 지연 1일에서 유

의한 효과를 보였다. 미립자물질은 Martins 등이 2006

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지연일을 나타났는데

입원당일과 1일 전의 미립자물질이 심혈관질환으로 인

한 입원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21)

Carlsen 등이 수행한 연구에서도 우리의 연구와 비슷

한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일별 응급실 내원은 같은 날

과 2일 전 평균 오존의 사분위 변화 당 70세 이상의

노인여성에서 7.8% 증가하였으나, 거친 입자물질(PM10)

과는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22) 기존의 연구들에서

확인된 미립자물질 및 오존의 지연효과는 우리의 연구

에서도 확인되었으며, 특히 오존의 경우, 미립자물질이

보정된 다중노출모형에서도 1일의 지연효과가 나타나

외래기관 내원에 미치는 오존의 농도는 내원당일과 전

날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Winquist

등은 오존, 미립자물질과 심폐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내

원과 병원 입원의 연관성을 분석하였고 천식과 울혈성

심장기능상실로 인한 응급실내원이 오존이 증가됨에

따라 높아짐을 확인하였으나 미립자물질과의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26)

이 연구에서 미립자물질의 증가는 응급실 내원을 유

의하게 증가시키며, 오존이 포함된 다변량 모형에서도

통계적으로 약간의 유의성을 보였다(p<0.10). 중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60세 이상에서 미립자물질과 호

흡기 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이 유의한 결과를 보

였고, 오존을 보정한 이후에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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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령층이 아니라 전 연령층에 대한 결과였으므로

노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어떤 결과를 보일지 고

려가 필요하다.49)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의 누적된 결과를 제시하여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므로 각 연도별 구분 분석을 시

행하였다(Results not shown). 외래 내원의 경우, 연구

에서 제시된 결과와 각 연도별 분석이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며, 특히 미립자물질과 전체질환으로 인한 외

래 내원이 증가하는 결과는 연도별 분석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였다. 응급실 내원의 경우에는, 본문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연도가 발견되었는데, 해당 연도의 추

운 시기에 미립자물질 농도의 증가가 응급실 내원을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오존 농도의 증가는 오히려 응급

실 방문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선행연

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1,27) 따라서 따뜻하거나 추운

시기에 각 대기오염물질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응급

실 내원에 있어 연도 간 차이를 발생시킨 원인 중 일

부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진다. 첫번째, 이

연구는 60세 이상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만

약 연령이 대기오염물질과 의료이용의 영향을 변경시

키는 요소라면 우리의 결과는 젊은 연령층에게 일반화

하기 어렵다. 두번째, 이 연구에서는 대기오염과 건강

영향으로 인한 외래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플루엔자 유행, 꽃가루, 휴일의 지표가 보정되지 않

았으므로 혼란변수가 불완전하게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번째, 이 연구에서 일부 외래 방문일은 정기

예약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를 배제하지 못하였다. 그러

나 미립자물질과 오존은 동일한 환경에서 분석되었으

므로 외래 내원과 두 대기오염물질과의 영향은 여전히

비교가 가능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의

장점이 있다. 첫번째, 이 연구는 한국의 대표성있는 국

민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

모 연구로 미립자물질, 오존과 의료기관 이용의 관계

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두번째, 의료기관의

이용에 응급실 내원 뿐 아니라 외래 내원을 포함시켜

건강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이용에 폭넓은 근거

를 제공하였다. 세번째, 심폐질환뿐 아니라 고령층의

다빈도 만성질환을 결과변수에 포함하므로서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보다 다양한 질환에서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의 지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제공한

다. 외래 방문에서 미립자 물질은 유의한 영향을 보이

나 오존은 미비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므로 오존

보다는 미립자 물질이 노인의 외래 방문을 일으키는

건강 영향을 유발한다고 추정되고, 응급실 방문에서는

미립자 물질과 오존이 모두 유의하지만 오존의 효과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오존은 응급실 내원에 미립자 물

질보다 강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

은 고령층의 의료 기관 이용이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

에 따라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미립자물질과 오존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외래 및 응급실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의료이용의 증가는 사회경

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오존보다는 미립자 물질이

노인의 외래 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응급실 방문에서는 미립자 물질과 오존이 모두 유의하

지만 오존이 더욱 강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의 의료기관 이용이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이용을 지표로서 활용하여 노인의 대기오

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러한 연구는 보다 넓은 연령층에서 수행되어

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이용에 미치는 대기오염의

영향을 다른 대기오염 물질에서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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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1. Estimated relative risk (95% intervals) in daily outpatient visits per 10-µg/m3 increase in PM2.5 and 10

ppb increase in ozone concentration in Seoul, with disease subgroups and period subgroups

PM2.5 Total Vascular disease

Chronic 

pulmonary 

disease

Lung cancer Hypertension Diabetes

Univariate
1.0081

(1.0063, 1.0098)

1.0065

(1.0016, 1.0113)

1.0086

(1.0027, 1.0145)

1.0076

(0.9991, 1.0162)§
1.0042

(0.9993, 1.0091)§
1.0055

(1.0007, 1.0104)

Multivariate*
1.0052

(1.0033, 1.0071)

1.0037

(0.9984, 1.0090)

1.0058

(0.9994, 1.0122)§
1.0070

(0.9978, 1.0163)

1.0024

(0.9971, 1.0077)

1.0027

(0.9973, 1.0080)

Multivariate†
1.0066

(1.0046, 1.0085)

1.0053

(0.9998, 1.0108)§
1.0062

(0.9996, 1.0128)§
1.0059

(0.9963, 1.0155)

1.0033

(0.9979, 1.0087)

1.0041

(0.9987, 1.0094)

Ozone

(warn period)
Total Vascular disease

Chronic 

pulmonary 

disease

Lung cancer Hypertension Diabetes

Univariate
1.0108

(1.0056, 1.0159)

1.0125

(0.9983, 1.0266)§
1.0083

(0.9903, 1.0262)

1.0017

(0.9740, 1.0294)

1.0067

(0.9895, 1.0240)

1.0105

(0.9956, 1.0254)

Multivariate*
0.9951

(0.9889, 1.0013)

1.0000

(0.9829, 1.0171)

0.9970

(0.9754, 1.0187)

0.9984

(0.9643, 1.0324)

0.9919

(0.9710, 1.0128)

0.9961

(0.9781, 1.0142)

Multivariate‡
0.9945

(0.9750, 1.0141)

0.9990

(0.9785, 1.0194)

0.9996

(0.9740, 1.0251)

0.9964

(0.9560, 1.0370)

0.9985

(0.9745, 1.0226)

0.9979

(0.9766, 1.0192)

Ozone 

(cold period)
Total Vascular disease

Chronic 

pulmonary 

disease

Lung cancer Hypertension Diabetes

Univariate
0.9622

(0.9568, 0.9677)

0.9562

(0.9413, 0.9711)

0.9625

(0.9441, 0.9809)

0.9956

(0.9701, 1.0210)

0.9536

(0.9362, 0.9711)

0.9576

(0.9423, 0.9729)

Multivariate*
0.9636

(0.9576, 0.9696)

0.9558

(0.9391, 0.9725)

0.9654

(0.9447, 0.9861)

0.9938

(0.9652, 1.0224)

0.9561

(0.9371, 0.9750)

0.9580

(0.9408, 0.9751)

Multivariate‡
0.9635

(0.9501, 0.9768)

0.9571

(0.9402, 0.9741)

0.9679

(0.9469, 0.9888)

0.9934

(0.9643, 1.0225)

0.9562

(0.9371, 0.9755)

0.9592

(0.9418, 0.9765)

*Estimates were generated using over-dispersed generalized linear models and polynomial distributed lag model for cumulative

exposures over the same day and lag days, adjusted for calendar day [natural smooth function with 4*12 degrees of freedom (df)],

day of the week, temperature (lag 0, natural smooth function, 3 df), pressure (lag=0), humidity (lag 0).
†Estimates were generated using multivariate model* and ozone (lag 0, natural smooth function, 3 df).
‡Estimates were generated using multivariate model* and PM2.5 (lag 0, natural smooth function, 3 df).
§p-Value were less than 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