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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analyze the effects of PM10 and PM2.5 on daily mortality cases, the relations of death counts from natural causes, 

respiratory diseases, and cardiovascular diseases with PM10 and PM2.5 concentrations were applied to the 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 in this study. From the coefficients of the GAM model, the excessive mortality risks due to an increase of 10 
µg/m3 in daily mean PM10 and PM2.5 for each cause were calculated. The excessive risks of deaths from natural causes, 
respiratory diseases, and cardiovascular diseases were 0.64%, 1.69%, and 1.16%, respectively, owing to PM10 increase and 
0.42%, 2.80%, and 0.91%, respectively, owing to PM2.5 increase. Our result showed that particulate matter posed a greater 
risk of death from respiratory diseases and is consistent with the cases in Europe and China.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excessive risk of death is 0.24%–0.81%, 0.34%–2.6%, and 0.62%–1.94% from natural causes, respiratory diseases, and 
cardiovascular diseases, respectively, owing to PM10 increase, and 0.14%–1.02%, 1.07%–3.92%, and 0.22%–1.73% from 
natural causes, respiratory diseases, and cardiovascular diseases, respectively, owing to PM2.5 increase. Our results 
represented a different aspect from the regional concentration distributions. Thus, we saw that the concentration distributions 
of air pollutants differ from the affected areas and identified the need for a policy to reduce damage rather than reduce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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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 중의 입자상물질은(particulate matter) 다양한 

성분과 크기로 대기 중에 부유하는 액체 또는 고체상물

질의 혼합물이다(Gupta et al., 2006; Lin et al., 2015). 
이러한 입자상물질은 인간의 건강에 매우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PA, 2021). WHO에 의하

면 전 세계적으로 3백만명 이상의 사람이 대기 중 PM2.5

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WHO, 2013). 따라

서 대기 중 입자상물질과 이와 관련한 질환이나 사망률 

사이의 역학적인 관계를 밝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Brunekreef and Forsberg, 2005; Adar et al., 
2014). 

Englert(2004)는 공기역학적 입경이 2.5 ㎛ 이하인 

PM2.5의 급성질환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였고, 2.5와 10 
㎛ 사이의 조대입자에(PMC) 대한 건강영향도 연구된 바 

있다(Qiu et al., 2012; Adar et al., 2014). 입자상물질의 

건강에 대한 영향은 관련 질환의 증가 또는 사망률의 증

가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 일평균 농도와 초과사

망률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으며(Ostro et al., 2007; Pope et al., 2015), 미국

(Schwartz, 2003), 유럽(Analitis et al., 2006) 남미

(Sanhueza et al., 2006), 중국(Kan and Chen, 2003) 등 

여러 나라에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추가적으로 대기 중 입자상물질은 호흡기계 질환으

로 인한 사망률 뿐 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

률과 이와 관련한 입원률의 증가도 가져오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Analitis et al., 2006; Atkinson, et al., 
2013).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나 천식 환자, 노
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Scheers et al., 
2011; Faustini et al., 2012). 입자상물질의 농도는 일 

중으로 변화가 많고 건강에 대한 영향은 고농도에서 수 

시간의 노출만으로도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

에는 일 최고 농도 또는 일 중 고농도 발생 시간을 이용한 

사례도 있다(Madsen et al., 2012; Lin et al., 2017). 국
내에서는 Choi et al.(2000)이 대기오염도와 서울지역의 

호흡기질환 환자수의 관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고, 
Cho et al.(2003)은 PM10 뿐만 아니라 SO2, CO, NO2의 

농도증가에 따른 광주지역 일사망률의 증가를 분석하였

다. Seo et al.(2004)은 부산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농

도증가에 따른 호흡기질환 및 심혈관질환 사망자와의 관

계를 분석하여 CO와 NO2의 사망률 증가 효과를 확인하

였다. Bae(2014)는 서울지역의 PM10, PM2.5가 심혈관질

환에 의한 사망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Park 
et al.(2015)은 여수지역의 PM10, SO2와 심혈관질환 사

망자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 주로 PM10 
또는 가스상물질을 중심으로 서울지역에 대한 연구가 주

를 이루고 있으며 유해성이 더 높은 PM2.5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PM2.5는 2015년부터 대기환경기준 항

목으로 체택되면서 전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상시로 

측정되기 시작하였으므로 2015년 이전의 축적된 자료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PM2.5를 포함한 입자상물질로 인

한 건강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축적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산은 서울, 경기도 다음으로 인구가 많으며 다

양한 산업활동이 활발하고 PM10, PM2.5의 환경기준 초

과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KOSIS, Korean 
Statistcal Information Servic, 2021; BIHE, Busan 
Metropolitan City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2021).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사업장 총량관리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등 다양한 대기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다(Busan Metropolitan City, 2021). 하지만 이러한 

대기환경정책들을 시행하기 이전에 실제 대기오염물질

에 의한 건강상의 유해성을 먼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PM10, PM2.5가 시민의 건

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평균 PM10, 
PM2.5와 호흡기질환 및 심혈관질환에 의한 일사망자수

의 관계를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일평균 

PM10, PM2.5 단위 변화량에 대한 사망자수의 초과사망

률을 산정하였다. 또한 초과사망률의 분포를 지역별로 

재산정하여 취약지역을 구분하였다. 이를 통하여 PM10

과 PM2.5의 피해양상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별 정

책 우선순위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대기오염 및 기상 측정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PM10, PM2.5 일평균 자료는 부산

지역 도시대기측정소 22개(2019년 말)의 2015년에서 

2019년간 시간별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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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간별 전체 측정소의 평균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일평균 하여 최종적으로 부산지역의 일평균 PM10, PM2.5 
농도를 산정하였다. 부산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는 2015
년 19개소에서 2018년 20개소(덕포동측정소 추가), 
2019년 22개소(당리동, 개금동측정소 추가)가 되었으며 

분석대상 기간(2015년-2019년)에 신설되는 측정소의 

측정자료는 정상가동 시점부터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분

석하였다. 또한 각 지역별 초과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하

여 지역별로 위치한 측정소를 활용하여 지역별 일평균 

PM10, PM2.5 변화를 계산하였다. 부산지역의 구, 군에는 

기본적으로 1개 이상의 대기오염측정소가 있으며 2개 이

상이 있는 지역은 지역내 측정소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구, 군별 일평균 농도를 산정하였다. 일사망자수에 미치

는 기본적인 기상요소들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산

지방기상청의 일평균 기상자료를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

들은 주로 일평균 기온, 일평균 상대습도, 일평균 해면기

압을 기상요소로 분석하였으나(Park et al., 2015; Lin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기온, 풍
속, 상대습도, 해면기압의 일평균 자료와 일최고 기온을 

분석에 활용하였다(Open MET Data Portal, 2020). 
Fig. 1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PM10, PM2.5 측정소와 부

산지방기상청의 위치를 나타내었다. 대기오염측정소 22

개소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 비교적 사람의 

생활공간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지역의 지역별 대기

질 현황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부산지방기

상청의 종관기상관측망(Fig. 1의 BRMA)은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종관기상관측 지점으로 시정, 구름, 증발량, 일
기현상 등 일부 목측 요소를 제외하고 종관기상관측장비

(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를 

이용해 자동으로 기상요소를 관측하고 있는 지점이다.

2.2. 일사망자수 자료

부산지역의 일별 사망자수와 사망원인 자료는 통계청

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의 2015-2019년간 일자

별 사망원인 자료를 활용하였다(Statistics Korea, 2020). 
사망원인은 국제질병분류표(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에 의거 자살이나 외인사

를 제외한 자연사망(A00-J99), 호흡기질환 사망(J00-J99), 
심혈관질환 사망(I00-I99)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질환별 

사망자수에 대한 PM10, PM2.5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망자 연령을 

전체연령과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분석을 실시

하였다(Choi et al., 2000; Bae, 2014; Park et al., 
2015).

Fig. 1. Geographical distributions of PM10, PM2.5 monitoring sites(red circles) and Busan regional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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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계열분석 

특정질환 또는 사망자수의 시계열자료는 전체 인구집

단 내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으로 모집단은 포

아송 분포를 따른다. 이러한 시계열자료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추세나 계절변화에 의한 추세 또는 시간이나 

월변화 등 시간요소에 의한 변화량과 시간요소의 변화에

서 기인하는 기온 또는 습도와 같은 기상요인들의 변화

에 의한 변동성을 포함하게 된다. 포아송 분포를 따르는 

시계열자료의 변동요인을 제어하고 원하는 항의 변동성

을 계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가법모형(GAM, 
Generalized Additive Model)을 적용하였다(Choi et 
al., 2000; Bae, 2014). GAM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선

형회귀모형처럼 함수형태가 아닌 실제자료의 변화량에 

근거하여 계산하며 설명변수들을 비모수적인 평활함수

로 통제하기 때문에 변수의 관계가 선형적이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할 수 있다(Choi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각 질환별 사망자수에 PM10, PM2.5 농도가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하여 R 4.0.0 프로그램의 mgcv 패키지에

서 제공되는 GAM의 평활함수를 이용하여 앞에서 언급

한 시계열자료의 각 변동성을 통제하였으며(Wood, 
2019) 기본 모델식은 Fig. 2와 같다. 여기서 왼쪽항은 일

사망자수의 기댓값을 의미하며 S는 평활함수, D는 더미

변수를 나타낸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사망자수의 

시계열 자료는 기상요소나 시간에 따른 변동성을 포함하

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기상요소는 부산지방기상청의 기

온, 풍속, 상대습도, 해면기압의 일평균 자료와 일최고 기

온에 평활함수를 적용하였고 시간요소로는 년, 월 일에

는 평활함수를 적용하고 요일과 계절은 더미변수를 생성

하여 선형항으로 입력하였다(Fig. 2 base model). 다음으

로 선택된 기본모델에 대하여 일평균 PM10과 PM2.5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PM10, PM2.5의 농도변화에 따르

는 일사망자수 변화를 도출하였다(Fig. 2 PM10, PM2.5 
model).

Fig. 2. Basic model expression for GAM application to time series data of daily death count. The E(daily death count) is 
expectations of daily mortality counts, S is smoothing function, D is summy variable, and PM denotes daily mean 
PM10 and PM2.5.

Fig. 3. Statistical method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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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석방법 

시계열 요소를 통제하기 위한 기본 모형은 각 요소들

을 단계적으로 모델에 입력하고 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

는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값을 낮게하는 

변수들만 선택하여 각 사망요인별로 구축하였다(Park et 
al., 2015). 다음으로 PM10과 PM2.5의 일평균 변화에 의

한 사망률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모델에 PM10

과 PM2.5의 일평균을 선형항으로 입력하였다. 기본모델

에서 시계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PM10, PM2.5 모델에서는 이로 인한 사망률의 변

화량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입자상물질의 경우 그 영향

이 당일에 나타나기 보다는 수일에서 수십일의 지연효과

를 가지게 된다(Qiu et al., 2012; Lin et al., 2017).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당일에서 10일전 까지의 일평균 농도

를 기본모델에 입력하고 그 영향이 최대가 되는 날을 선

택하여 모델을 구축하였다.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을 별도로 산정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연령이 65세 이상

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모델에서 PM10과 PM2.5항의 회귀계수는 

결국 PM10, PM2.5 일평균의 단위 농도증가가 사망발생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므로 농도변화에 따른 사망

자수의 증가비율인 상대위험도(RR, Relative Risk)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추가적으로 상대위험도를 %로 환

산하여 초과위험도(ER, Excessive Risk)를 계산하였으

며 초과위험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증가에 따라 기존 사망

자수보다 증가하게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평균 단위 증가량을 10 ug/m3으로 고정하고 초과위험

도를 계산하였다. 최종적으로 부산지역의 구군 별 초과

위험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앞에서 산정된 기본모델에 구

군별 PM10, PM2.5 일평균을 입력하여 지역별 초과위험

도 분포를 파악하였다.

   , 
  β : Regression coefficient of PM10, PM2.5         (1)
    ×               (2)

3. 결과 및 고찰

3.1. 사망자수 및 PM10, PM2.5 농도분포

2015-2019년간 부산지역 일평균 PM10, PM2.5의 평

균은 각각 42.1±19.5, 24.5±11.7 ug/m3으로 나타났다. 
일평균의 연변화를 살펴보면 PM10은 2015년 45.9 
ug/m3에서 2019년 36.4 ug/m3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환경기준과(시간자료 전체의 

연평균, 50 ug/m3이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연간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평균 PM2.5도 2015년 25.6 ug/m3에서 2019년 

21.1 ug/m3으로 감소하였지만 2016년에 26.9 ug/m3으

로 증가하였고 2018년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2019년 감

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일평균 PM10의 경우 환경기

준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

으나 PM2.5는 환경기준을(시간자료 전체의 연평균, 15 
ug/m3이하) 상회하는 수준에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2015 2016 2017 2018 2019

PM10

(ug/m3) 45.9±27.5 43.8±26.2 43.6±23.3 41.3±25.8 36.4±21.6

PM2.5

(ug/m3) 25.6±15.3 26.9±15.6 25.6±14.9 25.6±15.0 21.1±13.8

Table 1. Descriptive summary of daily mean PM10 and PM2.5(mean ± standard deviation)

2015 2016 2017 2018 2019

All natural 18,870 19,207 19,695 20,821 20,278

Respiratory disease 2,057 2,117 2,436 2,596 2,037

Cardiovascular disease 5,063 4,999 5,000 5,235 5,121

Table 2. Yearly variation of mortality(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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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년간 부산지역의 비사고 사망자수는 총 

98,871명이었으며 이중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자수는 

11,243명,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자수는 25,418명으로 

각각 11.4%, 25.7%를 차지하고 있다. 연변화 패턴을 살

펴보면 2018년 사망자수가 가장 높았고 그 외에는 비슷

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2015-2019년간 일별 자연사망자수의 시계

열자료를 R(4.0.0) 프로그램의 stl 함수를 이용하여 성분 

분해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 4의 observed는 원시 시계

열자료를 나타내고 trend는 장기추세를 의미하며 seasonal
은 계절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일사망자수의 장기추세를 

보면 2017년 중반부터 증가하여 2018년 최고치를 기록

한 후 2019년까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

인 변화는 여름철에 높아지고 겨울에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Fig. 4의 random은 분해된 시계열 성분

을 제외한 나머지 변화를 나타낸다. 시계열자료의 장기

추세와 계절성분의 분해만으로도 일정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월, 일 등 시간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상 

조건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패턴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이러한 기본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기본모

델의 구축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기본모델의 구축

일사망자수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간 및 기상요소들로 구성된 기본모형

을 구축하였다. 기본모델에서 시간요소로는 년, 월 일, 줄
리안데이, 계절, 및 요일을 변수로 설정하였고 기상요소

는 기온, 풍속, 상대습도, 해면기압의 일평균 자료와 일최

고 기온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PM10과 PM2.5

가 사망자수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사망원인을 자살이나 외인사를 제외한 자연사망, 호흡기

질환 사망, 심혈관질환 사망으로 구분하였으며 취약계층

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든 경우를 전체연령

과 65세 이상 연령으로 구분하여 케이스를 구성하였다. 

Fig. 4. Decomposition of time series components of all natural daily death count.

Case for base model Selected variables

All aged

All natural Humidity, pressure, year, month, day, julian day, week of day

Respiratory disease Max temperature, temperature, wind speed, pressure, year, day, julian day, week of day

Cardiovascular disease Max temperature, pressure, day, julian day

≥65 aged

All natural Max temperature, pressure, year, day, julian day, week of day

Respiratory disease Max temperature, pressure, year, day, julian day, week of day

Cardiovascular disease Pressure, year, day, julian day

Table 3. Selected variables by case in ba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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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케이스별 기본모델의 구축은 GAM 적용을 위한 모델

식(Fig. 2)에서 각 변수들을 하나씩 추가 투입하면서 모

델의 적합성,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를 확

인하고 최종적으로 모델의 적합성이 최소가 되는 변수들

을 선택하였다. Table 3은 이렇게 구축된 케이스별 선택

된 변수를 나타내고 있다. 각 케이스별 사망자수의 변화

가 다르기 때문에 적합성이 최대가 되는 입력변수들에 

차이가 나고 있다. 각 케이스별로 구축된 기본모델은 잔

차의 정규성을 확인하고 예측된 값과 실측값의 일치도를 

분석하여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Fig. 5는 전체연령의 자연사망자수, 호흡기질환 사망

자수, 심혈관질환 사망자수와 기본모델의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각 케이스별 기본모델의 사망자수 예측값은 

실제 사망자수의 일변화 패턴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잔차의 통계적 특성을 확인한 정

규성을 가지고 편향성이 없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3.3. PM10, PM2.5 영향모델 구축 

각 사망원인별 구축된 기본모델에 일평균 PM10, 
PM2.5를 입력하고 GAM 회귀식의 계수를 계산하였다. 
시계열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소들이 비교적 잘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PM10과 PM2.5의 계수는 단위 변

화량에 대한 사망자수의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또한 회

귀계수에 식(1), (2)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10 ug/m3의 

단위 변화량에 대한 초과사망률을 계산하였다. Fig. 6은 

각 사망원인별 PM10과 PM2.5의 초과사망률 변화를 당일

에서 10일전까지의 lag에 대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PM10

의 경우 전체 사망자수는 당일과 2, 3일전, 6일전, 9, 10
일전의 평균농도에서 0.01에서 0.64%까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심혈관질환 사망자수는 당일, 2-3일전, 
5-7일전의 영향으로 0.02-1.16%까지 증가하였고 호흡기

질환 사망자수는 1-3일전과 9일전의 평균농도에 대하여 

0

50

100

de
at

h 
co

un
ts

all natural base model

0

10

20

de
at

h 
co

un
ts

respiratory base model

0

10

20

30

de
at

h 
co

un
ts

cardiovascular base model

Fig. 5. Comparasion of base model results and death counts b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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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69%까지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M2.5의 경우 전체 사망자수는 3일전의 평균농도에 의하

여 0.42% 증가하였으며, 심혈관질환 사망자는 3일전, 
6-7일전 평균농도에 의하여 0.29-0.91% 증가하였고 호

흡기질환 사망자수는 2-3일전, 9일전 평균농도로 

0.61-1.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경

우에 대하여 3일전의 평균농도에 의하여 가장 높은 증가

를 확인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3일전 PM10, PM2.5 일
평균 농도를 이용하여 모델을 구축하였다. 

Table 4는 초과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3일전의 일평균 

농도에 대하여 사망원인별 초과사망률 분포를 나타낸다.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65
세 이상의 연령에 대하여 같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

를 포함하였다. PM10의 경우 전체연령에서 각 사망원인

별 초과사망률은 자연사망 0.64%, 호흡기질환 사망자 

1.69%, 심혈관질환 사망자 1.16%로 나타났고 PM2.5의 

경우 각각 0.42, 2.80, 0.91%로 계산되었다. PM10, 
PM2.5 모두 심혈관질환보다는 호흡기질환 사망자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입자상물질이 호흡기질환

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연사망자수와 심혈관질환 사망자수는 PM2.5보다 

PM10의 기여율이 높았으나 호흡기질환 사망자수는 

PM2.5의 기여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PM2.5의 호흡

기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65세 이상의 

경우 자연사망자수와 호흡기질환 사망자수의 증가가 전

체연령보다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취약계층일수

록 그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혈관질환 

사망자수는 전체연령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

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Bae(2014)에 의하면 

서울지역에서는 PM10과 PM2.5로 자연사망자수가 각각 

0.44, 0.9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amoli et 
al.(2013)은 유럽의 지중해 연안도시들에 대하여 PM10, 
PM2.5에 의한 초과사망률 증가가 당일에서 5일전까지의 

lag에 대하여 각각 0.19-0.32, 0.51-0.70%까지 나타남

을 보였다. 본 연구 대상지역인 부산은 이와는 다른 양상

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적인 특성이

나 연구기간의 차이 등의 영향으로 판단되지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Samoli et al.(2013)의 경

우 PM10, PM2.5 모두 심혈관질환 보다는 호흡기질환 사

망자수를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Shang et al.(2013)의 결과에서도 

호흡기질환 사망자수가 심혈관질환 사망자수 증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입자상물질인 PM10과 PM2.5로 인하여 

Fig. 6. Percentage of daily mortality increase associated with 10 ug/m3 increase of daily mean PM10 and PM2.5 
concentration along different lag days(0 t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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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의 초과사망률 증가가 뚜렷하였으며 특히 

PM2.5에 의한 호흡기질환에 의한 초과사망률 증가가 

2.80%로 가장 높았고 이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더

욱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4. 지역별 초과사망률 분포

앞에서 산정한 기본 모델에 구, 군별 PM10, PM2.5 일
평균을 추가하여 지역별 초과사망률을 계산하였다. Fig. 6
은 일평균 PM10 농도변화에 따른 각 사망원인별 사망자

Case
Percent change in daily mortality(%)

(95% confidence interval)

PM10 PM2.5

All aged

All natural 0.64 (-0.17-1.47) 0.42 (-0.07-1.77)

Respiratory disease 1.69 (-0.68-4.13) 2.80 (-0.37-4.64)

Cardiovascular disease 1.16 (-0.42-2.76) 0.91 (-0.67-2.81)

≥65 aged

All natural 0.85 (-0.92-1.78) 0.66 (-0.85-2.19)

Respiratory disease 2.10 (-1.15-6.91) 3.18 (-0.93-7.46)

Cardiovascular disease 1.05 (-1.70-3.59) 0.76 (-2.08-3.69)

Table 4. Excessive mortality for 10 ug/m3 increase in daily PM10, PM2.5 concentrations by cause of death.

all natural respiratory disease cardiovascular disease

Fig. 7. Excess risks of mortality per 10 ug/m3 increase in daily mean PM10 by regions. Colored circles denote average PM10

concentrations over the study period.

all natural respiratory disease cardiovascular disease

Fig. 8. Excess risks of mortality per 10 ug/m3 increase in daily mean PM2.5 by regions. Colored circles denote average PM2.5

concentrations over the stud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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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초과사망률을 지역별로 나타낸 그림이며 Fig. 7은 

PM2.5의 경우를 나타낸 그림이다. 각 측정지점별 실제 농

도분포와의 비교를 위하여 측정소 위치와 일평균 농도의 

평균값을 색깔로 분포로 나타내었다. 지점별 초과사망률

의 분포는 PM10의 경우 자연사망 0.24-0.81%, 호흡기질

환 0.34-2.6%, 심혈관질환 0.62-1.94%이며, PM2.5는 자

연사망 –0.14-1.02%, 호흡기질환 1.07-3.92%, 심혈관

질환 0.22-1.73%의 분포를 보여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

가 나고 있다. 호흡기질환 사망자의 초과사망률은 PM10

의 경우 연제구에서 2.6%로 가장 높았고 PM2.5는 동래

구에서 3.92%로 가장 높았다. 한편 앞의 부산지역 전체 

경우와 마찬가지로 PM10, PM2.5 모두 호흡기질환의 초

과사망률이 뚜렷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PM10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심혈관질환의 초과사망률

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부산진구 0.62%, 중구 1.21%) 
호흡기질환의 초과사망률이 PM2.5보다 PM10에서 높은 

지역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지역의 일평

균 농도변화 패턴이 나머지 지역들과는 다른 질환에 의

한 사망자수 변화와 더 많은 관련 있기 때문으로 상세한 

자료를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각 측정

소별 연구대상 기간의 일평균 농도의 평균값은 PM10, 
PM2.5 모두 장림동, 학장동, 대저동측정소 순서로 높은 

농도를 보였으나 초과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PM10의 경

우 해운대구(자연사망 0.81%, 심혈관질환 1.94%), 연제

구(호흡기질환 2.6%)였으며, PM2.5의 경우 동래구(자연

사망 1.02%) 서구(호흡기질환 3.39%), 영도구(심혈관

질환 1.73%)로 나타나 농도분포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분포와 피해

지역이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오

염농도 감소를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향후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양상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피

해 저감을 위한 정책으로의 변환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 결 론

PM10과 PM2.5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별 정책 우선순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자연사망, 호흡기질환 및 심

혈관질환에 의한 일사망자수와 최근의 PM10, PM2.5 측

정자료를 일반화가법모델(GAM)에 적용하여 초과사망

률을 분석하였다. 부산지역의 2015-2019년간 PM10 일
평균 농도는 최근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PM2.5의 경우 연간환경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를 저

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PM10과 

PM2.5의 일평균 농도와 질환별 사망자수간의 GAM 모
델 구축을 위한 lag 분석결과 3일전의 일평균 농도가 가

장 높은 초과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M10

의 경우 전체연령에서 각 사망원인별 초과사망률은 자연

사망 0.64%, 호흡기질환 사망자 1.69%, 심혈관질환 사

망자수 1.16%로 나타났고 PM2.5의 경우 각각 0.42, 
2.80, 0.91%로 계산되어 PM2.5의 영향이 더 높게 나타

나는 서울 및 유럽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조사기간의 차이 또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

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심혈관질환

보다는 호흡기질환의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중국 등에서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어 입

자상물질이 호흡기질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 PM10, PM2.5 일평균을 적용하

여 지역별 초과사망률을 계산한 결과, PM10의 경우 자연

사망 0.24-0.81%, 호흡기질환 0.34-2.6%, 심혈관질환 

0.62-1.94%이며, PM2.5는 자연사망 0.14-1.02%, 호흡

기질환 1.07-3.92%, 심혈관질환 0.22-1.73%의 분포로 

PM10, PM2.5의 농도분포와는 다른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분포와 피해지역이 다를 수 있

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사망자

수를 사용할 수 없었고 PM10, PM2.5 이외의 요인에 대한 

지역별 통제가 불가능하여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사망자

료이외에 대기오염에 대한 피해를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

하고 이를 통해 피해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에는 오염농도 감소를 위한 정책에서 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으로의 변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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