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mosphere.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Vol. 21, No. 1 (2011) pp. 123-130  

123

한반도 EUV-B 복사의 특성분석 및 적정 비타민D 합성을 위한 노출시간 산출

곽민경·김재환*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접수일 : 2010년 12월 1일, 수정일 : 2011년 2월 18일, 게재확정일 : 2011년 3월 19일)

The Radiative Characteristics of EUV-B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Exposure Time for Synthesizing Adequate Vitamin D

Min Kyoung Kwak and Jae Hwan Kim*

Department of Atmospheric Science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609-735, Korea

(Received : 1 December 2010, Revised : 18 February 2011, Accepted : 19 March 2011)

Abstract : In this study, we have analyzed the radiative characteristics of erythemal ultraviolet-

B (EUV-B from 1999 to 2005) over the Korean Peninsula. EUV-B measured at Gangneung,

Anmyondo, Mokpo, and Gosan represents the measurements from clean areas and that at Seoul

represents from a polluted area. The magnitudes of EUV-B increase in proportion to the

latitudinal decrease. Monthly mean variation of EUV-B at noon shows the maximum value of

158.5 mWm-2 in August and the minimum value of 36.4 mWm-2 in December in the clean areas.

Seasonal mean diurnal variation of EUV-B shows a peak around noon (12:00 ~ 13:00 hr) and its

intensity varies along with a season in order of summer > spring > fall > winter. The maximum

value of 56.4 mWm-2 in summer is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in winter (14.3 mWm-2). The

value of EUV-B in the polluted area is lower than that in the clean areas, resulting from the

effects of the blocking, reflection, and scattering of EUV-B due to high concentrations of PM10.

UV-B is an essential element to synthesize vitamin D in human body. 200 IU(International

Unite) of vitamin D can be formed by an exposure of 6-10% of body surface area to 0.5

MED(Minimal Erythemal Dose). In order to form vitamin D, the calculated exposure times to

EUV-B are 15 min. in spring, 12 min. in summer, 18 min. in fall, and 37 min. in winter for the

clean areas and 16, 16, 24, and 37 min. for the pollut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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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 및 성장을 위해 에

너지를 필요로 하며, 그 에너지의 주된 원천은 태양

으로부터 기인한다. 태양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지구

에 도달하는데, 광범위한 파장대를 가진다. 우리가 일

반적으로 지칭하는 자외선은 200~400 nm에 해당하는
UV-A(315~400 nm), UV-B(280~315 nm), UV-C(200-

280 nm)의 세 종류이다. 파장 310 nm 이상의 영역이

전체 태양에너지의 98%를 차지하는 데 비해 UV-B

와 UV-C를 모두 더한 200~310 nm 영역은 전체 태양

에너지의 약 1.75%에 불과하다(Wallace and Hobbs

1977). 그러나 UV-C의 단위 빛이 가지는 에너지가

UV-A에 비해 훨씬 크고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도 치

명적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UV-C는 성층권 오존

층을 통과하는 동안 오존에 의해 모두 흡수되어 지

표면에 도달하지 않는다. UV-B 역시 대부분 오존에

흡수되고 10~30% 가량만 지표면에 도달하게 된다
(Burk 1998).

지표면에서 측정되는 자외선 강도는 여러 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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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결정된다. 태양고도각이 클수록 단위면적당 입

사되는 태양복사에너지양이 많아지므로 자외선 강도

는 일주기와 연주기를 가진다. 또한 위도에도 영향을

받는데, 적도에 가까울수록 그 강도가 강하다(WHO,

2002). 수직고도 역시 자외선 강도를 결정짓는 요소

이다. 고도가 높으면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하는 투과

길이가 짧아져 대기 중에서 흡수 및 산란 되는 자외

선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수직고도 1000 m 당

전체 자외선 강도는 10~12% 가량 증가하고, 300 m

당 UV-B의 강도는 약 3% 가량 증가한다(WHO, 2002:

Burk 1998). 한편 오존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주체이

므로 그 농도에 따라서 지표도달 자외선 강도가 달

라진다. 상층 오존량 1% 감소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UV-B의 강도를 2% 증가시킨다(Baird 1995). 그 외에

지표 반사도와 운량에 따라서도 자외선 강도가 변동

하는데, 지표 반사도는 지표면의 상태에 따라 그 차

이가 크다. 신설(新雪)은 75~95%, 모래나 사막은

25~40%, 초지(草地)는 15~25%, 그리고 산림지는

10~20%의 반사도를 갖는다(Wallace and Hobbs 1977).

한편 구름은 자외선을 흡수하기보다는 반사, 또는 산

란시키는 역할이 우세하다(Eck et al., 1995). 따라서

얇은 구름이 넓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외

선의 강도가 강할 수도 있다(Koepke et al., 2004).

자외선은 피부노화를 촉진시키고 장시간 노출 시

백내장 및 피부암을 유발시키거나 유전자 변형을 초

래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

외선의 부정적인 영향과 반대로 살균, 광전효과, 오

존 생성을 이용한 물 정화효과 등과 같은 유익한 면

도 있다. 특히 비타민D 합성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

한 요소로, 인체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타민D는 일부 암, 골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고

혈압 등의 발병 및 진전을 저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Vieth, 1999). 혈중 비타민D 부족현상이 발생하면 어

린이에게서는 구루병, 성인에게서는 골연화증, 근력

약화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Holick, 2001), 진

성 당뇨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의 발병 위험율도 증

가한다(Glerup et al., 2000). 한편 비타민D가 암 발생

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도 광범위하

게 진행되어왔다. Garland et al.(1985)은 하루 비타민

D3를 150IU(International Unite) 이상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결장암 발병률이 절반 정

도로 낮음을 밝혔고, Janowski et al.(1999)은 혈청 내

1α,25-(OH)2D3의 레벨이 높은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

확률이 1α,25-(OH)2D3의 레벨이 낮은 여성의 1/5에

지나지 않음을 밝혔다. 

비타민D의 활성형 중 영양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D2와 D3이다. 비타민D2(ergocalciferol)는 식물체내

에서 합성된 에르고스테롤(ergosterol)이, 비타민D3

(cholecalciferol)는 동물체내에서 합성된 7-디하이드

로콜레스테롤(7-dehydrocholesterol)이 자외선(UV-B)

조사(照射)에 의해 전환된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02). 즉, 인체가 스스로 비타민D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UV-B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후 간에서 25(OH)D3로 전환되고, 혈류를 타고 다

시 신장으로 이동하여 활성형인 1α,25(OH)2D3가 되

어 각 세포에 작용한다(Norman, 1998: Holick, 2001).

한국 영양학회는 20세에서 49세까지의 연령층에 대

해 하루 200 IU(5 µg), 그 외 연령층과 임산부, 수유

부에 대해 400 IU(10 µg) 정도로 비타민D 섭취량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골다공증, 또는 부갑상선 기

능항진증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라면 하루 1,000 IU

정도의 비타민D가 필요하다(Glerup et al., 2000:

Holick, 2001: Vieth, 1999). 

UV-B 조사에 의한 비타민D 생성율은 위도, 계절,

피부타입, 자외선 차단제 사용 유무, 대기질 상태 등

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신체 면적의 6~10%가 1

MED(Minimal Erythemal Dose, 수평면에 대하여 약

210 J m-2)에 노출되면 약 600~1,000 IU의 비타민D를

섭취한 것과 같다(Holick, 2001). 그런데 UV-B를 장

시간 계속해서 쬔다고 해서 비타민D가 그에 비례하

여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UV-B를 이용

하여 인체 스스로 합성하는 비타민D의 양은 한정되

어 있다. 백인의 경우 여름철 UV-B에 노출된 시간이

20~25분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의 비타민D 합성은

일어나지 않는다(Webb et al., 1989). 비타민D는 식품

을 통해서도 섭취가 가능하나 식이만으로 인체가 필

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D를 섭취하기는 어렵

다. 비타민D를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이 매우 한정적

일뿐만 아니라 매 식사마다 비타민D 함량이 높은 음

식을 선택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현대인의 식습관이

나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하였을 때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양보조제에 의존하는 방법은

비타민D 과잉섭취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함께 금전

적인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하루 일과 중 햇빛에

적정시간 노출함으로써 신체 스스로 비타민D를 합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고대부터 햇빛은 인체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

소로 인지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자외선이

피부노화나 피부암을 유발시키고, 심각하게는 DNA

구조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보고들이 발표되면

서 햇빛, 특히 자외선은 인체에 해로운 존재로만 각

인된 듯하다. 더욱이 1970년대 이후 오존홀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외선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어 자외선 기피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기능 중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항목이 되었고,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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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넓은 모자와 장갑, 그리고 얼굴을 빈틈없이 덮는

햇빛 가리개로 무장한 등산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는 사실들이 그것을 뒷받침 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성층권 오존농도는 전지구적으

로 감소해왔다. 전우근 등(2000)은 1978년 11월부터

1993년 12월까지의 Nimbus-7 TOMS (Total Ozone

Mapping Spectrometer) 오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도

지방은 변화경향이 작지만 고위도로 갈수록 감소율이

증가하여 50°N과 55°S에서 각각 4%/decade, 5.5%/

decade의 값으로 오존이 감소했음을 알아냈다. 한편 한

반도 내의 오존전량은 봄에 최대, 가을에 최저임을 조

희구 등(2001)이 밝혔고, 한반도 상공의 오존층은 10

년 간 평균 4%의 감소율을 보임을 조희구 등(1994)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준 등(2005)에 따르면 최근

(1997~2004년) 오존층의 감소율은 서서히 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성층권 오존 및 오존전량이 감

소함에 따라 지표도달 자외선 강도의 증가현상을 경

계하고 있다. 송병현 등(2005)은 지구대기감시관측소

에서 측정한 자외선 자료를 통해 6~8월 사이 자외선

강도가 높음을 인지하고 적절한 경보가 필요함을 피

력했다. 홍기만과 조천호(2007) 역시 지구대기감시관

측소의 최근 자외선 지수 경향을 살피고 자외선 지

수가 높은 날에 대해서는 외부 활동 시 30분 이내에

홍반이 생성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나 지나친 자외선 노출은 인체에 해가 되는 것

이 분명하지만 적절한 노출은 인체의 비타민D 합성

을 지나서 발육 및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노출이

적절한 양이 되는가 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 그것

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에 먼저 한반도 내의 EUV-B

복사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체가 비

타민D를 합성하기 위한 적절한 자외선 노출시간을

산출하려 한다.

2. 자료 및 방법

2.1. UV-B 자료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운용 중인 지표 EUV-B

복사 관측망은 강릉, 안면도, 포항, 목포, 그리고 제

주 고산의 5개 지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UV-Biometer

의 관측 값인 홍반 가중 자외선 복사(erythemally

weighted ultraviolet B radiation)는 다음과 같이 조사

율(Dose rate)로 표시한다.

조사율(Doserate) = (1)

여기에서 E(λ)는 자외선의 파장별 복사세기(Wm-2nm-1)

이고, W(λ)는 UV-Biometer 수감부 또는 피부의 파장

별 반응도 가중값(action spectrum in weight)으로, 식

(1)의 단위는 Wm-2이다. 한편 자외선 복사의 관측 단

위는 조사량(Dose)으로, 햇볕에 대한 피부의 민감도

를 가중시킨 값이다. 이 조사량은 조사율을 시간 t1에

서 t2까지 시간에 대해 적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고,

이때의 단위는 Jm-2이다.

조사율(Doserate) = (2)

본 연구에서 이용한 EUV-B 측정값은 식 (2)의 조

사량의 값으로 하였는데, 이는 홍반 자외선 복사를

의미하고, 단위는 MED이다. 1MED는 태양빛에 노출

된 후 24시간 이내에 피부에 홍반을 일으킬 수 있는 최

소의 자외선 복사량을 뜻하며, 수평면에 대해 210 Jm-2

의 값을 갖는다(Solar Light, 1993: WMO, 1994). 기

상청이 운용하는 5개 지점의 관측소에서는 EUV-B 복

사를 10분 간격 적산값으로 24시간 자동 관측한다.

한편 자외선의 강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외선지

수(UVI; UltraViolet Index)를 이용하여 나타내기도 하

는데, 이는 태양의 남중시간을 중심으로 오존전량을

먼저 예측하고 이 오존전량으로 자외선 복사량을 계

산한 후 산출한다. 자외선지수의 계산법은 식 (3)과 같다.

(3)

여기서, K = 40이다. 즉, 남중시간을 중심으로 10분

평균 자외선 복사속밀도(mWm-2)를 지수 1에 해당하

는 25 mWm-2로 나누어주면 된다. 따라서 10분 동안

의 MED 값으로 표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14를 곱

해주면 되고, 5분 동안의 MED 값으로 표시되는 자

료에 대해서는 28을 곱해주면 된다.

기상청이 운용하는 5개 지점 자료 중 포항의 자료

는 이번 연구에 이용되지 않았다. 포항의 UV-Biometer

는 과거 몇 번의 기기고장으로 인해 자료의 신뢰도

가 낮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누락이 빈번했기 때문

이다. 한편 서울지점의 EUV-B 자료는 연세대학교 과

학관 옥상에 설치된 UV-Biometer로부터 측정된다. 측

정 단위는 기상청이 운용하는 5개 지점의 것과 같으

나, 5분 간격 적산값으로 관측한다. 서울을 포함한 6

개 지점의 관측소의 위도정보는 서울 37°34’N, 강릉

(#105) 37°45’N, 안면도(#132) 36°32’N, 목포(#165)

34°48’N, 고산(#185) 33°17’N이고, 강수일을 제외한

날만을 택하여 이용하였다.

2.2. 대기질 자료

대기오염도에 따른 EUV-B 강도의 분포를 살펴보

기 위해 위도 차가 작은 강릉과 서울의 PM10 자료

를 이용하였다. PM10 자료는 우리나라 전국 각 시도

E λ( )W λ( )dλ
280mm

 316mm

∫

E λ( )W λ( )dλ
280mm

 316mm

∫

UVI K E λ( )W λ( )dλ
280mm

 316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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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설치된 221개의 대기오염자동측정망에서 자동으

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강릉 옥천동(N37°45’

E128°54’) 자료와 서울 27개 지점 중 연세대학교와

가장 인접한 정동(N37°33’E126°58’), 마포구(N37°33’

E127°56’), 남가좌동(N37°34’E126°54’)의 3개 지점 자

료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EUV-B자료와 동일한 기간

의 것이고, 단위는 µgm-3이다.

3. 결과 및 분석

3.1. 한반도 내 EUV-B 복사특성

3.1.1 월변동

기상청에서 운용 중인 5개의 EUV-B 관측지점 중

강릉, 안면도, 목포, 그리고 고산의 기간 내 EUV-B

월변동을 분석하였다(Fig. 1). 그림에 나타난 결과값

은 태양고도가 가장 높은 정오 시각의 값만을 선택

하여 산출하였다. 모든 지점에서 8월에 최고값이, 12

월에 최저값이 분포하며, 그 값은 각각 강릉 141.3/

32.1 mWm-2, 안면도 158.3/35.8 mWm-2, 목포 137.6/

39.1 mWm-2, 고산 196.6/38.6 mWm-2으로 나타났다. 7년

간의 평균값은 강릉 90.5 mWm-2, 안면도 104.6 mWm-2,

목포 93.6 mWm-2, 고산 114.4 mWm-2로서 목포를 제외

한 나머지 지점의 값들은 위도가 감소함에 따라 그 수

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저위도일수록 단위면적

당 입사되는 태양에너지량이 많으므로 자외선의 강도

가 강하다는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목포가 강릉과 안면도보다 저위도임에도 불

구하고 EUV-B의 강도가 더 낮은 것은 목포는 서쪽

과 남쪽이 바다에 접해 있고 동남쪽으로는 영산호가

위치하고 있어 수증기의 공급량이 풍부하여 안개 발

생이 많은 지역(김도용 외, 2006)인만큼 목포 지역의

안개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1.2 계절변동

강릉, 안면도, 목포, 고산에서 측정된 EUV-B 강도

의 계절변동을 분석하였다. 네 지점은 우리나라 배경

대기지역으로서 이들의 EUV-B 평균값은 우리나라 청

정지역을 대표한다 할 수 있다. Fig. 2의 값은 각 지

점의 계절별 평균값이며 X축은 5시 정각부터 20시

50분까지, 10분 간격이다.

4계절 모두 EUV-B의 최대값이 태양 남중고도가 가

장 높은 12에서 13시 사이에 나타나는 가우시안분포

를 보인다. 각각의 최대값은 봄에 112.1 mWm-2, 여름

에 146.5 mWm-2, 가을에 93.6 mWm-2, 그리고 겨울에

47.5 mWm-2로, 여름이 겨울에 비해 3배 이상 강했다.

각 계절의 EUV-B 평균값 역시 최대값과 마찬가지 순

서로 각각 40.0 mWm-2, 56.4 mWm-2, 30.8 mWm-2,

14.3 mWm-2로, 여름-봄-가을-겨울 순으로 EUV-B의

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평균 EUV-B

강도는 겨울의 약 4배에 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계절에 따른 태양 천정각 변화에

서 기인한다. 태양 천정각은 여름철에 가장 작고 겨울

철에 가장 큰데, 태양 천정각이 작을수록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자외선의 강도는 증가한다. 그러므로 태양

천정각이 작은 여름철에 EUV-B의 최대값, 태양 천정

각이 큰 겨울철에 EUV-B의 최소값이 나타나게 된다.

Fig. 1. Monthly mean variation of EUV-B at noon at four different locations. (i.e., Gangneung, Anmyondo, Mokpo, and Go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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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대기 오염도에 따른 복사특성

Robaa(2004)는 이집트 카이로를 대상으로 도시화

전, 후를 구분하여 도시화가 지표 UV-B 강도에 어떠

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결과는

도시화 이후 지표 UV-B의 강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

였으며, 동시간대의 도시와 시골의 비교 결과 역시

시골에 비해 도시의 자외선 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입각하여 한반도 내에서 대기 오염도에 따라

EUV-B의 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오염지역을 대표할 곳은 인구 1,000만 명 이상,

하루 통행인구 3,100만 명 이상인 우리나라 수도, 서

울을 택했다. 이와 비교할 청정지역은 기상청이 운용

하는 5개의 EUV-B 관측지점 중 서울과 위도 차가

가장 작은 강릉으로 택했다.

이들의 지표 EUV-B 월변동은 Fig. 3와 같다. 예상

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EUV-B 강도가 강릉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EUV-B 최대값은

5월에 128.2 mWm-2, 최소값은 12월에 32.7 mWm-2,

그리고 평균값은 84.3 mWm-2로, 강릉과 비교하여 최

대값에 있어서는 약 13 mWm-2의 차이가 났다. 

위도상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표

EUV-B 강도 차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보다 자세

히 알아보고자 PM10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질의

상태를 분석하였다. 강릉의 대기질은 위도 37°45'N의

강원도 옥천동의 측정자료를 이용하였고, 서울은 27

개 측정망 중 UV-Biometer가 있는 연세대학교와 가

장 인접한 3개 지점(정동, 마포, 남가좌동)의 자료를

평균하여 이용하였다.

두 지역의 PM10 농도분포는 뚜렷한 차이점이 관

찰된다(Fig. 3). 최대값이 봄철에 나타나고 최저값이

여름철에 나타나는 것은 동일하나, 농도 차이가 눈에

띄게 크다. 서울의 PM10 최대값은 5월에 97.4 µgm-3,

최소값은 8월에 42.2 µgm-3로, 평균 70.0 µgm-3이었고,

강릉은 앞서 살핀바와 같이 4월에 최대값 64.3 µgm-3,

8월에 최저값 43.0 µgm-3, 평균 51.0 µgm-3이었다. 즉,

두 지점의 평균 PM10 농도 차는 약 19 µgm-3으로 확

연한 차이를 보인다. 대기 중 미세먼지가 많으면 자

외선을 산란 및 반사시킬 뿐만 아니라 자외선을 차

Fig. 2. Seasonal mean diurnal variation of EUV-B.

Fig. 3. Values of EUV-B and PM10 in a polluted area (Seoul) and a clean area (Gangn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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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키는 역할까지 하여 지표에 도달하는 UV-B의 양

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서울의 고농도 PM10이

지표에 도달하는 UV-B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3.1.4 자외선지수(UVI)

자외선의 강도를 보다 쉽게 인지하기 위한 지표로

자외선지수(UVI; UltraViolet Index)를 이용한다. UVI

는 그 값에 해당하는 자외선에 얼마만큼 노출되었을

때 홍반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홍반자

외선은 개인의 피부색깔이나 상태, 민감도에 따라 다

르게 작용하나, 피부민감도가 보통인 사람에 대해

KMA가 지정한 홍반 생성시간의 기준은 Table 1과

같다. UVI가 5.0~ 6.9 사이인 Moderate에 해당하는

자외선에 약 60분 가량 노출되면 홍반이 발생한다.

서울과 강릉의 자료에 대해 UVI를 계산하였다(Fig.

4). 하루 중 EUV-B가 가장 강한 정오의 자료만을 선

택하여 기간 내의 전 자료를 1년 365일에 대해 평균

하였다. 1999-2005년을 전체 평균한 결과, 강릉에 비

해 지표 EUV-B 강도가 약했던 서울의 경우, UVI가

7.0을 초과하는 일수는 없었다. UVI가 5.0-6.9에 해당

하는 Moderate 범위의 일수도 16일에 불과하여 전체

의 4.4%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강릉의 경우에는 UVI

값이 9.0 이상인 Extremely High의 일수는 없으나

7.0-8.9에 해당하는 High의 일수는 14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이중 13일은 여름철에 발생한 것

으로, 여름 전체 기간 중 약 14%에 해당하는 일수이

다. Moderate에 해당하는 일수도 75일로 전체의 20.5%

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UVI가 3.0 미만인, Very Low에 해당하는 기간

은, 서울은 가을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이어지고, 강릉

은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에는 2-3시

간, 또는 그 이상 자외선에 노출되어야 홍반이 발생한다.

3.2 비타민D 합성에 필요한 자외선 노출시간 산출

Holick(2001)에 따르면 신체 면적의 6~10%(얼굴,

손, 팔, 다리)를 1MED의 자외선에 노출시키면 600-

1,000IU의 비타민D를 섭취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자외선 감수성이 백인의 경우와 비슷하

거나 약간 낮다(이병곤, 1991)는 점을 고려하면, 신체

면적의 6-10%를 약 0.5MED에 노출시키면 한국 영

양학회가 1일 섭취 권장량으로 권고하는 200IU의 비

타민D를 신체 스스로 합성하기에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의 청정지역과 오염지역

에서 각각 EUV-B를 이용하여 체내 비타민D를 합성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노출시간을 산출하였다. 청정지

역의 EUV-B 값은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강릉, 안

면도, 목포, 고산의 자료를 평균하여 산출하였고, 오

염지역의 EUV-B 값은 서울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0.5MED는 수평면에 대해 105 Jm-2의 값을 갖는다.

이 값은 조사량(Dose)으로, 조사율(Dose Rate)을 시

간에 대해 적산하면 간단하게 얻을 수 있다. 한반도

내의 EUV-B의 강도는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나므로 계절별로 자외선 노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Fig. 4. Variation of Ultra Violet Index (UVI) in a polluted area (Seoul) and a clean area (Gangneung).

Table 1. Categories of Ultra Violet Index (UVI) determined

by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UV Categories UV Index Range Average Time to Burn

Extremely High  9.0 Less Than 20 Min.

High 7.0~8.9 Around 30 Min.

Moderate 5.0~6.9 Around 60 Min.

Low 3.0~4.9 Around 100 Min.

Very Low <3.0 2~3 Hr.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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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 청정지역과 오염지역의 정오시간의 계절별

평균 EUV-B 값을 이용하여 산출한 자외선 노출시간

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봄과 겨울에 대해서는 두

지역의 자외선 노출시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여름과

가을에 대해서는 각각 4분과 6분 정도 오염지역의 자

외선 노출시간이 더 길게 소요된다.

각 계절의 UVI의 최대값은 청정지역에서는 봄에

4.5, 여름에 5.9, 가을에 3.7, 겨울에 1.9로 나타났고,

오염지역에서는 봄에 4.4, 여름에 4.3, 가을에 2.8, 겨

울에 2.1로 나타났다. 즉, UVI가 가장 높은 청정지역

의 여름이라 하더라도 홍반이 발생하기 까지는 약 60

분 가량 자외선에 노출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나

머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100분 이상 자외선에 노출

해야만 홍반이 발생한다. 더욱이 두 지역의 겨울에는

2~3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위

에서 산출한 자외선 노출시간은 모두 KMA에서 지

정한 홍반 생성시간 기준 이내의 결과로, 피부 민감

도가 보통인 사람들에게는 홍반 생성 없이 필요한 비

타민D를 합성하게 해준다. 다시 말하자면, 피부에 해

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비타민D 합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4. 결 론

자외선(UV-B)의 위험성만을 경고하는 수많은 연구

와는 달리 본 연구는 UV-B의 유익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UV-B가 인체의 비타

민D 합성에 직접적으로 관련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인체의 비타민D 합성을 위한 자외선 노출시간을 산

출하는 데에 큰 의미를 두었다.

그에 앞서 강릉, 안면도, 목포, 고산의 4개 지점의

1999-2005년 자외선 자료를 통해 한반도 내 EUV-B

의 복사특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지역에서

8월에 최대값, 12월에 최소값이 나타나는 패턴을 보

였고, 목포를 제외한 나머지 지점에서는 위도가 감소

할수록 EUV-B의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계

절변동에 있어서는 4개 지점의 값을 평균하여 분석

하였는데, 여름철 EUV-B 평균값은 겨울철에 비해 약

4배의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4개 지점은 배경대기지역이므로 이들을 평균

한 값을 청정지역을 대표하는 값으로 보고 서울을 오

염지역으로 지정하여 EUV-B를 비교해본 결과, 청정

지역에 비해 오염지역의 평균 EUV-B 강도가 낮았다.

이는 오염지역에서 고농도로 나타나는 PM10에 의한

자외선 차단 효과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

간 내 청정지역과 서울지역의 EUV-B를 UVI로 변환

해보았는데, 청정지역은 여름철 기간 동안 High에 해

당하는 일수가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Moderate에

해당하는 일수가 20.5%를 차지하는 데 반해, 서울지

역은 High에 해당하는 일수는 전혀 없었고 Moderate

에 해당하는 일수도 전체의 4.4%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오염지역의 EUV-B 강도가 청정지역에 비해 눈

에 띄게 낮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준 결과

라 하겠다.

위에서 산출한 EUV-B 평균값을 토대로, 하루 동안

필요한 비타민D를 인체가 스스로 합성하기 위한 자

외선 노출시간을 계산하였다. 청정지역에서는 계절에

따라 봄에 15분, 여름에 12분, 가을에 18분, 겨울에

37분으로 나타났고,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각각 16분,

16분, 24분, 37분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값들은 KMA

가 지정한 홍반 생성시간의 이내의 값들로, 하루 동

안 20~40분의 일광욕으로 피부에 홍반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비타민D를 충분히 합성할 수 있

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산출된 자외선 노출시간을 적용함에 있어

서 몇 가지 감안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 지

금까지 계산된 값들은 모두 태양광선이 수직으로 입

사되는 경우인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되었다는 점이

다. 일상생활에서 태양광선을 수직으로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광욕을 즐긴다 하더라도 바닥에 누워

서 햇볕을 쬐지 않고서는 의도한 만큼의 자외선을 받

지 못한다. 두 번째로 이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로

도 밝혀졌듯이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이는 피부로 흡수되는 자외선

의 양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셋

째로 계절에 따라 신체면적의 노출정도가 가변한다.

일반적으로 UVI가 높은 여름철에는 신체의 노출이

많고, 반대로 UVI가 낮은 겨울철에는 신체의 노출이

줄어든다. 특히 겨울철의 경우에는 모자, 장갑, 목도

리 및 마스크 등의 소품 이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의

도적인 일광욕을 하지 않는 이상 일상생활을 통해 필

요한 UV-B를 충분히 받기란 어렵다. 이와 같은 사항

Table 2. The calculated times to EUV-B for form vitamin D.

Unpolluted Area Polluted Area

Spring Summer Fall Winter Spring Summer Fall Winter

UV_B(mWm-2) 114.6 146.8 95.0 46.7 108.8 108.1 72.4 47.9

Exposure Time (min.) 15 12 18 37 16 16 2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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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경우에 따라 자외선 노출시간을 적절히 증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첫 번째로 거론한 사

항과 같이 태양광선에 대해 피부표면이 수직이 아닐

경우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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