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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환경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통계적 예측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대기오염역학 시계열 분석모형인 일반화부가모형(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과 시계열 모형인 ARIMAX(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X)를 비교 검토하였다. 서울특별시의 2010∼2013년 SO2, 

PM10, NO2, O3, CO 등 대기오염도와 온도, 습도, 해면기압 등 기상요소,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오염의 

단기적 건강영향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단일 대기오염물질 영향을 당일, 지연, 누적효과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두 모형의 결과는 유사하였으나 ARIMAX 모형이 NO2에 대한 

심혈관계질환 사망 당일효과 비교위험도를 1.00072(p=0.001)로 보다 

정밀하게 산출하였고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도 ARIMAX 모형

의 결정계수가 1.5배 이상 높았다.

  - 대기오염도 5개 항목의 복합영향에 대하여 GAM에서는 NO2와 CO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가 5.485, 6.719로 다중공선성이 나타났고 

ARIMAX 모형에서는 모든 항목의 VIF 값이 5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심혈관계질환사망에 대한 5개 대기오염도의 누적

효과를 ARIMAX 모형으로 평가한 결과 결정계수는 0.811로 GAM 대

비 1.62배 높았고 호흡기계질환사망에 대해서는 결정계수가 0.635로 

GAM 대비 1.77배 높았다.

  - GAM은 모형구축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변수들의 시계열성과 다중공선성 제어에 한계가 있고 독립변수들이 

시간의 함수로 정의되지 못하여 장래 예측 활용이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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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MAX는 대기오염도와 기상요소, 사망발생을 시간 흐름에 따라 

모형화 하고 자기상관성에 따른 오차를 통제하면서 호흡기계 및 심

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발생 예측이 가능하였다.

  상기 결과를 통하여 대기오염 역학 분야에서 GAM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의 일부 제한점들을 밝혔고 ARIMAX 등 시계열 모형이 보다 정밀하

고 통계적 설명력이 큰 통계 모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향후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성 질환 감시와 환경보건 정책수립 등을 위해 

시계열 분석 모형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모형별 장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 대기오염, 사망, 일반화부가모형, 시계열분석, 전이함수, ARIMAX

학  번 : 2001-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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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보건학적 관점에서 환경역학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환경성 질환의 예

방이다. 환경성 질환의 예방 조치를 통하여 건강증진을 달성하려면 먼저 

환경성 질환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감시는 질환 발생과 같은 현상이 

통상적인 예측의 범위를 벗어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된다. 질환 

감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질환 발생이 관찰되는 경우 원인파악과 조치를 

하게 되며 이때 필요한 것이 비정상적 발생의 판단 기준인 기저선

(baseline)이다. 

  환경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통상적인 환경성 질환의 

발생 여부를 기저선과 비교하여야 한다. 감시 시점에서 예측되는 발생수

준 즉 기저선 설정을 위해서는 질환발생 예측 모형의 구축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환경성 질환의 발생은 계절적, 기상요소의 변동 등에 따라 시계열 형

태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 중 대기오염으로 인

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며 이때 

적용되는 대표적 통계모형이 일반화부가모형(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이다. 

  우리나라에 90년대 초부터 대기오염 역학 분야에 소개되었던 GAM은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계열 분석방법 중 하나이다. 상

기 모형은 일부 단점들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간편하고 단순하게 변수들

을 통제하여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여전히 많은 연구자

들이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GAM과 같은 회귀모형은 장래 추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성 질환 감시 목적으로 활용하기 힘들다. 환경성 질

환 발생을 장단기적으로 예측하여 기저선을 설정하려면 시간에 흐름에 

따라 통계 모형에 포함된 영향변수들에 대한 변동 예측이 가능한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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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구축이 필요하다.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은 10년 주기, 계절 또는 요일효과

와 같은 시계열의 영향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순수 

효과도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많이 이용되는 모형은 ARIMA(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이다. ARIMA 모형은 외생변수를 추가하여 전이함수화 하면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의 시계열 특성을 고려하여 종속 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

의 영향을 파악하고 독립변수의 시간적 변동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동 예

측도 가능하다. 이 전이함수모형을 ARIMAX 모형이라고 한다.

  GAM은 회귀분석의 일반화된 형태의 모형이다. 그 자체가 시계열 모형

은 아니지만 변수들의 시계열을 평활화 하는 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시계

열 분석에 활용되는 모형이다. 즉 시계열을 고려한 포와송 회귀모형

(poisson regression model)이라 할 수 있다. 환경과학 분야에서는 환경오

염물질의 장래 추계를 위해 ARIMA 모형, 푸리에 함수, 인공신경망 등을 

시계열 분석목적으로 사용하여 왔다(정효준, 2005). ARIMA는 대상 변수

의 시계열을 분석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변동을 예측하는 

모형이다. ARIMAX로 전이함수화한 회귀모형으로 변환하여 시계열 변수

들의 연관성 분석이 가능하고 추세 분석뿐 아니라 미래의 종속변수 변동

도 예측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망에 대한 대기오염의 단기적인 건강영향분석을 위해 

GAM과 시계열 모형인 ARIMAX 적용 결과를 비교하고, 환경성 질환 감

시를 위한 시계열 모형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동

일한 대기오염 역학 데이터를 이용하여 GAM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결

과를 산출 제시하고 ARIMAX모형 구축을 위해 대기오염, 기상 및 호흡기

계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하 호흡기계사망, 심혈관계사망)의 

ARIMA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후 구축된 ARIMAX 모형을 통해 장래 사망

발생 예측을 시도하였고 끝으로 ARIMAX 및 GAM의 결과에 대해 고찰하

였다.



- 3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오염물질에 따른 건강영향 시계열 분석 모형을 

비교 검토하여 환경성 질환에 의한 사망 감시 모형으로써 활용성을 검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2010∼2013년 SO2, PM10, NO2, O3, 

CO 등 대기오염도와 온도, 습도, 해면기압 등 기상요소, 호흡기계 및 심

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오염의 단기적 건강영향

을 3개의 소주제별로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성 질환 발생 예측을 위한 시계열 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제적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GAM을 이용하여 서울시 대기오염도에 따른 호흡기 및 심혈

관계사망자수에 대해 시계열 분석하여 그 결과를 검토한다.

  두 번째, ARIMA 모형을 이용한 서울시 대기오염도와 호흡기 및 심혈

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 변수들의 시계열 특성을 검토하여 시계열 

모형을 구축한다.

  세 번째, 서울시 대기오염에 따른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사망에 대

한 ARIMAX 모형을 구축하고 장래 예측을 시도한 후 GAM 적용 결과와 

비교 검토하고 환경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예측모형으로 시계열 

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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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2.1.1. 아황산가스(SO2)

   2.1.1.1. 대기오염 특성

  SO2는 금속 주조, 종이 제작, 음식 조리 등의 과정 중에 연료 중 함유

된 황성분이 연소과정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발생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겨울철에는 난방용 연료의 소비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SO2의 오염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반면 여름철에는 오염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환

경부, 2001). SO2는 질소산화물과 함께 산성비의 주요 원인물질로 토양, 

호수 하천의 산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시정장애를 일으키며 빌딩이나 기념물 등 

각종 구조물의 부식을 촉진시킨다(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2001).

  SO2에 의한 건강 장애는 작업환경 허용 농도보다 낮은 농도 수준에서

도 일어난다(예방의학과 공중보건회 편집위원회, 2001). 국내에서는 대기 

중 기준치를 연간 평균치 0.02ppm이하, 시간 평균치는 0.15ppm을 초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환경공단 Air Korea 홈페이지, 2015). 고

농도 SO2는 옥외 활동이 많고 천식에 걸린 어른과 어린이에게 일시적으

로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에 함께 노출될 경우 

호흡기계 질환을 일으키고 심장혈관 질환을 악화시킨다(Dickey, 2000).

   2.1.1.2. 관련 역학 연구

  SO2 단기노출에 의한 심혈관계 입원발생위험 보다는 장기노출에 따른 

심혈관계 입원발생위험이 높게 나타난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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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2 노출은 아동들의 기관지염 유병률과 관련이 있고(Herbarth et al., 

2001), 0~4세 아동들에서 크루프와 폐쇄성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계 질환

의 유병률을 증가시켰다(Muhling, Bory, and Haupt, 1984). 낮은 농도의 

SO2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기도에 염증을 유발하고 천식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Tseng and Li, 1990). 또한 SO2에 노출되었을 경우 아동

들의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과(Garty et al., 1998; Chew et al., 

1999) 병원입원을 증가시켰으며(Sunyer et al., 1997), 병원 입원 기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seng, Li, and Spinks, 1992).

  2.1.2. 미세먼지

   2.1.2.1. 대기오염 특성

  대기 미세먼지는 통상 0.1~500㎛의 입경 범위를 가지며 입자가 미세하

고 가벼워 침강하기 어렵다. 이렇게 장기간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

지를 부유미세먼지라 한다(홍윤철과 조수헌, 2001). 부유미세먼지는 2.5㎛ 

이상의 조대입자(coarse fraction particle matter)와 2.5㎛이사의 미세입자

(fine fraction particle matter)로 구분된다(Dockery a nd Pope, 1997). 

  건강영향은 미세먼지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3㎛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가 폐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PM10 보다 더 큰 먼지

들은 상기도에 침착되어 점액 섬모 반응에 의해 제거된다(Dickey, 2000). 

미세먼지가 사망, 특히 심혈관계 사망을 증가시키는 기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흡입된 미세먼지가 상피와 대식세포에서 산화 손상과 사아토

카인 발현을 초래하고 이것이 폐포 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혈액의 

응고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Stone, 2000). 또 다른 가설은 대기오염이 

심장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조절에 영향을 미쳐 심박수를 증가시키거나 

심박변동율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하은희와 권호장, 2001). 국내 대기 

중 PM10 기준치는 연간 평균치 50㎍/㎥이하, 24시간 평균치는 1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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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1.2.2. 관련 역학 연구

  국내 연구에서는 GAM 분석을 통해 PM10 농도와 사망률의 관계에 대

해 64세 전후의 모든 노인 그룹에서 PM10이 10㎍/㎥ 증가할 때 마다 사

망률은 0.27%, 0.45%, 0.37% 증가하였다(Bae H.J. and Park J., 2009). 

PM2.5 장기노출로 인한 조기사망 연구에서는 PM2.5 농도가 미국 EPA 연

평균 기준인 15㎍/㎥ 이하인 경우 30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30~37명의 

조기 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WHO 연평균 기준 10㎍/㎥을 달성한다

면 30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41~50명의 조기사망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배현주 등, 2010).

  미국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후 조건과 계절에 따라 고농도의 

먼지와 사망률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먼지가 사망률 증가와 관

련이 있었으며 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률이 0.67% 증가하였다

(Schwartz J, 2000). 중국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PM10과 온도 사이의 

상호 작용은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고하였다

(Li G et al., 2011). GAM을 이용한 분석에서 PM10 농도 증가가 베이징 

시민의 호흡기 질환에 따른 사망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사망률을 최

대 0.95%까지 증가 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Yang Y et al., 2015). 네덜란

드에서는 전날 PM10과 PM2.5의 농도는 통계적으로 모든 사망률과 유의하

며, 전날 오후 PM10과 PM2.5가 10㎍/㎥ 증가하면 사망률은 각각 0.8%, 

0.6%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Janssen N.A.H et al,. 2013). 인도에서는 도

시별로 PM10 증가와 사망률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도시에 따라 PM10이 10

㎍/㎥ 증가하면 사망률이 최대 1.36%, 최소 0.16% 증가한다고 보고하였

다(Dholakia H.H et al., 2014).

  초기의 대기오염 연구는 주로 성인이 대상이었으나 영유아가 일반 인

구집단 보다 대기오염의 영향에 더욱 민감한 집단으로 알려지면서 이 분

야의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PM10 중에서도 독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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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것으로 의심되는 PM2.5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eaton et al., 

1995; Anderson et al., 2001; Pope et al., 2002). 고농도의 PM10 노출은 

후기 신생아기 총사망을 증가시키고 저체중아의 호흡기계 사망과 관련이 

있다(Woodruff, Grillo, and Schoendorf, 1997). Bobak과 Leon(1999)은 

PM10 노출이 호흡기질환에 의한 신생아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멕시코시티 연구에서도 미세먼지와 영아사망의 관련성이 나타났다(Loomis 

et al., 1999).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호흡기계 질환 

사망과 PM10, SO2, CO 노출이 관련성이 있었다(Conceicao et al., 2001). 

  한편 아동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이 폐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

적 조사한 연구에서는 PM2.5, NO2가 폐기능의 발달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Gauderman et al., 2002), TSP, PM15, PM2.5와 같은 분진 

노출은 아동의 만성적 기침, 기관지염, 흉통 등과 관련이 있었다(Dockery 

et al., 1989). 연구결과들을 종합한 결과 PM10 농도가 10㎛/㎥ 증가할 때 

하기도 호흡기계 증상이 약 3.0%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다(Pope et al., 

1991; Pope and Dockery, 1992; Hoek and Brunekreef, 1993; Hoek and 

Brunekreef, 1994; Schwartz et al., 1994; Neas et al., 1995). 또한 천식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겨울에 PM10 노출이 기관지 확장

제의 사용과 천식 발작을 증가시켰고(Roemer et al., 1993) 미세먼지 노

출은 천식으로 인한 소아의 병원방문이나 (Norris et al., 1999) 급성 천식

으로 인한 소아의 응급실 방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olbert 

et al., 2000).

  2.1.3. 이산화질소(NO2)

   2.1.3.1. 대기오염 특성

  질소 산화물 중 주요 대기오염도 측정 항목은 일산화질소(NO)와 이산

화질소(NO2)이다. NO2는 NO보다 독성이 크고 대기 중 자외선으로 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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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반응에 따라 산화물 생성 작용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주요 NO2 배

출원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들 수 있으며 연료 고온연소 시 공기 중 질

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생성된다(환경부, 2001). 그 외에 실내에서 사용하

는 가스레인지나 스토브에 의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다른 대기오염물

질과 달리 실내 공기 중에도 나타난다.

  고농도 NO2에 노출되면 코 등의 점막에서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

혈, 폐수종의 발병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다(환경부, 2001). 국내 법적 기

준은 연간평균 0.03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는 

0.10ppm이하로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

는 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

록 규정되어 있다.

   2.1.3.2. 관련 역학 연구

  NO2 관련 국내에서는 부산지역에서 NO2가 약 20ppb 증가할 때, 

9~14% 초과사망이 나타날 수 있으며, NO2 농도가 환경기준 이하여도 일

별 사망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서화숙, 

2002). 환경기준 이하에서 초등학생의 만성적인 폐기능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급성적 변화 가능성은 확인한 연구결과도 있다(유승도, 2002).

  GAM을 이용한 분석에서 NO2 농도 증가가 베이징 시민 호흡기질환 사

망률에 영향을 미치며 최대 0.99% 증가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ang Y et al., 2015). 홍콩과 타이완에서는 당일 NO2 농도가 심근경색

으로 병원 입원 환자수와 관련이 있으며, NO2 10㎍/㎥ 증가할 때 홍콩의 

입원율이 1.1% 증가 하고, 1ppb 증가하면 홍콩은 4.4%, 타이페이와 가오

슝에서는 각각 2.6%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Goggins W.B et al., 

2013). 겨울동안의 급성 NO2 노출과 폐 기능 간에는 약한 음의 관련성이 

있었고(Hoek and Brunekreef, 1994) 전날에 NO2의 증가는 아침의 노력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FVC)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inn et 

al., 1996). 또한 패널연구에서 NO2 농도의 증가는 기침을 증가시키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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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기유속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ukala et al., 1999).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출생 후 1년 내 NO2 노출은 감염을 

동반하지 않은 기침, 마른기침과 관련이 있었으며(Gehring et al., 2002), 

SAVIAH(Small Area Variations in Air Pollution and Health) 프로젝트에서

는 NO2 노출이 가슴에서 천명증상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Pikhart et al., 2000). 천식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기 중의 NO2 

노출은 천식 유병률이나(Guo et al., 1999) 천식 입원율과 관련이 있었고

(Wong et al., 2001)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Jazbec et al., 1999). 

  2.1.5. 오존(O3)

   2.1.5.1. 대기오염 특성

  오존은 스모그(smog)속에 미세분진, 광화학적인 산화제와 함께 존재하

는 가스이다. 기체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광화학적 대기오염은 반응기전

이 매우 복잡하며, 여러 가지 다른 화학원소를 포함하나, 그 원인이 명

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오존이 발생되는 화학반응은 다양하며, 그 

중 질소산화물(NOx)의 농도는 대류권에서 화학반응과 오존형성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정용승 등, 1991). 오존은 일반적으로 대

기 중에서 20~30ppb 정도 존재하며, 적정 농도에서 소독제로 사용되는

데, 살균효과를 위해서는 적어도 13,000ppb 농도의 오존 이 필요하나 이

는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존은 1,500~2,000ppb의 농도에서는 2

시간 이내에 인체에 해를 주며, 2,500ppb 농도에서 천식을 유발하고 호

흡기계의 점액막에 염증을 유발하며 심장질환과 천식, 기관지염, 폐기종

을 악화시키고 안과질환과 정신능력을 저하시킨다(Dix,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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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2. 관련 역학 연구

  국내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대기오염과 일별 사망자수의 관련성에 대한 

시계열 분석에서 부산 지역 사망자수에 주된 영향을 끼치는 오염물질이 

오존(O3)이라고 보고 하였고(서화숙, 2002), 서울시 대기오염과 일별 사망

자 수의 관련성에 대한 시계열적 연구에서 전날의 오존농도가 사망자 수

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호창 등 1999). 울산시 대기 

중 분진과 일별 사망에 관한 연구에서는 오존이 일별 사망자 수와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종태 등, 1998) 대기오염에 의한 

서울과 대구 지역에서 일별 사망수의 상관관계를 General Estimating 

Equation 분석한 결과에서도 오존이 소아사망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나

타냈다(조혜련, 1999).

  베를린과 리스본을 대상으로 온도와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률에 대한 

연구에서는 두 지역의 온도와 오존 농도 차이가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urkart K et al, 2013). 1970년부터 1979년까지 미국

LA 지역의 사망 자료와 대기오염 자료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사망 하루 전의 오존, 이산화질소, 기온과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Kinney et al., 1991).

  영국의 런던에서 1987년에서 1992년까지의 사망 자료와 대기오염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오존농도가 전체 사망, 호흡기 질환으로 인

한 사망,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관련 정도는 오존 농도가 10percentile에서 90percentile로 

증가함에 따라 외인사를 제외한 전체 사망은 3.5% 증가했고, 심혈관 질

환 사망자수는 3.5%, 호흡기 질환 사망자수는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Anderson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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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일산화탄소(CO)

   2.1.4.1. 대기오염 특성

  CO는 석탄, 휘발유, 디젤유 등의 불완전 연소에서 주로 발생된다. 생

활환경 주변의 CO 주요 오염원은 자동차, 실내 요리, 난방 기구 등이며 

주로 질식 효과를 나타낸다. 산소 운반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과 결합

하여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을 형성하여 산소의 운반기능을 저하시키며, 

고농도 일산화탄소는 건강에 치명적이다. 흡연자의 일반적인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는 5~6%이며 미국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겨울철 도시 

비흡연자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가 1.2% 이었고 3~4%에 해당하는 

인구에서 농도가 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자, 흡연자, 교통업계

에 종사 군이 위험집단이며 노출되면 만성적인 심장, 폐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역학연구에서는 저 농도 CO 노출이 두통, 피로, 발열 등을 유

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ickey, 2000).

  CO의 건강 영향 기전은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혈액의 산화헤모글로빈 포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조직 산소

화를 방해한다. 또한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은 조직의 말초-모세혈관

(tissue end-capillary)이나 정맥 산소압을 낮추게 된다. 이렇게 하여 산소

압이 떨어지고 조직 혈류가 적절히 증가되지 못하면 조직의 저산소증을 

초래할 수 있다(Longo, 1977). 국내에서는 8시간 평균치 9ppm이하, 1시간 

평균치는 25ppm이하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1.4.2. 관련 역학 연구

  국내의 경우 부산지역 대기오염과 일별사망자수의 관련성에 대한 시계

열 분석연구에서는 부산 지역 사망자수에 주된 영향을 끼치는 오염물질

은 일산화탄소(CO)로 나타났다(서화숙, 2002). 미국 CAMP(Childhood 

Asthma Management Program)에 등록된 시애틀 지역의 5~13세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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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패널 연구에서는 CO노출은 아동들의 

천식 증상과 관련이 있었다(Yu et al., 2000). CO 건강영향 지연효과에 

대해서는 이틀 전의 CO노출이 0~14세 사이 아동들의 호흡기 질환 병원 

입원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가 있다(Michelozzi et al., 2000). 중국에서는 

GAM 분석결과 CO의 농도 증가가 베이징 시민의 호흡기 질환에 따른 사

망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사망률을 최대 0.89%까지 증가시킬 수 있

다고 보고되었다(Yang Y et al., 2015). 

  그 밖에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와 관련된 연구에서 첫 주 방

문 시에 임산부들의 흡연과 호기중의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농도를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출생 시 체중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

에서는 흡연량과 호기 중 CO2 농도가 증가할수록 저체중아의 비율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ecker-Walker et al., 1997). 흡연을 하는 산모

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약 150~300g 체중이 덜 나가고 저체중아 출생

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utler et al., 1972; Bosley et al., 1981).

 2.2. 대기오염 역학 통계모형

  기존의 대기오염 역학연구에서는 대기오염 노출의 사망 또는 상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반화선형모형, 일반화부가모형(GAM)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Time-series analysis), 로그선형일반화모형(log-linear 

generalized linear model),  로지스틱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 중 일반화부가모형(GAM)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위 세 모형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대기오염 노출과 건강영향 

연관성의 통계적 분석방법을 모형별로 고찰하였다.

  2.2.1. 일반화 부가모형

  어떤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그 배출원의 위치, 양, 물질 확산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을 입력변수로 해석된다. 입력된 오염도 및 기상변수들의 

영향이 반영되는 종속변수 그 사이의 기전을 해석하는 과정 일부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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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반화 부가모형의 변수들은 포아송 분포

로 가정된다. 일반적인 포아송 선형회귀모형(poisson linear regression 

model)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lnE(Y) = β0 +β1X1 +β2X2 + β3X3 + ․ ․ ․ + βiXi             (2.1)

  여기서 E(Y)는 종속변수(Y)에 대한 기대치이고, βi는 각 예측변수

(predicator)에 대한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이며, Xi는 예측변수

를 나타낸다. 종속변수인 예측변수에 대한 변환함수를 통한 비선형적 관

계 적용방법으로 비모수적 평활(nonparametric smoothing)이 사용된다. 

GAM은 일반적인 선형회귀모형처럼 예측변수 Xi와 반응변수 Y사이의 관

계를 특정 함수 형태가 아니라 실제 자료에 따라 그림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선형성을 가정하기 힘든 경우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GAM 분석을 할 때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대기오염도와 그 

영향에 대한 혼란변수를 고려해야한다. 시계열 구성요소인 추세변동, 계

절변동, 순환변동, 불규칙 변동은 일차적인 제어대상이다. 일별 사망 건

수의 증감을 볼 때 추세 변동과 계절변동이 관찰되는데 사망 건수에 대

한 영향은 대기오염만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주로 이동평균을 사용하여 영향을 정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규분

포일 때 적용하는 방법이며 포와송분포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

렵다. 따라서 GAM은 비선형적 변수를 선형화 하기 위한 변수들의 연결 

함수(link function) 형태로 구성되며 아래 식에서의 Si가 예측변수를 비

모수적으로 적합한 평활함수(smooth function)이다.

  이러한 가중이동평균 Xi에 해당하는 Yi값의 가중평균을 구해서 Xi의 

Y기대값을 예측한다.

    

    lnE(Y) = S1(X1) + S2(X2) + ․ ․ ․ + Si(Xi)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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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 : smooth function of i th variable

  변수 중에서 추세변동(trend)과 계절변동(seasonality) 이외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로는 기상요소이 있다. 온도나 상대습도, 해면기압은 사

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혼란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

상요소의 영향은 선형적이지 않으므로 함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heuristic) 비모수적 기법을 적용하여 오차를 줄이게 된다. 그밖에 고려

해야할 혼란변수로는 요일효과, 주별 효과, 심한 무더위나 한파 등이 있

을 수 있다. 평활 함수의 종류로는 Loess, Bin, Kernal, Exponential 등이 

있으며 두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으면서, 유일하게 상호

작용의 형태를 결정짓지 않아도 되는 Loess(locally weighted scatter 

smoothing),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method)을 GAM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method)은 일종의 가중이동평균법과 

같다고 할 수 있으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다르다. 지수평활법에서 

예측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기간에 부여하는 가중치는 과거로 거슬러 올

라갈수록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므로 지수평활법에서는 가장 가

까운 과거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노형진, 2011).

  지수평활법은 시계열분석 방법 중에서 단기예측을 실시하는 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수적 모형은 정확성이 매우 높다.

  2) 지수적 모형의 설정이 비교적 쉽다.

  3) 사용자가 모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 모형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계산이 많지 않다.

  5) 제한된 과거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시간이 짧다(이동평균법에서는 

장기간 관측치를 저장해야 함).

  6) 모형이 잘 기능하고 있는지 정확성을 시험하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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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평활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즉, 이

번 달의 수요를 예측한다면 지난 달의 예측치와 실제치 그리고 지수평화

계수이다. 단순지수평활법(simple exponential smoothing method)을 사용

하여 예측값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기간 의 예측값
    기간  의 예측값
    기간  의 실제값
  지수평활계수   

  단순지수평활법은 시계열 속에 수요의 상황추세나 하향추세가 없는 경

우에 적절한 예측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만일 장기적인 추세가 있는 경

우에 단순지수평활법을 사용하게 되면 상향추세인 경우에는 너무 낮은 

예측값을, 그리고 하향추세인 경우에는 너무 높은 예측값을 산출한다. 

따라서 어떤 추세가 데이터 속에 존재하게 되면 단순지수평활법보다는 

추세조정 지수평활법(trend adjusted exponential smoothing method)을 사

용해야 한다. 추세조정예측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단계 1] 단순지수평활법에 의하여 기간 t의 예측값을 계산한다.

[단계 2] 다음과 같이 를 구한다.

      

[단계 3] 기간 t의 지수평활추세(exponentially smoothed trend)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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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추세평활계수

[단계 4] 추세조정 예측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오염원에서 바로 배출되는 일차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일요일에 가장 

낮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며, 일반적으로 요일에 따른 사망

자 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감소하고 월요일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때문에 주로 사용되는 GAM 모형 형태는 각종 혼란변수(장기

추세, 계절변동, 기온, 상대습도, 요일효과)들이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구

성된다.

 

   lnE(No. of daily death)= S(pollutant concentration) + S(temperature) 

                         + S(relative humidity)+ S(sea level pressure)

                         + D(day, date, year)                   (2.3)

   S: Smoothing function 

   D: Dummy variable

  추세변동과 기상요소를 모형에서 통제하는지 여부는 각 변수들에 대하

여 잔차도(diagnostic residual plot)로 검토할 수 있다. 기본모형 적합성 

확인 후 대기오염물질 항목들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모형에 SO2, PM10, 

NO2, O3, CO 등 변수를 하나씩 포함시키면 한 사망군에 대하여 5개‘단

일오염물질모형(one pollutant model)’을 구성할 수 있다. 사망의 사인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수들의 지연효과(lag time effect)를 고려하

여 각 ‘단일오염물질모형’에 그 물질의 당일부터 일주일전 농도 값을 

차례로 대입하여 지연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이때 계수(coefficien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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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지면 오염물질 단위증가(unit increase)에 따라 사망수에 미치는 상대

위험도(Relative Risk)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구할 수 있

다. 각 오염물질의 단위증가 기준으로 단위오염도를 0.01ppm(10ppb) 또

는 아래와 같이 사분위수(Interquartile Range)를 사용하기도 한다.

   RR= exp(IQR×coefficient)                                    (2.4)

   95%CI=exp(IQR×coefficient±1.96×IQR×Std.Error)

  

  각 모형에 대하여 상대위험도와 신뢰구간이 계산되면, 일별 사망수에 

가장 영향력이 큰 오염물질농도의 지연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각 

지연날짜를 X축으로, 상대위험도 또는 계수(coefficient) 값을 Y축으로 하

여 y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요일을 최대 지연효과일(lag time day)로 

선정하거나, 다중회귀모형의 대표적인 모형 선택기준인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a)값이 가장 작은 지연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위험도 95% 신뢰구간 내에 ‘1’을 포함하지 않는 모형을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본다. 

  각 모형을 구축하여 오염물질 농도와 사망수 간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

본 후 고려해야 할 것으로‘다중공선성’이 있다. 통제된 실험이 아니라 

일반 대기 중에서 관측한 대기오염물질은 오염원이 유사할 수 있기 때문

에 오염물질간의 상관성이 혼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일오염물

질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산출되어도 그 대기오염도 항목의 

독립적 영향이 아닐 수 있다. 이때 다른 오염물질을 분석모형에 함께 포

함시키는‘두 가지 이상의 오염물질 모형(two pollutant model)’을 구성

하여 유의성이 일관적인지를 보고 일관되게 유지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독립적인 영향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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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로그선형일반화모형

  로그선형일반화모형(log-linear generalized linear model)은  일반화 선

형모형의 한 형태이며 3차원 이상의 다차원 분할표에서 카이제곱검정 이

상의 체계적인 방법으로서 통계적 분석을 위한 모형이다. 일반적인 모형

식은 아래와 같다.

log 



                  (2.5)

  여기서 log는 분할표에서 셀 ijk에 대한 각 조건에 따른 기대치 빈

도의 로그이고, u1(i), u2(j), u3(k)는 주효과(main effect), u12(ij), u13(ik), 

u23(jk), u123(ijk)는 교호작용(interaction)이다. 위 식은 무제한 모형이지

만 실제는 이보다 간단한 제한모형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0 : i = 0(변수가 무의미)’는 변수에 대한 가설이며‘H0 : Loglinear 

모형이다’는 모형에 대한 가설이다. 각 변수에 대한 p-value와 모형

(likelihood ratio)에 대한 p-value를 검토하여 적절한 모형을 찾고 최종모

형을 결정한다.

  2.2.3. 로지스틱회귀모형

  로지스틱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 중 다중로지스틱회귀모형

은 비선형의 로지스틱 형태를 취하며 단지 2개의 값을 갖는 종속변수(성

별, 자동차의 유두 등과 같은 명목척도)와 독립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

를 밝히는 통계기법으로 로지스틱모형과 일반화부가로지스틱모형은 이분

법 결과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같지만 두 모형의 차이점은 계절

적 추세를 통제하는 방법이다. 반면 일반화부가로지스틱모형에서는 장기

추세와 계절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간변수에 대해 LOESS(locally-weighted 

smoother) 등 비모수적 평활함수(smoothing function)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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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스틱회귀모형과 일반화부가로지스틱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다. 

  로지스틱회귀모형 : ln      ⋯         (2.6)

  일반화부가로지스틱회귀모형 : 

     ln      ⋯     ⋯      (2.7)

  2.2.4.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 확인

  GAM 모형과 같은 중회귀분석에서 모형을 구성하는 독립변수들은 상

호 독립을 가정한다. 그러나 실험에 의해 통제한 경우 이외에 기상자료 

또는 도시 대기측정망 자료와 같은 관측 데이터 분석의 경우에는 독립변

수가 상호 독립상태임을 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

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독립변수들의 산점도 작성, 

상관행렬 산출, 상관행렬에 의한 행렬식의 산출 등을 이용한다(노형진, 

2014). 

  독립변수들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 두 독립변수간의 상관계수가 1 또는 -1이거나 근사하는 경우

  - 세 개 이상 독립변수 간 관계를 1차식 또는 근사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편회귀계수가 구해지지 않거나, 편회귀계수의 부호나 

단상관계수의 부호가 단회귀분석에 있어서의 회귀계수 부호와 일치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데이터 추가나 제거에 의해 회귀계수의 값이 크게 변

화하거나 기여율은 높은데 개개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중공선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서로 관련성을 갖는 

설명변수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다중공선성을 약하게 하는 데이터를 추가

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유효한 통계량으로는 허

용도(공차)와 분산확대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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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변수 Xj와 다른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Xj를 종속변수, 

다른 나머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의 기여율 

Rj2를 생각한다. Rj2가 1에 가깝다는 것은 독립변수간의 선형상관이 성립

하고 있다는 것이 되므로, 이 기여율이 1에 가까운지를 보는 것이 다중

공선성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는 Rj2이 1에 가까운지 판단하기 

위해서 1-Rj2을 공차 또는 허용도라 하고 이 값이 0에 가까운지를 검토

한다. 

  공차의 역수를 분산확대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라 한다. 

다중공선성이 있을 때에는 VIF값이 커지는데, VIF값이 5～10 이상인 경

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독립변수 Xj의 VIF가 5～10 이상이면 편회귀계

수의 표준오차가 커진다.

 2.3. 시계열 분석모형

  2.3.1. 통계적 이론

   2.3.1.1. 시계열 자료의 정의

  시계열자료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기록한 자료를 

의미하여 실업률, 월별/분기별 소득, 태양의 흑점 수 등이 대표적인 예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계열 자료들은 특정한 시점의 자료가 그 이전

시점까지의 자료들에 의존하며 시계열 분석은 이런 자료들이 가지는 법

칙성을 발견하여 모형화하여 이를 토대로 미래의 관측될 값을 예측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계열 자료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수집되

고 있으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뿐 아니

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의 변화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때문에 

이런 복합적 요인들로 인하여 시계열 모형의 적합과 예측이 어려운 경우

가 많이 발생한다(김혜경과 김태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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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2. 정상성

  유한개의 시계열 자료부터 모집단인 시계열 모형에 관한 통계적 추정 

및 검정을 위한 단순화된 가정이 필요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가정이 정

상성(stationarity)이다. 

  정상성이란 연속적으로 측정한 자료가 시간의 병화에 따라 평균과 분

산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확률과정을 따르는 시계열 

변수 yt에 대한 평균함수(μt)와 분산함수(σt
2)는 식(2.8) 및 식(2.9)와 같

이 나타낼 수 있으며 시간 t1과 t2간의 공분산함수(γ)와 상관함수(ρ)는 

식(2.10) 및 식(2.11)과 같다. 확률변수 yt가 정상성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시간 t1, t2와 임의의 시간 k에 대하여 공분산함수와 상관함수가 식(2.12) 

와 식(2.13)을 만족해야 한다.

                                                       (2.8)

     
     

                                               (2.9)

                                             (2.10)

         
  

                                      (2.11)

                                           (2.12)

                                           (2.13)

  정상시계열을 포함하여 모든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시계열은 식(2.14)와 

같이 독립인확률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 22 -

      ∅   ∅   ⋯
  

∅                         (2.14)  

  이때 정상성 조건은 아래와 같다.

      ∀                                               (2.15)

      ∞∀                                       (2.16)

       

       ∀                                    (2.17)

 위의 식(2.15)와 식(2.16)은 모든 시점 t에서 평균과 분산이 일정하며, 식

(2.17)는 두시점 사이의 자기공분산은 시차(time lag)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시계열 변수가 추세성을 갖는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정상시계열이 성립될 수 없음을 식(2.15)에서 말해주고 있다. 

또한 계열의 분산이 증가·감소하는 경향을 갖는 경우도 식(2.16)을 만족

하지 않으며 시계열의 일정한 반복패턴이 없는 경우는 식(2.17)을 만족하

지 못하므로 정상시계열이라 할 수 없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정상확

률 과정의 대표적인 확률모형은 ARMA(p, q)로 명명되며 자기회귀이동평

균과정(auto regressive moving average process)이라고 한다.

   2.3.1.3. 단위근 검정

  비정상시계열의 경우 시계열의 평균과 분산이 일정하지 않으며 자기상

관 또한 시차가 증가하여도 사라지지 않고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때문에 비정상시계열의 정상화방법으로 분산안정화변환과 차분이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앞선 방법들은 시계열의 시도표를 이용하여 비정

상시계열임을 판단한 후 사용되는 방법이며, 모든 비정상시계열을 시도

표를 이용하여 완벽히 구분해 내기는 불가능하므로 단위근 검정을 실시

하여 비정상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박경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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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위근의 정의

  어떤 시계열 변수 Yt 가 비정상적인 경우 단위근을 갖게 된다고 하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2.18)

  여기서 B는 후행연산자라 하며,  ∼  임을 가정한다.

  이 경우 ∅    
⋯ 

를 식(2.18)에 대한 특성방정

식이라고 하며 ∅  의 근을 라 할 때   인 경우 를 ∅  의 

단위근이라고 한다. 다음의 모형을 예로 들어 단위근이 비정상 시계열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알아볼 수 있다.

        ∼                                 (2.19)

  식(2.19)에서 특성방정식은     의 근인   는 가 변함

에 따라 값이 달라지게 되며, 초기값 Y0가 주어진 경우 Yt는 첫 번째 시

점부터 t-1시점까지의 충격의 가중합인 식(2.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20)

  

  이 때 식(2.20)에서 가 0<<1의 값을 가지는 경우 시계열 Yt는 각 시

점의 단기적 추격으로 본래의 값으로 회귀하는 성질을 가지며 시계열의 

정상성을 만족하지만    로 특정방정식이 단위근을 가지는 경우 각 

시점의 충격이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여 t시점에서의 Yt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적 시계열이 된다.

  어떤 시계열이 단위근을 갖는다는 의미는 그 시계열이 확률적 추세성

을 가지고 차분에 의해 시계열의 안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안정 시계열은 0차 적분되었다고 하며 기호로는 I(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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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기한다. 불안정 시계열은 차분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며 이 때 d

차 차분 후에 안정성을 갖는다면 그 시계열은 d차 적분되었다고 하며 기

호로는 I(d)라고 표기한다.

  단위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변수들 간의 회

귀분석을 할 때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일반적 두 변수의 희귀방정식이 

있다고 가정하면,

                                                    (2.21)

  이 경우 일반적 회귀모형의 가정은 두 개의 변수 모두 안정적이고 오

차항의 평균은 0이며 유한분산을 갖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가정이 충

족되지 못하는 경우 이 회귀분석은 허구적 회귀가 될 것이다. 또한 안정

성이 확보되었다고 해도 변수들이 단위근을 가지는 식(2.22)과 식(2.23)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22)

          ∼                                (2.23)

이 경우 변수의 초기값은 모두 0이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2.24)

  다시 말해, 오차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한대로 증가하며 오차항

간의 상관계수는 t가 증가함에 따라서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보통의 가설검정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때문에 회귀분

석을 하는 경우 단위근 검정의 중요성은 분석 신뢰도 향상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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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위근 검정법으로는 Dickey-Fuller(DF) 단

위근 검정법, Augmented Dickey-Fuller(ADF) 단위근 결정법, Phillips-Perron(PP) 

단위근 검정법 등이 있다(박경은, 2013). 

   2.3.1.4. 시계열 모형의 적합성 검정

      (1) Ljung-Box 검정법

  Ljung-Box 검정은 시계열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데 사용된다. 시계

열 모형 선택 전에 변수들의 자기 상관을 평가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

에 따라 관찰된 측정치의 독립성 여부 검정에 사용된다. Ljung-Box 통계

량의 p-value가 0.05보다 작을 때는 추정 모형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을 의미한다. 측정치가 독립적이지 않고 다른 시점에서 관측된 k개의 측

정치와 연관되는 경우를 자기 상관관계(autocorrelation)라 한다. 자기 상

관은 시계열 기반 모형 예측의 정확도를 감소시키고, 데이터의 잘못된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

  Ljung-Box Q(LBQ) 통계는 자동 상관계수가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한다. LBQ가 지정된 임계 값보다 크다면, 시차에 따른 자기 상관이 

있어 독립적이라는 가설을 기각 할 수 없게 되며 ARIMA 같은 시계열 모

형을 적합시킨 후 검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Ljung-Box 검정은 박스 피어

스 카이 제곱 통계량과 유사하게 산출된다. 

  검정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ARMA(P, Q) 모형 피팅 후에 시계열 잔차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테스트는 잔차에 대한 자기 상관을 검정한

다. 자기 상관이 작은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Ljung-box tes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H0 : The model does not exhibit lack of fit.

  Ha : The model exhibits lack of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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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n개인 시계열 Y가 주어지면, 검정 통계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여기서, 

 는 lag k에 대한 자기 상관 추정치 이며, m은 검정된 lag의 

수이다.

     


  여기서,    
 는 자유도와 유의 수준(α)에 따른 카이 제곱 값이다.

  Ljung-Box 통계량의 귀무가설이 기각된 경우에는 모형의 적합성이 결

여됨을 의미한다. 검정이 잔차에 적용되므로 자유도는 추정모형의 매개 

변수를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h=m-p-q이고, 여기서 p 및 q는 데이터가 

적합된 ARMA (P, Q)로부터의 파라미터 수를 나타낸다.

      (2) 표준화 BIC 검정법

  통계에서, 표준화 베이지안 정보 기준(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은 모형의 유한 집합 사이의 모형 선택을 위한 기준이다. 이는 우도 

함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유사한 기준으로 아카이케 정보기준 (AIC)이 

있다. BIC는 기드온 E. 슈왈츠에 의해 개발되었다. 아카이케 기준보다 엄

격한 기준이며 베이지안 정보 기준 또는 아카이케 베이지안 정보 기준이

라고 칭한다. BIC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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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x : 관측 데이터

         n : 데이터 포인트 수, 관측 개수 또는 샘플 크기

         k : 추정된 자유도 파라미터 수

  추정모형이 선형회귀일 경우, k는 절편을 포함하는 회귀의 수이다.

      p(x│k) : 파라미터 개수 주어진 관측 데이터의 확률

      L : 예측 모형에 대한 우도 함수 최대화 값

  BIC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도 있다.

  ln   ln 

  여기서, 

는 오차의 분산이다.

  오차의 분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는 확률이론에 따라 추정된 분산이며 오차의 분산으로 편이

(Bias)를 나타낸다.

  2.3.2. 일반 시계열 모형

   2.3.2.1. ARMA(p, q) 모형

  시계열 Yt가 자기회귀항(AR)과 이동평균항(MA)의 형태를 동시에 가지

고 있는 경웨 시계열 Yt는 자기회귀 이동평균(ARMA)모형을 따른다고 하

며 ARMA(p, q)는 식 (2.36)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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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36)

위의 식(2.36)을 후행연산자 B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2.37)

이때 ∅   ∅⋯∅
이며,    ⋯ 

로 정상성 

및 가역성을 만족하며    과   은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 또

한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백색잡음이다.

   2.3.2.2. ARIMA(p, d, q) 모형

  확률적 시계열 분석 방법은 ARIMA 모형에 기초를 둔 시간 영역(time 

domain)과 스펙트럴 함수(spectral function)에 기초를 둔 주파수 영역

(frequency domain)으로 구분된다. 시간영역에서 이용되는 시계열 모형은 

Yule과 Walk가 정립한 자기회귀(Auto Regressive) 모형과 Slitzky가 정립

한 이동평균(Moving Average) 모형이 있다. Wold는 자기회귀 모형과 이

동평균 모형을 결합한 자기회귀·이동평균 모형(Auto Regressive Moving 

Average)을 제시하였으며, Box와 Jenkins는 이러한 방법론을 정리하여 

시간영역의 대표적인 시계열 분석론 ARIMA를 정립하였다(김해경과 김태

수, 2003).

  정상시계열은 추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선형추세를 갖는 시계열의 정

상확률 과정으로 모형화 시키기 위해서 차분 시계열을 원계열로 가정된

다. 이 경우 시계열 yt가 d차를 차분화한     가 정상시계열 

ARMA(p, q)의 모형을 갖는다면 시계열 yt는 차수(p, d, q)를 갖는 

ARIMA(p, d, q) 모형을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ARIMA(p, d, q)모형

은 식(2.38)과 같이 정의 한다.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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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식(2.38)를 후행연산자 B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
    ⋯ 



             (2.39)

  이때, 는 기댓값이 0이고 분산이 인 백색잡음임을 가정한다.

  Box와 Jenkins의 방법으로 시계열 모형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정상성

(stationary)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이

용하여 측정된 대기질 데이터는 정상 시계열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대기질 자료의 원시계열은 확률적 추세를 가진 비정상시계열이라는 

것이다. 시계열 분석을 위한 정상성의 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시간

에 따른 평균의 변동을 정상화하는 과정과 시간에 따라 분산의 변동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평균값이 시간에 따라 변동하여 정상성의 

가정에 위배될 때 이전 값과의 차이를 새로운 시계열자료로 생성하여 해

석하면 정상성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러한 차분연산자(differencing 

operator: ∇)는 후향 연산자(backward shift operator: B)를 이용하여 식

(2.40) 및 식(2.4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st order differencing :  ∇                     (2.40)

    2nd order differencing : ∇                 (2.41)

    위의 연속차분을 일반화하면 식(2.42)와 같다.

    d-th order differencing :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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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의 정상성을 만족하지만 분상의 정상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분산

이 평균의 변화에 따라 비정상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런 분산의 비정상성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 변환을 이용되는데 로그변환, 

제곱근 변환, 멱급수변환과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d차 차분

을 통해 정상화된 시계열변수 Zt가 AR의차수가 ｐ이고, MA의 차수가 ｑ

인 ARMA(ｐ,ｑ)과정이라면, Zt는 ARIMA(ｐ,ｄ,ｑ)라고 한다. 이러한 

ARIMA모형은 식(2.43)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2.43)

  여기서, Ф는 AR의 개수를, θ는 MA의 계수를 나타낸다. at는 백색잡

음과정(white noise process)을 나타낸다. 시계열 자료의 모형 결정을 위

해서는 자기상관함수(auto correlation function: ACF)와 편자기상관함수 

(particle auto correlation function: PACF)를 이용할 수 있다. k≥0의 경

우의 γk를 자기공분산함수(auto covariance function)라고 하면, 시차가 

k인 자기상관계수(autocorrelation coefficient: ρk)는 식 (2.44)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2.44)

  PACF는 시차가 k인 Zk와 Zt-k의 상관성을 판단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PACF는 Zt-1,···,Zt-k+1의 성분을 제거한 후 남은 Zk와 Zt-k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식(2.45)와 같다. 

 

          ⋯                                (2.45)

  ∅kk를 구하기 위해 Yule-Walker 방정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추정 

된 PACF, ∅^kk를 식(2.46) 및 식(2.48)의 과정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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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2.47)

    


  

 

  

 
  

 

   

    ⋯                              (2.48)

  정상화된 원시계열에서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시

간에 대해 독립이고, 평균이 0이며 분산이 일정한 정상성을 가지는 부분

만 남게 되는데 이를 백색잡음과정이라 하고 모형수립에 중요한 판단근

거로 사용한다. 백색잡음모형의 평균, 분산 및 공분산은 식(2.49) 및 식

(2.5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9)

                                          (2.50)

  이들 값은 시간 t에 대하여 독립이므로 정상성을 만족시키며, ACF와 

PACF는 식(2.51) 및 식(2.52)과 같다. 

         
 ≥ 

                                              (2.51)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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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3. 계절형 ARIMA(p, d, q)s 모형

  환경에서 측정 된 도시의 강수량과 같은 시계열 자료는 일별, 월별 또

는 계절별로 일정한 시간을 두고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동일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간간격을 계절

주기라고 한다. 이러한 시계열을 계절시계열이라고 하며, 계절시계열은 

계절변동 때문에 자료가 비정상시계열이다. 계절형 시계열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1년 주기인 경우 계절주기는 12, 반복되는 패턴이 분기마다 계절

형 시계열에서 계절주기는 4이며, 계절 시계열자료는 분산이 일정하고 

추세가 없어 정상시계열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자료의 계절

적 주기성에 의한 비정상 시계열은 계절차분 (yt-yt-s)을 하면 차분된 시

계열은 일정한 평균을 얻게 되므로 정상시계열 형태로 변환 될 수 있다. 

계절시계열 ARIMA(p,d,q)s는 식(2.5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53)

  여기서, Ф는 계절 AR의 계수, Θ는 계절 MA의 계수, s는 계절주기를 

나타낸다. 계절 AR은 식(2.54)와 같으며, 계절 MA는 식(2.55)와 같이 표

현 할 수 있다.

     


⋯                             (2.54)

     


⋯                            (2.55)

  월별로 관측된 시계열인 경우 계절주기는 12이고, 분기별로 관측된 자

료의 경우는 계절주기가 4, 시간별로 관측된 자료의 계절주기는 24에 해

당된다. 원시계열 자료를 계절 시계열모형에 적합시켜서 얻은 잔차

(residual)들의 ACF와 PACF를 관찰한 결과 잔차가 ARIMA의 과정을 나타

낼 경우, 2.1.1절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예측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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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MA와 잔차의 ARIMA를 결합하면 계절 주기가 있는 대기질 시계열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 측정 시계열 yt에 대하여 계절 시계열모형을 적

용하면 식(2.56)과 같다.

                                            (2.56)

  여기서, D는 계절차분의 차수를 나타낸다. 계절 ARIMA로 적합한 후의 

잔차 et의 모형이 백색잡음과정 at를 따르지 않고 ARIMA(ｐ,ｄ,ｑ)의 특

성을 보이는 경우 et는 식(2.57)와 같이 ARIMA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2.57)

  식(2.56)과 식(2.57)를 승법(multiple)으로 결합시키면 식(2.58)과 같은 승

법계절 ARIMA 모형식을 얻게 된다.

                               (2.58)

  시계열분석에서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Box와 Jenkins가 제안한 

모형의 식별(model identification), 모수의 추정(parameter estimation), 모

형의 진단(diagnostic checking)의 세 단계를 하나의 주기(cycle)로 한 방

법이 일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형의 식별단계에서는 자기회귀의 차

수ｐ와 이동평균의 차수 ｑ를 정하는 것으로 시계열 도표(time series 

plot), ACF, PACF 등을 이용한다. 대기질 시계열의 정상성 여부를 조사

한 후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변수 변환이나 차분법 혹은 계절성분의 제거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정상시계열을 만든 후에 ACF와 PACF를 통해 ｐ,

ｑ를 결정하게 된다. 모형식별에 사용되는 통계량으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SBC(Schwartz’s Bayesian Criterion) 등이 사용

되며 가능한 모형 중에 AIC와 SBC를 최소화하는 ｐ,ｑ를 모형의 차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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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식(2.59)은 AIC를 나타내며, 식(2.60)은 SBC를 나타낸다. 

      

                                       (2.59)

      

  ln                                    (2.60)

  여기서, n은 시계열의 관측값 수를, a은 b의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추정량이며, (ｐ+ｑ)는 잠정적으로 설정된 모형의 모수 개수를 

나타낸다. AIC는 모형을 과다 적합하여 모수를 너무 많이 포함시키는 것

을 견제하는 일종의 벌칙함수(penalty function)로 이것은 모수절약의 원

칙(principle of parsimony)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한편, 모형의 적합성

은 일반적으로 예측오차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예측오차는 평균제곱오차

(mean square error: MSE),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평균절대백분비오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평

균절대오차(mean absolute error: MAE) 등이 통계량을 사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이들의 계산식을 식(2.61) 및 식(2.64)에 나타내었다. 

    
 

  




                                      (2.61)

  R M SE 


n
 n  

n
P i O i                                    (2.62)

  MAPE  n
 i  

n
P i
P i O i ×                              (2.63)

    
 

  



                                           (2.64)

  여기서 Pt는 모형의 계산값, Oi는 측정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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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전이함수(transfer function, ARIMAX)

   2.3.3.1. 전이함수 모형

  전이함수 모형은 연속관측된 다변량 시계열 자료로부터 종속변수에 영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시계열 변수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단변량 ARIMA 모형의 확장이다. 다변량 시계열 

분석 방법으로는 전이함수 모형 이외에도 다중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과 상태공간모형(state space model) 등이 있다. 다중회

귀모형은 전이함수 모형과 달리 각 관측 데이터간의 시간적 독립을 가정

하는 모형이며, 상태공산모형은 전이함수 모형과 비슷하나 종속변수로 

설정한 시계열변수와 원인시계열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상호적이라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전이함수는 입력시계열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출

력시계열로 보내주는 일종의 필터(filter)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전이함수 모형은 출력시계열데이터와 출력시계열의 선행척도(leading 

indicator)라고 할 수 있는 입력시계열 데이터들과의 동적관계(dynamic 

relation)를 분석하여, 출력시계열데이터 자체만으로 구성된 단변량 시계

열모형의 단점을 개선하는데 있다. 두 시계열 사이의 관계를 회귀모형의 

형태로 표현하는 모형을 전이함수모형(Transfer Function Model) 또는 

ARMAX라고 한다(Box와 Jenkins 1976; 김해경과 김태수, 2003 재인용).

  일반적 ARMAX의 가정으로는 입력시계열(외생변수)이 출력시계열(반응

변수)에 영향을 미치나 반대로 출력시계열은 입력시계열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을 가정으로 한다. 

  먼저 입력시계열과 출력시계열이 단일변수일 때 여기서    는 모두 

정상시계열 이며,  를 입력시계열,  를 출력시계열이라고 하면 

ARMAX 모형은 식(2.65)와 같이 정의된다.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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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ARMAX의 모형 적합 시 중요한 성질로는 안정성(stability)과 인과성

(causality)을 들 수 있다. 안정성이란 ARMAX에 사용되는 입력시계열이 

유한인 경우 출력시계열 또한 유한이 됨을 의미한다. 식(2.66)에서 모든 

근이 단위근이 아니라는 조건과 동일하며 이는 정상 시계열 ARMA 모형

에서의 정상성과 유사한 개념이다. ARMAX 모형 적합 시 필요한 인관성

이란 t 시점의 출력 시계열은 t-1 시점의 입력시계열에만 영향을 받으며 

t시점 이후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과적(causal)또는 실현

가능(physically realizable)이라고 한다(김해경과 김태수, 2003).

   2.3.3.2. ARIMAX 모형구축

  출력시계열인 Yt가 ARMA 모형을 따르는 경우 Yt와 Xt 두시계열의 연

관성 표현을 위해 ARMAX 모형을 적합한다. 모형에 포함되는 출력시계

열 Yt가 ARMA 모형이 아닌 ARIMA 모형을 따르는 경우에 적합 가능한 

모형으로 ARIMAX모형이 있다.

  ARIMAX 모형은 출력시계열 Yt가 ARIMA(p, d, q)를 따르는 경우로써 

이 경우 앞서 언급했던 ARMAX 모형 대신 ARIMAX 모형을 적합하여야 

하며 그 모형 식은 다음에 지시되는 식(2.67)과 같다.

    ∅      ′                                (2.66)

  ARIMAX 모형이 이전 ARMAX 모형과 다른 점은 출력시계열 Yt가 비

정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모형 적합 시 출력시계열의 정상성 여부를 

검정한 다음 적합 모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 37 -

   2.3.3.3. 계절형 ARIMAX 모형

  계절형 ARIMAX 모형의 경우 앞선 ARIMAX 모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력시계열 Yt가 계절성을 가지는 비정상 시계열의 경우 적합시킬 수 있

는 모형이다. 일반적으로 시계열이 계절성을 가지는 경우 일변량 시계열 

분석에서도 ARIMAX 모형이 아닌 계절형 ARIMA 모형을 적합시킨다. 전

이함수 모형에서 출력 시 계열 Yt가 계절성이 가지는 경우 ARIMAX 모

형이 아닌 계절형 ARIMAX 모형이 적합하다. 이때 입력시계열 Xt와 출력

시계열 Yt의 관계는 식(2.68)과 같이 ARIMAX 모형의 ARIMA 모형 부분

이 계절형 ARIMA 모형으로 대체되어 적합된다.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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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3.1. 연구범위 및 자료처리

  3.1.1. 연구범위 및 활용자료 

   3.1.1.1. 연구범위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로 단일 행정구역내 대기측정소가 25

개소로 가장 많이 운영 중이며,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어 환경오염

으로 인한 초과 사망 관찰이 용이한 지역이다. 대기오염 역학연구를 위

한 통계적 분석 원자료가 많고 잘 집계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Air 

Korea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서울시 대기오염도와 통계청 사망원인통

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사망자료에서 서울지역에서 사망 원인이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I0-99, J00-99)인 코드를 건수로 집계하여 시계열 분석

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농도와 사망자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시간, 기온 

등의 영향을 통제하여 GAM과 시계열 모형인 ARIMAX를 이용하여 시계

열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망건수는 포아송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으며, 

시간요소(월 및 요일)와 기상요소(상대습도, 기온, 해면기압)를 공변량으

로 통제하였다. 전체적인 관련성을 일별 오염물질 농도 변화에 따른 각 

질환별 일별 사망 발생의 상대위험비(Relative Risk) 함수로 평가하였으

며, 선형적인 효과를 추정하였다. 

   3.1.1.2. 활용자료

      (1)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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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 측정자료와 사망원인통계자료 및 기상관측 자

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상자료는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

터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관측자료를 사용하였다(기상청, 2015). 사망원인

통계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통계청, 2015)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였다. 대기오염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

도실시간공개시스템(한국환경공단, 2015)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였으며 서

울시 2010년～2013년의 일별 SO2, PM10, NO2 등의 평균농도, O3, CO의 

최고농도를 사용하였다. 

      (2) 대기오염도 자료

  아황산가스(SO2),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

소(CO), 등 대기오염물질의 일별 지역별 농도 산출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2014년 현재 전국 257개 측정소자료를 활용하였다. 환경부에

서 운영 중인 11개의 측정망 중에서 위 5종의 대기오염물질은 일반대기

오염측정망으로 분류되는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대기측정망, 국가배경

농도측정망, 교외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Air Korea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도시대기측

정망자료를 선택하여 다운받아 사용하였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였고 각 대기오염도 

항목의 일별 농도 평균값 또는 최대값을 이용하여 일별 대푯값으로 사용

하였다. SO2, PM10, NO2는 24시간 평균값을 일별 대푯값으로 사용하였고 O3와 

CO는 건강에 미치는 급성 영향을 고려하여(국립환경과학원, 2010;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4) 일일 최대값을 일별 대푯값으로 사용하였다.

      (3) 기상요소 측정자료

  기상청에서는 지역별 유효 기상요소 측정을 위하여 기상대와 기상관측

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국 총 571대의 자동기상관측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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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여 지상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동기상관측장비는 기상

관서에서 운용하는 종관자동기상관측장비(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 위험기상 예측 무인 운용장비인 방재자동기상관측장비

(automatic weather system, AWS)로 구분된다. 2013년 현재 ASOS 94대, 

AWS 477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AWS는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강

수량, 강수유무를 관측요소로 하고 있다. ASOS는 AWS 관측요소에 일조, 

일사, 초상온도, 지면온도, 지중온도, 시정, 운량, 운형, 증발량 등의 요소

를 추가로 관측하고 있다(기상연감, 2013).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상자료는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기상청, 

2015)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관측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였다. 사용된 자

료는 서울시의 2010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일별 평균기온, 

평균습도, 해면기압 등이었다. 

      (4)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자료

  사망원인통계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통계청, 2015)

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였다. 사망원인은 Table 3.1와 같이 환경성질환 또

는 환경성질환과 관련 287개 상병, 16개 질환군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 Classification of Disease, KCD)로 최

근(2010년) 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6차 개정판 (KCD-6)은 국제

질병사인분류 제10차 개정판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 on 

of Disease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0th edition, ICD-10)을 기반으

로 하고 있다. ICD10 코드는 5차(2010년 이전)와 6차(2011년 이후)에 분

류기준이 개정되었으나 사망자의 대분류 코드는 동일하였으므로 집계 후 

분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사망원인 통계자료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의 일별 심혈관계질환(대분류코드 I), 호흡

기계질환(대분류코드 J)이 사인인 건수를 집계하여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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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환군 분류 대분류수

1 결핵 (A15) 1

2 악성신생물 (C00-C97) 89

3 갑상선의 장애 (E00-E07) 8

4 당뇨병 (E10-E14) 5

5 기분장애 (F30-F39) 7

6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연관된, 신체형 장애 (F40-F48) 7

7 우발적 및 발작적 장애 (G43-44) 2

8 안검, 누기 및 안와의 장애 (H00-H06) 7

9 결막의 장애 (H10-H13) 3

10 심혈관계 질환 (I00-I99) 77

11 호흡기계 질환 (J00-J99) 64

12 간의 질환 (K70-76) 7

13 피부염 및 습진 (L20, L23-25, L28-29) 6

14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L80-81) 2

15 자연유산 (O03) 1

16 임신 기간 및 태아 발육과 관련된 장애 (P07) 1

  계 287

Table 3.1 ICD-10 codes of diseases on mortality

  3.1.3. 자료 분석절차

  서울특별시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오염, 기상 요소, 건강영향 

자료를 이용하여 각 변수들의 주별, 월별, 요일별 시계열 특성을 시계열 

도표로 살펴보았다. 각 변수들의 편상관을 살펴보고 지연효과 모형을 선

정하기 위하여 교차상관함수를 사용하여 선행계수를 찾아보았다. 그 결

과를 토대로 당일효과모형, 지연효과모형, 누적효과모형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모형들에 대해서 GAM 적합을 시도하였다. GAM에서 구성 변수

들은 종속변수인 질환별 사망건수는 로그치환하여 설정하였고 독립변수

인 대기오염도, 기상요소는 지수평활함수를 이용하여 시계열을 고려하였

다. 요일 및 계절효과 통제를 위해서 해당 월 및 요일은 더미변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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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모형 ARIMAX 모형 적합을 위해서 먼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을 ARIMA 모형으로 적합시도하였다. 적합된 각 변수의 최적 ARIMA모형

을 이용하여 ARIMAX를 구성하고 각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정하였다. 

적합이 확인된 모형을 이용하여 질환별 사망건수를 예측하여 실측치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거친 GAM 및 ARIMA 모형 적합결

과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검토하였다.

  3.1.2. 분석결과의 구성

  본 논문은 3개 소주제별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소주제는 

GAM을 이용한 서울시 대기오염도에 따른 호흡기 및 심혈관계질환 사망

의 시계열 분석, 두 번째는 ARIMA 모형을 이용한 서울시 대기오염도와 

호흡기 및 심혈관계질환 사망의 시계열 특성 분석, 세 번째는 서울시 대

기오염도에 따른 호흡기 및 심혈관계질환 사망의 GAM 및 ARIMAX 시계

열 모형 적용결과이다.

  각 소주제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결과에서는 서울시 대기오염

도와 기상청 기상요소 및 통계청 사망자료(2010-2013년)를 이용하여 SO2, 

PM10, NO2, O3, CO 단위 증가에 따른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질환 사망 위

험도(RR) 증가 결과를 GAM을 이용하여 분석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 결

과는 ARIMA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여 서울 대기오염도 항목 각각에 대한 

시계열 특성을 분석하고 호흡기계, 심혈관계질환 사망건수의 시계열 특

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결과에서는 ARIMAX 시계열 모형을 적

용하여 서울시의 대기오염도 항목별 단위 증가당 질환별 사망 위험도

(RR) 증가에 대한 GAM 및 ARIMAX 시계열 분석 결과를 비교 고찰하였

다. 끝으로 본 소주제별 결과들을 종합하여 대기오염 역학연구에서의 시

계열 분석 모형 적용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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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GAM 분석

  대기오염물질 농도증가에 따른 호흡기계, 심혈관계질환 사망발생의 연

관성 분석을 위하여 일반화부가모형(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을 

이용한 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상요소, 요일 및 계절의 시계열효과 

등의 영향을 통제하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사망건수는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으며, 시간요소(요일, 주, 월)와 기상요소(상대습도, 기

온, 해면기압)를 공변량으로 통제하였다. 전체적인 관련성을 일별 오염물

질 농도 변화에 따른 각 질환별 일별 보험청구 발생의 상대위험비

(relative risk) 함수로 평가하였으며, 선형적인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분

석에 적용된 통계모형은 다음과 같다.

  ln E(claims count) = D(day of the week, month, year)

                  + S(air temperature) + S(relative humidity)

                  + S(sea-level pressure)

                  + β(pollutant concentration)

 

  여기서, S는 지수평활 함수(expotental smoothing function)이며, D는 가

변수(dummy variable)을 나타낸다. SO2, NO2와 O3,는 0.001ppm, CO는 

0.1ppm, PM10은 10㎍/㎥을 기준농도로 하였으며, 각각의 대기오염 물질이 

기준농도만큼 증가할 때 청구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위험비를 1~7일

의 지연효과와 누적효과를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3.3. ARIMA 분석

  각 대기오염 항목별 농도 예측을 위한 단변량 ARIMA모형의 구축을 위

해 2010년 1월 1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기

오염도별 통계 모형은 BIC의 해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것을 모형으로 선

정하였다. 자기상관함수(auto correlation function, ACF)와 부분자기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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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partial auto correlation function, PACF)를 통해 가능한 모형의 후보

군 중 자기회귀·이동평균 모형(auto regressive moving average, ARMA)

에 대기오염도 시계열 자료를 정상화 한 후 모형을 식별하였다. 최종 선

정된 모형으로 계산된 잔차를 이용하여 선택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적절히 선정된 모형의 잔차는 자기상관을 보이지 않고 시간에 따른 

분포가 무작위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모형의 적합도는 Ljung-Box 통계량

으로 확인하였다. Ljung-Box 통계량의 p-value는 5%의 유의수준(α=0.05)

에서 귀무가설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잔차들 간의 자기상관

이 존재하지 않고 독립이며 특정한 분포를 보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ARIMA 모형 잔차에 대한 ACF 및 PACF 모두 95% 신뢰구간 내에서 특

별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 백색잡음임을 확인하였다.

 3.4. ARIMAX 모형구축 및 시계열 분석결과 비교

  각 대기오염 항목별 농도 예측을 위한 ARIMAX 모형의 구축을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일별 구축 자료를 이용하였

다. 모형 인식을 위하여 각 변수들의 BIC값을 기준으로 선정된 ARIMA 

모형으로 전이함수 모형을 구성하였다. Ljung and Box Q 검정에서 적합

하게 나오지 않은(p<0.05) 모형들은 다시 차분하여 모형을 적합하여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다.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은 시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며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당일효과모형, 지연효과모형, 누적효과모형을 

구성하였다. 변수 생성 및 모형생성을 위하여 0∼7차 지연효과 및 누적

효과모형을 구성하였다. 지연효과 모형은 시차(Lag time)을 고려하고, 누

적효과모형은 사전이동평균(prior moving average)를 생성시켜 분석하였

다.

  대기오염도별 통계 모형은 BIC의 해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것을 모형

으로 선정하였다. ACF와 PACF를 통해 가능한 모형의 후보군 중 

ARIMAX는 자기회귀·이동평균 모형(ARMA)에 대기오염도 시계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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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분하여 정상화 한 후 모형을 식별하였다. 최종 선정된 모형으로 계

산된 잔차를 이용하여 선택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적절히 

선정된 모형의 잔차는 자기상관을 보이지 않고 시간에 따른 분포가 무작

위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차분을 통해 정상화 된 자료는 정해진 AR, MA 

모형의 차수를 적용하여 질환에 대한 각 대기오염 항목들의 영향을 설명

하는 최적모형을 선택하였다. 

  ARIMAX 모형의 예측을 위해서는 전체 구축된 자료에서 2013년 7월 

3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자료를 모형구축에서 제외하고 

GAM 및 ARIMAX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후 모형 구축시에 제외하였던 6

개월간의 사망건수를 예측하여 2013년 12월 31일인 208주차(토요일)까지 

자료를 만들고 실제 사망통계자료와 비교하였다. ARIMA 모형의 적합도

는 Ljung-Box 통계량으로 확인하였다. Ljung-Box 통계량의 p-value로 

5%의 유의수준(α= 0.05)에서 귀무가설 기각여부를 결정하였다. 기각되지 

않은 경우 잔차들 간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고 독립이며 특정한 분포

를 보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ARIMA모형의 잔차에 대한 ACF 및 PACF 

모두 95% 신뢰구간 내에서 특별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 백색잡음임을 

확인하였고 예측모형으로 타당한 ARIMA모형을 결정하였다. 모수를 추정

한 후 자기회귀계수로 정상성의 가정 만족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가역성조

건은 이동평균계수로 만족함을 확인했다. 통계치의 t-value 절대값이 2.0

이상인 통상적 유의성 판단기준을 적용하였고 p-value가 5%의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적합된 모형의 다중

공선성 확인을 위하여 VIF 값을 구하여 5∼10 이하인지 확인하였다(fig.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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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ARIMAX time series model appl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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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GAM을 적용한 시계열 분석

  4.1.1. 기초통계량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Table 

4.1과 같다. 일평균 기온은 평균 11.7℃로 -14.5∼31.8℃의 범위를 보였고 

해면기압평균은 1016.3hPa이었다. 일평균 상대습도는 평균 59.2%로 20.0

∼97.0%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대기오염물질별로는 일평균 SO2의 대상기

간 중 평균농도는 0.005ppm, PM10은 49.034㎍/㎥, NO2 0.03285ppm 이었

고 일평균 최대 O3(O3_max)는 0.056ppm, 일평균 최대 CO(CO_max)의 평

균은 1.335ppm 등 이었다. 대상 질환별 사망건수로는 심혈관계질환 사망

(Mortality (I_code)) 일평균 159명, 호흡기계질환 사망(Mortality (J_code))

이 일평균 58명이었다.

N Minimum Maximum Mean STD

Temp.('C) 1277 -14.5 31.8 11.7 11.1759

Sea level pres.(hPa) 1277 993.8 1038.1 1016.3 8.1532

Humidity(%) 1277 20.0 97.0 59.2 15.3136

SO2(ppm) 1277 0.0020 0.0230 0.005 .0019674

PM10(ug/m3) 1277 5.0 269.0 49.034 33.5631

NO2(ppm) 1277 0.006 0.076 0.033 .012317

O3(ppm) 1277 0.002 0.071 0.020 .011027

O3_max(ppm) 1277 0.010 0.166 0.056 .024687

CO(ppm) 1277 0.2 1.8 0.547 .2158

Table 4.1 Descriptive statistic of input variable-air pollution, weather and 

mortality in Seoul(daily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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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1. 대기오염도

  서울시의 2010년∼2013년의 일일 대기오염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계절

적인 주기를 관찰할 수 있었다. SO2는 겨울에 높고 봄에 감소하여 여름

에 낮아지다가 가을에 최저치를 보이고 다시 겨울철로 가면서 상승하는 

계절적 시계열성이 보였다. PM10은 봄, 여름철에 높아지고 가을에 낮아

졌다 겨울에 다시 증가하는 패턴이 보였으나 봄에 비정상적 이상치가 존

재하였고 계절적 변동이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작았다.  NO2는 겨울에 

높아졌다 봄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가을에 낮아지는 현상을 반복하였는데 

변동폭이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작았다. O3는 SO2와 달리 겨울에 낮고 

봄부터 여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경향은 일일 최대치

(O3_max)에서 더 잘 나타났다. 반면 CO는 SO2와 유사하게 겨울에 높았

다가 가을에 최저치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4.1∼4.7).

Figure 4.1. Daily SO2(ppm) concentration in Seoul(20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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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Daily PM10(㎍/㎥) concentration in Seoul(2010~2013)

Figure 4.3 Daily NO2(ppm) concentration in Seoul(20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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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Daily O3(ppm) maximum concentration in Seoul(2010~2013)

Figure 4.6 Daily CO(ppm) concentration in Seoul(20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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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도들의 월별 변동을 볼 때 일부 대기오염물질은 유사한 시계

열을 가지고 있어 대기오염물질간의 상관성이 의심된다. 대기오염물질들

의 행렬산점도에서는 SO2와 PM10, NO2가 상관 경향이 보였고, PM10은 

NO2와 상관성이 보였다. NO2는 CO와 상관경향이 있었는데 O3과 상관경

향을 보이는 다른 대기오염물질은 없었다(Figure 4.8).

Figure 4.8 Correlation matrix scatter plot of pollutants in Seoul(2010~2013)

   4.1.1.2. 기상요소

  기온은 계절별 변동이 일별 변동보다 주기가 컸다. 일일 상대습도는 

계절적 주기가 기온에 비해 작고 일간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

다. 해면기압은 겨울에 높았다가 봄, 여름으로 가면서 낮아지고 가을부

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Figure 4.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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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Daily temperature(℃) in Seoul(2010~2013)

Figure 4.10 Daily humidity(%) in Seoul(20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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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3. 사망원인통계자료

  서울시의 2010년~2013년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 사망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월별로 계절적 변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호흡기계 및 심

혈관계 질환별 사망건수는 겨울에 높고 봄부터 낮아져서 여름에 최저치

를 보이다가 다시 가을부터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대기오염과 달리 

계절별 변동폭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질환별 사망건수의 계절변

화는 대기오염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작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나 계절별 사망발생양상이 시계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형구축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Figure 4.12∼4.13).

Figure 4.12 Daily respiratory disease mortality in Seoul(20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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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4. 사망원인통계자료

  대상 자료들의 정규분포 특성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규화 Q-Q도표

를 사용하였다. 모든 항목들이 모두 비정규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모두 시계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에 대한 평

활화나, 로그치환, 시계열 모형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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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4 Normal Q-Q plot for weather, air pollutants and disease mortality 

in Seoul(20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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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4 Normal Q-Q plot for weather, air pollutants and disease mortality 

in Seoul (2010~2013)(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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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4 Normal Q-Q plot for weather, air pollutants and disease mortality 

in Seoul (2010~2013)(continue)



- 58 -

   4.1.1.4. 변수들의 자기상관, 교차상관, 지연효과 확인

  기상요소, 대기오염도, 대상질환 사망건수에 대한 자기상관성, 교차상

관, 지연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상관, 부분상관 및 교차상관도

를 작성하였다. SO2에서는 자기상관도표에서 시차별로 감소경향이 있어 

자기상관을 위한 시계열모형에서 AR(auto regressive) 모형의 차수를 증

가할 필요가 있었고 부분상관도표에서는 시차별 감소경향이 관찰되지 않

아 MA(moving average)의 시차는 크게 증가시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PM10, NO2, O3, CO에 대해서도 자기상관도표에서의 시차별로 

감소경향으로 AR 모형의 차수를 증가할 필요가 있었고 부분상관도표의 

시차별 감소경향이 관찰되지 않아 MA 시차는 증가시킬 필요가 없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사망자료에서는 자기상

관도표에서의 시차별로 감소경향과 부분상관도표의 시차별 감소경향이 

동시에 관찰되어 AR 모형과 더불어 MA 모형에 대해서도 차수를 증가할 

필요가 관찰되었다(Figure 4.15). 

  대상 질환의 사망에 대한 대기오염도, 기상요소의 선행효과를 관찰하

기 위하여 변수들의 교차상관도를 작성하여 결과를 검토하였다. 심혈관

계질환 사망에서는 O3가 7일의 지연효과를 CO는 1일 지연효과, 기온 3

일, 상대습도 4일이 관찰되어 이를 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계질환 사망에 대해서는 SO2 3일, PM10 2일, NO2 3일, 

O3에서 5일, 기온은 7일, 해면기압 4일, 상대습도 6일의 지연효과가 각각 

관찰되었다(Figure 4.16).

  질환에 대하여 기상요소의 영향을 배제한 대기오염도와의 상관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각 오염물질별 편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기온, 상대습도, 

해면기압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대기오염물질과 질환사망에 대한 편상관

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O3은 다른 대기

오염물질과 역상관이 관찰되었는데 시계열을 확인한 도표의 결과에서 나

타난 시계열성의 영향으로 보인다. SO2, NO2, CO 등 오염물질에 대해서

는 기상요소를 통제한 상태에서 편상관이 관찰되어 이들의 선행효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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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 변동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2). 

  관찰된 지연효과를 고려하여 모형에 입력될 변수들의 당일효과모형, 

지연효과모형, 누적효과모형을 설정하였다. 지연효과모형은 시차만 고려

하였고 누적효과모형은 시차부터 당일까지의 이동평균을 구하여 그 영향

을 고려하도록 설정하였다(Tabl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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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5 Auto correlation function and Partial Auto correlation function of 

weather, air pollutants and disease mortality in Seoul(20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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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5 Auto correlation function and Partial Auto correlation function of 

weather, air pollutants and disease mortality in Seoul(2010~2013)(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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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5 Auto correlation function and Partial Auto correlation function of 

weather, air pollutants and disease mortality in Seoul(2010~2013)(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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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5 Auto correlation function and Partial Auto correlation function of 

weather, air pollutants and disease mortality in Seoul(2010~2013)(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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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5 Auto correlation function and Partial Auto correlation function of 

weather, air pollutants and disease mortality in Seoul(2010~2013)(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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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6 Cross correlation function for weather, air pollutants and disease 

mortality in Seoul(20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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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6 Cross correlation function for weather, air pollutants and disease 

mortality in Seoul(2010~2013)(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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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6 Cross correlation function for weather, air pollutants and disease 

mortality in Seoul(2010~2013)(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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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6 Cross correlation function for weather, air pollutants and disease 

mortality in Seoul(2010~2013)(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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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O2 PM10 NO2 O3 O3max CO COmax

SO2

(ppm)

r* 1.000 .461 .597 -.028 .236 .682 .413

p-val.† . .000 .000 .316 .000 .000 .000

df‡ 0 1272 1272 1272 1272 1272 1272

PM10

(ug/m3)

r .461 1.000 .444 -.025 .199 .541 .373

p-val. .000 . .000 .375 .000 .000 .000

df 1272 0 1272 1272 1272 1272 1272

NO2

(ppm)

r .597 .444 1.000 -.288 .192 .825 .616

p-val. .000 .000 . .000 .000 .000 .000

df 1272 1272 0 1272 1272 1272 1272

O3

(ppm)

r -.028 -.025 -.288 1.000 .717 -.260 -.294

p-val. .316 .375 .000 . .000 .000 .000

df 1272 1272 1272 0 1272 1272 1272

O3_max

(ppm)

r .236 .199 .192 .717 1.000 .098 -.003

p-val. .000 .000 .000 .000 . .000 .918

df 1272 1272 1272 1272 0 1272 1272

CO

(ppm)

r .682 .541 .825 -.260 .098 1.000 .717

p-val. .000 .000 .000 .000 .000 . .000

df 1272 1272 1272 1272 1272 0 1272

CO_max

(ppm)

r .413 .373 .616 -.294 -.003 .717 1.000

p-val. .000 .000 .000 .000 .918 .000 .

df 1272 1272 1272 1272 1272 1272 0

LN_Jcode

r .206 .026 .099 .072 .067 .136 .056

p-val. .000 .363 .000 .010 .017 .000 .045

df 1272 1272 1272 1272 1272 1272 1272

LN_Icode

r .154 .151 .179 -.105 -.011 .211 .183

p-val. .000 .000 .000 .000 .683 .000 .000

df 1272 1272 1272 1272 1272 1272 1272

* : correlation coefficient

† : p-value

‡ : degree of freedom

Table 4.2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of air pollutants controlled by 

temperature('K), humidity(%) and sea level pressure



- 70 -

Effect Model SO2 PM10 NO2 O3max COmax Temp hPa Hmd date

Cardio. Lag(0) 0 0 0 0 0 0 0 0 0

Lag(x) - - - 7 1 3 4 2 0

PMA - - - 7 1 3 4 2 0

Resp. Lag(0) 0 0 0 0 0 0 0 0 0

Lag(x) 3 2 3 7 5 7 6 2 0

PMA 3 2 3 7 5 7 6 2 0

Resp. : Respiratory mortality counts(natural logarithm)
Cardio. : Cardiovascular mortality counts(natural logarithm)
SO2 : Daily Mean Concentration of Sulfur Dioxide(ppm)
PM10 : Daily Mean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diameter <10㎛, ㎍/㎥)
NO2 : Daily Mean Concentration of Nitrogen Dioxide(ppm)
O3max : Daily Maximum Concentration of Ozone(ppm)
COmax : Daily Maximum Concentration of Carbon Mono Oxide(ppm)
Temp: Temperature, hPa: Atmospheric Pressure, Hmd: Relative Humidity(%)
date : date effect control dummy variables
Lag(0) : Lag time 0 day (immediate effect)
Lag(x) : x day latency effect, PMA : Prior Moving Average(Cumulative Effect)

Table 4.3 Time series analysis date setting of no latency(lag time 0), 

lag time and cumulative effect 

  4.1.2. GAM을 적용한 시계열 분석결과

  GAM을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질환의 

단기 사망영향을 시계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SO2로 인한 심혈관계질환 

사망효과는 지연효과별로 위험도 평균 1.00339∼1.00855이었고 PM10은 

1.00139∼1.00226, NO2는 0.99859∼0.99872, 일최대 O3는 0.99197∼0.99953, 

일최대 CO에 대해서는 1.00150∼1.04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계질

환 사망효과는 지연효과별로 SO2에서는 위험도 평균 1.01429∼1.02030이었고 

PM10은 0.99787∼0.99865, NO2는 0.99554∼0.99979, 일최대 O3는 0.99891∼

0.99949, 일최대 CO에 대해서는 0.94459∼0.99671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4). 

  구축된 모형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p<0.01), 

단일 대기오염도 변수인 PM10, NO2, O3, CO에 대해서는 일부 사망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모형이 있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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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utant Mortality Model Type RR 95%
lower

95%
upper

Adj. 
R2

ANO.
-p Est. B p

SO2 LN(I_code) No Latancy 1.00855 1.00374 1.01338 0.483 0.000 8.516 0.000 

　 Lag effect 1.00339 0.99865 1.00816 0.491 0.000 3.387 0.161 

　 MA effect 1.00542 1.00073 1.01013 0.493 0.000 5.406 0.023 

　 LN(J_code) No Latancy 1.02030 1.01150 1.02919 0.365 0.000 20.100 0.000 

　 Lag effect 1.01429 1.00543 1.02323 0.346 0.000 14.190 0.002 

　 　 MA effect 1.01972 1.01145 1.02805 0.348 0.000 19.528 0.000 

PM10 LN(I_code) No Latancy 1.00226 1.00042 1.00411 0.480 0.000 0.226 0.016 

　 Lag effect 1.00139 0.99960 1.00320 0.491 0.000 0.139 0.129 

　 MA effect 1.00201 1.00022 1.00382 0.493 0.000 0.201 0.028 

　 LN(J_code) No Latancy 0.99787 0.99453 1.00122 0.344 0.000 -0.213 0.212 

　 Lag effect 0.99830 0.99500 1.00162 0.341 0.000 -0.170 0.316 

　 　 MA effect 0.99865 0.99535 1.00196 0.336 0.000 -0.135 0.422 

NO2 LN(I_code) No Latancy 0.99872 0.99746 0.99979 0.479 0.000 -1.281 0.046 

　 Lag effect 0.99799 0.99684 0.99915 0.494 0.000 -2.012 0.001 

　 MA effect 0.99859 0.99740 0.99979 0.493 0.000 -1.410 0.021 

　 LN(J_code) No Latancy 0.99605 0.99378 0.99833 0.350 0.000 -3.955 0.010 

　 Lag effect 0.99554 0.99338 0.99772 0.349 0.000 -4.465 0.000 

　 　 MA effect 0.99979 0.99862 1.00096 0.366 0.000 -0.210 0.726 

O3_max LN(I_code) No Latancy 0.99905 0.99851 0.99959 0.483 0.000 -0.951 0.001 

　 Lag effect 0.99953 0.99905 1.00001 0.492 0.000 -0.470 0.570 

　 MA effect 0.99197 0.99863 0.99976 0.495 0.000 -8.060 0.005 

　 LN(J_code) No Latancy 0.99891 0.99792 0.99990 0.346 0.000 -1.095 0.300 

　 Lag effect 0.99923 0.99831 1.00015 0.342 0.000 -0.770 0.100 

　 　 MA effect 0.99949 0.99843 1.00055 0.337 0.000 -0.511 0.345 

CO_max LN(I_code) No Latancy 1.04185 1.01207 1.00713 0.481 0.000 0.410 0.060 

　 Lag effect 1.00150 0.99860 1.00441 0.490 0.000 0.015 0.300 

　 MA effect 1.00270 0.99970 1.00562 0.492 0.000 0.027 0.740 

　 LN(J_code) No Latancy 0.94459 0.98896 0.99970 0.346 0.000 -0.570 0.039 

　 Lag effect 0.99273 0.98758 0.99790 0.344 0.000 -0.073 0.006 

　 　 MA effect 0.99671 0.99332 1.00010 0.338 0.000 -0.033 0.060 

RR : Relative Risk
ANO-p : ANOVA test p-value for model testing
Est. B : Estimated Beta
p : p-value by t-test for beta

Table 4.4 GAM on cardiovascular and respiratory disease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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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ARIMAX 시계열 모형 구축

  4.2.1. 기상요소

  GAM 모형 구축과정에서 검토한 각 변수들의 교차상관결과와 자기상

관함수, 편자기상관함수 결과를 토대로 각 변수들에 대한 ARIMA 모형을 

적합시켰다.

  기온에 대한 ARIMA 모형을 적합시킨 결과에서는 ARIMA(2,1,3)(0,1,1) 

모형이 선택되었다. 상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01, Table 4.5). 실측치와의 잔차를 검토한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고(Figure 4.17), 예측치와 실측치를 피팅한 결과는 

Figure 4.18과 같다.  

  해면기압의 ARIMA 모형을 적합결과에서는 ARIMA(1,1,4)(1,0,1)모형이 

선택되었다. 상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p<0.01, Table 4.6). 실측치와의 잔차도 모두 적합하였다(Figure 4.19), 

Figure 4.20에 예측치와 실측치를 피팅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상대습도의 ARIMA 모형 적합결과 ARIMA(1,1,4)(0,0,0) 모형이 선택되었

다. 상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1, Table 

4.7), 실측치와의 잔차를 검토한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하였다(Figure 4.21). 

예측치와 실측치를 피팅한 결과는 Figure 4.22과 같다.

  4.2.2. 대기오염도

  SO2의 ARIMA 모형 적합결과 ARIMA(1,1,4)(1,0,1) 모형을 선택하였다. 

상수를 제외한 변수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1, Table 4.8), 

실측치와의 잔차를 검토한 결과에서 모두 적합하였다(Figure 4.23). 예측

치와 실측치를 피팅한 결과도 모두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24).

  PM10의 ARIMA 모형은 ARIMA(2,1,3)(1,0,1)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상수를 제외한 변수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고(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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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실측치와의 잔차를 검토한 결과에서도 모두 적합하였다

(Figure 4.25). 예측치와 실측치를 피팅한 결과도 모두 적정한 것으로 나

타났다(Figure 4.26).

  NO2의 ARIMA 모형 적합결과 ARIMA(1,1,2)(1,0,1) 모형이 선택되었고 

상수를 제외한 변수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1, Table 4.10). 실

측치와의 잔차를 검토한 결과에서 모두 적합하였다(Figure 4.27). 예측치

와 실측치를 피팅한 결과도 모두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28).

  일일 최대 O3에 대한 ARIMA 모형을 적합결과 ARIMA(1,0,2)(1,0,1) 모형

을 선정하였고 일일 최대 CO농도에 대한 모형으로 ARIMA(2,0,2)(1,0,1) 

모형을 선택하였다. 상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고(p<0.01, Table 4.11∼4.12), 실측치와의 잔차도 모두 적합하였으며 

(Figure 4.29, 4.31), 예측치와 실측치를 피팅한 결과 모두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30, 4.32).

  4.2.3.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질환 사망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질환 사망에 대해서는 각각 ARIMA(0,1,1)(1,0,1) 

모형과 ARIMA(1,1,4)(0,0,0)모형이 선택되었다. 상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

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고(p<0.01, Table 4.13∼4.14), 실측치와

의 잔차도 모두 적합하였으며(Figure 4.33, 4.35), 예측치와 실측치를 피

팅한 결과 적정한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4.34, 4.36).

  4.2.4. 선택된 ARIMA 모형의 적합도 검토

  기상요소, 대기오염도,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사망건수 등 ARIMA 모

형으로 구축된 최종 모형에 대해서는 정규화 BIC와 Ljung-Box Q검정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선정된 모형 모두 변수들의 상관성이 

있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Table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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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ARIMA(2,1,3)(0,1,1) Estimate SE t p

No 

Trans.

Constant 0.000 0.001 -0.241 0.809

AR
Lag 1 1.485 0.036 41.195 0.000
Lag 2 -0.491 0.037 -13.326 0.000

Difference 1

MA
Lag 1 1.517 0.034 44.718 0.000
Lag 2 -0.169 0.063 -2.702 0.007
Lag 3 -0.355 0.031 -11.323 0.000

Seasonal Difference 1
MA, Seasonal Lag 1 0.996 0.020 49.728 0.000

No Trans. : no transformation of input data

Table 4.5 ARIMA model on temperature(℃)

Figure 4.17 Auto correlation and partial auto correlation of ARIMA residuals 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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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a ARIMA(1,1,4)(1,0,1) Estimate SE t p

No 

Trans.

Constant -0.013 0.023 -0.571 0.568
AR Lag 1 -0.712 0.099 -7.179 0.000
Difference 1

MA

Lag 1 -0.630 0.099 -6.344 0.000
Lag 2 0.499 0.033 15.184 0.000
Lag 3 0.501 0.057 8.853 0.000
Lag 4 0.222 0.028 7.942 0.000

AR, Seasonal Lag 1 -0.619 0.258 -2.396 0.017
MA, Seasonal Lag 1 -0.563 0.273 -2.063 0.039

No Trans. : no transformation of input data

Table 4.6 ARIMA model on sea level pressure(hPa)

Figure 4.19 Auto correlation and partial auto correlation of ARIMA residuals on 

sea level pressure(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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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idity ARIMA(1,1,4)(0,0,0) Estimate SE t p

No 

Trans.

Constant -0.001 0.034 -0.029 0.977
AR Lag 1 -0.884 0.059 -15.065 0.000
Difference 1

MA

Lag 1 -0.471 0.063 -7.432 0.000
Lag 2 0.729 0.040 18.204 0.000
Lag 3 0.418 0.040 10.551 0.000
Lag 4 0.135 0.028 4.757 0.000

No Trans. : no transformation of input data

Table 4.7 ARIMA model on humidity(%)

Figure 4.21 Auto correlation and partial auto correlation of ARIMA residuals on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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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2 ARIMA(1,1,4)(1,0,1) Estimate SE t p

No 

Trans.

Constant -2.456E-6 6.113E-6 -0.402 0.688
AR Lag 1 -0.897 0.068 -13.249 0.000
Difference 1

MA

Lag 1 -0.472 0.072 -6.582 0.000
Lag 2 0.693 0.043 15.943 0.000
Lag 3 0.392 0.040 9.714 0.000
Lag 4 0.140 0.028 4.990 0.000

AR, Sea. Lag 1 0.873 0.138 6.339 0.000
MA, Sea. Lag 1 0.846 0.151 5.587 0.000

No Trans. : no transformation of input data

Sea. : Seasonal

Table 4.8 ARIMA model on SO2(ppm)

Figure 4.23 Auto correlation and partial auto correlation of ARIMA residuals on 

SO2(ppm)



- 78 -

Figure 4.25 Auto correlation and partial auto correlation of ARIMA residuals on 

PM10(㎍/㎥)

PM10 ARIMA(2,1,3)(1,0,1) Estimate SE t p

Natural   

Logarithm

Constant 0.000 0.002 -0.100 0.920

AR
Lag 1 -0.679 0.083 -8.203 0.000
Lag 2 0.276 0.055 5.047 0.000

Difference 1

MA
Lag 1 -0.370 0.083 -4.466 0.000
Lag 2 0.886 0.029 31.044 0.000
Lag 3 0.288 0.055 5.259 0.000

AR, Sea. Lag 1 -0.999 0.029 -34.316 0.000
MA, Sea. Lag 1 -0.998 0.046 -21.565 0.000

Natural Logarithm : natural logarithm transformation of input data

Sea. : Seasonal

Table 4.9 ARIMA model on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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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ARIMA(1,1,2)(1,0,1) Estimate SE t p

No 

Trans.

Constant -1.116E-5 7.230E-5 -0.154 0.877

AR Lag 1 0.200 0.052 3.875 0.000

Difference 1

MA
Lag 1 0.530 0.048 11.023 0.000

Lag 2 0.403 0.043 9.474 0.000

AR, Sea. Lag 1 0.999 0.003 380.584 0.000

MA, Sea. Lag 1 0.989 0.012 81.668 0.000

No Trans. : no transformation of input data

Sea. : Seasonal

Table 4.10 ARIMA model on NO2(ppm)

Figure 4.27 Auto correlation and partial auto correlation of ARIMA residuals on 

NO2(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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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_MAX ARIMA(1,0,2)(1,0,1) Estimate SE t p

Natural 

Logarithm

Constant -2.952 0.125 -23.667 0.000
AR Lag 1 0.989 0.005 187.581 0.000

MA
Lag 1 0.533 0.028 19.219 0.000
Lag 2 0.288 0.028 10.393 0.000

AR, Sea. Lag 1 -0.846 0.197 -4.287 0.000
MA, Sea. Lag 1 -0.867 0.185 -4.697 0.000

Natural Logarithm : natural logarithm transformation of input data

Sea. : Seasonal

Table 4.11 ARIMA model on O3(ppm)

Figure 4.29 Auto correlation and partial auto correlation of ARIMA residuals on 

maximum O3(ppm)

Figure 4.30 Time series plot of ARIMA on 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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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_MAX ARIMA(2,0,2)(1,0,1) Estimate SE t p

No   

Trans.

Constant -0.001 0.002 -0.507 0.613

AR
Lag 1 1.026 0.134 7.671 0.000

Lag 2 -0.352 0.051 -6.880 0.000

Difference 1

MA
Lag 1 1.533 0.138 11.071 0.000

Lag 2 -0.567 0.130 -4.349 0.000

AR, Seasonal Lag 1 0.985 0.022 45.183 0.000

MA, Seasonal Lag 1 0.975 0.028 34.403 0.000

No Trans. : no transformation of input data

Table 4.12 ARIMA model on maximum CO(ppm)

Figure 4.31 Auto correlation and partial auto correlation of ARIMA residuals on  

maximum CO(ppm)



- 82 -

I_code ARIMA(0,1,1)(1,0,1) Estimate SE t p

No 

Trans.

Constant -0.030 0.126 -0.237 0.812
Difference 1
MA Lag 1 0.849 0.015 56.922 0.000

AR, Seasonal Lag 1 0.999 0.005 190.937 0.000
MA, Seasonal Lag 1 0.993 0.016 61.601 0.000

No Trans. : no transformation of input data

Table 4.13 ARIMA model on cardiovascular disease mortality

Figure 4.33 Auto correlation and partial auto correlation of ARIMA residuals on 

cardiovascular disease mortality

Figure 4.34 Time series plot of ARIMA on cardiovascular disease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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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_code ARIMA(1,1,4)(0,0,0) Estimate SE t p

No 

Trans.

Constant 0.002 0.037 0.058 0.953

Difference 1

MA
Lag 1 0.910 0.028 32.521 0.000

Lag 2 -0.073 0.028 -2.624 0.009

Table 4.14 ARIMA model on respiratory disease mortality

Figure 4.35 Auto correlation and partial auto correlation of ARIMA residuals on 

respiratory disease mortality estimation and real data

Figure 4.36 Time series plot of ARIMA on respiratory disease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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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 Fit statistics Ljung-Box Q(18)

Normalized BIC Statistics DF p-value

SO2 -13.125 16.067 11 0.139

NO2 -9.283 16.189 13 0.239

PM10 6.252 5.330 11 0.914

O3 MAX -8.178 21.486 13 0.064

CO MAX -1.604 15.751 12 0.203

Temperature 1.764 18.054 12 0.114

hPa 2.595 13.763 11 0.246

Humidity 4.981 19.025 13 0.122

J_code 4.198 14.064 16 0.594

I_code 5.307 12.928 15 0.608

Table 4.15 ARIMA model on weather, air pollutants and disease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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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GAM 및 ARIMAX 모형 구축 결과 비교

  4.3.1. ARIMAX 모형 구축 결과

  기상요소, 대기오염도,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질환 사망을 변수로 하여 

ARIMA 모형 구축 결과를 이용하여 ARIMAX를 구축하였다. 각 대기오염

도 항목에 따른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질환의 단기 사망영향을 ARIMAX 

모형으로 시계열 분석하였다. 구축된 모형에서 예측 변수에 대한 잔차 

검정결과 모두 양호한 정규분포성을 보이고 있었다(Figure 4.37∼4.38)

  ARIMAX 분석결과 SO2로 인한 심혈관계질환 사망효과는 지연효과별 

위험도가  평균 1.00641∼1.01117이었고 PM10은 1.00250∼1.00285, NO2는 

0.99939∼1.00072, 일최대 O3는 0.99900∼0.99942, 일최대 CO에 대해서는 

1.00030∼1.00280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16).

  호흡기계질환 사망효과에서는 지연효과별로 SO2로 인한 사망 위험도

가 평균 1.02666∼1.04217이었고 PM10은 0.99349∼0.99601, NO2는 0.99853

∼0.99981, 일최대 O3는 0.99885∼1.00006, 일최대 CO에 대해서는 0.99991

∼0.99998로 산출되었다(Table 4.16). 

  구축된 모형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단일 대기오염도 변수인 NO2, O3에 대한 호흡기질환 사망효과에 대해서

는 일부 사망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모형이 있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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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7 Histogram and regression residual plot of cardiovascular disease 

mortality estimation by weather, air pollutants in Seoul (2010~2013)

Figure 4.38 Histogram and regression residual plot of respiratory disease 

mortality estimation by weather, air pollutants in Seoul (20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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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utant Mortality Model Type RR 95%
lower

95%
upper

Adj. 
R2

ANO.
-p Est. B p

SO2 LN(I_code) No Latancy 1.01117 1.00836 1.01399 0.806 0.000 11.110 0.000 

　 Lag effect 1.00641 1.00354 1.00929 0.796 0.000 6.387 0.000 

　 MA effect 1.00691 1.00410 1.00973 0.804 0.000 6.885 0.000 

　 LN(J_code) No Latancy 1.02629 1.01941 1.03321 0.580 0.000 25.946 0.000 

　 Lag effect 1.02666 1.01976 1.03360 0.567 0.000 26.306 0.000 

　 　 MA effect 1.04217 1.03351 1.05091 0.601 0.000 41.309 0.000 

PM10 LN(I_code) No Latancy 1.00286 1.00167 1.00405 0.800 0.000 0.286 0.000 

　 Lag effect 1.00278 1.00160 1.00398 0.797 0.000 0.278 0.000 

　 MA effect 1.00250 1.00132 1.00368 0.804 0.000 0.250 0.000 

　 LN(J_code) No Latancy 0.99503 0.99219 0.99789 0.564 0.000 -0.498 0.001 

　 Lag effect 0.99601 0.99312 0.99890 0.549 0.000 -0.400 0.007 

　 　 MA effect 0.99349 0.99039 0.99660 0.576 0.000 -0.653 0.000 

NO2 LN(I_code) No Latancy 1.00072 1.00031 1.00113 0.798 0.000 0.719 0.001 

　 Lag effect 0.99945 0.99905 0.99984 0.794 0.000 -0.553 0.006 

　 MA effect 0.99939 0.99900 0.99978 0.802 0.000 -0.607 0.002 

　 LN(J_code) No Latancy 0.99981 0.99882 1.00081 0.560 0.000 -0.187 0.713 

　 Lag effect 0.99927 0.99829 1.00025 0.547 0.000 -0.732 0.144 

　 　 MA effect 0.99853 0.99718 0.99989 0.572 0.000 -1.467 0.034 

O3_max LN(I_code) No Latancy 0.99940 0.99911 0.99970 0.799 0.000 -0.598 0.000 

　 Lag effect 0.99942 0.99916 0.99968 0.796 0.000 -0.580 0.000 

　 MA effect 0.99900 0.99863 0.99937 0.805 0.000 -1.004 0.000 

　 LN(J_code) No Latancy 0.99885 0.99814 0.99957 0.564 0.000 -1.146 0.002 

　 Lag effect 1.00006 0.99939 1.00074 0.547 0.000 0.064 0.851 

　 　 MA effect 0.99944 0.99853 1.00037 0.571 0.000 -0.556 0.237 

CO_max LN(I_code) No Latancy 1.00280 1.00180 1.00391 0.801 0.000 0.028 0.000 

　 Lag effect 1.00030 0.99930 1.00140 0.793 0.000 0.003 0.543 

　 MA effect 1.00200 1.00100 1.00300 0.803 0.000 0.020 0.000 

　 LN(J_code) No Latancy 0.99820 0.99571 1.00070 0.561 0.000 -0.018 0.163 

　 Lag effect 0.99442 0.99193 0.99700 0.553 0.000 -0.056 0.000 

　 　 MA effect 0.99094 0.98718 0.99471 0.578 0.000 -0.091 0.000 

RR : Relative Risk
ANO-p : ANOVA test p-value for model testing
Est. B : Estimated Beta
p : p-value by t-test for beta

Table 4.16 ARIMAX model on cardiovascular and respiratory disease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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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대기오염에 따른 질환발생 ARIMAX 모형 예측

  대기오염도 5개 항목에 대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예측결

과를 비교하였다. 심혈관계질환 사망에 대해서는 CO가, 호흡기계질환 사

망에 대해서는 SO2, PM10, CO가 비교적 예측치가 실측치에 근사하였다. 

그러나 상관성은 낮게 나오거나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Figure 4.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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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9 ARIMA forecasting values of cardiovascular disease mortality for 

air pollutants(6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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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9 ARIMA forecasting values of cardiovascular disease mortality for 

air pollutants(6months)(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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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0 ARIMA forecasting values of respiratory disease mortality for air 

pollutants(6months)



- 92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2013-7-1 2013-8-1 2013-9-1 2013-10-1 2013-11-1 2013-12-1

real_J_code

pred_J_code

respiratory diseas forecast - O3(ppm)

R?= 0.0117

35 

36 

36 

37 

37 

38 

3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correlation of respiratory diseas 

forecast - O3(ppm)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2013-7-1 2013-8-1 2013-9-1 2013-10-1 2013-11-1 2013-12-1

real_J_code

pred_J_code

respiratory diseas forecast - CO(ppm)

R?= 0.0441

62 

63 

64 

65 

66 

67 

68 

69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correlation of respiratory diseas 

forecast - CO(ppm)

Figure 4.40 ARIMA forecasting values of respiratory disease mortality for air 

pollutants(6months)(continue)

  4.3.3. ARIMAX 및 GAM 모형의 추정 결과 비교

  단일 대기오염물질 영향을 평가한 결과 ARIMAX에서는 일평균 SO2가 

0.001ppm 증가하는 경우 지연효과모형에서 호흡기계질환 사망 비교위험

도가 1.02666, 결정계수 0.567으로 GAM 대비 각각 1.24%, 1.64배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흡기계질환 사망 누적효과로 비교위험도가 

1.04217, 결정계수 0.601로 GAM 대비 각각 2.25%, 1.73배 증가하는 것으



- 93 -

로 나타났다(Table 4.17).

  일평균 PM10은 농도 10㎍/㎥ 증가 시 GAM에서는 당일효과모형의 비교

위험도가 1.00226(결정계수 0.48), ARIMAX에서 1.00286(결정계수 0.80)로 

두 모형 모두 심혈관계질환 사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NO2는 농도 0.001ppm 증가될 경우 GAM에서 당일, 지연, 누적

효과모형 모두 심혈관계질환 사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p<0.05)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RIMAX 모형에서는 당일효과모형에서 비교위험

도가 1.00072(p=0.001)로 사망 증가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두 시계열 분석모형 모두에서 일최대 O3농도는 심혈관계질환 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흡기계질환 사망은 ARIMAX에서 당일

효과로 인한 사망감소 통계적으로 유의(p=0.000) 하였다.

  일최대 CO는 ARIMAX의 당일효과, 누적효과 모형에서 심혈관계질환 

사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p<0.001) 호흡기계질환 사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상술한 결과 4.1 GAM 모형 구축과정에서 모형의 구성 변수들간

의 다중공선성이 관찰되었다. 회귀모형은 변수들의 독립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GAM 모형 구축을 위해서 지수

평활화 한 변수들에 대하여 기상요소를 통제하고 대기오염 항목들의 편

상관을 구하였다. 지수평활화 전과 비교하여 상관계수들이 감소하는 경

향이 보였으나 모든 변수들간 상관계수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5, Table 4.18). ARIMAX 모형에 구축변수들도 ARIMA 모형에서 예

측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편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수들간의 상

관계수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p<0.05) 지수평활화한 결과보다는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19).

  5개 대기오염물질 복합영향에 대한 GAM 모형에서는 심혈관계질환 사

망에 일평균 SO2와 PM10, 일최대 CO가 사망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흡기계질환 사망에 대해서는 일평균 SO2, 일최대 CO가 사

망증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01), 일평균 NO2와 일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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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의 VIF가 5 이상으로 나타나 두 항목의 다중공선성을 제어할 수 없었

다(Table 4.20). 

  ARIMAX를 이용한 5개 대기오염물질 복합모형에서는 심혈관계질환 사

망에 대해서는 GAM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호흡기계질환 사망

에 대해서는 당일효과 모형에서 일최대 O3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망감

소효과(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던 GAM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Table 4.20, 4.21). ARIMAX 모형의 호흡

기계질환 사망 누적효과모형에서는 결정계수가 0.635로 GAM 대비 1.77

배 높았고 심혈관계질환에서는 결정계수 0.811로 1.62배 높았다. 또한 

ARIMAX 모형에서는 모든 대기오염항목에 대한 VIF 값이 5이하로 다중

공선성이 제어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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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or Dependent 
Variable Model Type

ARIMAX GAM

RR Adj. R2 p-val.(B) RR Adj. R2 p-val.(B)

SO2 LN(I_code) No Latancy 1.01117 0.806 0.000 1.00855 0.483 0.000 

　 Lag effect 1.00641 0.796 0.000 1.00339 0.491 0.161 

　 MA effect 1.00691 0.804 0.000 1.00542 0.493 0.023 

　 LN(J_code) No Latancy 1.02629 0.580 0.000 1.02030 0.365 0.000 

　 Lag effect 1.02666 0.567 0.000 1.01429 0.346 0.002 

　 　 MA effect 1.04217 0.601 0.000 1.01972 0.348 0.000 

PM10 LN(I_code) No Latancy 1.00286 0.800 0.000 1.00226 0.480 0.016 

　 Lag effect 1.00278 0.797 0.000 1.00139 0.491 0.129 

　 MA effect 1.00250 0.804 0.000 1.00201 0.493 0.028 

　 LN(J_code) No Latancy 0.99503 0.564 0.001 0.99787 0.344 0.212 

　 Lag effect 0.99601 0.549 0.007 0.99830 0.341 0.316 

　 　 MA effect 0.99349 0.576 0.000 0.99865 0.336 0.422 

NO2 LN(I_code) No Latancy 1.00072 0.798 0.001 0.99872 0.479 0.046 

　 Lag effect 0.99945 0.794 0.006 0.99799 0.494 0.001 

　 MA effect 0.99939 0.802 0.002 0.99859 0.493 0.021 

　 LN(J_code) No Latancy 0.99981 0.560 0.713 0.99605 0.350 0.010 

　 Lag effect 0.99927 0.547 0.144 0.99554 0.349 0.000 

　 　 MA effect 0.99853 0.572 0.034 0.99979 0.366 0.726 

O3_max LN(I_code) No Latancy 0.99940 0.799 0.000 0.99905 0.483 0.001 

　 Lag effect 0.99942 0.796 0.000 0.99953 0.492 0.570 

　 MA effect 0.99900 0.805 0.000 0.99197 0.495 0.005 

　 LN(J_code) No Latancy 0.99885 0.564 0.002 0.99891 0.346 0.300 

　 Lag effect 1.00006 0.547 0.851 0.99923 0.342 0.100 

　 　 MA effect 0.99944 0.571 0.237 0.99949 0.337 0.345 

CO_max LN(I_code) No Latancy 1.00280 0.801 0.000 1.04185 0.481 0.060 

　 Lag effect 1.00030 0.793 0.543 1.00150 0.490 0.300 

　 MA effect 1.00200 0.803 0.000 1.00270 0.492 0.740 

　 LN(J_code) No Latancy 0.99820 0.561 0.163 0.94459 0.346 0.039 

　 Lag effect 0.99442 0.553 0.000 0.99273 0.344 0.006 

　 　 MA effect 0.99094 0.578 0.000 0.99671 0.338 0.060 

RR : Relative Risk
Adj. R2 : Adjusted R2
p-val.(B) : p-value by t-test for beta

Table 4.17 ARIMAX and GAM of cardiovascular and respiratory disease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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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Variables SO2 PM10 NO2 O3_max CO_max

SO2

(ppm)

Correlation 1.000 .439 .555 .144 .425

p-value . .000 .000 .000 .000

df 0 1272 1272 1272 1272

PM10

(ug/m3)

Correlation .439 1.000 .350 .088 .430

p-value .000 . .000 .002 .000

df 1272 0 1272 1272 1272

NO2

(ppm)

Correlation .555 .350 1.000 .275 .628

p-value .000 .000 . .000 .000

df 1272 1272 0 1272 1272

O3_max

(ppm)

Correlation .144 .088 .275 1.000 -.153

p-value .000 .002 .000 . .000

df 1272 1272 1272 0 1272

CO_max

(ppm)

Correlation .425 .430 .628 -.153 1.000

p-value .000 .000 .000 .000 .

df 1272 1272 1272 1272 0

LN_Jcode

Correlation .218 .005 .070 .023 .028

p-value .000 .850 .013 .418 .325

df 1272 1272 1272 1272 1272

LN_Icode

Correlation .118 .105 .046 -.129 .152

p-value .000 .000 .099 .000 .000

df 1272 1272 1272 1272 1272

Table 4.18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GAM*

Control Variables SO2 PM10 NO2 O3_max CO_max

SO2

(ppm)

Correlation 1.000 .367 .542 .182 .377

p-value . .000 .000 .000 .000

df 0 1264 1264 1264 1264

PM10

(ug/m3)

Correlation .367 1.000 .399 .144 .394

p-value .000 . .000 .000 .000

df 1264 0 1264 1264 1264

NO2

(ppm)

Correlation .542 .399 1.000 .188 .558

p-value .000 .000 . .000 .000

df 1264 1264 0 1264 1264

O3_max
(ppm)

Correlation .182 .144 .188 1.000 -.047

p-value .000 .000 .000 . .097

df 1264 1264 1264 0 1264

CO_max
(ppm)

Correlation .377 .394 .558 -.047 1.000

p-value .000 .000 .000 .097 .

df 1264 1264 1264 1264 0

LN_Jcode

Correlation .300 -.076 .110 .061 .002

p-value .000 .007 .000 .029 .932

df 1264 1264 1264 1264 1264

LN_Icode

Correlation .209 .147 .177 -.095 .200

Table 4.19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ARIMAX*

*controlled by Temp.('K), Humidity(%), Sea leve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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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Model type　 SO2 PM10 NO2 O3_MAX CO_MAX Adj. R2

Cardi. Vas. No Latancy 1.01164** 1.00058** 0.99524** 0.99932* 1.00914* 0.500** 

Lag effect 1.00871** 1.00083 0.99511** 0.99961 1.00743** 0.506** 

MA effect 1.00945** 1.00117 0.99570** 0.99951 1.00723** 0.507** 

VIF 3.292 1.894 5.485 4.899 6.719

Respiratory No Latancy 1.03700** 0.99456** 0.99310** 0.99938 1.00190 0.374** 

Lag effect 1.03077** 0.99671 0.99233** 0.99950 1.00180 0.365** 

　 MA effect 1.03547** 0.99570* 0.99820* 0.99956 0.99651 0.359** 

VIF 3.292 1.894 5.485 4.899 6.719

* : p<0.05
**: p<0.01

Table 4.20 GAM multi-pollutant model on cardiovascular and respiratory 

disease mortality

Disease Model type　 SO2 PM10 NO2 O3_MAX CO_MAX Adj. R2

Cardi. Vas. No Latancy 1.01009** 1.00148* 0.99953 0.99931** 1.00200** 0.811**

Lag effect 1.00776** 1.00288** 0.99867** 0.99945** 1.00001 0.806**

MA effect 1.00813** 1.00224** 0.99860** 0.99907** 1.00180** 0.817**

VIF 3.844 1.895 3.057 4.798 3.525

Respiratory No Latancy 1.03904** 0.99181** 0.99879* 0.99902** 0.99830 0.598**

Lag effect 1.03701** 0.99609** 0.99722** 1.00027 0.99541** 0.585**

　 MA effect 1.06961** 0.99153** 0.99525** 1.00016 0.99481* 0.635**

Table 4.21 ARIMAX multi-pollutant model on cardiovascular and 

respiratory disease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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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5.1. 시계열 모형의 특성

  환경오염물질 농도는 배출량과 그 물질 이동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

을 입력변수로 해석할 수 있다. 입출력 변수간의 과정을 해석할 때 현상

을 단순화한 모형을 이용하게 된다. 대기오염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모

형은 확산모형과 추계학적 모형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도시지역 대기

오염 현상 해석을 위해 시간 흐름에 따라 대기오염도의 변동을 정량적으

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도시지역 대기오염이 오염원에서 배출된 

환경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기상상태에 따라 지난 시점에서 발생된 물질

이 현재 대기오염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과거 오염도가 

현재 오염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계열 현상이라 정의할 수 있다.

  시계열 분석 방법은 ARIMA 모형에 기초를 둔 시간 영역(time domain)

과 스펙트럴 함수(spectral function)에 기초한 주파수 영역(frequency 

domain)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시간영역에서 이용되는 시계열 모형은 

Yule과 Walk가 정립한 자기회귀(autoregressive: AR) 모형과 Slitzky가 정

립한 이동평균(moving average: MA) 모형이 있다. Wold는 자기회귀 모형

과 이동평균 모형을 결합한 자기회귀·이동평균 모형(auto re-gressive 

moving average: ARMA)을 제시하였다. Box와 Jenkins는 이러한 방법론

을 정리하여 시간영역의 대표적인 시계열 분석론인 ARIMA를 정립하였

다. 

  시계열 분석에서 모수추정 단계는 모형식별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선택

된 ARIMA(p, d, q) 시계열 모형의 계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모수의 추정 방법으로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비조건부 최소제곱추정법(unconditional least square 

estimation), 조건부 최소제곱추정법(conditional least square estimation)이 

있으며 이외에도 베이지안 추정법(Bayesian estimation) 등이 있다.



- 99 -

  모형 검증단계는 추정된 시계열 모형이 오차항에 대한 가정, 즉 오차

항이 백색잡음과정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ARIMA 모형은 잔

차항이 백색잡음과정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수립한 모형이 실제 

시계열을 적절히 적합하면 잔차가 백색잡음과정에 따른다. 위와 같은 모

형 식별, 모수 추정, 모형 검진의 단계를 반복하여 모형을 확정한 후 대

기질의 예측에 이용하게 된다.

  단변량 ARIMA 모형보다 좋은 예측력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전이함수

모형은 종속변수인 출력시계열보다 선행이 되는 독립변수인 입력시계열

을 회귀분석의 형태로 표현한 분석 방법이다. Vector ARIMA 모형의 특

수한 경우에 속하며 기본 가정과 추정 방법 역시 ARIMA 모형과 매우 유

사하다. 무한개의 모수를 가진 출력시계열의 모형 적합에 앞서 입력시계

열의 ARIMA 모형 적합으로 얻어진 사전백색화 모수를 출력시계열에 적

용하여 유한개의 모수들을 추정하며 그에 따라 출력시계열에 영향을 미

치는 입력시계열의 동적인 움직임을 파악, 예측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중회귀모형은 전이함수 모형과 달리 각 관측 데이터간의 시간적 독

립을 가정하는 모형이며, 상태공산모형은 전이함수 모형과 비슷하나 종

속변수로 설정한 시계열변수와 원인시계열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상호

적이라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전이함수는 입력시계열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출력시계열로 보내주는 일종의 필터(filter) 역할을 수행하게 된

다. 따라서 전이함수 모형은 출력시계열데이터와 출력시계열의 선행척도

(leading indicator)라고 할 수 있는 입력시계열 데이터들과의 동적관계

(dynamic relation)를 분석하여, 출력시계열데이터 자체만으로 구성된 단

변량 시계열모형의 단점을 개선하는데 있다(김해경과 김태수, 2003).

 5.2. GAM을 적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시계열 분석

  GAM과 같은 통계 모형은 배출량을 기반으로 한 모의실험 모형보다 

예측력이 더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주요 고속도로변 PM2.5, CO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 계수 모형(MOBILE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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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캘리포니아 라인 소스 분산 모형(CALINE4)으로 예측을 시도하고 

GAM 모형결과와 비교하였다. PM2.5, CO실측자료를 이용하여 모형 예측

결과를 검증한 결과 모의실험모형이 GAM과 비교하여 CO는 비교적 잘 

예측하지만 PM2.5는 예측결과가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보였다(Zhang K et 

al., 2010).

  GAM이 기상요소와 대기오염도를 고려하여 smoothing splines을 기반

으로 하는 모형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비선형 통계모형인 GAM을 

통해 예측된 결과에서 8시간 평균 오존농도의 일일 최대값이 호흡기계 

영향과 관련성이 있었고 유럽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대기질 기준

(Directive 2002/3/EC)을 설정하고 있다(Schlink U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모형에 포함된 O3 일평균 최대치가 사망증가를 해석하는데 일

평균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국내에서 GAM을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한 사례는 다수 있다. 서울특별

시의 일일 사망자료와 황사일 포함여부에 따른 도시 대기오염이 일별 총 

사망, 호흡기계 사망 및 심혈관계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에

서는 황사발생일을 포함한 연구기간과 포함하지 않은 연구기간 모두에

서, 전체 연령층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호흡기계 사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심혈관계 사망, 총 사망 순으로 나

타났다. 연령별 민감집단 확인에 있어서는 총 사망의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65세 이상 노인 그룹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지영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고려를 하지 않고 총사망 영향

만을 고려하였는데 시계열 모형의 적용성을 비교 검토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추후 연령효과를 고려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국내 대기오염과 초등학생들의 일별 자각 증상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연구에서는 각 오염물질을 기본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CO는 모

든 지역과 증상 유병률에 대부분 0.2%∼0.6% 의 증가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문정숙,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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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화 부가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적용한 국내 조산의 단기영향 평가연

구에서는 개인간 공변량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았다. 전체 인구 집단에서 

계속 발생하던 조산 비율이 대기오염 노출로 인해 높아졌는지를 평가하

는 것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인구집단의 노출평가를 위해서는 시계

열분석이 적합하고, 장기영향 평가인 경우 개개인의 조산발생 여부 평가

가 의미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개인 위험요인과 대기오염 물질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온과 습도 및 계절성과 장기추세 등의 보정이 

가능한 통계 모형적용을 제안하고 있다(서주희, 2005).

  GAM을 이용하여 호주 시드니의 1.4세와 5.14세 아동군을 대상으로 

1994년과 2000년의 천식에 따른 병원 방문자료 시계열 분석 연구에서는 

평활화 함수로 로그-링크 함수와 우도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패널화 회

귀 spline을 이용하여 장기 추세, 학교운영기간 및 휴일, 평일 및 인플루

엔자 전염병 등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 방학을 지난 

아동들이 학교에 복귀하면 천식 발생으로 인한 병원 방문율이 증가한다

는 것을 밝혔고 학교에 건강하게 복귀하기 위한 학교 생활환경의 보건학

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Lincoln D et al., 2006).

  중국 베이징에서 비모수 GAM을 이용하여 PM10, SO2, NO2와 일일 알레

르기성 비염 병원방문수를 연구한 결과에서는 요일효과를 통제하여 상기 

대기오염물질이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Zhang F et al., 

2011).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월 및 요일 효과를 더미 변수화하여 통제

한 것이 대기오염 항목들의 사망효과를 산출하는데 효과적이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사망에 미치는 온열환경의 영향은 잘 알려져 있다. 방글라데시 도시 

및 농촌의 일일 사망건수에 대하여 계절, 월, 요일의 시계열 영향을 통

제하여 GAM으로 분석한 결과 사망에 미치는 기온의 영향은 최적 온도

를 기준으로 한파와 폭염에 접근할 경우 사망이 증가하는 V자 형태로 

나타났다(Burkart K et al., 2011). 따라서 기온은 사망자료를 분석할 때 

반드시 통제하여야 하며 그 영향이 선형적이지 않으므로 기준 온도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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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구분하여 비선형화 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

형적인 시계열 모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반영이 되었다고 보

여지며 폭염과 한파의 영향은 본 연구의 대상 범위가 아니어서 고려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기오염을 통제하여 기상요소가 사망률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오슬로에서 2001∼2003년의 시간별 대기오염자료를 대상으로 GAM을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한 연구에서는 습도가 PM10에 영향을 주었으나 

NO2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온도와 강우, 강설의 영향

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Aldrin M and Haff IH, 

2005). 본 연구의 시계열 분석에 강우, 강설의 영향은 고려하지 못하였으

나 상기 연구결과를 볼 때 대기오염과의 상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생

각되므로 해석상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중국 상하이에서 2004년 3월 4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PM10과 

PM2.5를 대상으로 GAM을 이용하여 단기 사망 영향을 파악한 연구에서는 

PM2.5가 10㎍/㎥ 증가할 때 2일 이동평균 농도기준으로 총사망은 0.36% 

(95%CI 0.11%, 0.61%), 심혈관계질 사망은 0.41% (95% CI 0.01%, 0.82%) 

and 호흡기계질환 사망은 0.95% (95% CI 0.16%, 1.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M2.5를 제외시킨 PM10의 분진에 대해서는 효과가 명확치 

않았다(Kan H et al., 2007). 이 연구에서는 PM2.5가 보다 명확한 사망효

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측

정망에서 과거 자료가 없는 한계점으로 인해 모형에 포함시켜 고려할 수 

없었다. 

  미세먼지는 감염성 호흡기계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 아르헨티나의 코

르도바 아동을 대상으로 PM10이 감염성 호흡기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연구에서는 기상요소, 사회 경제적 조건과 교육의 영향을 고려하

고 quasi-포아송 분포 링크 함수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하였다. 일

(date) 효과를 spline 평활하여 계절적 변동을 통제 분석한 결과 미세먼

지가 감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기상요소 역시 영향을 주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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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Amarillo AC and Carreras HA, 2012).

  대기오염물질의 지연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오스트리아의 도시와 농촌 

지역의 PM2.5과 호흡기계 질환 병원방문의 관련성에 대한 semiparametric 

GAM 시계열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인 비엔나 거주민의 호흡기계질환

(ICD 490-496)에 대해서 남성은 PM2.5 10㎍/㎥당 5.5%(2일 지연효과), 여

성은 5.6% 증가(3일 지연효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 경우는 10.11일 지연효과가 관찰되었다(Neuberger M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지연효과와 누적효과를 각각 고려하였는데 누적효과의 경우 

지연효과가 시차에 따라 상쇄될 가능성이 있어 평균적인 영향을 고려하

여 검토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차량의 실내공기 중 PM2.5에 단기 노출될 경우 속도, 트래픽 상태, 차

량 환경 날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변량 시계열 분석한 결과에서는 변

수들의 변동을 75%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기구의 위치, 에어

컨 상태, 날짜 시간, PM2.5 노출 수준 등이 주요한 영향변수로 나타났고 

단일 변수 시계열 모형 보다는 다중변수 시계열 모형이 설명되지 않는 

변동이 적고 잔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Issarayangyum T and 

Greaves S, 2007). 본 연구에서 단일 대기오염도와 다중 대기오염도 모두

에 대해 모형 적합하여 결과를 제시한 것은 상기 연구결과의 관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5.3. ARIMAX 모형 적용 사례 및 특성

  국내에서 ARIMAX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연구는 다양하지만 대기오염 

역학분야의 연구사례는 드물다. 질환발생과 관련해서는 전염병 유행기준 

설정을 위하여 계절형 ARIMA 분석을 통해 전염병 발생의 기준선을 정하

고 이를 벗어나는 경우를 유행(outbreak)으로 정의하여 감시모형을 구축

에 활용하였고(김미영 등, 2004), 온도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가 국내 식

중독 관련 균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전이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김기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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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도 예측 분야에서 ARIMAX가 이용되기도 하였는데 정효준

(2005)은 대기 중 오존농도 예측을 위해서 ARIMA, 전이함수, 인공신경망

을 이용하여 예측치의 일치도 계수를 높였고, 백경원(2005)은 습도와 온

도를 이용하여 이변수 시계열 전이함수 모형의 분석절차와 해석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소셜미디어인 인터넷의 검

색어를 이용하여 실업율을 예측하기도 하였다(박경은, 2013). 김수(2007)

는 GDP, 사교육비 비중, 소비자기대지수로 예측을 시도하여 시계열 모형

이 자동차판매량 예측에 유용한 도구임을 밝혔다.

  국외에서도 ARIMAX가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대기오염 역

학연구는 많지 않다. 포아송 전이함수모형(transfer function)을 이용하여 

중국 베이징의 뇌-심혈관 질환에 의한 응급실 방문자료에 대해 대기오염

과 상관성을 연구한 결과 SO2, NO2 및 PM10이 각각 50g/㎥ 증가할 때 상

기 질환의 응급실 방문 위험도(relative risk)가 각각 1.129, 1.092 및 

1.069로 나타났다(Li M et al., 2013). 그러나 상기 연구는 오염도 증가폭

이 본 연구에 비해 크며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염성 질환의 경우에는 기상변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열대지방의 최고 기온이 크립토스포리디움 전염병 발생에 큰 영향

을 준다. 이러한 질병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으로는 시계열 모형

인 계절형 ARIMA(SARIMA) 모형이 root mean square error(RMSE)가 

0.40, AIC가 12.53로 포아송 회귀 모형(RMSE: 0.54, AIC: 12.84) 보다 더 

예측력이 높다는 결과가 있다(Hu W et al., 2007). 즉 질환 발생요인의 

계절적 시계열 변동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포아송 회귀모형에 비해 

ARIMA 시계열 모형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태국의 가을철 추수기에 들쥐 오줌에 노출되어 감염되는 랩토스피라증

은 강우, 온도의 시계열적인 영향으로 발생된다. 태국의 북부와 북동부 

두 지역의 렙토스피라증에 대하여 계절 패턴 즉, 기후 요소와 연관성을 

ARIMAX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북부지역에서는 강우(시차 8개월)가 전

염병 발생에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고 북동부지역에서는 강우(시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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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와 기온(시차 8개월)이 주 요인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구축된 

ARIMAX 모형은 장래 렙토스피라증 발생 예측에 활용할 수 있었다

(Chadsuthi S et al., 2012). 

  그 밖에도 ARIMAX를 적용한 시계열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다. 홍콩에서는 홍콩 공항의 이용객의 수가 SARS와 같은 감염성 

질환의 개입으로 감소되었다가 다시 증가되는 것을 계절형 ARIMA와 

ARIMAX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Tsui, 2014), 칠레에서는 인공신경망 모

형과 결합하여 대기질 예측을 시도하였다(Diaz-Robles et al., 2008), 

 5.4. GAM 및 ARIMAX 적용 결과 비교

  GAM과 같은 회귀분석 모형에서 회귀계수의 추정량을 구하기 위해서

는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최소제곱법을 사용하지만 설명변수의 

개수가 증가하면 변수간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설명변수 중 어떤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

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진다. Lasso regression은 능형 회귀(ridge 

regression)의 장점인 회귀계수 축소를 통해 예측 정확도(prediction 

accuracy)를 높이고, 동시에 영향력이 적은 회귀계수 값을 쉽게 0으로 만

드는 변수 선택 기능이 있어 해석력을 높여준다. Lasso regression은 능

형회귀의 예측정확도와 변수선택의 해석력을 모두 갖출 수 있는 분석방

법으로 다중 대기오염도 통계모형 구축에 있어 포와송 로그-선형 모형보

다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oberts S and Martib M, 2005). 

  본 연구결과에서 GAM 모형에서는 5개 대기오염물질 복합영향에 대한 

심혈관계질환 사망에일평균 SO2와 PM10, 일최대 CO가 사망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흡기계질환 사망에 대해서는 일평균 SO2, 일최

대 CO가 사망증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01) 일평균 NO2

와 일최대 CO의 VIF가 5 이상으로 나타나 두 항목의 다중공선성을 제어

할 수 없었다. 

  ARIMAX를 이용한 5개 대기오염물질 복합모형에서는 심혈관계질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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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대해서는 GAM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호흡기계질환 사망

에 대해서는 당일효과 모형에서 일최대 O3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망감

소효과(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던 GAM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ARIMAX 모형의 호흡기계질환 사망 누

적효과모형에서는 결정계수가 0.635로 GAM 대비 1.77배 높았고 심혈관

계질환에서는 결정계수 0.811로 1.62배 높았다. 또한 ARIMAX 모형에서

는 모든 대기오염항목에 대한 VIF 값이 5이하로 다중공선성이 제어된 것

으로 나타나 GAM보다 통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GAM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SO2 및 PM2.5가 일일 

급성 천식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었다. GAM에서는 PM2.5 5일 

이동평균이 9.2㎍/㎥ 증가할 때 천식발생 위험도가 1.030(95%CI: 1.001, 

1.061)이었고 GAM 역치모형에서는 1.066(95%CI:1.031, 1.102)인 것으로 나

타났다. case-crossover design을 이용한  conditional 로지스틱 회귀모형

에서는 1.039(95%CI:1.013, 1.066)이었고 로지스틱 회귀역치모형에서는 

1.054(95%CI:1.023, 1.086)이었다. 즉, 역치모형을 적용하지 않고 GAM과 

같은 일반화 선형기반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위험도가 과소평가될 수 있

다는 것이다(Li S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일평균 PM10은 농도 10㎍/㎥ 

증가 시 심혈관계질환 사망위험도가 GAM에서 1.00226, ARIMAX에서 

1.00286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상기 연구의 천식발생 위험도는 

심혈관계질환 사망에 비해 약 3% 정도 높은 값이다.

  GAM은 영향요인들의 시계열 평활화 반복 시행으로 최적모형을 찾기 

때문에 시계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였고 ARIMAX는 대기오염도 등 독

립변수들에 대한 단계적 ARIMA 시계열 모형 구축으로 다중공선성을 통

제하고 통계적 결정력을 높일 수 있다.

  GAM은 모형구축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신속한 장점이 있으나 변수

들에 포함된 시계열 효과 제어에 한계가 있었고 독립변수들이 시간의 함

수로 정의되지 못하여 장래 예측 활용이 불가능하였다. ARIMAX는 대기

오염도와 기상요소, 사망발생을 시간 흐름에 따라 모형화 하고 자기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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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른 오차를 통제함으로서 신뢰성이 높은 모형을 제공하였고 호흡

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발생 예측도 가능하였다.

  국내 대표적 대도시인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증가추세가 안정되어 있어 

시계열 분석에 적합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성 질

환도 시계열 모형 구축을 통해 감시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에서 제안된 방법에 따라 시계열 모형을 구축하게 되면 타 지자체 주민

들의 환경성 질환 발생 모형과 비교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오염이외의 

변수에 따른 질환 발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5.5. 시계열 분석의 유의점

  역학자료를 이용한 다변량 시계열 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누락된 데이

터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가정하여 통계적으로 

누락 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 모의실험 결과 누락율 5%까지는 정확도와 

정밀도가 양호하였으나 10% 이상에서는 보완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Junger W.L et al., 2015). 따라서 ARIMAX와 같은 시계열 모형을 

적용할 때는 누락자료가 5% 이내인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발생율이 낮은 질환에 대해서 ARIMA 시계열 모형을 적용하면 과대평

가될 수 있다. 브루셀라증(Brucellosis)은 몰타열, 지중해열 등으로도 불리

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브루셀라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여 감염되는데, 

사람 사이의 전파는 드물다. 국내의 경우 사람에서의 발생율이 가축 발

생율과 동일 월과 직전 월에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다(모두 r = 0.82). 

최종 모형인 ARIMA (0, 1, 1)-AR (0, 1)은 최종 검증단계에서 191.5% 오

차율을 보였고 적합된 negative binomial 회귀모형(당월, 직전월 지연효과

모형)에서는 가축 발생율 예측도가 131.9% 오차율을 보였다. 오차율의 

원인은 사람에서 브루셀라증 발생수가 월 10건 이하로 매우 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3).

  GAM 분석의 통계적 비교검토를 위하여 1) 혼란요인을 고려한 포와송 

회귀모형, 2) 기본 평활함수 설정을 이용한 GAM, 3) 평활함수를 기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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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다 엄격히 설정한 GAM으로 미국 국가 질병, 사망 및 대기오염연구

(National Morbidity, Mortality, and Air Pollution Study) 데이터를 재분석

한 결과 1) 포와송 모형과 3) GAM 모형이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2) 

기본 설정을 이용한 GAM은 편향된 과다 예측됨을 발견하였다(Dominici 

F et al., 2002). 이 같은 결과는 GAM을 사용할 때 평활함수의 사용에 있

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GAM과 ARIMAX의 차이는 GAM의 평활함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시계열을 고려하기 위하여 사용된 평활함수의 체

계적인 선택과 적용에 있어 제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기존 평활함수를 이용한 GAM 시계열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 체계적 시계열 모형인 ARIMAX를 이용하여 대기오염에 따른 단기 사

망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보건학적 의의가 

있다.

 5.6. 본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예측은 2013년 하반기 6개월치에 대해서만 시행하였다. 

이것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상반기까지의 데이터

로 예측모형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모형에 사용된 데이터를 제외시켜 예

측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봄철의 영향을 고려한 예측결과를 보여주

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통상 예측모형이 3개월에서 6개월 

단기적 예측에 활용된다는 점과 동일 데이터에 대한 시계열 분석 모형의 

비교가 본 연구의 주 목적이었다는 관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두 통계적 모형의 시계열 분석에 사용된 O3, CO 일최대 농도 자료는  

GAM을 적용한 타 연구에서 8시간 최대 이동평균치를 이용한 결과와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모형간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 일 최대 농도를 단기 사망자료와 연관성 분석

을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것은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인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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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건강보험청구자료에서 나타나는 병원방문 주말효과 등은 배재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 이외 감염성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과 같은 

효과는 배제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자료가 서울시 측정소들을 

평균하여 사용함으로써 각 측정소 인근 지역의 사망발생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기오염과 환경성 질환에 의한 사망 감시모형으로 

시계열 모형을 구축 제시하였고 환경성 질환에 의한 사망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여 비정상적인 사망발생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밀한 해상도의 자료구축을 통해서 

환경성 질환 사망 감시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성 질

환 감시 및 예측 모형 구축을 위해 본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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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환경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통계적 예측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일반화부가모형과 시계열 모형인 ARIMAX에 대하여 활용성

을 검토하였다. 서울특별시의 2010∼2013년 대기오염도와 기상요소, 호

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건수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오염

의 단기 사망영향을 모형별로 시계열 분석하여 아래 결과를 얻었다.

  - 단일 대기오염물질 영향을 평가한 결과 ARIMAX에서는 일평균 SO2

가 0.001ppm 증가하는 경우 지연효과모형에서 호흡기계질환 사망 

비교위험도가 1.02666, 결정계수 0.567으로 GAM 대비 각각 1.24%, 

1.6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흡기계질환 사망 누적효과로 

비교위험도가 1.04217, 결정계수 0.601로 GAM 대비 각각 2.25%, 

1.7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평균 PM10은 농도 10㎍/㎥ 증가할 때 GAM에서는 당일효과모형의 

비교위험도가 1.00226(결정계수 0.48), ARIMAX에서 1.00286(계절계수 

0.8)로 두 모형 모두 심혈관계질환 사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 일평균 NO2는 농도 0.001ppm 증가될 경우 GAM에서 당일, 지연, 누

적효과모형 모두 심혈관계질환 사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p<0.05)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RIMAX 모형에서는 당일효과모형

에서 비교위험도가 1.00072(p=0.001)로 사망 증가효과가 있음을 보였

다.

  - 두 시계열 분석모형 모두에서 일최대 O3농도는 심혈관계질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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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흡기계질환 사망은 ARIMAX에

서 당일효과로 인한 사망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p=0.000) 하였

다.

  - 일최대 CO는 ARIMAX의 당일효과, 누적효과 모형에서 심혈관계질환 

사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p<0.001) 호흡기계질환 사망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 5개 대기오염물질 복합영향에 대한 GAM 모형에서는 NO2 와 CO 등 

대기오염물질에서 VIF 값이 5.485, 6.719로 다중공선성이 나타났고 

ARIMAX 모형에서는 모든 대기오염도 항목의 VIF 값이 5이하로 다

중공선성 제어되었다.

  - GAM은 영향요인들의 시계열 평활화 반복 시행으로 최적모형을 찾

기 때문에 시계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였고 ARIMAX는 대기오염도 

등 독립변수들에 대한 단계적 ARIMA 시계열 모형 구축으로 다중공

선성을 통제하고 통계적 결정력을 높일 수 있었다.

  - GAM은 모형구축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신속한 장점이 있으나 변

수들에 포함된 시계열 효과 제어에 한계가 있었고 독립변수들이 시

간의 함수로 정의되지 못하여 장래 예측 활용이 불가능하였다. 

ARIMAX는 대기오염도와 기상요소, 사망발생을 시간 흐름에 따라 

모형화 하고 자기상관성에 따른 오차를 통제함으로서 신뢰성이 높

은 모형을 제공하였고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발

생 예측도 가능하였다.

  상기 결과를 통하여 대기오염 역학 분야에서 GAM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에 일부 제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RIMAX 등 시계열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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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경우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추정에 있어 보다 정

밀하고 통계적 설명력이 큰 모형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성 질환 감시와 환경보건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시

계열 분석 모형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모형별 장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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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ime Series 

Analysis of Air Pollutants and Heath 

Effect : Comparison of GAM and 

ARIMAX Models

Jae Sung Park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statistical forecasting models for 

environmental diseases surveillance, time series analysis models were 

compared in air pollution epidemiology using Generalized Additive 

Model(GAM) and 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transfer 

function model(ARIMAX). Time series analysis of air pollution 

short-term health effects like mortality due to respiratory or 

cardiovascular disease were carried out with air pollutants such as SO2, 

PM10, NO2, O3, CO and meteorological factors temperature, humidity, 

sea level pressure  from 2010 to 2013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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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re as follows;

  - In single air pollutant effect to mortality assumed by immediate, lag 

day, cumulative, estimated results are similar. but ARIMAX can 

precisely calculate cardiovascular mortality relative risk 

1.00072(p=0.001) comparing GAM’s 0.99872(p=0.046) for NO2 

0.001ppm increase. All of ARIMAX model's R2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are calculated 1.5 times higher.

  - GAM is simple, fast but shows collinearity problem such as 

variance inflation factor(VIF) of NO2 and CO 5.485, 6.719. ARIMAX 

can control the collinearity within VIF 5 by ARIMA process to time 

series of air pollutants and meteorological factors. ARIMAX can 

build statistical forecasting model of environmental disease mortality 

by predict each of independent variables for time function.

The results revealed some limitations on the GAM time series analysis 

in the field of air pollution epidemiology. ARIMAX can offer statistically 

more accurate and powerful estimation models and can be utilized for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Finally, to take the advantage of the 

time series analysis model for air pollution epidemiology, it is proposed 

to review the time series model-specific advantages and limitations.

Keywords : Air Pollution, Epidemiology, Mortality, Generalized Additive 

Model, Time Series Analysis, ARIMAX

Student Number : 2001-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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