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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PM10 and PM2.5 on hospital visits in the Incheon

area over the period of 2016-2018.

Methods: We applied correlation analysis and Poisson regression to perform the analysis using cardiovascular

disease and respiratory disease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he daily average PM10 and

PM2.5 from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djusting for time lag.

Results: When the daily average PM10 concentration increased by 10 µg/m3, the number of cardiovascular

disease patients were 1.002 times higher (95% CI [Confidence Interval]; 1.000-1004) in Ganghwa County. As

the daily average PM2.5 concentration increased by 10 µg/m3, the number of cardiovascular disease patients were

1.012 times higher (95% CI; 1.008-1.016) in Ganghwa County. As the daily average PM10 concentration

increased by 10 µg/m3, the respiratory disease patients were 1.003 times (95% CI; 1.002-1.004) higher in

Gyeyang and Michuhol Counties. As the PM2.5 concentration increased by 10 µg/m3, the respiratory disease

patients were 1.003 times higher (95% CI; 1.002-1.005) in Bupyeong County.

Conclusions: In some parts of the Incheon area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patients with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conditions and the concentration of PM10 and PM2.5.

Key words: Particulate matter, cardiovascular disease, respiratory disease, Poisson analysis, correlation

analyis

I. 서 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표적 건강위험요인으로 폭염

과 오존층 파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1) 그 중 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PM)는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대기 중 장기간 떠다니는 입경 10 이하의 미

세한 물질로 시정장애, 지구 냉각화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천식이나 폐질환, 심혈관계 관련 질환 발생

을 높이는 등2-5) 인체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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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중요 저감 대상 물질에 해당한다. 특히, 하버

드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논문6)에 따르면 계절

등의 다른 요인을 제거하고 분석한 결과 PM2.5 농도

가 10 μg/m3 증가할 때마다 노약자의 사망률이 1.05%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한국인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은 일상적 안심

을 추구하는 트렌드와도 관계가 있다.7) 일상적 안심

이란 2016년 한국트렌드연구소에서 선정한 10대 메

가 트렌드8) 중 하나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신체

적·심리적 안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하

는데, 한국에서의 지난 몇 년간 미세먼지에 대한 걱

정과 관심도는 높은 편이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 3월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미세먼지를 화재, 폭발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

기 시작하였다.

인천시는 산업단지와 항만, 공항과 같은 국내 주

요 미세먼지 관련 배출원이 있고, 서해안에 위치하

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도

가장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

년 인천시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2 μg/m3

으로 WHO의 연평균 미세먼지 권고 농도인 20 μg/m3

을 상회하며, 국외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프랑스 파

리 21 μg/m3, 영국 런던 17 μg/m3 보다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9)

최근 논문에 따르면 Yoo 등10)은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건강 취약성 평가를 통해 인천지역 행정구

역별 취약 유형을 분석하였고, Bae11)는 서울시 미세

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단기노출로 인한 사망 영향 등

을 연구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 보고된 미세먼지와

질환자에 관한 논문은 대부분 해외 사례에 대한 연

구이거나, 인천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미세먼지와 질

환자와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미세먼지와 건강과의 상관관

계 및 다양한 영향인자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하여,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혈관계 및 호

흡기계 환자 수에 미치는 관계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단면적이기는 하나 자치구별로 미세먼

지 농도에 따른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자 수 사

이의 상관성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 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시를 대상

으로 대기오염자료, 질환별 환자 수를 이용하여 미

세먼지(PM10, PM2.5)의 환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이차자료분석(Secondary analysis) 연구이다.

1. 연구대상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6개

월의 인천광역시에서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질환으

로 병원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인천시의 관련 질병통계자료는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센터 내 자료를 이용하였다.

관련 질환은 한국질병분류 정보센터의 질병분류코드

(KOICD)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심혈관계통의 질환

(I00~I99), 호흡기계통의 질환(J00~J99)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재분

석하는 이차자료분석 연구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

회(e-IRB)에 심의 면제 대상임을 사전 확인 받은 후

진행하였다.

2. 기상관측 자료

기상자료는 기상청의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해 인

천지역을 대상으로 Table 1과 같이 ASOS 및 AWS

지점의 일 단위로 제공되는 평균 기온, 평균 풍속,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인천시 전체의 경우 ASOS

와 AWS 모두를 사용하였고, 한 개의 자치구에 여

러 개의 관측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관측값들의 평균

값을 대푯값으로 사용하였고, 관측지점이 없는 계양

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의 경우 인천(ASOS) 지

점의 값을 대푯값으로 사용하였다.

3. 대기오염자료

인천지역 대기오염자료는 국립환경공단의 에어코

리아에서 제공하는 일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 자료

를 이용하였으며, 인천시에 17개 대기오염자동측정

소를 Table 2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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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측정망의 일별 평균 미세먼지(PM10, PM2.5)농

도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였다. 이 중 인천시 전체

의 경우 관내의 모든 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대푯

값으로 산정하였고, 한 개의 자치구에 여러 개의 관

측지점이 있는 경우는 가장 높은 값을 대푯값으로

사용하였다.

4.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적절한 지연효과

에 대해서 규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최근 Bae 등12)

의 논문을 참고하여 당일(lag=0)부터 최고 5일 전

(lag=5)까지의 지연효과를 평가하고, 건강영향과 연

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날을 지연효과 일로 참고

하여 미세먼지 농도와 환자 발생 사이에는 5일 간

의 지연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통계학에서 두 변

수간(x와 y가 있을 때)에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가지

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보편적으로 자주 이

용되는 척도가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이다. 상관계수 r은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진다. 또한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r)의 절대

값이 1.00이면 완전한 상관관계, 0.90이면 매우 높

은 상관관계, 0.70~0.80이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

할 수 있으며, 0.50~0.60이면 보통의 상관관계, 0.40

이하이면 약한 상관관계, 0.20 이하이면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인천시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심혈관계 및 호흡기

계 외래 질환자 수를 분석하기 위해 인천시 각 자

치구별 미세먼지 농도(PM10, PM2.5)를 예측변수

(Predictors)로 설정하고, 외래 질환자 수를 응답변수

(Response variable)로 설정하여 푸아송 회귀분석을

하였다.13) 푸아송 회귀분석 결과를 미세먼지 단위농

도 증가에 따른 외래 환자 수 정도를 나타내는 회

귀계수(β)를 지수함수인 exp (β)로 변환하여 상대 위

험비(Relative Risk)로 표현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기록과 작성은 Excel 2016과 Python

ver. 3.7.3을 사용하였으며, 통계 검정 및 그래프는

Python ver. 3.7.3과 R ver. 3.6.1을 이용하였다.

III. 결 과

1. 기술통계분석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기상변수, 미세

먼지 변수, 일별 외래 질환자수의 평균값, 표준편차

및 분포는 Table 3과 같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지역의 일평균 기온은 12.4oC였고, 평균풍속은

2.3 m/s, 강우량은 2.7 mm, PM10의 평균 농도는

69.32 μg/m3, PM2.5 농도는 38.22 μg/m3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균 심혈관계 질환자 수는 6.2명이었고, 해당기간

평균 호흡기 질환자 수는 84.9명이었다. 인천시 자

치구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최저 강화군 11.8oC에서

최고 인천(ASOS) 지점의 12.8oC로 자치구별로 1oC

이내의 차이였다. 해당기간 일 평균풍속은 부평구에

Table 1. The constituent regions and the WEATHER

monitoring sites

County ASOS AWS

Incheon All All

Ganghwa Ganghwa
Yangdo, Gyodong, 

Boreumdo

Gyeyang - -

Namdong - -

Dong - -

Michuhol - -

Bupyeong - Bupyeong

Seo - Gongchon, Geumgok

Yeonsu - Incheon-yeonsu Songdo

Jung Incheon
Wangsan Yeongjong, 

Muuido

Table 2. The constituent regions and the PM monitoring

sites

County PM monitoring sites

Incheon All

Ganghwa Songhae

Gyeyang Gyesan

Namdong Gojan, Guwol, Nonhyun

Dong Songlim

Michuhol Sungui

Bupyeong Bupyeong

Seo
Gumdan, Seoknam, Yeonhui, Wondang, 

Cheongla

Yeonsu Dongchun, Songdo

Jung Shinheung, Un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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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저 0.4 m/s였고, 인천(ASOS) 관측소에서 3.0 m/s

로 자치구별 풍속의 차이를 보였다. 강우량은 최저

강화군에서 2.4 mm였고, 최대 서구에서 2.8 mm로

나타났다. PM10의 농도는 중구에서 77.0 μg/m3로 최

대치를 보였고, 연수구에서 58.42 μg/m3로 최저를 나

타냈다. PM2.5 농도는 서구에서 47.22 μg/m3로 최대

였고, 강화군에서 32.02 μg/m3로 최저를 나타냈다.

심혈관계 질환자(I)는 남동구에서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화군에서 1.5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호흡

기계 질환자(J)는 부평구에서 160.4명으로 가장 많

았고, 동구에서 19.8명으로 가장 낮았다.

2. 미세먼지 분석

인천시 미세먼지의 농도와 날씨와의 상관성은 다

음 Table 4와 같다. 인천시 전체 자료를 기반으로 분

석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와 기상관측 자료와 상관성

은 높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자치구별로 확인하여

도 미세먼지 농도와 기상관측 자료와의 상관성은 절

대값 0.3을 모두 넘지 않아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PM10 농도의 증가가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질환자

수 증가와의 피어슨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Fig. 1과 같다. 피어슨 상관분석에서 양의 값은 미세

Table 3. Daily distribution of weather, PM10, PM2.5, and Number of Patient between 2016~2018 in Incheon

County

Temperature

(oC)

WindSpeed

(m/s)

Rainfall

(mm)

PM10

(µg/m3)

PM2.5

(µg/m3)

I*

(ea)

J**

(ea)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Incheon 12.4 10.5 2.3 1.3 2.7 10.5 69.3 41.3 38.2 23.3 6.2 6.1 84.9 72.6

Ganghwa 11.8 10.5 1.6 0.7 2.4 10.3 65.1 41.3 32.0 19.4 1.5 1.5 25.7 14.2

Gyeyang 12.8 10.5 3.0 1.1 2.7 10.8 68.6 38.3 38.7 21.1 5.0 3.8 96.3 55.2

Namdong 12.8 10.5 3.0 1.1 2.7 10.8 70.4 42.4 41.8 24.8 10.5 7.2 135.7 63.3

Dong 12.8 10.5 3.0 1.1 2.7 10.8 70.2 42.3 36.7 22.9 2.0 1.9 19.8 10.7

Michuhol 12.8 10.5 3.0 1.1 2.7 10.8 70.8 42.1 35.1 20.0 8.7 5.8 124.9 66.3

Bupyeong 12.0 11.1 0.4 0.3 2.7 10.3 70.7 43.2 34.7 22.0 7.9 8.7 160.4 82.1

Seo 12.2 10.6 1.3 0.4 2.8 11.1 72.3 41.8 47.2 26.1 9.0 6.1 122.8 60.8

Yeonsu 12.8 10.5 2.2 0.8 2.5 9.9 58.4 30.4 32.4 18.2 5.9 4.5 52.9 26.6

Jung 11.9 9.9 2.3 0.9 2.5 10.2 77.0 46.0 42.7 26.9 2.9 2.6 20.6 10.6

*I: Cardiovascular disease, **J: Respiratory disease

Table 4. Correlation PM10, PM2.5, and Number of Patient between 2016~2018 in Incheon

County

PM10 PM2.5

Temperature

(oC)

WindSpeed

(m/s)

Rainfall

(mm)

Temperature

(oC)

WindSpeed

(m/s)

Rainfall

(mm)

Incheon -0.12 -0.03 -0.12 -0.12 -0.11 -0.12

Ganghwa -0.12 0.15 -0.11 -0.15 -0.06 -0.11

Gyeyang -0.12 -0.05 -0.12 -0.12 -0.15 -0.12

Namdong -0.19 -0.07 -0.14 -0.17 -0.20 -0.14

Dong -0.09 -0.09 -0.13 -0.15 -0.21 -0.13

Michuhol -0.14 -0.09 -0.12 -0.03 -0.27 -.012

Bupyeong -0.03 -0.11 -0.13 -0.13 -0.19 -0.13

Seo -0.13 0.00 -0.14 -0.11 -0.13 -0.14

Yeonsu -0.09 -0.13 -0.14 -0.11 -0.25 -0.15

Jung -0.18 0.03 -0.12 -0.11 -0.1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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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rrelation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ccording to PM concentration in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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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질환자 수가 증가함을 의미

하고, −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질환자 수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PM10과 심혈관계 질환자 사이의

상관성은 인천시 전체로 보았을 때는 0.03으로 유의

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자치

구에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호흡기

계와의 상관성은 계양구에서 0.37, 미추홀구에서 0.28

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나타냈다.

PM2.5 농도의 증가가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질환

자 수 증가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마찬가지로

Fig. 1과 같다. PM2.5와 심혈관계 질환자 사이의 상

관성은 인천시 전체로 보았을 때는 0.01로 유의미하

다고 볼 수 없었고, 자치구별로 보았을 때는 강화군

에서 0.28로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호흡기계와의 상

관성은 인천시 전체로 보았을 때 0.13으로 유의미하

다고 볼 수 없었으나 계양구에서 0.28로 낮은 상관

성을 나타내었다.

3.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심혈관계 환자 수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심혈관계 환자수는 Table

5와 같은데, 인천시 전체로 보았을 때 2016년 522

명, 2017년 678명, 2018년 752명으로 점점 증가하

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치구별로 분석하였을 때

는 2016년에 동구에서 9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

양구에서 505명으로 가장 낮았다. 해당 기간의 부평

구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자료는 0명

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자료상의 결측치로 나

타났다. 2017년에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동구에서

1,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양구에서 533명으로 가

장 적었다. 강화군의 2017년 심혈관계 환자수는 이

상치(outlier)로 간주하여 결측(missing) 처리하였다.

2018년에는 동구에서 992명으로 연구기간 내내 가

장 많은 모습을 나타냈다.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가 인천시 자치구별 심혈관

계 환자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 μg/

m3 증가할 때 심혈관계 질환자는 강화군에서 1.002

배(95% CI [Confidence Interval]; 1.000-1.004), 동

구에서 1.000배(95% CI; 0.999-1.002)로 나타났고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0.995-0.999배로 미비하게 감

소하였다. 일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가 10 μg/m3

증가할 때 심혈관계 질환자는 강화군에서 1.012배

(95% CI [Confidence Interval]; 1.008-1.016), 연수

구에서 1.004배(95% CI; 0.999-1.008)로 나타났고,

Table 6. Increase in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s (95% CI) per 10 µg/m3 in PM10 and PM2.5

County PM10 P PM2.5 P

Incheon 1.001(1.000-1.001) 0.002 1.001(1.000-1.001) 0.002

Ganghwa 1.002(1.000-1.004) 0.0238 1.012(1.008-1.016) 0.0000 

Gyeyang 0.997(0.995-0.999) 0.0080 0.998(0.995-1.001) 0.1936 

Namdong 0.999(0.998-1.001) 0.3203 0.999(0.997-1.002) 0.5826 

Dong 1.000(0.999-1.002) 0.5746 0.999(0.996-1.002) 0.5833 

Michuhol 0.997(0.995-0.995) 0.0000 1.001(0.998-1.004) 0.4828 

Bupyeong 0.997(0.995-1.000) 0.0349 0.990(0.985-0.995) 0.0001 

Seo 0.999(0.998-1.000) 0.1962 0.998(0.996-1.000) 0.0783 

Yeonsu 0.995(0.992-0.998) 0.0039 1.004(0.999-1.008) 0.0981 

Jung 0.999(0.997-1.001) 0.2840 1.001(0.998-1.004) 0.5285 

Table 5. The number of cardiovascular diseases per

100,000 people per county

County 2016 2017 2018

Incheon 522 678 752

Ganghwa 755 (28,310) 892

Gyeyang 505 533 652

Namdong 656 697 754

Dong 982 1,176 992

Michuhol 692 676 892

Bupyeong (0) 751 850

Seo 600 658 601

Yeonsu 596 632 667

Jung 836 963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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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와 중구에서 1.001배(95% CI; 0.998-1.004)

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0.990-0.999배로 미비하게 감소하였다.

4.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호흡기계 환자 수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호흡기계 환자수는 Table

7과 같은데, 인천시 전체로 보았을 때 2016년 10,012

명, 2017년 9,066명, 2018년 8,689명으로 점점 감소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치구별로 분석하였을

때는 2016년에 강화군에서 13,523명으로 가장 많았

고, 연수구에서 5,529명으로 가장 낮았다. 2017년에

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강화군에서 12,8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에서 5,439명으로 가장 적었다.

2018년에는 강화군에서 13,394명으로 연구기간 내내

가장 많은 모습을 나타냈다. 인천시 전체로는 매년

호흡기계 환자 수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가 인천시 자치구별 호흡기

계 환자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 μg/m3 증가할 때 호흡기계 질환자는 계양구와 미

추홀구에서 1.003배(95% CI; 1.002-1.004), 연수구

에서 1.002배(95% CI; 1.001-1.004), 강화군, 남동구,

동구, 서구에서 1.001배(95% CI; 1.000-1.002)로 나

타났고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1.000배로 나타났다. 일

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가 10 μg/m3 증가할 때 호

흡기계 질환자는 부평구에서 1.003배(95% CI; 1.002-

1.005), 서구에서 1.002배(95% CI; 1.001-1.003)로 나

타났고, 강화군 1.001배(95% CI; 0.999-1.002), 계양

구 1.001배(95% CI; 1.000-1.003), 동구 1.001배(95%

CI; 1.000-1.003), 중구 1.001배(95% CI; 1.000-

1.002) 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나머지 자치구

에서는 0.998-0.999배로 미비하게 감소하였다.

IV. 고 찰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관

련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

는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고,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으로 꼽히는 공단은 물론 국가 인프라 시설인 공항

및 항구 등이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시 자치구별로 미세 먼지 농도가

심혈관계 질환 및 호흡기 질환자 수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

월 31일까지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기상자료(기

Table 7. The number of respiratory diseases per 100,000

people per county

County 2016 2017 2018

Incheon 10,012 9,066 8,689

Ganghwa 13,523 12,840 13,394

Gyeyang 13,173 10,026 9,029

Namdong 9,013 9,007 9,156

Dong 10,383 10,216 9,845

Michuhol 11,643 10,812 9,699

Bupyeong 11,296 10,161 10,492

Seo 9,386 8,470 7,414

Yeonsu 5,529 5,439 5,761

Jung 7,026 5,685 5,359

Table 8. Increase in risk of respiratory diseases (95% CI) per 10 µg/m3 in PM10 and PM2.5

County PM10 P PM2.5 P

Incheon 1.000(1.000-1.000) 0.0000 1.000(1.000-1.000) 0.0000

Ganghwa 1.001(1.000-1.002) 0.0139 1.001(0.999-1.002) 0.3361 

Gyeyang 1.003(1.002-1.004) 0.0000 1.001(1.000-1.003) 0.0856 

Namdong 1.001(1.000-1.002) 0.0109 1.000(0.999-1.001) 0.7715 

Dong 1.001(1.000-1.002) 0.0348 1.001(1.000-1.003) 0.1544 

Michuhol 1.003(1.002-1.004) 0.0000 0.999(0.997-1.000) 0.1715 

Bupyeong 1.000(1.000-1.001) 0.3414 1.003(1.002-1.005) 0.0000 

Seo 1.001(1.000-1.002) 0.0184 1.002(1.001-1.003) 0.0001 

Yeonsu 1.002(1.001-1.004) 0.0058 0.998(0.996-1.000) 0.0923 

Jung 1.001(1.000-1.002) 0.0266 1.001(1.000-1.002) 0.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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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풍속, 강우량) 및 동일 기간 병원을 방문한 외래

환자 수를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농도와

기상자료를 함께 분석한 이유는 미세먼지의 농도는

대기 환경에 따라 변화할 것이고, 대기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각각의 기상 요소들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환자 수와도 함께 분

석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단순 일자별 미세먼지 농

도와 기상요소 사이에서의 상관성은 확인하기 어려

웠다. 이에 저자는 기상요소는 제외한 미세먼지와 환

자 수만을 고려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자치구별 미세먼지(PM10,

PM2.5) 농도 증가가 일별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환

자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

다. 미세먼지 농도 증가는 강화군과 계양구 등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이것은 미세먼지 농

도가 기관지 천식 환자 중 남자 환자의 외래방문 횟

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한 기존 미세먼지 농도가

해당 질병과 연관이 있다14)는 연구결과와 일관된 결

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 미세먼지에 의한 사망

을 다루지는 않았으나, 국내 선행 연구에 따르면 미

세먼지의 농도가 10 μg/m3 증가하는 경우 심혈관계

초과사망발생위험을 0.76% (95% CI: 0.40~1.12%)

높인다고 하였다.15)

본 연구의 제한점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연구

기간과 관련 질병의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계 및 호흡

기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응급환자의 수를 포함하

지 못하였다. 아울러 이 환자들의 연령대와 활동 지

역, 활동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인천 지

역내 시민이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

우는 해당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동시에 미세

먼지 농도가 높아진 날과 환자의 외래진료일 사이의

지연효과를 고려하긴 하였으나, 개인의 병원 방문 시

기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과 미세먼지 이외의 기

타 대기오염물질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지연효

과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장기간 노출에 대

한 추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점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세먼지 농도의 증

가가 급성 심혈관계 및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진 경

우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수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

부분의 자료를 자치구별로 획득하기 어려웠다는 한

계점이 있었다.

미세먼지 농도와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질환자 수

사이의 푸아송 분석에서 검정군에 대한 다중비교를

통한 보정은 비교집단의 수가 적고, 분석 데이터 또

한 3년이라는 점에서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본 연

구에서처럼 일반적으로 대량의 N 비교를 하지 않을

때는 두 방식의 결과는 비슷하지만 N이 많아지면

Bonferroni는 false negative, 즉 놓치는 부분이 생겨

날 것이고, 추후 연구 기간이나 기상데이터 등이 추

가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

미는 미세먼지가 인천 지역 내 심혈관계 및 호흡기

계 질환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환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 및 관련 담당자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

함을 인식시킨 점이다. 추후 지속적으로 관련 질환

자의 데이터 수집과 본 연구에서 제한적이었던 부분

들을 보완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의미있는 연구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로 인한 인천 지역 내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질환

자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와

환자 수 사이의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이외의 다양

한 질병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또

한 미세먼지 이외에 기타 대기오염물질과도 역학적

인 연구조사를 통해 환자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와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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