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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AL ABSTRACT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air pollutant levels and medical usage rates for

environmental disease in a general residential area during the period 2015-2017.

Methods: Air pollutant (PM10, PM2.5, SO2, NO2, CO, O3) data were collected from Air-Korea. Medical usage

data on environmental disease (asthma, allergic rhinitis, atopic dermatitis) for the period 2015-2017 in a general

residential area in Gyeongsangnam-do Province were provid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air pollutant levels and medical usage rates (SAS 9.4).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nvironmental disease wa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air pollutants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analyzed using the General Line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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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Except for PM2.5,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air pollutants in the surveyed area was below than the

air environment standards of Korea. NO2 was higher than Korea’s national average, but CO was similar. The

others were lower than the Korea’s national average. The daily medical usage rates for environmental disease

were 1.38‰ for asthma, 9.90‰ for allergic rhinitis, and 0.32‰ for atopic dermatitis.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PM10 and SO2, NO2 and CO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sthma, PM10 and NO2 and CO were

correlated with allergic rhinitis, and PM10 and PM2.5, SO2, NO2 and CO were correlated with atopic dermatiti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M10 and SO2 were found to have a higher effect on asthma, PM10

and NO2 on allergic rhinitis, and SO2 and NO2 on atopic dermatitis, compared to other air pollutants.

Conclusion: According to these results, air pollutants such as PM10 and SO2 and NO2 were associated with the

medical usage rates of environmental disease even in relatively low concentrations. Therefore, continuous

monitoring will be required for general residenti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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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구 증가와 도시화, 산업화는 환경오염을 유발하

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격하

게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한 연료의 사용과 자동차

의 증가 그리고 산업단지의 조성과 확장 등으로 대

기 환경오염이 심화되어왔다.1)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산업과 수송, 발전, 생활

부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감축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이 밀집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였으

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 총량제를 확대

하였다. 또한, 신규 경유차 수요 억제와 저공해 자

동차 보급 확대, 선박 배출가스 기준 강화, 노후 석

탄발전소의 시설개선 및 폐쇄 등 다양한 정책을 수

립, 이행하고 있다.2)

국내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특정 계절과 지역에 집

중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고농도 현상은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3) 이러한 이유로 대기 질

개선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 인식

하고 있다.4)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오존 등은 천식

과 알레르기 비염 등의 환경성 질환자 수를 증가시

키는 대기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5)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성 질환 진료

경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

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진료 인원은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세 미만의 아동과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진료 인원의 점유율이 증가하

고 있어 소아와 노약자가 환경성 질환에 취약하다고

보고하였다.6)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은 고혈압,7) 당뇨,8)

폐 기능의 저하9) 등 다양한 신체적 건강 영향과 함

께 우울증, 자살과 같은 심리와 정신적 건강 분야에

도 영향을 줄 수 있다.10,11)

지금까지 대기오염물질이 환경성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산업단

지가 인접한 지역,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

변 등 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

상으로 수행하였다.12-15) 그러나 대기 환경기준치 이

하의 농도 수준이라도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호흡기

계 질환16)과 사망률, 그리고 관련 질환으로 인한 의

료이용률(입원과 외래 방문 건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17) 특히 저농도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노

출은 급성노출과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8)

이 연구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은 산업단지

인근 지역 또는 대도시 지역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은 일반 거주지역을 대

상으로 3년간의 대기오염물질(PM10, PM2.5, SO2, NO2,

CO, O3) 농도와 같은 기간 동안 환경성 질환(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의료이용 자료를 비

교하여 대기오염물질 노출과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II. 방 법

1. 대기오염물질과 환경성 질환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기오염물질 자료는 에어코리아(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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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korea.or.kr/web)에서 제공하는 경상남도 모 지역

의 대기오염측정소 1개 지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상물질은 PM10, PM2.5, SO2, NO2, CO, O3의 6가

지였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일평균 농도자료

였다. 환경성 질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

공하는 환경성 질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천식(J45, J46), 알레르기 비염(J30)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L20)으로 진료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이용(외래, 요양개시일자기준 입원, 입원기간기

준 입원, 응급) 건수를 일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거주기간별로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

상 지역의 외래 건수와 요양개시일자기준 입원 건수

를 일별로 정리하여 사용하였다. 단위 인구당(1,000

명) 환경성 질환 의료이용률 산출에 필요한 조사대

상 지역의 인구자료는 해당 지역의 공공데이터 플랫

폼에서 제공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 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2000년대 이후

개발된 도시형의 일반거주지역으로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기오염측정소를 중심으

로 반경 4 km 내 3개 동에 약 15만 명의 인구가 거

주하고 있다.

2. 통계분석

대기오염측정소 자료와 환경성 질환의 일별 의료

이용 건수 자료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환경성 질환의 의료이용(외래, 요양개시일기준 입

원) 건수와 외래 건수에 대한 요양개시일기준 입원

건수의 비,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최소-최대)를 계

산하였다. 그리고 의료이용률(Rate, ‰)은 환경성 질

환에 의한 일별 평균 의료이용 건수를 해당 지역의

인구로 나눈 후 인구 1,000명 단위로 환산하였다.

단위 인구당(1,000명) 의료이용률(Rate, ‰)

=
 일별 평균 의료이용 건수(건) 

×1,000
         인구수(명)

대기오염물질과 환경성 질환의 각 변수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으며(SAS 9.4), 이

결과를 토대로 환경성 질환을 종속변수로 대기오염

물질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General Linear Model

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SAS 9.4). 다중회귀

분석 시 대기오염물질 농도 값을 자연로그(Natural

logarithm)값으로 변환하여 수행하였다. 환경성 질환

으로 인한 의료이용 자료는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병, 의원의 휴무로 인해 이용자가 적고, 월요일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봄과 겨울에는 증가

하고, 여름철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

한 환경성 질환 자료의 요일과 계절에 따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하여 통제변수에 요일(day)과 월(month),

휴일(holiday) 변수를 독립변수와 함께 공변량 요인

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 과

1. 대기오염농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조사대상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의 연평균과 표준편차, 범위(최소

-최대) 그리고 전국 평균 대기오염물질 농도와 국내

대기 환경기준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조사 기간

(3년) 동안 조사대상 지역 PM10의 전체 연평균 농도

는 38 µg/m3로 우리나라 전체의 연평균 농도(46 µg/

m3)와 우리나라 연평균 대기 환경기준(50 µg/m3)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지역 PM2.5

의 전체 연평균 농도는 20 µg/m3로 우리나라 전체

의 연평균 농도(26 µg/m3)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조

사되었으나, 우리나라 연평균 대기 환경기준(15 µg/

m3)은 초과하였다. SO2의 전체 연평균 농도는

0.004 ppm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연평균 농도(0.005

ppm)와 우리나라 연평균 대기 환경기준(0.020 ppm)

보다 낮았다. NO2의 전체 연평균 농도는 0.023 ppm

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연평균 농도(0.022 ppm)보다

높았으며, 우리나라 연평균 대기 환경기준(0.030 ppm)

이하였다. CO의 전체 연평균 농도는 0.5 ppm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연평균 농도(0.5 ppm)와 같았으며,

우리나라 대기 환경기준(8시간 평균; 9 ppm) 이하였

다. O3의 전체 연평균 농도는 0.027 ppm으로 우리

나라 전체의 연평균 농도(0.028 ppm)보다 낮았으며,

우리나라 대기 환경기준(8시간 평균; 0.06 ppm) 이

하였다.

Figure 1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대상 지역

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PM10

과 PM2.5의 3년 동안 월별 농도 변화는 비슷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 여름(7, 8월)과 가을(9-11월)에 낮은

농도를 봄(3-6월)과 겨울(11-1월)에는 상대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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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도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SO2는 2015년

이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

를 나타내었으며, 가을(9-11월)부터 겨울(12-2월)까

지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NO2는 2016년

과 2017년에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3월과 11월

에 최대 농도를 나타내었고, 여름(6-8월)에는 최저

농도를 나타내었다. CO는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겨울철에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O3는 매년 1월부터 증가하여 5

월에는 최대 농도를 나타내었고 11-1월에는 상대적

으로 낮은 농도를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

Table 2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성 질환의

의료이용(외래, 요양개시일기준 입원) 건수와 외래

건수에 대한 요양개시일기준 입원 건수의 비, 평균

과 표준편차, 범위(최소-최대), 해당 지역의 인구와

단위 인구당(1,000명) 의료이용률을 나타내었다.

조사대상 지역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인구

는 각각 146,177명, 147,040명, 151,081명이었다.

조사 기간(3년) 동안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그리

고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일별 의료이용 건수의

전체평균은 각각 204건, 1,466건, 47건으로 알레르

Table 1. Statistics on the annual air pollutants concentration changes

Pollutant Year Mean±S.D. Range
Mean in South 

Korea

Standard in

South Korea*

PM10

(µg/m3)

2015 39±20 8 - 182 48

50†
2016 37±18 8 - 142 46

2017 37±16 8 - 110 45

Average 38±18 8 - 182 46

PM2.5

(µg/m3)

2015 19±90 4 - 53 26

15†
2016 22±10 3 - 59 26

2017 20±90 4 - 66 25

Average 20±10 3 - 66 26

SO2

(ppm)

2015 0.005±0.001 0.003 - 0.008 0.005

0.02†
2016 0.004±0.001 0.001 - 0.009 0.005

2017 0.004±0.001 0.002 - 0.010 0.004

Average 0.004±0.001 0.001 - 0.010 0.005

NO2

(ppm)

2015 0.021±0.009 0.004 - 0.051 0.023

0.03†
2016 0.025±0.009 0.006 - 0.052 0.022

2017 0.023±0.009 0.004 - 0.050 0.022

Average 0.023±0.009 0.004 - 0.052 0.022

CO

(ppm)

2015 0.5±0.1 0.3 - 0.9 0.5

9‡
2016 0.5±0.1 0.3 - 0.9 0.5

2017 0.5±0.1 0.2 - 1.0 0.5

Average 0.5±0.1 0.2 - 1.0 0.5

O3

(ppm)

2015 0.024±0.012 0.002 - 0.062 0.027

0.06‡
2016 0.025±0.013 0.002 - 0.067 0.028

2017 0.031±0.012 0.005 - 0.071 0.029

Average 0.027±0.013 0.002 - 0.071 0.028

*Atmospheric Environmental Standard in South Korea
†1 year averaging concentration
‡8 hour averaging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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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ends of monthly concentration of the air poll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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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비염이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보다 각각 7.2배,

31.2배 높았다. 이 결과를 근거로 산출한 단위 인

구당(1,000명) 각 환경성 질환에 의한 일별 의료이

용률은 천식이 1.38(건/1,000명), 알레르기 비염이

9.90 (건/1,000명), 아토피 피부염이 0.32(건/1,000

명)로 알레르기 비염의 의료이용률이 천식과 아토

피 피부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천식

과 아토피 피부염의 의료이용 건수는 감소하는 경

향을,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Figure 2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성 질환의

의료이용 건수를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천식과 알

레르기 비염의 월별 의료이용 건수는 4월부터 감소

하기 시작해서 7월과 8월에 최소로 나타났고, 9월부

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11월과 12월에는 최대

가 되었다.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의 의료이용 건수

는 여름(6-8월)에 최저를, 겨울(11-1월)에 최대로 계

절별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토피 피부염의 경

우 2015년과 2016년에는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그 증감의 정도가 낮았으

며, 2017년에는 9월이 최대를, 10월에 최소를 나타

내어 뚜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3. 상관분석

대기오염물질과 환경성 질환 사이의 상관성을 피

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나

타내었다(Table 3). 환경성 질환에서 천식과 알레르

기 비염의 상관계수는 0.930(p<0.001)이고,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은 0.728(p<0.001), 알레르기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은 0.746(p<0.001)로 환경성 질환 사

이에는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천식과 알레르

기 비염 사이의 상관성이 가장 높았다. 천식과 대기

오염물질 간 상관계수는 NO2 (0.256), CO (0.159),

SO2 (0.10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알레르기 비염은

NO2 (0.308), CO (0.193), PM10 (0.092)의 순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NO2 (0.258), SO2 (0.120), PM10

(0.087)의 순으로 나타나 환경성 질환과 NO2 간 상

관계수가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환경성 질환과 O3 간

상관계수는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

질 중에서 PM10과 PM2.5 간의 상관계수는 0.821로

강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

기오염물질 간 모든 상관계수는 0.9를 초과하지 않

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Statistics on the number and rate of daily medical usages for the three environmental disease by year

Disease Year
Medical usages 

No.*
Ratio† Mean±S.D. Range Population No.

Rate‡

(‰)

Asthma

2015 80,017 0.057 219±131 7 - 760 146,177 1.50

2016 67,420 0.061 184±113 3 - 535 147,040 1.25

2017 75,982 0.053 208±137 3 - 792 151,081 1.38

Average 74,473 0.057 204±128 3 - 792 148,099 1.38

Rhinitis

2015 505,907 0.009 1,386±7580, 64 - 3,529 146,177 9.48

2016 522,249 0.013 1,427±8550, 48 - 4,287 147,040 9.70

2017 578,335 0.013 1,584±9340, 56 - 4,755 151,081 10.480

Average 535,497 0.012 1,466±8560, 48 - 4,755 148,099 9.90

Atopic 

dermatitis

2015 17,736 0.003 49±26 0 - 111 146,177 0.34

2016 18,039 0.004 49±26 0 - 106 147,040 0.33

2017 15,727 0.003 43±23 0 - 97 151,081 0.28

Average 17,167 0.003 47±25 0 - 111 148,099 0.32

*The sum of outpatient and hospitalization usages.
†The ratio of outpatient usages to hospitalization usages.
‡Daily Average medical usage number per 1,000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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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회귀분석

Table 4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성 질환의 의료이

용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환경성

질환의 의료이용 건수를 종속변수로, 대기오염물질

을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상

관분석 결과에서 O3는 환경성 질환 간의 상관계수

가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에서 제외하였

다. 천식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PM10과 SO2의

Fig. 2. Trends of monthly medical usages for the three environmental disease

Table 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he variables

Asthma Rhinitis* Atopic† PM10 PM2.5 SO2 NO2 CO O3

Asthma 1 0.930§ 0.728§ 0.081‡ 0.0010 0.100‡ 0.256§ 0.159§ -0.226§

Rhinitis* 1 0.746§ 0.092‡ 0.0100 0.0480 0.308§ 0.193§ -0.180§

Atopic† 1 0.087‡ 0.072‡ 0.120§ 0.258§ 0.071‡ -0.128§

PM10 1 0.821§ 0.418§ 0.387§ 0.569§ -0.088‡

PM2.5 1 0.390§ 0.464§ 0.602§ -0.114§

SO2 1 0.376§ 0.413§ -0.159§

NO2 1 0.662§ -0.357§

CO 1 -0.274§

O3 1

*Allergic Rhinitis
†Atopic dermatitis
‡Probability value (p<0.05)
§Probability value (p<0.001)

The data of 6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3 environmental diseases used in the correlation analysis were 1,063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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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회귀계수가 각각 0.16(p<0.0001), 0.04(p=

0.055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

기 비염은 PM10과 NO2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각각

0.13(p=0.0001), 0.08(p=0.0002)로 나타나 상대적으

로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SO2와

NO2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0.05(p=0.0084), 0.07(p=

0.002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환경

성 질환에 대한 다중회귀 모델의 설명력(R2)은 천식

이 73%, 알레르기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이 각각

80%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p<0.0001).

IV. 고 찰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에어코리아의

대기오염물질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경성 질

환으로 인한 의료이용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오염물

질이 3가지 환경성 질환에 의한 의료이용률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경상남도에

소재한 모 지역으로 대기오염측정소를 중심으로 반

경 4 km 내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2000년경부터 개발된 도시형의

일반 거주지역이며, 가구 형태의 대부분이 아파트 단

지였다. 연구 기간(3년) 동안 조사대상 지역의 대기

오염물질 연평균 농도는 PM2.5를 제외한 나머지 대

기오염물질은 모두 우리나라의 대기 환경기준 이하

이었다. NO2는 우리나라 전체의 연평균 대기오염물

질 농도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CO는 비슷한 수준

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대기오염물질들은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관분석 결과 천식은 PM10과

SO2, NO2, CO, 알레르기 비염은 PM10과 NO2, CO,

아토피 피부염은 O3를 제외한 나머지 대기오염물질

과 유의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중회귀분석 결과 천식은 PM10과 SO2가, 알레르기 비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for the environmental disease and air pollutants

Disease Pollutant

B* S.E. p† R2‡ p, model§ β||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Asthma

PM10 45.23 11.56 <0001

0.73 <.0001

0.16

PM2.5 -32.60 11.16 0.0036 -0.12

SO2 15.93 8.31 0.0555 0.04

NO2 0.35 7.15 0.9613 0.00

CO -48.67 18.79 0.0097 -0.09

Allergic rhinitis

PM10 255.59 66.39 0.0001

0.80 <.0001

0.13

PM2.5 -186.39 64.10 0.0037 -0.11

SO2 -122.40 47.74 0.0105 -0.04

NO2 153.21 41.10 0.0002 0.08

CO -303.29 107.95 0.0051 -0.08

Atopic dermatitis

PM10 0.07 1.98 0.9713

0.80 <.0001

0.00

PM2.5 -3.11 1.91 0.1035 -0.06

SO2 3.75 1.42 0.0084 0.05

NO2 3.79 1.22 0.0020 0.07

CO 4.62 3.21 0.1510 0.04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Probability valu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Probability value of regression model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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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은 PM10과 NO2가, 아토피 피부염은 SO2와 NO2

가 상대적으로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

단지 또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도시 지역보다 상대

적으로 대기오염 정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일부 대기

오염물질은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 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

중회귀분석결과 환경성 질환에 의한 의료이용과 PM2.5

의 표준화 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그리고 비표준화 계수(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는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는 일반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연구 기

간(3년) 동안 PM10과 PM2.5의 전체 연평균 농도는

각각 38, 20 µg/m3로 우리나라 전체의 연평균 농도

(PM10: 46 µg/m3, PM2.5: 26 µg/m3)보다 낮았으며,

PM2.5의 농도가 PM10보다 약 50% 수준으로 낮은 점

등의 조건들이 PM2.5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

은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및 국외에서 보고한 대기오염물질 노출과 환

경성 질환 간 관련성에 관한 이전 연구 결과를 환

경성 질환별로 본 연구의 결과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의 순으로 비교하여 고찰하였

다. 천식에 관한 보고에서 Leem et al.(1998)은 서

울의 거주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천식을 포함한

호흡기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회귀

분석 결과 PM10과 O3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13) 연구 기간 동안 물질별 농도는 PM10 (72

µg/m3), SO2 (0.014 ppm), O3 (0.015 ppm)이었다.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PM10은 같은 결과를 보였으

나, O3는 Leem et al.(1998)의 연구보다 본 조사의

농도가 높았음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

가 있었다. Seo et al.(2006)은 서울 내 거주지역에

서 대기오염물질이 천식을 포함한 호흡기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PM10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9) 그리고 연구 기

간 동안 물질별 농도는 PM10 (69.1 µg/m3), SO2

(0.007 ppm), NO2 (0.032 ppm), CO (0.011 ppm), O3

(0.022 ppm)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보다 CO와 O3

를 제외한 나머지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모두 높은

수준이었으나, SO2는 천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Choi

et al.(1995)은 서울 내 거주지역에서 대기오염에 따

른 천식 발생 건수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으며, 연

구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TSP (209 µg/

m3), SO2 (0.045 ppm), NO2 (0.051 ppm), CO

(2.4 ppm), O3 (0.032 ppm)이었다.20) 상관분석에서 본

연구는 O3를 제외한 나머지 대기오염물질이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위 연구에서는

TSP와 NO2가 천식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천식과 대기오

염물질 간에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국외 연구에서 Calmila et al.(2012)은 브라질의 주

거지역에서 10세 이하의 소아를 대상으로 천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와 대기오염물질 간의 관련성

을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다.21) 상관

분석과 회귀분석 결과 PM10과 SO2가 천식으로 인한

병원 방문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연구 기간 동

안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PM10 (25.2 µg/m3), SO2

(0.002 ppm), O3 (0.035 ppm)이었다. 위 연구에서 조

사대상 지역의 PM10과 SO2의 농도는 본 연구의 조

사대상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PM10과 SO2

가 천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위 연구의

조사대상은 10세 이하의 소아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체 나이를 대상으로 조사한 본 연구와 조사대상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국내, 외에서 보고된 천식 관

련 이전 연구들의 대부분은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TSP

와 PM10 등의 입자상 대기오염물질은 천식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SO2와 NO2 등의 가스상 대

기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은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나

타내었고, 본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도 천식 발생과

의 대기오염물질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기에 서로 다

른 결과를 보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였다.

알레르기성 비염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Park et al.

(2020)은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대

기오염물질 농도가 알레르기 비염 외래 환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연구 기간 동안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는 PM10 (44.6 µg/m3), PM2.5 (24.8

µg/m3), SO2 (0.004 ppm), NO2 (0.023 ppm), CO

(0.403 ppm), O3 (0.029 ppm)이었다.22) 대기오염물질

간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NO2와 CO를 제외하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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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PM10과 PM2.5, SO2,

O3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PM10과 PM2.5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SO2

와 NO2는 비슷한 수준이었고 CO와 O3는 낮은 수

준이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PM10 이외

에 PM2.5, SO2, O3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여 차이가 있었다. Oh et al.(2010)은 공단지역을 포

함한 울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비염 유

병률과 대기오염과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연구 기

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PM10 (48.4 µg/m3),

SO2 (0.006 ppm), NO2 (0.024 ppm), CO (4.1 ppm),

O3 (0.033 ppm)이었다.14) 상관분석 결과 PM10이 알

레르기 비염 유병률과 유의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

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PM10과 SO2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위 연구에서 조사대상 지역

의 NO2 농도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에서 NO2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

와 차이가 있었다.

국외 연구에서 Hajat et al.(2001)은 영국 런던의

대기오염물질이 알레르기 비염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으며, 연구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PM10 (28.5 µg/m3), SO2 (0.007 ppm), NO2 (0.034

ppm), CO (0.8 ppm), O3 (0.018 ppm)이었다.23) 회귀

분석 결과 대기오염물질 모두가 알레르기 비염 질환

자 수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위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은 본 연구의 조사대

상 지역보다 PM10과 O3를 제외하고 모두 높은 수준

이었다. 이러한 국내, 외의 연구 결과로 보아 적어

도 PM10은 알레르기 비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스상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연구

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고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국내의 연구에서 Kim et al.

(2017)은 서울 내 거주지역의 5세 이하 소아의 아토

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천식 증

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24) 회귀분석 결과 대

기오염물질 농도가 PM10 (45.2 µg/m3), NO2 (0.032

ppm), O3 (0.038 ppm)의 수준에서 대기오염물질 모

두가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조사대상 지역의 PM10

과 NO2, O3 농도 수준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Baek et al.(2021)은 인천지

역 내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으로 병원

을 방문한 환자의 수와 대기오염물질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25) 연구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는 PM10 (27.23 µg/m3), SO2 (0.003 ppm), NO2

(0.016 ppm), CO (0.226 ppm), O3 (0.016 ppm)으로

본 연구와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다. 회귀분석 결과

PM10, SO2, O3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SO2와 NO2가 아토피 피부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었다. 대기오염도 수

준이 본 연구 결과보다 높은 지역에서 수행한 아토

피 피부염과 대기오염물질 간의 연관성에 대한 Kim

et al.(2017)의 연구 결과에서는 모든 대기오염물질

이 아토피 피부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24) 그러나 이 연구는 대상자가 5세 또는 6세 이

하의 소아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본 연구에 비하여

민감도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외 연구에서 Tang et al.(2017)은 대만에 거주하

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대기오염물질 노출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26) 연

구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PM10 (56.3

µg/m3), PM2.5 (33.6 µg/m3), SO2 (0.004 ppm), NO2

(0.019 ppm), CO (0.5 ppm), O3 (0.028 ppm)이었으

며, 회귀분석 결과 대기오염물질 모두가 아토피 피

부염과 관련성이 있으며, PM2.5가 아토피 피부염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위 연구에서 조사

대상 지역의 대기오염도 수준은 본 연구와 비교하여

PM10과 PM2.5를 제외하고 모두 낮은 수준이었으며,

NO2와 CO, O3가 아토피 피부염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지역

의 대기오염도 자료 외에 대기환경과 환경성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

상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의 유, 무와 주

요 도로의 길이에 따라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9) 기온

의 상승에 따라 천식에 의한 입원 발생 건수도 증

가하여 기온이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27) 또한, 조사대상 지역의 교육수준과 주택 유

형8) 그리고 가구 소득,5) 사회 및 경제적 조건,28) 녹

지 면적5)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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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 연구는 대기 측정망 자료를 기반으로 수행하

여, 개인 노출에 따라 환경성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실내공기 오염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PM10, PM2.5, SO2, NO2, CO, O3의

6가지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환경성 질환 간의 연

관성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흡착된 중금

속이나 PAHs 등의 유해물질은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미세먼지의 농도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미세

먼지에 흡착된 물질의 양이나 성분에 따라 연구 결

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기오염과 환경

성 질환 발생 간의 더욱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한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지역의 미세먼지의 구성성분에

대한 분석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29-33)

국내에 보고된 이전의 연구들은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환경성 질환이 나타

나는 지연효과(Lag effect)를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 대부분은 대도시와 산

업단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도가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1-2

년의 단기간 연구로 1-7일의 지연효과를 고려하였

다.13,20,21,34) 이러한 방법은 환경성 질환의 증상이 단

기간에 급성으로 나타났을 때 적용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대기오염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

역일 경우 환경성 질환이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7,25)

Lee et al.(2015)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질환의 경우

장기간 효과(Long term effect)로 인해서 2년에서 5

년까지의 지연효과(Lag effect)를 가지고 있다고 보

고하였다.7) 따라서 산업단지 등 고농도 노출 지역보

다 상대적으로 대기오염 수준이 낮은 일반거주지역

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기간에

걸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에어코리아의

대기오염물질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

는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의 환경성

질환 의료이용 자료를 활용,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대기오염물질이 환경성 질환에 의한 의료

이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지역

은 경상남도의 모 지역으로 거주지역 대부분이 아파

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기오염측정소를 중심

으로 반경 4 km 내 3개 동에 약 15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형태의 일반거주지역이었다. 조사 기

간(3년) 동안 조사대상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전체 연

평균 농도는 PM10 (38 µg/m3), PM2.5 (20 µg/m3),

SO2 (0.004 ppm), NO2 (0.023 ppm), CO (0.5 ppm),

O3 (0.027 ppm)으로 PM2.5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나라의 대기환경기준(PM10: 50 µg/m3 (연평균), PM2.5:

15 µg/m3 (연평균), SO2: 0.02 ppm (연평균), NO2:

0.03 ppm (연평균), CO: 9 ppm (8시간 평균), 03:

0.06 ppm (8시간 평균)) 이하였다. NO2는 우리나라

전체의 연평균 대기오염물질 농도(PM10: 46 µg/m3,

PM2.5: 26 µg/m3, SO2: 0.005 ppm, NO2: 0.022 ppm,

CO: 0.5 ppm, O3: 0.028 ppm)보다  높은 수준이었으

며, CO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대기

오염물질들은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관분석에서 환경성 질환 간에는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환경성 질환과 대기오염물질 간

에는 천식은 PM10과 SO2, NO2, CO, 알레르기 비염

은 PM10과 NO2, CO, 아토피 피부염은 O3를 제외한

나머지 대기오염물질과 유의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천식은 PM10과

SO2가, 알레르기 비염은 PM10과 NO2가, 아토피 피

부염은 SO2와 NO2가, 상대적으로 다른 대기오염물

질에 비해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다중회귀 모델의 설명력(R2)은 천식이 73%, 알

레르기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이 80%로 높은 설명력

을 나타내었다(p<0.001).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과 같이 대기오염이 심각한 산업단지

또는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대기오염 정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일부 대기오염물질은 환경성 질환에 의

한 의료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

며,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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