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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미세먼지(PM10)의 건강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정부의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이용해서 악영

향을 보고했다. 정부 대기오염 측정자료가 제한된 수의 측정소에서 생산되는 반면, 사망률이나 유

병률과 같은 정부생산 건강결과 자료는 지역별로 집계되어 공개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생산하는 

건강통계자료를 이용해서 건강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PM10 농도의 지역적인 대푯값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이전 연구에서 개발된 점 사상에 대한 PM10

농도 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구별 대푯값을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종류의 위치들을 대상

으로 지점들을 생성한 후, 그 지점들에 예측한 PM10 농도의 구별 평균으로 구별 대푯값을 구했다. 

세 가지 위치는 16,230개 집계구 내 가장 넓은 주거지역의 중심점, 424개 동 주민센터, 610개 

1km 격자의 중심점이었다. 위치별 구별 대푯값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측정치와의 관련성 및 추정

치 간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측정치와의 비교 결과, 측정치와 세 가지 구별 대푯값 추정치들 간의 

관련성은 위치의 인구 대표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상되었고(R2=0.06-0.59), 상호비교에서는 격자

중심점을 이용한 추정치가 다른 추정치들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0.35-0.47). 본 연구

는 PM10의 지역별 평균 농도를 추정함으로써 향후 정부 통계에 기반한 전국 규모의 지역 단위 건

강영향분석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미세먼지, 회귀크리깅, 지역 대푯값, 집계구, 서울

ABSTRACT

Many epidemiological studies, relying on administrative air pollution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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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have reported the association between particulate matter (PM10) air pollution 

and human health. These monitoring data were collected at a limited number of 

fixed sites, whereas government-generated health data are aggregated at the area 

level. To link these two data types for assessing health effects, it is necessary to 

estimate area-level concentrations of PM10. In this study, we estimated district 

(Gu)-level PM10 concentrations using a previously developed pointwise exposure 

prediction model for PM10 and three types of point locations in Seoul, Korea. These 

points included 16,230 centroids of the largest census output residential areas, 422 

community service centers, and 610 centroids on the 1km grid. After creating three 

types of points, we predicted PM10 annual average concentrations at all locations 

and calculated Gu averages of predicted PM10 concentrations as representative 

Gu-estimates. Then, we compared estimates to each other and to measurements. 

Prediction-based Gu-level estimates showed higher correlations with measurement 

-based estimates as prediction locations became more population representative 

(R
2=0.06-0.59). Among the three estimates, grid-based estimates gave lowest 

correlations compared to the other two(0.35-0.47). This study provides an 

approach for estimating area-level air pollution concentrations and assesses air 

pollution health effects using national-scale administrative health data.

KEYWORDS : Particulate Matter, Regression Kriging, Area Prediction, Census Output Area, Seoul

서  론

대기오염이 현대사회의 주요한 환경문제로 대

두되면서,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러 역학연

구에서 대기 중의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less than or equal to 10 micron in a diameter:

PM10)가 심혈관계질환(Brook et al., 2010)과 

호흡기계 질환(Atkinson et al., 2014), 사망

(Pope III and Dockery, 2006)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했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대기오염측

정망을 운영하여 대기오염 실측 자료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PM10을 포함한 

대기오염과 건강 결과 간의 연관성을 실증적으

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약 300개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매 시간 측정한 

다섯 가지 법정 대기오염물질(PM10,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1). 이렇

게 대기오염자료가 점 측정값으로 공개되는 반

면, 사망률이나 유병률과 같이 국가통계로 생산

되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건강 결과 자료

는 주로 행정구역 단위로 통합되어 공개된다. 

대부분의 건강 결과 자료가 공개되는 행정구역

의 최소 단위는 시군구이다. 따라서 대기오염물

질의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을 공공 자료를 이

용하여 분석할 때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지역적 

대푯값, 즉 시군구의 대푯값을 추정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오염물질의 지역 대푯값을 추정하기 위해 고

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소의 측정값을 행

정구역의 오염물질 대푯값으로 할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대푯값을 추정하기에 크

게 두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로 측정 장소

의 위치에 따른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특

별시의 경우 25개 구(區)가 있으나, 대기오염

측정망 측정소는 2010년 기준 37개소로 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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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미만의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어 각 구 인

구분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더욱이 

37개 측정소 중 12개는 교통에서 야기되는 대

기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에 

설치한 도로변측정소이고, 사람들의 대기오염 

노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한 도시대기측

정소는 25개에 불과하다. 둘째로, 분석 범위를 

확대할 경우 대푯값을 가지지 못하는 다수의 

행정구역이 발생한다. 2010년 기준 전국 대기

오염측정망의 측정소 개수는 294개로 단순히 

수효만을 고려하면 251개의 시군구 개수를 상

회하지만, 측정소 유무를 기준으로 보면 97개

(39%) 시군구에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지역의 대기오염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지

역 대푯값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점 사상에 대

기오염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개발된 예측 모

형들을 이용할 수 있다(Jeong, 2014). 이 때 

지역농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농도를 추정할 

지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우편번호

지역이나 최소단위 행정구역과 같은 지역의 중

심점 등으로 지역별 단일한 인구대표점을 결정

한 후, 그 지점의 오염도를 추정하여 지역 대푯

값으로 정할 수 있다(Brindley et al., 2005). 

그러나 지역크기가 넓을 경우 단일점을 이용하

게 되면 지역 내 인구 분포와 오염물질 농도의 

분포 및 공간 해상도에 따라 지역 대푯값이 왜

곡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역 내 인구분포를 

정밀한 수준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있도록 세부지

역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지역 내에서 점을 생성

한 후, 지역별로 점들에 추정된 농도의 평균을 

취할 수 있다(Hao et al., 2012; Parenteau and

Sawada, 2012).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개발한 점 사

상에 대한 회귀크리깅(regression kriging) 기

반 PM10 농도 예측 모형의 예측농도를 이용하

여 서울특별시 내 25개 구에 대한 PM10의 지

역적 대푯값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때, PM10 농도를 예측할 개별 지점 위치를 세 

가지로 지정해서 위치 별로 비교하여 지역 대

푯값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PM10 농도 예측 모형

PM10 농도는 이전 연구에서 개발된 위치에 따

른 회귀크리깅 기반 PM10 농도 예측 모형을 이

용하여 추정하였다(Kim, 2016). 이 예측 모형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회귀크리깅 예측모형을 개

발한 선행 연구(Mercer et al., 2011; Sampson 

et al., 2013)를 참고하여 한국 자료를 이용해 

개발되었다(Kim, 2016). 크리깅은 관측치의 위

치자료와 관측자료를 이용해서 공간적인 자기상

관관계를 포함한 공간모형을 적합한 후, 관측되

지 않은 지점에 값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회귀크

리깅은 일반크리깅(universal kriging)의 하나

로, 문헌에서는 외부 추이를 이용한 크리깅(kriging

with external drift)이라고도 부르며, 지점별

로 수집된 다변량 공간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종

속변수의 경향을 회귀모형으로 적합한 후 그 오차

의 변이를 베리오그램(variogram) 모형으로 적합하

는 방법이다(Cressie, 1993; Wackernagel, 2003; 

Hengl, 2007; Park et al., 2012). 베리오그램 

모형은 지점 간 거리에 따른 공분산함수의 공간

적 자기상관 및 비공간 변이에 대한 모수로 구성

된다. 먼저, 측정소 위치 s에 측정된 PM10 농도 

Y s에 대해 적합한 공간모형은 아래의 식 (1)

과 같다. 

Y s mss           (1)

ms  qs

s∼ 

Y s: 위치 s의 PM10 농도

ms: 설명변수 qs와 회귀모형 모수 를 이

용해서 회귀모형으로 적합한 평균

s: 잔차 (공간적인 잔차와 비공간적 잔차의 합)

: 공간적 자기상관이 유효한 거리를 나타내는   

베리오그램 모형의 모수

: 공간적 변이를 나타내는 베리오그램 모형의 모수

: 비공간적 변이를 나타내는 베리오그램 모형

의 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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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ngth of major roads multiplied by number of lanes within a 25 meter buffer area

◦ Estimated emissions of PM10 within a 10 kilometer buffer area

◦ Proportion of water surface land use within a 500 meter buffer area

◦ Number of construction companies within a 1 kilometer buffer area

◦ Number of townhouses within a 1 kilometer buffer area

TABLE 1. Five selected variables of the regression-kriging model in Seoul, Korea

이러한 공간적인 모형과 적합한 모수들을 이용해

서 농도가 측정되지 않은 지점들의 위치 s에 PM10

농도(Yss)를 예측하는 식은 식 (2)와 같다. 

Yss ms


sms   (2)

: 베리오그램 모형으로 추정한 측정지점 s에 

대한 공분산 행렬

: 베리오그램 모형으로 추정한 측정지점 s와 

예측지점 s에 대한 공분산 행렬

위 식에서 Ys는 2010년 기준 서울특별시 

내 37개 측정소의 PM10 연평균 농도였다. 회귀

모형 (qs)에서는 전진선택법(forward selection)1)

과 5분할 교차검증법(5-fold cross validation)2)

을 이용하여 325개 지리변수 중 모형의 설명능력

이 높고(Cross- validated R
2=0.77) 다른 변수

와의 상관관계가 0.7 이하인 5개 지리변수를 설

명 변수(qs)로 포함하였다(Min et al., 2015). 325

개 지리변수는 PM10의 오염원을 대표하는 교통, 

인구, 수송, 지형, 토지이용, 식생, 배출량, 고도

의 8개 범주로 생성되었다(Eum et al., 2015). 

예를 들어 교통에 관한 변수로는 가장 가까운 

주요도로로부터의 거리나 일정 반경 내의 도로 

길이의 합을 포함했다. 이들 중에서 선택된 5개

의 지리변수는 개별 점의 근린에서 주요 도로 

길이의 합, PM10 배출량, 수면으로 분류된 토지

의 비율, 건설관련 사업체 수 및 연립주택 수에 

대한 변수였다(표 1). 베리오그램 모형은 지수공

분산함수(exponential covariance function)를 

이용해서 적합했다. 이렇게 측정소 별 PM10 연

평균 농도와 5개 지리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모형 

및 베리오그램 모형의 모수들을 추정하였다. 추

정된 모수와 서울시 내 임의의 지점에 대하여 

계산된 5개 지리변수를 이용해서 임의 예측지점

의 PM10 연평균 농도를 예측하였다.

2. 예측 위치 생성 및 구 대푯값 추정

지역 대푯값인 구 대표 PM10 농도는 각 구

(區) 경계 내에 들어오는 지점들의 예측치를 평

균하여 산정하였다. 이때, 앞서 설명한 회귀크

리깅 모형에서 개별 위치에 대한 예측값을 산

출하므로, 지역 대푯값인 구 대표 PM10 농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지역을 대표하기 위한 세 가

지 종류의 예측 위치를 고려하였다.  

예측 위치로는 다음 세 가지를 생성하였다. 

후술할 연구결과는 예측 위치 별로 명명된 약칭 

EM(Estimation Method)으로 표기한다(그림 1). 

EM1은 인구분포를 가장 정밀하게 고려하여 대

표점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내부적으로 일정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집계구 공간

자료(Kang et al., 2007)에 실제 거주지에 관

한 정보를 분류한 토지피복도를 중첩하였다. 면

적 중위값이 0.02㎢로 인구통계자료 가운데 가

장 정밀한 공간단위인 집계구(Yoo and Nam, 

2014)와 중첩된 거주지역들 중 가장 넓은 거주

지역에 대해 중심점을 생성하였다. 그 결과 

16,230개의 점을 거주인구 대표점으로 얻었다. 

EM2에서는 주민센터가 행정 원리에 의해 각 

동의 거주 인구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주인구 위치의 대표성이 있

는 지점에 입지해 있음을 가정하여 2010년 기

준 총 422개 점을 생성하였다. EM3은 EM1과 

EM2 등 여타 방법들과 결과값을 대조하기 위

해 1㎞ 간격의 격자점을 고려하여 총 610개 점

을 생성하였다. 격자점은 공간좌표만을 이용하

여 공간 내에 동일한 간격으로 생성되므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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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s of 25 air pollution regulatory monitoring sites (EM0), 16,230 centroids of 

the largest residential areas of census output areas (EM1), 422 community service centers (EM2), 

and 610 1-km grid coordinates (EM3) in Seoul, Korea

적인 대표성을 가진다. 반면 격자점이 인구분포

와 무관하게 생성되므로, 해당 위치에 추정된 

PM10 농도가 다른 방법에 의한 예측치와 달리 

PM10 노출의 측면에서 무작위한 값을 보일 수 

있다(Stehman and Overton, 1996). 

3. 이용 자료

인구분포 재현에 필요한 공간 자료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집계구 경계 자료로 통계지

리정보시스템으로부터 구득했다. 거주지역 식별을 

위해 사용한 중분류 토지피복도3)는 환경부 환

경지리정보시스템으로부터 구득했다. 이 자료는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촬영된 위성영상자

료를 감독 분류한 후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대조

하여 제작된 자료이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6). 본 연구에서는 실제 거주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추출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코드상 주거지

역으로 분류된 토지피복도를 이용했다. 

회귀크리깅 모형을 이용해서 세 가지 위치에 

PM10 농도를 예측하기 위해 각 위치에 대한 지

리변수 자료를 계산했다. 5개 지리변수는 도로

망, 토지피복도, 집계구별 주택 및 사업체 수, 

격자별 배출량 등의 공간자료로부터 공간 연산
4)

으로 계산되었다(Eum et al., 2015). 공간 연

산은 ArcGIS 10.2 및 R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

서 수행했다. 대기오염측정자료는 국립환경과학

원에서 2010년 1년 간 1시간 단위로 제공한 

측정값을 정제한 후 계산한 연평균 PM10 농도

를 이용했다(Yi et al., 2016). 정제 시에는 측

정장비 오류에 의한 결측 및 이상치를 제거한 

후, 매일 18시간 이상 측정되지 않아 자료의 

시간적 연속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날을 제외했

다. 또한 연간 측정결과가 연간 일수의 75% 

(243일) 이하로 수집되었거나 45일 이상 장비 



미세먼지(PM10)의 지역적 대푯값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 / 송인상 ·김선영 123

Approach Minimum Median Maximum Mean SD

EM0 40.65 48.88 54.53 48.99 3.24

EM1 43.80 49.81 51.77 49.04 2.26

EM2 45.02 50.65 52.42 49.76 2.10

EM3 42.26 50.06 55.06 49.70 3.54

EM1-EM0* 0.15 1.60 4.18 1.77 1.12

EM2-EM0* 0.06 1.89 5.29 1.93 1.32

EM3-EM0* 0.46 2.68 6.15 2.74 1.56

EM2-EM1* 0.06 0.65 1.67 0.75 0.50

EM3-EM1* 0.14 1.32 4.50 1.56 1.21

EM3-EM2* 0.30 1.27 4.12 1.78 1.07

*Absolute values

TABLE 2. Summary statistics of Gu-average estimates of PM10 annual average 

concentrations (µg/㎥) based on predictions at three types of locations (EM1 to 

EM3) and observations at regulatory monitoring sites (EM0) in Seoul, Korea

작동이 중지된 측정소도 제외했다.

4. 추정방법별 PM10 대푯값 비교 

추정한 PM10 구별 대푯값을 실제 측정값 및 

위치 종류 별로 비교하였다. 추정된 PM10 구별 

대푯값은 세 가지 위치(EM1~EM3)를 이용해

서 지점에 예측된 PM10 농도의 구별 평균값이

었다. 실측 구별 대표값은 구별로 하나씩 설치

된 도시대기측정소(EM0) 의 측정 자료였다. 

추정값과 측정값의 비교 외에, 세 가지 위치 생

성 방법들 간 추정값들도 비교하였다. 구 대푯

값들 간 비교는 산점도와 평균제곱오차를 이용

한 결정계수(r-squared value: R2)를 이용했

다.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 error: MSE)

에 근거한 결정계수(MSE-based R
2
)는 평균제

곱오차를 측정치의 분산으로 나눈 값을 1에서 

차감해서 계산하며, 식 (3)와 같이 계산했다.

 Var
MSE




     (3)

상관계수의 제곱으로 계산하는 결정계수가 

회귀선을 근거로 비교하는 반면, 평균제곱오차

를 이용한 결정계수는 일치선을 근거로 비교한

다(Keller et al., 2015; Kim et al., 2016). 

구별 대푯값의 방법별 비교는 일치성을 탐색하

기 때문에, 평균제곱오차에 근거한 결정계수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추정치를 상호 

비교할 경우, (3)에서 어떤 추정치를 기준으로 

분산을 계산하는가에 따라 결정계수가 달라진

다. 따라서 두 추정치에 대해 교대로 분산을 구

해 계산한 두 결정계수를 평균하여 최종 결정

계수를 산출했다. 또한 25개 구별로 예측위치 

종류들 간 예측값 분포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추정값과 측정값 및 추정값들 간의 농도 차이

의 절댓값을 탐색했다.

연구 결과 및 고찰

1. 구 대푯값의 경향

25개 구별 대푯값들의 평균은 측정값인 EM0

가 48.99µg/㎥, 추정값인 EM1, EM2, EM3가 

각각 49.04, 49.76, 49.70µg/㎥로, 측정값이 

추정값에 비해 약간 낮았다(표 2). 표준편차는 

EM0가 3.24µg/㎥이고 EM1, EM2 가 각각 

2.26, 2.10µg/㎥로 추정값이 더 낮은 변이를 

보였으나, EM3은 3.54로 측정값보다 변이 정

도가 더 컸다. 추정된 대푯값들(EM1~ EM3)

과 측정값(EM0) 간 차이의 절댓값의 최솟값과 

최댓값은 0.06과 6.15µg/㎥이었고, 평균과 표

준편차는 1.79와 1.28µ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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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atter plots of Gu-average estimates of PM10 annual averages (µg/㎥) 

based on observations (EM0) and predictions at three types of locations (EM1 to EM3)

FIGURE 3. Scatter plots of pairs of three sets of prediction-based Gu-average estimates 

of PM10 annual averages (µg/㎥) (EM1 to EM3) 

2. 구 대푯값의 상관성

세 가지 위치에 근거해 예측한 PM10 농도의 구 

대푯값(EM1~EM3)들은 모두 측정값 (EM0)과 

양의 관련성 (R2=0.06-0.59)을 보였다(그림 2). 

EM3은 다른 예측값에 근거한 추정치에 비해 상

당히 낮은 관련성을 나타냈다 (R2=0.06)(그림 2).  

예측값에 근거한 대푯값들은 낮은 농도에서는 대

체로 측정치에 비하여 높은 값을 가졌으나, 50µg/

㎥ 이상의 높은 농도에서는 측정값에 비해 낮은 

값을 가지는 경향을 보였다.

세 가지 위치에 근거한 추정치들을 쌍으로 비

교했을 때, 집계구 및 토지피복도를 이용한 EM1

과 동 주민센터 지점을 이용한 EM2 간의 관련

성은 결정계수가 0.8 이상으로 매우 강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그림 3). 동 주민센터와 격자를 

이용한 EM2와 EM3는 집계구 및 토지피복도를 

이용한 EM1에 비해 대체로 PM10 농도 대푯값을 

크게 추정했다. EM1과 EM2는 EM3과 양의 관

계를 나타냈으나, 결정계수 평균이 각각 0.35와 

0.47로 연관성은 EM1과 EM2 사이의 연관성

(R2=0.83)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3. 대푯값들의 구별 분포 특성

PM10 농도 대푯값은 구별로 차이를 보였다

(그림 4). 추정된 대푯값들(EM1~EM3)과 측

정값(EM0) 간 차이의 절댓값은 관악구(E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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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istributions of PM10 annual average concentrations measured at regulatory monitoring 

sites (EM0) and predicted at three types of locations (EM1 to EM3)across 25 districts in the order 

of the largest to smallest differences between prediction- and observation-based Gu-average 

estimates (red dots for Gu-average estimates) 

EM0), 성동구(EM3-EM0), 성북구(EM2- EM0),

관악구(EM2-EM0)에서 5µg/㎥ 이상으로 가장 

크고, 구로구(EM2-EM0)와 서초구(EM2-EM0)

에서 1µg/㎥ 이하로 가장 작았다. 세 추정방법과 

측정값 간 차이 절댓값의 평균값은 관악구, 성북

구, 광진구, 노원구, 성동구, 용산구에서 3µg/㎥ 

이상으로 가장 높아, 이들 여섯 개 구에서는 어떤 

추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측정값과의 

차이가 큼을 보였다. 반면, 구로구, 서초구, 중랑

구, 은평구에서는 평균 절댓값 차이가 1µg/㎥ 이

하로, 전반적으로 측정값과의 차이가 작았다. 

추정된 대푯값들(EM1~EM3) 간 차이의 절

댓값의 최솟값과 최댓값은 0.06과 4.50µg/㎥ 

이었고, 최댓값은 영등포구에서 나타났다. 평균

과 표준편차는 1.36과 1.06µg/㎥로, 추정값들 

간 차이는 측정값과의 차이에 비교해 작았다. 

세 방법 간 차이의 절댓값의 평균 역시 성북구

에서 1.52µg/㎥로 가장 높았고, 양천구에서 

0.31µg/㎥로 가장 낮았다.

측정값(EM0)과 세 가지 추정방법(EM1~ EM3)

간 구 대푯값의 차이는, 대푯값을 계산하기 위

해 예측한 점 위치별 PM10 농도값들 간 비교에

서도 나타난다(그림 4). 측정값은 대부분의 구

에서 세 가지 추정방법에 의한 예측값들의 제3

사분위수와 제1사분위수의 차이인 사분위범위

(interquartile range) 밖에 있었다. 예측값들의

구별 평균인 대푯값을 비교할 때, 측정값은 17

개 구에서 극단값(최솟값 또는 최댓값)이었다. 

측정값이 최솟값인 구는 성동구, 성북구, 용산

구, 노원구, 광진구, 송파구, 동작구, 중구, 강서

구, 금천구 등 10개 구였으며, 최댓값인 구는 

관악구, 서대문구, 종로구, 강남구, 동대문구, 강

동구, 양천구 등 7개 구였다. 

4. 결과 해석

본 연구 결과는 측정치의 구 대표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특별시 각 25개 구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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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씩 설치된 상시측정망의 측정치는 세 가지 위

치에 기반한 구 대푯값들과 대체로 관련성이 높

았으나 구별로 편차가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구에서 측정치 대푯값은 추정치 대푯값들에 비

해 최댓값이거나 최솟값이었다. 이는 서울특별

시 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측정소가 사람들

의 거주지에 대한 대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

다. 대표성이 떨어지는 측정치를 지역의 PM10

노출 대푯값으로 이용할 경우 PM10의 건강영향 

분석에서 부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인구 대표점을 생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 위치 생성 방법들은 PM10 구별 

대푯값 간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다. 집계구와 

거주지역을 중첩한 EM1은 16,230개 지점을 

포함해서 가장 정밀한 수준으로 거주 인구의 

위치를 재현하였다. 이에 따라 개별 위치에 예

측된 값들의 분포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극

단적인 이상치를 가지는 경우가 적었다(그림 

4). 하지만, 동사무소 주소지를 이용한 EM2는 

EM1에 비해서 지점 위치의 수가 적은 422개

로 제한적인 공간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음에도 

EM1과 관련성이 높았다. 이 결과는 정밀한 수

준으로 거주인구 분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행

정 원리에 의한 주민센터 입지가 PM10 노출 산

정을 위한 인구분포의 대표점으로서 의미가 있

음을 보여 준다. 인구분포를 고려하지 않은 격

자를 이용한 대푯값과의 낮은 상관성은, 서울특

별시 내 인구가 적은 지역과 많은 지역 간 

PM10 오염의 경향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규모 도시화 지역

에서는 인구 거주 위치가 오염도의 소지역 분

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간적으로 볼 때 측정값과 예측 위치

에 따른 대푯값 간의 차이는 동북-서남 방향(노

원구, 성북구, 성동구, 동작구, 관악구 등)으로 

크고, 이외의 방향에서는 외곽 지역(구로구, 중

랑구, 양천구, 도봉구, 금천구 등)에서 차이가 작

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차이가 도심지보다는 비

도심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 이들 지역에서 대

기오염 측정소와 각 예측 위치들 사이의 토지이

용 변수의 뚜렷한 차이가 대푯값의 차이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측정소 및 

예측 위치들의 공간적 특성이 EM0과 EM1- 

EM3 간 차이의 공간적 패턴에 영향을 미친 경

로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별로 집계되는 건강

결과자료를 이용해서 PM10의 건강영향을 평가

하는 연구에 필수적인 구별 PM10 대푯값 추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추정방법에서는 이전 연구

에서 개발된 PM10에 대한 지점 예측모형를 이

용하여 지점에 PM10 농도를 예측한 후, 구 별

로 평균값을 계산해서 구 대푯값으로 구했다. 

지점은 연구자의 가정을 반영한 세 가지 위치

로 집계구내 거주지역, 동 주민센터, 격자점을 

고려하였다. 연구결과는 제한된 수의 대기오염

측정망 측정소에서 측정된 PM10 농도를 해당 

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PM10 노출 대푯값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고, 인구 거주 위치를 대

표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지점만으

로도 구별 PM10 대표성을 가지는 농도값을 계

산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로 연구지역을 제한했

으나, 연구에서 제시한 대기오염 대푯값 추정 

방법은 전국규모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사망, 

출산, 및 유병 등의 건강자료는 대부분 전국 시

군구 단위로 제공된다. 그러나 약 40%에 해당

하는 시군구에 대기오염 상시측정소가 없기 때

문에, 상시측정망 자료를 이용해서 건강영향을 

분석하는 경우 40%의 시군구는 분석에서 제외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푯값 추정방법은 향후 전국규모의 건강영향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건강 

취약지역을 식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푯값 추정방법은 시군구 

외 다른 지역 단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건강자료가 시군구로 제공되고 있으

나, 향후에는 소규모 지역 간 분포 파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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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읍면동 등의 지역 단위 자료가 이용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다양한 지

역단위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푯값 추

정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제한점은 향후 연구 주제로 계속적인 탐

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푯값들 간의 

차이가 공간적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을 세밀하

게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공간적인 대

푯값 추정에 주목하기 위해 계절적인 변동의 영

향을 받지 않는 연평균을 사용했다. 따라서 계

절적 변동과 같은 PM10 농도의 시간적 변동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 일부 한계점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 대푯값 추정방

법은 향후 국가통계에서 제공하는 전국단위의 

대규모 건강자료를 이용한 PM10의 건강영향분

석 연구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1) 통계 모델에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의 하

나로, 상수항만을 포함한 모델을 기본 모델

로 하여 가장 높은 부분상관계수를 가지는 

순서대로 독립변수를 모델에 반영하는 방법

이다(Montgomery et al., 2001).

2) 이용 자료를 비복원추출 방식으로 5등분한 

후, 네 집합의 자료를 추정자료(estimation 

data)로 나머지 한 집합의 자료를 예측자료

(prediction data)로 총 5회에 걸쳐 모형을 

적용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다. 추정자료와 예측자료를 분리함으로써, 

동일한 자료로 추정과 예측을 시행할 때 모

형 예측력을 과도하게 추정하는 경향을 방

지하고 적합한 모형 예측력을 추정할 수 있

다(Montgomery et al., 2001).

3) 2016년 현재 토지피복도는 세분류까지 제

작(Ministry of Environment, 2016)되었

으나, 2010년 기준으로는 중분류 토지피복

도까지 완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

상 시기에 가용한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이

용하였다.

4) 공간 연산은 연산 방법 별로 크게 거리 계

산과 버퍼(buffer) 연산으로 나누어 수행하

였다. 거리 계산에 따라 도로, 항만, 공항 

등 배출원과의 거리를 계산하였고, 버퍼 연

산은 25, 50, 100, 300, 500, 1000, 

5000m 등 총 7가지 반지름에 따라 위치 

생성 방법 별로 얻은 점들을 기준으로 한 

버퍼 면형 자료와 집계구 별 인구, 가구, 사

업체자료, 토지피복도 등을 면형 자료를 교차

(intersect) 하여 변수를 계산하는 연산과정

이다. 이 때 벡터 자료의 경우 교차된 지역

들의 변수 값들을 면적에 대하여 가중합하

거나 버퍼 면적의 비율로 표준화하였고, 래

스터 자료는 중첩된 셀들의 값을 총합산하

는 방식으로 지리변수 값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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