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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

Background: Particulate matter (PM) is one of the leading causes of premature death worldwide. Previous 
studies in South Korea have applied a relative risk calculated from Western populations when estimating the 
disease burden attributable to PM. However, the relative risk of PM on health outcomes may not be the same 
across different countries or regions.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premature deaths and socioeconomic costs attributable to long-
term exposure to PM in South Korea. We considered not only the difference in PM concentration between 
regions, but also the difference in relative risk.

Methods: National monitoring data of PM concentrations was obtained, and missing values were imputed 
using the AERMOD model and linear regression model. As a surrogate for relative risk, hazard ratios (HRs) of 
PM for cardiovascular and respiratory mortality were estimated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ational Sample Cohort. The nation was divided into five areas (metropolitan, central, southern, south-
eastern, and Gangwon-do Province regions). The number of PM attributable deaths in 2018 was calculated at 
the district level. The socioeconomic cost was derived by multiplying the number of deaths and the statistical 
value of life.

Results: The average PM10 concentration for 2014~2018 was 45.2 μg/m3. The association between long-term 
exposure to PM10 and mortality was heterogeneous between areas. When applying area-specific HRs, 23,811 
premature deaths from cardiovascular and respiratory disease in 2018 were attributable to PM10 (reference 
level 20 μg/m3). The corresponding socioeconomic cost was about 31 trillion won. These estimated values 
were higher than that when applying nationwide HRs.

Conclusions: This study is the first research to estimate the premature mortality caused by long-term 
exposure to PM using relative risks derived from the national population. This study will help precisely 
identify the national and regional health burden attributed to PM and establish the priorities of air quality 
policy.

Key words: Particulate matter, premature mortality, relative risk, attributable risk, socioeconomic cost

Received August 18, 2021
Revised September 14, 2021
Accepted September 23, 2021

Highlights: 
ㆍ The relative risks of PM10 on cardio-

vascular and respiratory mortality 
showed heterogeneity between areas 
in South Korea.

ㆍ A total of 23,811 cardiovascular and 
respiratory deaths and corresponding 
31 trillion won were attributable to 
PM10 in 2018.

ㆍ Failure to considering spatial variation 
in relative risk might result in under-
estimation of the national health and 
economic burden from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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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세먼지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

로써,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폐암 등의 다양한 질환 및 

그로 인한 조기 사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2015

년 Global Burden of Disease (GBD) 연구에서는 실외 대기오염

(초미세먼지, PM2.5)으로 인한 조기사망이 전 세계적으로 약 

4.2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18,200명의 조기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5) 그런데 이

러한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에서는 국가 내 세부 지역 별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부담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한국환경정

책ㆍ평가연구원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0세 이

상에서 PM2.5로 인한 초과사망자가 2015년 7,8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6) Han et al. (2018),7) Kim et al. (2018)8)의 연구에서

는 전국 지역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PM2.5로 인한 초

과사망자가 각각 2015년 기준 11,924명, 2013년 기준 17,224

명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부담은 대상 질환에 대한 건강 정보, 미

세먼지 농도 정보, 그리고 미세먼지와 건강의 연관성인 상대위

험도 정보를 사용하여 산출되는데, 이때 정확한 질병부담을 산

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위험도를 타당하게 추정

하는 것이다. 국내에는 미세먼지 장기 노출에 대한 상대위험도

를 추정한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부담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유

럽 위주의 국외 연구들9-11)에서 산출된 상대위험도를 국내 전

체 인구집단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상대

위험도는 항상 동일하기보다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2-14) 즉, 국내와 국외는 미세먼지 구성 성분이나 인구집단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외에서 산출된 상대위험도를 국

내에 적용할 경우 국내 실정에 맞는 질병부담을 산출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내에서도 상대위험도의 변동이 고려되지 않

을 경우 지역 간 미세먼지 기인 질병부담의 차이를 제대로 평가

하지 못할 수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부담 연구 결과는 국가 전반의 피해수

준을 파악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

해 수준이 집단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봄으로써 취약집단을 

규명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에서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지역별 미세먼지 기인 질병부담을 보다 타당하게 산출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 변동뿐만 아니라 상대위험도의 변동을 함

께 고려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먼저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심혈관계 질환 및 호흡기계 질환

으로 인한 사망의 연관성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 평

가하였다. 이후 지역별로 미세먼지 장기 노출에 기인한 초과 사

망자수를 산출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지역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사망의 연관성을 평가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하였다. 표

본코호트2.0 DB는 200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자격대상자 

100만 명(전 국민의 약 2%)을 표본 추출하여 생성된 자료로, 

2002~2015년의 전향 및 후향적 정보를 제공한다.15) 개인의 사

망 정보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자료와 연계되어 제공되는데, 

2006년을 기준으로 표본추출 하였기 때문에 사망자는 2007

년부터 발생하게 된다. 사망 정보가 연계되지 않은 대상자는 추

적이 끝나는 2015년까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분석 

대상 사망 원인으로는 심혈관계 질환(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코드[KCD] I00-I52)과 호흡기계 질환(KCD J00-J99)을 선정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표본코호트

DB 관찰 기간인 2002년에서 2015년 사이에 시군구 수준에

서 행정구역이 분할되거나(예: 고양시 일산구가 고양시 일산동

구와 일산서구로 분할) 신설되는 경우에는(예: 세종특별자치시) 

전 기간에 대해 미세먼지 농도를 할당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총 18개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

양시 일산서구,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

시 청원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공주시; 경

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

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진해구)를 연관성 평가 분석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표본코호트DB 대상자 중 분석 대상자는 2006년을 기준으

로 연관성 평가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한정하였다. 

2006년 이후 거주지가 분석 대상 지역을 벗어난 사람들은 해

당 시점을 기준으로 중도 절단(censoring)된 것으로 처리하였

다. 또한 아래 3. 보정 변수에 기술된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분

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자는 총 521,282명이

었다.

2. 미세먼지 노출 평가
미세먼지 농도 자료는 2002년~2018년 국립환경과학원의 

도시대기 측정망에서 1시간 단위로 측정된 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표본코호트를 활용한 연관성 평가 시에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단, PM2.5는 전국적으로 측

정이 시작된 시점이 2015년부터임에 따라 타당한 노출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와 사망

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데 PM10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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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자료는 24시간 평균내어 일평균값을 산출하였

으며, 24시간 중 75% 이상이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날짜의 일

평균값은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하나의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을 경우 해당 측정소 내 측정값들은 모두 

평균내어 시군구별 일별 대푯값을 산출하였다.

2018년 기준 전국 시군구는 총 250개로, 이 중 연구 기간 내 

도시대기 측정망이 적어도 한 곳 이상 존재하는 시군구는 총 

213개(85%)였으며, PM10 결측 비율은 평균적으로 서울 6.6%, 

광역시 30.1%, 비광역시 63.3% 였다. 대기오염 측정망이 존재

하지 않거나, 1분기 이상의 장기간 결측이 존재하는 지역(시군

구)은 공백지역으로 구분하여 AMS/EPA Regulatory MODel 
(AERMOD)을 활용해 결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추정하였다. 

AERMOD 모델을 활용한 공백지역의 미세먼지 결측 자료 추정 

시, 인근 측정소의 측정값을 배출원으로 가정하여 매 3시간 간

격으로 확산과정을 모델링하여 타겟으로 하는 공백지역의 미

세먼지 농도를 추정하였다. 이때 공백지역은 인접한 지역의 자

료가 존재하는 인접 공백지역(1단계)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비 인접 공백지역(2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 지역은 인접 지

역의 자료를 활용하여 AERMOD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2단계 

지역의 미세먼지 결측 자료 추정 시, 1단계 지역의 자료 보완을 

먼저 수행한 후 이를 AERMOD 모델에 활용하여 결측 자료 추

정을 진행하였다. 서울 내 1개 시군구(성북구), 광역시 내 1개 

시군구(부산시 해운대구), 그리고 비광역시 내 1개 시군구(강

원도 강릉시)를 대상으로 모델 추정값과 실제 측정값의 비교를 

수행한 결과 부분편향 절댓값은 0.25보다 작았으며, 평균 편향

오차는 0.0~9.5 μg/m3였다. 

1분기 이하의 단기 결측이 존재하는 지역은 선형 회귀 모델

을 사용하여 결측 자료를 보완하였다. 전체 자료 기간(2002 

~2018)동안 각 지역(시군구)의 월별 일 평균 profile을 생성하

고, 연도별 월 평균값의 변화를 선형 회귀 모델로 모사하여 각 

지역의 월별 선형 회귀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 결

측 기간 내 일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추정하였다. 전국 모든 시

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선형 회귀 모델의 결과를 실제 측정값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절대오차는 1.8~36.0 μg/m3이었고, 피어

슨상관계수는 0.16~0.99이었다.

결측 처리된 시군구별 일별 미세먼지 농도는 시군구별 연도

별로 다시 평균내어 표본코호트 연구 대상자의 기준연도와 거

주지를 기준으로 연계하였다. 이후 각 대상자별로 2006년에서 

2015년까지 5년 이동평균(Moving average)을 산출하여 미세먼

지 장기 노출값으로 할당하였다.

3. 보정 변수
개인 수준 보정 변수로는 표본코호트DB의 자격DB에서 제

공하는 성(남성, 여성), 연령(30세 미만,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소득수준(보험료 0~2분위, 3~5분위, 6~8분위, 

9~10분위)과 건강검진DB에서 제공하는 흡연(비흡연, 과거흡

현, 현재흡연), 음주(거의 마시지 않음, 월 2~3회 마심, 일주일

에 1회 이상 마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18.5 

kg/m2, 18.6~22.9 kg/m2, 23~24.9 kg/m2, ≥25 kg/m2), 신

체활동(안함, 일주일에 1회 이상) 변수를 포함하였다. 건강검

진 자료는 2009년 건강검진 체계 개편으로 인해 2002~2008

년과 2009~2015년 사이에 검사 항목 및 변수 범주에 다소 

차이가 있음에 따라 두 기간에서 변수 범주가 다르게 조사

된 경우 통일된 범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개인별로 

2006~2015년 사이의 첫 번째 건강검진자료만을 활용하였다.

개인 수준 변수와 함께 지역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보정변수로 활용하였다. 시군

구별 녹지 수준에 대한 지표로써 정규식생지수(Nomr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를 활용하였다. 미국항공우

주국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의 Terra 위성에 탑재된 센서인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의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각 픽셀

의 NDVI값 중 양수인 값들을 시군구별로 평균 낸 후, 매년 5

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내에서 중앙값을 산출하였다. 시군구

별 인구밀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과 시도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국가통계포털 자료에서 산출하였다. 2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 중 고등학교 졸업 미만 인구 비율은 통계청 인구총

조사 자료(2010년, 2015년)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시군구별 

의료인프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 시도별 기본통계

를 활용하여 인구 100,000명당 의료인력 수, 병원 수, 병상 수

를 표준화한 값을 합한 의료지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지역 특성 변수들은 2006년~2015년 사이의 연도별 값을 모두 

평균내어 각 시군구별로 단일 대푯값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4. 미세먼지와 사망의 연관성 분석
미세먼지의 장기 노출과 사망의 연관성은 콕스 비례위험모

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통해 평가하였다. 미

세먼지 농도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Time-dependent) 변수

로 처리하였다. 기저위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는 성

과 연령에 따라 층화 하였으며, 3. 보정변수에 기술된 모든 개

인 및 지역 수준 변수들을 보정하였다. 모형의 비례위험가정

(Proportional hazard assumption)은 Scaled Schoenfeld residu-
als를 기반으로 평가하였다.

지역간 미세먼지와 사망의 연관성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지정한 대기관리권역 구분을 기반으로 총 5개 권

역으로 지역을 구분하였다(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중부권-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3. 남부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4. 동남권-부산광역

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5. 강원권-강

원도). 이후 자료를 각 권역별로 층화하여 각 층별 미세먼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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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연관성을 평가하였다.

5.  미세먼지 기인 초과 사망자수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본 연구에서는 같은 지역(시군구)에 거주하는 인구집단은 모

두 같은 수준의 농도에 노출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다음의 

공식에 따라 2018년을 기준으로 심혈관계 질환 및 호흡기계 질

환 사망에 대한 미세먼지 장기 노출의 기여 분율을 산출하였

다.

𝐴𝐴𝐴𝐴𝑠𝑠 =  𝑅𝑅𝑅𝑅𝑠𝑠
𝑥𝑥𝑠𝑠−𝑐𝑐 − 1

𝑅𝑅𝑅𝑅𝑠𝑠
𝑥𝑥𝑠𝑠−𝑐𝑐  

 

                         (1)

AFs=시군구 s에서 미세먼지 기여 분율

RRs= 시군구 s에서 미세먼지 농도 1 μg/m3 증가 당 상대위험

도

χs=시군구 s에서의 실제 농도

c=기준 농도

미세먼지 상대 위험도는 앞서 연관성 분석 단계에서 산출된 

위험비(Hazard ratio, HR)을 활용하였다. HR은 종속 변수 발생 

확률이 낮을 경우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RR)와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전국을 대상으로 산출된 상대위

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시군구가 동일하게 해당 상대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할당하였으며, 권역별로 산출된 상대

위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권역 내에 포함된 시군구가 동

일한 값을 가지도록 할당하였다. PM2.5의 경우 노출자료의 한

계로 사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지 못함에 따라 PM10에서 산출

된 상대위험도와 동일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같은 

단위 농도 증가 당 PM10에 비해 PM2.5가 건강 위험도 증가와 더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17) 이는 보수적인 

가정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사망의 연관성 추정 시 5

년 이동평균을 노출값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PM10에 대해

서는 2018년 실제 농도를 해당 연도를 포함한 이전 5년 동안

의 평균값(2014~2018년 평균)으로 설정하였다. PM2.5는 자료

가 가용한 2015~2018년 평균값을 실제 농도로 설정하였다. 기

준 농도는 WHO 연평균 권고기준에 따라 PM10은 20 μg/m3, 

PM2.5는 10 μg/m3 로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미세먼지 장기 노출로 인한 초과 사망자수는 

2018년 시군구별 전체 사망자 수에 미세먼지 기여 분율을 곱

하여 산출하였다. 심혈관질환 및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서 산출하였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미세먼지 기인 초과사망자수에 1인당 

통계적인간생명가치를 곱하여 추정하였다. 통계적인간생명가

치로는 신영철 외(2017)18)의 연구에서 지불의사접근법을 기반

으로 한 연구들의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13억 3,300만 

원을 적용하였다.

III. 결    과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사망의 연관성 평가를 위한 연구 대상

자는 총 512,282명으로, 심혈관계 질환 사망자수는 1,636명, 

호흡기계 질환 사망자수는 1,162명이었다(Table 1). 연구 대상

자의 기타 특성별 분포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사망의 연관성 평가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PM10 농도 10 μg/

m3 증가 당 심혈관계 질환 사망에 대한 위험비는 1.088 (95%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in the NHIS-NSC

Characteristics n (%)

Total 521,282 (100.00)
Cause of death Cardiovascular disease 1,636 (0.31)

Respiratory disease 1,162 (0.22)
Sex Male 261,375 (50.14)

Female 259,907 (49.86)
Age (years) ≤29 174,493 (33.47)

30~44 174,493 (33.47)
45~64 180,120 (34.55)
≥65 47,901 (9.19)

Income 0th to 2nd decile 83,580 (16.03)
3rd to 5th decile 137,827 (26.44)
6th to 8th decile 166,997 (32.04)
9th to 10th decile 132,878 (25.49)

Smoking status Never 337,830 (64.81)
Former 50,110 (9.61)
Current 133,342 (25.58)

Drinking frequency (almost) None 268,680 (51.54)
2~3 times a month 107,428 (20.61)
≥Once in a week 145,174 (27.85)

Body mass index  
(kg/m2)

≤18.5 23,584 (4.52)
18.6~22.9 211,478 (40.57)
23~24.9 120,858 (23.18)
≥25 165,362 (31.72)

Physical activity No 277,231 (53.18)
Yes 244,051 (46.82)

Residential area Metropolitan region 254,365 (48.80)
Central region 62,020 (11.90)
Southern region 44,580 (8.55)
South-eastern region 143,169 (27.46)
Gangwon region 17,148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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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1.007, 1.177),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HR은 1.105 (95% 

CI: 1.008, 1.211)로 추정되었다. 권역별 층화 분석을 수행

한 결과, 수도권에서 심혈관계 질환 사망에 대한 HR은 1.244 

(95% CI: 1.041, 1.487)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았다. 반면 호

흡기계 질환 사망의 경우 중부권에서 HR이 1.466 (95% CI: 
1.125, 1.912)으로 가장 높았다. 남부권에서는 PM10과 사망의 

연관성이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기계 질환 모두에서 낮게 관찰

되었다.

2014년~2018년 전국 평균 PM10 농도는 45.2 μg/m3, PM2.5 

농도는 24.9 μg/m3 이었다. Fig. 1은 전국 시군구 단위의 PM10 

및 PM2.5 농도 분포를 보여준다.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다른 지

역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대상으로 2018년 기준 미세먼지 장기 노출로 인한 

사망 기여 분율 및 기여 사망자수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국에 대해 동일한 상대위험도(RR)를 적용하였을 때에

는 미세먼지 기여 분율이 10~20% 수준이었으며, 심혈관계 질

환 사망 중 PM10 장기 노출로 인한 기여 사망자 수는 7,397명

(95% CI: 677명, 12,870명), 호흡기계 질환 사망 중 PM10 장

기 노출로 인한 기여 사망자 수는 8,380명(95% CI: 715명, 

14,398명) 이었다. 권역별 상대위험도를 적용하였을 때에는 사

망에 대한 미세먼지 기여 분율 및 기여 사망자수가 전반벅으로 

더 크게 추정되었다. 기여 분율은 20~30% 수준이었으며, 심혈

Table 2. Hazard Ratios* (95% CI) for mortality per 10 μg/m3 increase 
of PM10 by area

Area
Cause of death

Cardiovascular 
disease

Respiratory  
disease

Nationwide 1.088 (1.007, 1.177) 1.105 (1.008, 1.211)
Metropolitan region 1.244 (1.041, 1.487) 1.166 (0.943, 1.440)
Central region 1.211 (0.952, 1.540) 1.466 (1.125, 1.912)
Southern region 0.840 (0.511, 1.382) 0.905 (0.524, 1.561)
South-eastern region 1.053 (0.927, 1.195) 1.171 (0.993, 1.382)
Gangwon region 1.136 (0.739, 1.746) 1.118 (0.705, 1.774)

*Adjusted for sex, age, income level, smoking, drinking, body mass 
index, physical activity,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population density, population of the elderly, proportion of people 
with no high school diploma, propor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and medical index.

Fig. 1. Mean concentration of PM10 (A) and PM2.5 (B) for 2014~2018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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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M attributable fraction and number of deaths using the nationwide or area-specific relative risks 

Relative risk Cause of death
Attributable fraction (95% CI) Attributable number of deaths (95% CI)

PM10 PM2.5 PM10 PM2.5

Nationwide Cardiovascular disease 0.192 (0.018, 0.334) 0.119 (0.010, 0.214) 7,397 (677, 12,870) 4,462 (392, 8,074)
Respiratory disease 0.221 (0.019, 0.380) 0.138 (0.011, 0.247) 8,380 (715, 14,398) 5,142 (418, 9,239)

Area specific Cardiovascular disease 0.275 (0.032, 0.551) 0.177 (0.019, 0.389) 10,902 (1,565, 20,793) 6,900 (905, 14,302)
Respiratory disease 0.349 (0.056, 0.640) 0.230 (0.036, 0.464) 12,979 (1,855, 23,904) 8,421 (1,169, 17,029)

Fig. 2. Spatial distribution of PM10 attributable fraction and number of deaths for cardiovascular mortality in 2018 using the nationwide (A1, A2) 
or area specific (B1, B2) relative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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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질환에 대한 PM10 기여 사망자 수는 10,902명(95% CI: 
1,565명, 20,793명),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PM10 기여 사망자 

수는 12,979명(95% CI: 1,855명, 23,904명) 이었다.

Fig. 2와 3에는 각각 심혈관계 질환 및 호흡기계 질환 사망에 

대한 PM10 기여 분율 및 기여 사망자수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

내었다. 심혈관계 질환 사망의 경우 전국 동일 상대위험도를 적

용하였을 때 보다 권역별 상대위험도를 적용하였을 때 수도권

에서의 기여 분율 및 기여 사망자수가 더욱 높아졌다. 호흡기계 

질환 사망은 전국 동일 상대위험도를 적용하였을 때 보다 권역

별 상대위험도를 적용하였을 때 중부권에서의 기여 분율 및 기

여 사망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로 인한 초과사망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Table 
4와 같이 산출되었다. 권역별 상대위험도를 사용했을 때를 기

준으로, PM10 기인 심혈관계 질환 초과 사망으로 인한 사회경

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PM10 attributable fraction and number of deaths for respiratory mortality in 2018 using the nationwide (A1, A2) or 
area specific (B1, B2) relative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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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비용은 약 14조 5천억원, 호흡기계 질환 초과 사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7조 3천억원으로, 심혈관계 질환 

사망과 호흡기계 질환 사망을 합쳐 총 약 31조 8천억원으로 추

정되었다.

IV. 고    찰

본 연구는 국내에서 대표성 있는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미세

먼지와 사망의 연관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기

인 초과 사망자수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국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미세먼지(PM10) 장

기 노출은 심혈관계 질환 및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

험의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최근 발표된 PM2.5 장기 노출과 사망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

찰 및 메타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PM2.5 농도 10 μg/m3 증가 

당 요약(summary) 상대위험도 추정치는 순환기계 질환 사망

의 경우 1.11 (95% CI: 1.09, 1.14), 호흡기계 질환의 경우 1.10 

(95% CI: 1.03, 1.18) 이었다.19) 단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 

간 이질성이 크게 나타나, 연구 지역이나 인구집단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

에서 추정된 미세먼지 장기 노출에 대한 상대위험도는 국제 메

타분석 연구 결과와 비교적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미세먼지 및 인구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사망 간 연관

성의 크기가 다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국내 전국 수준에

서 미세먼지 장기 노출의 건강영향에 대한 이질성을 보고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역 간 미세먼지 건강영향 이질성의 원

인으로는 미세먼지 구성성분의 차이, 인구집단 취약성, 사회경

제적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 

간 이질성의 원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

세먼지 구성성분과 관련해서는 건강 피해가 높은 성분을 규명

하고, 지역별로 해당 성분의 농도 또는 해당 성분과 연관된 주

요 배출원의 분포를 파악해야 한다. 미세먼지 구성성분 및 배

출원에 따른 건강영향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세먼지 양적 관리

를 넘어 질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어떠한 인구

집단 및 지역 특성이 미세먼지 취약성과 연관 되어있는지 확인

하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기존 국내 7개 도시를 대상으로 국민

건강영양조사-사망원인통계 연계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오염 장

기 노출과 사망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박탈 수준이 낮

은 지역에서 박탈 수준이 높은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장기 노출

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0)

본 연구에서 권역별로 다른 상대위험도를 사용하였을 때 전

국 단위로 동일한 상대위험도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전국 미세

먼지 기인 초과 사망자 수가 더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사망에 

대한 미세먼지 상대위험도가 높은 수도권 및 중부권에서 미세

먼지 농도나 사망자 수 또한 높기 때문이다. 즉 국내에서 미세

먼지 기인 초과 사망자 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 지역 간 농도 차

이만을 고려하고 상대위험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면 전체 

미세먼지 기인 초과 사망자 수를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Table 5에서는 미세먼지 장기 노출 기인 초과 사망과 관련하

여 본 연구와 주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선행 연

구들이 대체로 PM2.5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에 따라 본 연

구 결과 중 PM2.5에 한정하여 비교하였다. 미세먼지 기여 사망

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추정

된 결과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들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위험도를 추정

하는 방법에 있다. 기존 연구들은 국외의 연구 결과를 활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산

출된 상대위험도를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특히 지역 간 미세먼

지 건강영향의 차이를 고려하여 전국에 동일한 상대위험도가 

아닌 권역별로 추정된 상대위험도를 사용함에 따라 본 연구 결

과는 기존 연구에 비해 국내 인구집단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

한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추정된 PM2.5 기인 초과 사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약 20조 4,229억 원으로, 기존 배현주

(2016)6)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사망자 수의 차이를 감안

하더라도 훨씬 크게 추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

에서는 1인당 통계적 인간생명가치로 13억 3,300만 원을 적용

하였고, 배현주(2016)6)의 연구에서는 신영철(2008)21)의 연구

에서 추정된 4억 700만 원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서 활용한 1인당 통계적 인간생명가치 13억 3,300만 원은 단

Table 4. Socioeconomic costs of premature deaths attributable to PM (billion won)

Relative risk Cause of death
Attributable cost (95% CI)

PM10 PM2.5

Nationwide Cardiovascular disease 9,860 (903, 17,156) 5,948 (522, 10,762)
Respiratory disease 11,171 (954, 19,193) 6,854 (558, 12,315)

Area specific Cardiovascular disease 14,533 (2,086, 27,717) 9,198 (1,207, 19,064)
Respiratory disease 17,300 (2,472, 31,864) 11,225 (1,558, 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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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연구가 아닌 국내 다수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 수치로, 개별 

연구가 가지는 불확실성의 한계를 보완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국내 통계 13억 3,300만 원은 기존 연구에서 활용한 4억 

700만 원에 비해서는 큰 수치이나, 미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제안하는 통계적 인간생명가치인 7.4백

만 달러보다는 낮은 수치였다.22)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표본코호트에

서 가용한 개인 수준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정보가 소득

수준(보험료)에만 제한됨에 따라 교육, 직업 등 기타 사회경제

적 특성을 보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지

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보정함으로써 잠재적 교란효과를 최

소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평가 시 개인 

수준의 노출을 측정하지 못하고 지역(시군구 단위)의 평균 농

도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할당하

였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개인의 노출 수준은 외부 활동 

패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노출 측정 오류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이 아닌 지역 수준에서

의 평균 노출을 할당함으로써 발생하는 노출 측정 오류는 건강

영향 추정치의 타당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반적으

로 과소추정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셋

째, 전국 PM2.5 농도 자료가 2015년 이후에서만 가용함에 따라 

PM2.5와 사망의 연관성을 직접 평가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PM2.5는 PM10에 비해 입자의 크기가 작고 독성이 높은 물질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단위 농도 증가 당 건강영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즉 PM10에 비해 PM2.5의 상대위험도값

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추정을 위

해 PM10에서 추정된 상대위험도를 동일하게 PM2.5에 적용하였

으며, 따라서 PM2.5에 기인한 실제 질병부담은 본 연구에서 추

정된 값 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사망의 연관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기인 초과 사망자수 및 사회경제적 비

용을 추정하였다. 2018년 기준 미세먼지(PM10) 장기 노출로 인

한 심혈관계 질환 및 호흡기계 질환 초과 사망자 수는 23,811

명,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31조 8천억 원으로 추정

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국내의 미세먼지 기인 질병부담 추정 

연구에서 국외 연구의 미세먼지 상대위험도를 활용한 것과 다

르게 국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산출된 미세먼지 상대위험도

를 활용하였다. 특히 미세먼지 장기 노출에 대한 건강영향은 지

역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상대위험도를 적용하여야 타당한 미세먼지 기인 질병부담 추정

이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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