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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studies, PM2.5 has been reported to be more harmful to human health than PM10 because it penetrates

more deeply into the lung. We estimated PM2.5 related health benefits in Seoul from implement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s guidelines (annual average 10 μg/m3, 24-hour average 25 μg/m3) and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annual average 15 μg/m3, 24-hour average

35 μg/m3). U.S. EPA’s Environmental Benefits Mapping and Analysis Program was utilized for the analysis. 

It was predicted that the attainment of the WHO annual guideline and U.S. EPA’s annual standard, relative to the

concentration in 2006, would result in reduction of 2,333~2,895 premature deaths and 1,703~2,121 premature

deaths, respectively. If the WHO and EPA’s daily standard for PM2.5 are attained, 1,211~1,394 and 1,012~1,165

premature deaths could be avoided, respectively. Sensitivity analyses indicated that the estimates were robust regard-

less of air quality simulation methods for attaining the PM2.5 goals.

This study provides a quantitative approach to evaluate health risks from air pollution as well as to assess the

potential health benefits of improving atmospheric PM2.5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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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입자상 물질(particulate matter, PM)은 기질을 평

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입자상 물질은 기 중에 고

체나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미세한 물질로, 일반적인

크기는 0.001~500 μm이다. 입자상 물질은 크기에 따

라 호흡기에서의 침적과 제거 기전이 다르고 그에 따

라 인체에 미치는 향도 차이가 있다(Yoon et al.,

2003).

PM10은 공기역학직경(aerodynamic diameter)이 약

10 μm 미만의 입자로서 폐의 가스교환부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PM10이 건강에 미치는 유해한 향은 국내

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Bae and Park,

2009; Seo et al., 2006; Cho et al., 2003, 2001). PM10은

공기역학직경이 10 μm와 2.5 μm 사이인 PM10-2.5와

공기역학직경이 2.5 μm 미만인 PM2.5로 나뉜다.

최근 들어 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향을 규명하

는 연구에서는 미세입자 중 특히 인체 유해성이 크다

고 보고된 PM2.5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PM2.5

는 만성 및 급성 조기사망(Eftim et al., 2008; Zeger

et al., 2008; Franklin et al., 2007; Ostro et al., 2006;

Woodruff et al., 2006),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으

로 인한 입원(Bell et al., 2009; Ostro et al., 2009; Do-

minici et al., 2006; Symons et al., 2006), 응급실 방문

(Metzger et al., 2004) 등의 건강 향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호흡기에서 입자의 제거 속도가 느려지며, 인체 내로

의 침투가 용이하고, 폐나 기도 등의 인체 장기에서

흡수되기 쉬우며, 세포와의 반응성이 증가하기 때문

이다(WHO, 2003).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1997년 국가 기질 기준(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NAAQS)을 개정할 당시 기질

관리항목으로 PM2.5를 신설하 고, 연평균 농도 15

μg/m3, 일평균 농도 65 μg/m3로 기준을 정하 다(EPA,

1999). 신설 당시에는 입자상 물질의 크기에 따른 환

경역학 연구결과가 거의 없었지만, PM2.5기준설정 이

후 기질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데이터가 생산됨에

따라 미국 국가적 차원에서 PM2.5와 건강 향에 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6년 미국 EPA에서는 환

경역학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PM2.5 일평균 농도 기준

을 35 μg/m3로 강화하 다(Dominici et al., 2006). 또

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서도 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향에 관한 방 한 자

료를 검토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PM2.5 기질 권

고기준을 발표하 다(WHO, 2006).

우리나라는 1994년까지 총부유분진을 기환경기

준으로 관리하 고, 1995년에 PM10에 한 관리 기준

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기환경기준 항목으로 적용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PM2.5로 인한 건강 향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나, PM2.5의 건

강위해성에 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건강보호

를 위한 PM2.5 기환경기준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PM2.5 오염도의 일별 농도 분

포와 지역별 분포 양상을 살펴보아 PM2.5 오염 현황

을 파악하 다. 그리고 서울시의 PM2.5농도가 WHO

의 기질 권고기준과 미국 EPA의 국가 기질 기

준을 달성한다고 가정하 을 때, PM2.5농도개선으로

기 되는 장기노출로 인한 만성 조기사망 감소 및 단

기노출로 인한 급성 조기사망 감소의 건강편익을 산

출하 다.

2. 연구 및 방법

2. 1 PM2.5 농도 자료

PM2.5 농도 자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

오염 측정소에서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 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 안에 25개 기오염 측정

소에서 베타선 흡수방식의 자동측정기(SPM-613D,

KIMOTO Electric co., Japan)로 PM2.5를 실시간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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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측정된 PM2.5 농도는 서울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TeleMetering system (TMS) 서

버로 전송된다. 여러 측정소에서 전송된 자료는 측정

기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기까지 확정전 자료로 취급

되며, 이 자료는 자료 검색 프로그램(전 시간 및

전체 평균, 역전 등)에 의해 정도관리 단계를 거친다.

정도관리 단계를 거친 자료는 서버에 저장된다. 각 측

정소의 담당자는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흐름, 타 오염

물질 간의 관계, 다른 지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한다. 익월 10일까지 서울시 전체의 오염도

추세 및 지역적인 오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검

색 및 편집되어 확정자료로 인정된다. 

2. 2 BenMAP을 이용한 건강편익평가

기오염 농도변화에 따른 건강 향은 연구 상

지역의 기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인구집단, 상 인

구집단에서 건강 향의 발생률 또는 유병률, 기오

염물질 농도의 변화, 기오염농도와 건강 향의 농

도-반응함수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식 (1)과 같이

계산한다(Bae et al., 2009; Park and Bae 2006; Wong

et al., 2004).

Health impact function 

==(exp (Beta×(Delta Q)-1)×Incidence×Pop (1)

여기서, 

Beta: 기오염물질 농도 변화에 따른 건강 향의

농도-반응함수

Delta Q: 기오염물질 농도 값의 변화

Incidence: 기준 사망률(또는 유병율, 발생율)

Pop: 기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인구

이 연구에서는 미국 EPA가 기질 농도 변화에 따

른 건강편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한 BenMAP

(Environmental Benefits Mapping and Analysis Pro-

gram)을 건강편익분석에 활용하 다. 초기 BenMAP

은 미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기질 관련 환경법과 규

제를 만들 때, 정책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

용하 으며, 최근에는 이동 및 고정 오염원을 관리하

기 위한 정책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BenMAP을 활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력자료는 1)연구 상 지역의

지리정보, 2)행정단위별 연령 별 인구자료, 3) 기

오염 농도 측정 자료 또는 모델링 자료, 4) 기오염

물질의 건강 향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농도-반응

(Concentration-Response) 함수, 5) 상 인구집단의 기

준 사망률 또는 특정 질환의 유병율 자료 등이다

(Davidson et al., 2007). 

이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를 상으로 하는 Ben-

MAP을 구축하 다. 우선 서울시의 지리정보를 shape

file 형태로 BenMAP에 입력하 다. PM2.5농도와 사망

간의 농도-반응함수(Beta)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

이 역학연구에서 산출된 결과인 risk coefficient 값을

적용하 다 (Klemm and Mason, 2003; Schwartz,

2003; Pope et al., 2002; Krewski et al., 2000). 농도-반응

함수는 오염물질의 농도와 건강 향의 관계를 정량

적으로 나타내는 함수로서, 산출된 농도-반응함수에

오염물질 농도 변화값(Delta Q)을 입력하면 건강 향

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PM2.5단기노출로 인한 급

성 조기사망 및 장기노출로 인한 만성 조기사망에 관

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적용할 수 있는 농도-반응함수

가 개발되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농

도-반응함수를 차용하 다. 

기오염물질 농도 값의 변화(Delta Q)를 구하는

과정은 아래에 기질 개선 시나리오의 PM2.5 농도

시뮬레이션 방법과 함께 설명하 다. 

PM2.5 장기노출로 인한 만성 조기사망은 서울시의

30세 이상 인구를 상으로 하며, PM2.5단기 노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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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pidemiological studies adopted in this study with target health endpoint, population, study location, and risk
coefficients of concentration-response functions.

Long-term exposure Short-term exposure 

Health endpoint Chronic mortality Acute mortality 
Reference Pope et al. (2002) Krewski  et al. (2000) Schwartz (2003) Klemm & Mason (2003) 
Study location USA 50 cities USA 63 cities USA 6 cities USA 6 cities 
Population age (years) 30~99 30~99 0~99 0~99 
Risk coefficient (Beta) 0.005827 0.004626 0.00137 0.001193 
Standard error 0.002157 0.001205 0.00020 0.000202



인한 급성 조기사망은 서울시의 전체 연령인구를

상으로 하 다. 만성 향과 급성 향에서 상인구의

범위가 다른 이유는 이 연구에서 차용한 농도-반응

함수를 개발할 때 상으로 한 인구의 범위가 그러하

기 때문이다. PM2.5에 노출되는 서울시 인구는 통계

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행정동별 및 연령별

인구분포자료를 적용하 다. 사망률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통계청의 사망자료에서 사고사를 제외한

평균사망률은 산출하여 적용하 다. 사고사를 제외한

사망률은 서울시 30세 이상 연령에서 인구 10만명당

505명, 서울시 전체 연령에서는 인구 10만명당 507

명이었다.

2. 3 기질 개선 시나리오에 따른

PM2.5 농도 변화

기오염물질 농도 값의 변화(Delta Q)는 2006년

서울시 25개 측정망에서 측정한 PM2.5농도와 기질

개선 시나리오, 즉 WHO와 미국 EPA의 기준을 달성

할 경우 PM2.5농도의 차이로 구하 다. 서울시 전체

의 PM2.5 일별 농도분포는 25개 측정 지점에서의 시간

별 측정값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PM2.5의 일별 푯값

인 24시간 평균값을 산출하 다. 단, 상기간 중 75%

이상의 측정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통계자료를 산출

하 다.

구별 농도는 각 구에 설치된 기오염 자동 측정

소에서 측정한 값을 구별 푯값으로 활용하지 않고,

Voronoi neighbor averaging (VNA)를 이용하여 행정

동 단위의 농도를 계산하여 적용하 다. VNA 방법

은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지점에서의 농도값을 계산

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평면을 다각형으

로 분할하여 산출하고자 하는 지점의 농도를 주변

모니터링값의 가중평균값을 거리의 역수값으로 취하

여 내삽하는 방법이다. VNA 방법의 정확도를 살펴

본 연구에서 VNA 방법으로 내삽하여 예측한 농도값

은 실제 측정 농도값과의 차이가 1% 이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Hubbell et al., 2005). 

기질 개선 시나리오에 따른 기오염물질의 농도

는 BenMAP에서 지원하는 “rollback to standard” 함

수 중 percent rollback 방법으로 추정하 다(Hubbell

et al., 2005). 이것은 기오염 농도를 일정비율로 줄

여서 목표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시뮬레이션 방법이

다. 즉, 기질 개선 정책이 서울시 전역에서 동일하게

효과를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서울시의 2006년 PM2.5

매시간별 측정값들을 각각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서울시의 PM2.5 농도가 WHO 권고기준과 미국 EPA

국가 기질 기준을 각각 달성하도록 시간별 농도를

산출하 다. 

기질 농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건강편익 추

정 결과는 큰 향을 받는다. 기질 농도 시뮬레이션

방법에 따라 건강편익이 얼마나 향을 받게 될지 정

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민감도분석을 실시하 다.

민감도분석을 위하여 BenMAP에서 제공하는 “roll-

back to standard”의 3가지 시뮬레이션 방법인 percent

rollback, quadratic rollback, increment rollback 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비교하 다. Percent

rollback은 기준시점의 기오염 농도 값을 일정비율

로 줄여 목표농도를 달성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Qua-

dratic rollback은 기오염물질의 농도 값의 크기에

비례하여 기준농도가 목표농도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

법이며, increment rollback은 일정 농도 값을 일괄적으

로 줄여주는 방법이다.

3. 결과 및 고찰

3. 1 PM2.5 오염도 현황

2006년 서울시의 PM2.5 일평균 농도는 그림 1과 같

다. 미국 EPA 국가 기질 기준인 PM2.5일평균 농도

35 μg/m3을 초과한 일수는 112일 (30.68%)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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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aily PM2.5 concentrations in 2006, Seoul, compar-
ed to WHO’s air quality guideline (25 μμg/m3) and
U.S. EPA’s NAAQS (35 μμg/m3).



196일(54%)이 WHO의 기질 권고기준인 PM2.5 일

평균 농도 25 μg/m3을 초과하 다. PM2.5 농도는 겨울

철과 봄철이 여름철보다 비교적 높은 계절적 경향을

나타내었다. 2006년 4월 8일과 4월 9일의 PM2.5일평

균 농도값은 각각 220 μg/m3와 117 μg/m3으로 본 연

구에서는 outlier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다.

그림 2는 2006년 서울시의 연평균 PM2.5 농도를

구별로 나타낸 것이다. 2006년 서울시 전체의 PM2.5

연평균 농도는 29.4 μg/m3으로 WHO 권고기준인 10

μg/m3과 미국 EPA 국가 기질 기준인 15 μg/m3을

모두 초과하 다. 서울시의 구별 PM2.5연평균 농도를

살펴보면, 서 문구가 16.4 μg/m3으로 가장 낮았으며,

금천구와 광진구가 34.4 μg/m3으로 가장 높았다. 

3. 2 PM2.5 농도의 시뮬레이션

서울시의 PM2.5농도가 WHO 권고기준과 미국 EPA

의 국가 기질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 시나리오에

하여 PM2.5농도를 “rollback to standard” 함수 중 per-

cent rollback 방법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표 2 및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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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 of annual average of PM2.5 concentrations by Gu in 2006, Seoul.

Table 2. Annual average concentrations of PM2.5 from the attaining the goal scenarios and the decrements comparing
to the monitored PM2.5 concentrations in 2006, Seoul. (unit: μg/m3)

Standard Goal 
Annual average of PM2.5 from Decrements in the annual

the scenarios of attaining the goal average of PM2.5 

Annual average
EPA standard (15 μg/m3) 15.0 1.4~19.4
WHO guideline (10 μg/m3) 10.0 6.4~24.4 

Daily average EPA standard (35 μg/m3) 8.7~12.7 7.7~22.6
(24-hr mean) WHO guideline (25 μg/m3) 6.2~9.1 10.1~25.5

Monitoring station
Han river

PM2.5 concentration

16.37~23.2
23.2~28.03
28.03~30.07
30.07~34.36

0 4 8 12 Kilometers

N

W E

S   



서울시의 2006년 구별 PM2.5연평균 농도는 16.4~

34.4 μg/m3이었다. PM2.5농도가 미국 EPA의 국가

기질 기준을 달성하 을 경우, 2006년 PM2.5 농도와

목표달성 시 농도의 차이는 구별로 1.4~19.4 μg/m3

이었다. 또한 WHO의 기질 권고기준을 달성하 을

때의 PM2.5 농도의 차이는 구별로 6.4~24.4 μg/m3이

었다. 

서울시 PM2.5 농도가 미국 EPA와 WHO의 PM2.5

일평균 농도기준인 35 μg/m3와 25 μg/m3를 각각 달성

하도록 PM2.5농도를 시뮬레이션 할 경우, PM2.5연평

균 농도의 구별 분포는 각각 8.7~12.7 μg/m3와 6.2~

9.1 μg/m3이 된다. 따라서 서울시 PM2.5농도가 EPA와

WHO의 일평균 기준을 달성하 을 경우, 2006년 서

울시 PM2.5 농도와의 차이를 구별로 계산하면 각각

7.7~22.6 μg/m3과 10.1~25.5 μg/m3이었다.

3. 3 PM2.5 장기노출로 인한 만성 조기사망

감소의 건강편익

기오염농도 개선으로 기 되는 건강편익은 4가지

요소 즉, 기오염농도에 노출되는 인구의 규모, 상

인구집단의 사망률, 기오염의 농도와 건강 향 사

이의 농도-반응함수, 기오염농도 변화의 크기에 따

라 결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30세 이상 성인인구 5,816,429

명(2006년)을 상으로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Pope 농도-반응함수와 Krewski 농도-반응함수를 적

용하여, PM2.5 장기노출로 인한 만성 조기사망 감소의

건강편익을 추산하 다(표 3). Pope는 50개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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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aily PM2.5 percent rollback simulations under various scenarios comparing to monitored values of 2006 in Seoul,
scenarios are (a) EPA annual standard (15 μμg/m3), (b) WHO annual guideline (10 μμg/m3), (c) EPA daily standard
(35 μμg/m3), and (d) WHO daily guideline (25 μμg/m3).



상으로 359,000명을 추적 조사한 미국암학회(Ame-

rican Cancer Society)의 코호트 연구에서 PM2.5 장기

노출로 인한 만성 조기사망위험을 분석하 다. 또한

Krewski는 하버드 6개 도시 코호트연구와 미국암학

회 코호트연구 결과를 재분석한 것으로, 하버드 연구

에서는 6개 소도시의 주민 8,000명을 기분진 농도

별로 나누고 14~16년 동안 건강을 추적 조사하

다 (Krewski et al., 2000). 미국암학회 코호트연구와

하버드 코호트연구는 규모로 수행된 코호트 연구

이다. 두 코호트 연구결과에서 산출된 Pope와 Krew-

ski 농도-반응함수는 PM2.5장기노출에 의한 만성 조기

사망의 농도-반응함수가 부재한 국가 또는 도시에서

만성 조기사망감소의 건강편익을 산출하는 데 가장

널리 차용되고 있다(Davidson et al., 2007; Bell et al.,

2006; Boldo et al., 2006).

서울시 PM2.5농도가 미국 EPA 국가 기질 기준인

연평균 농도 15 μg/m3을 달성할 경우, Pope 농도-반응

함수를 적용한 경우에는 2006년과 비교하여 2,121명

(95% Confidence Interval (CI)==603~3,574), Krewski

농도-반응함수를 적용한 경우 1,703명(95% CI==849~

2,536)의 장기노출로 인한 만성 조기사망자가 감소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30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37명(95% CI==11~62) (Pope 농도-반응함수를

적용한 경우) 또는 30명(95% CI==15~44) (Krewski

농도-반응함수를 적용한 경우)의 사망자가 감소하는

건강편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WHO 기질 권

고기준인 PM2.5 연평균농도 10 μg/m3을 달성하 을

경우에는 30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50명(95% CI==

15~84)과 41명(95% CI==21~60)의 만성 조기사망

자가 감소하는 건강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

었다.

APHEIS (Air Pollution and Health: a European Infor-

mation System) 연구에서는 유럽 23개 도시를 상으

로 Pope 농도-반응함수를 적용하여 PM2.5 농도개선에

따른 장기노출로 인한 만성 조기사망 감소의 편익을

추산하 다. PM2.5 연평균 농도 15 μg/m3를 달성하는

경우, PM2.5 장기노출로 인한 만성 조기사망자는

16,925명 감소하 다. 이는 30세 이상 유럽인구 10만

명당 47명의 만성 조기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건강편

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Boldo et al., 2006), 이

연구에서 서울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인 30세 인구

10만 명당 50명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3. 4 PM2.5 단기노출로 인한 급성 조기사망

감소의 건강편익

서울시 전체 인구인 9,980,246명을 상으로 Sch-

wartz 농도-반응함수와 Klemm and Mason 농도-반응

함수를 적용하여, PM2.5단기노출로 인한 급성 조기사

망의 감소를 추산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PM2.5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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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stimated annual health benefits (chronic premature deaths) of attaining the EPA’s PM2.5 annual standard and
WHO’s guideline. (unit: cases/year)

Goal 
Concentration- Number of avoided  Number of avoided premature 

response function premature deaths (95% CI) deaths per 100,000 (95% CI)

EPA standard Pope et al. (2002) 2,121 (603~3,574) 37 (11~62)
(15 μg/m3) Krewski et al. (2000) 1,703 (849~2,536) 30 (15~44)

WHO guideline Pope et al. (2002) 2,895 (832~4,840) 50 (15~84)
(10 μg/m3) Krewski et al. (2000) 2,333 (1,171~3,458) 41 (21~60)

Table 4. Estimated annual health benefits (acute premature deaths) of attaining the EPA’s PM2.5 daily standard and
WHO’s guideline. (unit: cases/year)

Goal
Concentration- Number of avoided Number of avoided prematures 

response function premature deaths (95% CI) death per 100,000 (95% CI)

EPA standard Schwartz (2003) 1,165 (828~1,504) 12 (9~16)
(35 μg/m3) Klemm & Mason (2003) 1,012 (674~1,353) 11 (7~14)

WHO guideline Schwartz (2003) 1,394 (990~1,802) 14 (10~19)
(25 μg/m3) Klemm & Mason (2003) 1,211 (806~1,620) 13 (8~17)



10 μg/m3 증가 시, Schwartz (2003) 연구에서는 급성

조기사망의 상 위험이 1.4% (RR==1.014, 95% CI==

1.1010~1.018), Klemm and Mason (2003) 연구에서는

1.2% (RR==1.012, 95% CI==1.008~1.016)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WHO (2004)에서 PM2.5와 급성 조기사망

에 해 수행된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PM2.5 10

μg/m3 증가 시 미국과 캐나다에서 조기사망의 상

위험은 1.3%(RR==1.013, 95% C==1.008~1.018)이고,

전 세계의 상 위험은 0.9% (RR==0.009, 95% CI==

1.006~1.013) 증가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Schwartz 및 Klemm and Mason의 농도-반응함수와

유사한 결과이다.

서울시 일평균 PM2.5 농도가 미국 EPA 국가 기

질 기준인 35 μg/m3을 달성하 을 때, Schwartz 농

도-반응함수를 적용한 경우, 급성 조기사망자가 2006

년 비 1,165명(95% CI==828~1,504) 감소하는 것으

로 추산되었다. 이는 전체 연령인구 10만명당 급성

조기사망자 12명(95% CI==9~16)이 감소하는 건강

편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Klemm and Mason 농

도-반응함수를 적용한 경우, 급성 조기사망자는 1,012

명(95% CI==674~1,353)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는

데, 이것은 전체 연령인구 10만 명당 11명(95% CI==

7~14)의 급성 조기사망자가 감소하는 것에 해당한

다. WHO 기질 권고기준인 PM2.5 일평균농도인 25

μg/m3을 달성하 을 경우, PM2.5단기노출로 인한 급

성 조기사망자는 전체 연령인구 10만명당 14명(95%

CI==10~19) (Schwartz 농도-반응함수를 적용한 경우)

과 13명(95% CI==8~17) (Klemm and Mason 농도-반

응함수를 적용한 경우) 이 감소하는 것으로 각각 추

산되었다.

3. 5 기질개선 추정모형에 따른 건강편익

추정의 민감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질 개선에 따른 건강편익 추정

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실측

자료를 사용하 다. 즉, 인구자료는 200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적용하 고, 사망률 자료는 통

계청의 사망자료를 이용하 다. PM2.5 농도 자료는

2006년 서울시 기측정망 자료를 활용하 다. 따라

서 기질 개선에 따른 건강편익을 추정할 때, 가장

불확실한 인자는 PM2.5농도를 목표 농도로 시뮬레이

션 시키는 방법이다. 기질 시뮬레이션 방법에 따라

기질 개선에 따른 건강편익 추정이 얼마나 민감하

게 달라지는지 분석하 다. BenMAP에서 제공하는

기질 시뮬레이션 방법인 percent rollback, quadr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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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mulated daily PM2.5 from attaining the WHO annu-
al average guideline (10 μμg/m3) using (a) percent
rollback method, (b) increment rollback method,
and (c) quadratic rollback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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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back, increment rollback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비

교하 다(그림 4).

WHO 권고기준인 연평균 농도 10 μg/m3를 달성한

다고 가정하고, Pope 농도-반응함수를 적용하여 PM2.5

목표농도의 3가지 시뮬레이션 방법에 따라 장기노출

로 인한 만성 조기사망 감소의 건강편익 결과를 비

교하 다(표 5). Percent rollback 방법을 적용한 경우

PM2.5 농도개선에 따른 만성 조기사망은 30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50명(95% CI==15~84)이 감소할 것으

로 추정되었다. Quadratic rollback과 increment rollback

을 적용한 경우 각각 52명(95% CI==15~86)과 46

명(95% CI==13~76)의 만성 조기사망이 감소할 것

으로 추산되었다. 기질 시뮬레이션 방법에 따른 건

강편익 추정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4. 결 론

서울시 PM2.5 농도 수준이 WHO 기질 권고기준

과 미국 EPA 국가 기질 기준을 달성한다고 가정하

을 때, PM2.5 농도 개선에 따른 조기사망 감소의

건강편익을 2006년 서울시 PM2.5농도수준과 비하

여 추산하 다. 

PM2.5장기노출로 인한 만성 조기사망은 PM2.5농도

가 미국 EPA 연평균 기준 15 μg/m3를 달성한다면 30

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30~37명이 감소하며, WHO

연평균기준인 10 μg/m3을 달성한다면 30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41~50명의 조기사망자가 감소하는 것으

로 추산되었다.

또한 PM2.5단기노출로 인한 급성 조기사망은 PM2.5

농도가 미국 EPA 일평균 기준 35 μg/m3를 달성한다

면 전체연령 인구 10만명당 11~12명이 감소하며,

WHO 일평균 기준 25 μg/m3을 달성한다면 전체연령

인구 10만 명당 13~14명의 조기사망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M2.5로 인한 단기노출 및 장기노

출의 조기사망에 관한 국내에서 개발된 적용가능한

농도-반응함수가 없어 외국에서 개발된 농도-반응함

수를 차용하여 적용하 다. 미국, 유럽과 우리나라의

PM2.5농도 수준, 화학적 조성, 그리고 PM2.5에 노출되

는 인구집단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연구결과

에서 산출된 농도-반응함수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건강편익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Franklin et al., 2008; Bell et al., 2002).

그러나 기오염농도 변화에 따른 건강피해와 편익

을 추산하는 데 있어서 연구 상국가 또는 연구 상

도시에서 개발된 농도 -반응함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

른 국가 또는 도시에서 개발된 농도-반응함수를 차

용하여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때 연구결과의 신뢰성,

연구 형태, 연구기간, 연구 상지역, 연구 상인구 등

을 고려하여 농도-반응함수를 적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다(Davidson et al., 2007; Bell et al., 2006).

건강을 보호하는 수준에 한 결정은 기오염의

현황, 국민의 환경에 한 욕구, 목표 기질을 달성

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수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선진국

들은 기기준 항목을 선정하고 기기준 농도 수준

을 설정할 때 건강 향에 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오염농도와 건강 향 간의 농

도-반응함수를 활용하여, 기질 변화에 따른 건강

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한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환

경기준 항목을 선정하고 환경기준 농도를 설정하고

있다(U.S. EPA, 2006, 1999).

본 연구는 기질 수준의 변화에 따른 건강 향을

외국의 농도-반응함수를 적용하여 추산하 다는 제한

점이 있다. 그러나 기질 개선에 따른 건강편익을 분

석하는 틀을 제시하고, 서울시에서 PM2.5농도개선으

Table 5. Estimated health benefits of attaining the WHO’s PM2.5 annual guideline (10 μμg/m3) by air quality simulation
methods. (unit: μg/m3, cases/year)

Simulation  Annual average of PM2.5 Decrement in annual
Number of avoided  Number of avoided 

method from attaining the goal average of PM2.5
premature deaths premature  deaths per

(95% CI) 100,000 (95% CI)

Percent rollback 10 6.4~24.4 2,895 (832~4,840) 50 (15~84)
Quadratic rollback 8.7~9.7 7.7~24.7 2,979 (857~4,976) 52 (15~86)
Increment rollback 10.7~13.9 6.2~21.9 2,635 (754~4,419) 46 (13~76)



로 기 되는 만성 및 급성 조기사망 감소의 건강편익

규모를 추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PM2.5 기질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정량적으로 제시

하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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