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학박사 학 논  

 

 

  존과 일별 사망  

 농도-반  련 과 

존  역치 

 

Non-Linear Concentration-Response Relationship 

and Threshold  

between Ambient Ozone and Daily Mortality 

 

 

2014년 8월 

 

 

울 학  학원 

학과 방 학 공 

배 상  



i 

 

록 

 

서론: 기  오존은 높은 농도에 노출되었을 때 건강에 해로운 

향을 미쳐 이환과 사망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농도의 오존은 부분 인 인 배출원에 의해 발생된 것이지만, 

오존은 인 인 배출원이 생기기 부터 자연 으로 존재해 왔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배경 농도 이하에서는 건강 향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존 노출에 의한 건강 향에는 역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오존과 사망의 사이의 농도-반응 

련성의 비선형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이에 한 

역학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기  

오존을 리하기 한 기환경기 의 설정에서 비선형성의 

가능성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만약 역치가 존재한다면 역치 

이하에서는 건강 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그 역치를 

기 으로 기환경기 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인구 100 만 이상 도시에서 오존과 사망 사이의 

농도-반응 련성을 분석하고, 그 련성의 비선형성을 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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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치를 도출하고자 하 다.  도시별 특성이 역치에 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연구 방법: 2000 년부터 2009 년 사이 한국과 일본의 13 개 도시 

(서울, 인천, , 구, 주, 부산, 울산, 삿포로, 도쿄, 나고야, 

오사카, 기타큐슈, 후쿠오카)에서 기환경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일별 평균 오존 농도와 생정통계의 일별 사망자 수 사이의 

련성을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여 확인하 다. 분석을 해 일별 

사망자 수를 종속 변수로, 일별 평균 오존 농도를 독립 변수로, 

일별 평균 온도, 일별 평균 습도, 요일, 공휴일 여부, 장기 추세, 

평균 풍속, 65 세 이상 인구 분율, 남성 흡연율, 출생 시 기  여명을 

공변수로 포함하는 일반화 부가 모형을 구축하 다. 분석 모형의 

오존에 한 선형성 가정을 변화시켜 선형 모형과 스 라인 모형의 

합도와 그래 의 모양을 바탕으로 선형성을 분석하 다. 도시별 

분석 후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도시별 분석과 같은 변수를 

사용하는 일반화 부가 혼합 모형을 구축하 다. 역시 오존의 선형성 

가정을 변화시켜 선형 모형과 스 라인 모형의 합도와 그래 의 

모양을 바탕으로 선형성을 분석하 다. 추가로 일별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를 보정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비선형 농도-반응 

련성을 보인 도시를 상으로 조각별 회귀 분석을 통해 역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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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 고, 추정된 역치에 하여 평균 미세먼지 농도, 평균 오존 

농도, 평균 기온에 따라 특정한 추세를 보이는지 분석하 다. 

결과: 분석한 13 개 도시  서울, 구, 부산, 도쿄, 나고야, 

기타큐슈에서 사망 당일과 날 평균 오존 농도와 사망 사이에서 

비선형 인 농도-반응 련성이 찰되었다.  도시 통합 

모형에서는 비선형 인 농도-반응 련성을, 한국의 도시 통합 

모형에서는 역치를 찰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 농도를 보정하 을 

때에도 여 히 비선형 인 농도-반응 련성을 찰할 수 있었다. 

비선형 인 농도-반응 련성이 찰된 6 개 도시에서 역치를 

탐색한 결과 역치는 15~39 ppb 사이에서 도시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역치들은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평균 

기온이 낮을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 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9 개 도시에서 오존과 사망 사이에 비선형 인 

농도-반응 련성을, 그  6 개 도시에서 역치를 찰하 다. 한 

한국의 도시 통합 분석에서도 비선형 인 농도-반응 련성  

30~40 ppb 사이의 역치를 찰하 다. 향후 기환경기  설정에는 

이런 비선형 인 련성과 역치의 존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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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존은 지구 기권의 구성물질이다. 오존은 직 으로 기 

으로 배출되지 않고, 휘발성유기탄화물 (Volatile Organic Carbon: 

VOC)이나 질소산화물(NOx)과 같은 오존 구물질들이 기 에서 

반응하여 이차 으로 형성된다. 오존 구물질의 배출원은 크게 

자연 인 배출원과 인공 인 배출원으로 나  수 있다. 자연 으로 

NOx는 번개 는 산불로 형성되거나 토양에서 배출되고, VOC는 

식생으로부터 배출된다. 인공 으로는 주로 공장이나 자동차 매연의 

구성물질로 오존 구물질들이 배출된다 (1). 기 의 오존은 

자연 으로 배출되는 구물질의 합성을 통해 20~45 ppb 정도의 

배경 농도로 늘 존재해 왔으나, 산업화와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인공 인 배출원이 늘어남에 따라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농도가 

높아졌다 (2).  

성층권의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하여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하나, 

높은 농도의 류권 오존은 건강에 나쁜 향을 미친다. 오존은 

자극성 기체로 흡입 시 기도를 자극하여 기도 항성을 높이고 

폐기능을 하시킨다. 오존의 이런 특성은 일찍이 통제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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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밝 진 바 있으며, 이런 특성으로 인해 기  오존 

노출 시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사망의 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6). 를 들어, 36개의 미국 도시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오존 농도가 5 ppb 상승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입원이 0.27% (95% CI: 0.08-0.47%), 폐렴에 

의한 입원이 0.41% (95% CI: 0.26-0.57%)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7). 오존에 노출된 폐는 염증반응과 산화손상을 일으키게 되며, 

이것으로 인해 오존 노출은 호흡기계뿐만 아니라 심 계에서도 

질병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8-12). 랑스 툴루즈에서 

성심근경색 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사례-교차 연구를 수행한 결과 

심근경색이 발생한 날과 그 날 오존 농도가 조 기간보다 5 

μg/m3 높을 때 때 심근경색 발병의 험이 1.05배정도 증가하 다 

(13). 스페인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오존 농도가 10 μg/m3 상승할 

때 심 계 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0.7% (95% CI: 0.3-1.0%) , 심장 

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0.7% (95% CI: 0.1-1.2%)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14). 

그러나 기 의 오존의 농도와 사망 사이의 련성은 비교  

최근인 1990년  반에 들어서야 보고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 에 보고된 것은 부분 시계열 분석 결과인데, 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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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와 사망의 련성을 분석하면서 미세먼지 농도와 

연 성이 높은 오존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농도와 사망의 

련성뿐만 아니라 오존 농도와 사망의 련성도 함께 찰됨에 

따라 보고된 것이었다 (15). 

기의 여러 연구들이 1개 도시를 상으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 으나, 기  오존 농도와 사망의 련성에 해서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를 들어, 2000년에 

오스트 일리아 멜버른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기  오존 

농도가 1 μg/m3 상승할 때 일별 체 사망자수가 0.11% (95% CI: 

0.03-0.19%)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16), 1999년에 인천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기  오존 농도와 일별 체 사망자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음의 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7).  

이러한 불일치를 극복하기 해 동시에 다수의 도시의 자료를 

통합하여 련성을 분석하거나, 기존 연구 결과를 모아서 메타 

분석을 수행하기도 하 다. 미국에서 수행된 한 연구는 1987년부터 

2000년 사이의 기간 동안 95개 지역의 자료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각 지역별 분석의 결과는 이 에 발표된 각 도시별 

연구의 결과들처럼 다양한 수 의 련성을 보 으나,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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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기  오존이 10 ppb 상승할 때 

일별 체 사망자수는 0.52% (95% PI: 0.27-0.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메타 분석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 다. 39개의 

연구 결과에서 144개의 효과 추정치를 추출하여 메타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  오존이 10 ppb 상승할 때 일별 체 

사망자수는 0.87% (95% PI: 0.55-1.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다른 연구는 43개의 기존 연구 결과를 메타 분석한 결과 

기  오존이 10 ppb 상승할 때 일별 체 사망자수는 0.39% (95% 

CI: 0.26-0.51%)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15). 

메타 분석이나 다수의 도시를 통합하여 분석하지 않고 단일 

지역만을 상으로 분석하 을 때 오존과 사망의 련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 가지 가능한 이유로 

수행된 부분의 연구가 기  오존과 일별 사망자수 사이의 

노출-반응 련성이 직선 이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하 다는 

을 들 수 있다. 만약 노출-반응 련성이 실제로 직선 이지 

않다면, 노출-반응 련성을 직선 이라고 가정할 경우 그 효과가 

실제보다 작게 추정되거나, 오존의 분포가 역치 이하인 경우 오히려 

음의 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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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인 오존 구 물질의 배출로 오존은 항상 일정 농도로 

존재해 왔으며 (2), 배경농도 이하에서는 건강 향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추측되어 왔다 (1, 20). 한, 개인 수 에서 노출과 

건강 향을 찰한 실험실 연구 결과도 역치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 왔다. 지원자를 상으로 오존의 농도를 달리하여 

폐기능의 감소를 측정한 연구들에서는 노출된 오존 농도와 

폐기능의 련성이 비선형 이라고 보고하 다 (21, 22)  

오존에 의한 건강 향의 기  역시 개인 수 에서의 역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오존에 의한 건강 향은 직 인 

자극 외에도 염증 반응과 산화 손상에 의한 것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23), 오존 노출에 한 이런 인체의 반응은 항산화능력 

(anti-oxidative capacity)과 같은 인체의 방어 능력을 과할 때 생기는 

것이므로, 역으로 인체의 방어 능력을 과하지 않는 농도에서는 

건강 향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고, 개개인의 차이는 인구집단에서의 

농도-반응 계를 직선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인구 수 에서 역치를 

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상되어 왔다 (1, 24).  

그러나 일부 역학 연구 결과들은 그 노출-반응 련성이 직선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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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역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직선  노출-반응 련성을 

가정하고 주된 분석을 하 으나, 비모수  분석 결과에서는 그 

련성이 직선 이 아니었다고 보고하 다. 자들은 노출-

반응 련성이 직선 이지 않은 이유로 온도가 낮은 계 에 찰된 

음의 상 계를 들었다 (10). 그러나 사용된 분석 모형에서 온도가 

보정되었으므로 온도의 차이가 음의 상 계가 나타난 이유가 

아닐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보다는 겨울철의 낮은 오존 농도 분포가 

역치 이하 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서울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겨울 뿐만 아니라 체 계 에도 역치가 존재하는 

비직선  노출-반응 련성이 찰되었다 (25). 그러나 모든 

연구자가 오존과 사망 사이에 비직선 인 노출-반응 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 Bell 등은 미국의 98개 

지역의 자료를 이용하여 노출-반응 곡선을 분석한 연구에서 역치가 

존재한다면 배경 농도 정도의 매우 낮은 수 에서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하 다 (26). 최근에는 국의 도시 지역 5 곳과 농  지역 5 

곳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 지역인 런던에서만 역치가 

찰되었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 (27). 자들은 이 연구에서 

런던에서만 역치를 찰할 수 있었던 이유로 많은 인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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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검정력, 열섬 효과, 짧은 외부 활동 시간으로 인한 오분류, 

지역에 따른 온도의 오존과 사망의 련성에 한 효과 수정의 

차이, 다른 기 오염물질의 작용 등을 가설로 제시하 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역치를 찰하는데 실제로 향을 주는지에 한 

연구는 찾지 못하 다.  

그러므로 비선형  농도-반응 계 는 역치의 존재에 한 증거는 

정책 결정에 용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은 기존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수행한 해성평가의 결과를 기반으로 

기환경기 을 설정하고 있다. 2013년에 발간된 “오존  련 

화학 산화물에 한 통합 과학 평가 (Integrated Science Assessment 

for Ozone and Related Photochemical Oxidants)”에서는 해성평가 

과정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오존과 사망 사이의 농도-반응 

계를 고찰하 으나 농도-반응 련성에 한 기존 연구가 많지 

않고, 낮은 농도에서 오존의 건강 향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며, 

기존 연구 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역치의 존재를 

지지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도 독성학  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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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들을 고찰하여 기질지침(Air Quality Guidelines)을 수립하고 

있다. 2005년 기질지침 개정 에서는 통제된 노출 실험 결과들이 

개인 수 의 역치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인구 

수 에서 역치의 존재를 지지하는 역학  증거는 부족하다고 

평가하 다. 이 개정 에서 WHO는 오존의 기질 권고치를 60 

ppb에서 50 ppb로 강화하면서 역치에 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4).  

한국은 1983년 처음 오존에 한 기환경기 을 설정하 으며, 

1993년에 행 기  (60 ppb/8시간, 100 ppb/1시간)으로 개정하 다. 

1993년 개정 시에 WHO의 기질지침을 기 으로 다른 나라의 

기환경기 을 참조하여 한국의 기환경기 을 설정하 으며 (28), 

그 후에도 기환경기  개선을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29, 30) 

비선형  농도-반응 련성에 한 고찰은 찾을 수 없었다.  

오존과 일별 사망자수 사이의 노출-반응 련성이 직선 인지 

아닌지를 규명하는 것은 기  오존 노출에 의한 건강 향을 

평가하는데 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서 서술한 로, 직선 이지 

않은 노출-반응 련성을 직선으로 가정한다면 그 련성이 

실제보다 작게 추정될 험이 있다. 련성이 실제보다 작게 추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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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련성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건강 향 역시 실제보다 작게 

추정될 수 있다. 역치의 존재 여부는 한 기 오염 물질로서 

오존을 규제하는데 필요한 기 을 설정하는데 향을 다. 

건강 향이 존재하지 않는 안 한 수 , 즉 역치가 존재한다면, 

규제 기 은 그 역치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역치를 확인하는 것은 재 설정되어 있는 규제 기 의 정성을 

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규제 기  

설정의 요한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0). 한, Atkinson 등이 

제시한 것처럼 각 도시의 역치에 향을 주는 요인이 있다면 (27), 

그 요인을 찾는 것은 오존의 건강 향의 기 에 해 추가 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검정력, 기온  

미세먼지의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서 1) 기  오존의 농도와 일별 

사망자수 사이의 농도-반응 계를 살펴보고, 2) 농도-반응 계가 

직선이 아니라면 그 역치를 도출하며, 3) 그 역치가 도시별로 다른 

특성에 향을 받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10 

 

2. 연구 방법 

2.1. 자료 수집 

2.1.1. 기오염물질의 일별 농도 

한국과 일본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2000년 1월 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 사이의 기  오존과 미세먼지의 일별 평균 

농도를 기오염 측정망 자료에서 추출하 다. 연구 기간의 시 인 

2000년에 인구 100만 이상인 한국과 일본의 도시는 한국의 서울, 

부산, 구, 인천, , 주, 울산과 일본의 도쿄, 오사카, 나고야, 

센다이, 기타큐슈, 후쿠오카, 삿포로로 모두 14개 도시이나, 기  

오존 농도를 측정하지 않는 센다이시는 제외하고 13개 도시에서 

자료를 수집하 다. 기  오존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는 각 

도시의 자동 측정소에서 연구 기간에 측정된 농도의 일별 평균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일본에서는 연구 기간 동안 한국에서 

측정된 지름 10 μm 이하의 미세먼지(PM10)가 아니라 부유미세먼지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SPM) 농도를 측정해왔으므로, 일본 

환경성의 변환공식(PM10=SPM×1.16)을 사용하여 PM10 농도로 

환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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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일별 사망자료 

종속변수로 사용된 사고 외의 원인으로 인한 30세 이상의 

일별사망자수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생정통계로부터 추출하 다. 

사고 외의 원인의 체 사망은 사망원인이 ICD-10 코드의 A00-

T98인 경우로 하 고, 순환기계 질환 (I10-I70), 호흡기계 질환 (J00-

J99)으로 인한 일별 사망자수도 추출하 다. 각 도시별 련성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목 이므로 각 도시별로 일별 

연령보정사망률을 구하여 비교성을 높이고자 하 다. 각 도시별 

일별 연령보정사망률을 계산하기 해 한국의 경우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로부터 (31), 일본의 경우는 국세조사(32) 결과로부터 각 

도시의 5세 연령별 인구를 구득하 다. 기 인구는 WHO의 

세계기 인구를 사용하 다 (33). 

 

2.1.3. 공변수 

공변수로는 일별 평균 기온, 일별 평균 상  습도, 도시별 체 

인구 비 65세 이상 인구의 분율, 도시별 남성 흡연율, 도시 별 

평균 풍속, 도시별 출생 시 기 여명을 사용하 다. 일별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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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연구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기상청에서 발표한 일별 

평균을 구득하 다. 한국의 경우 각 도시별 일별 기상 자료를 찾을 

수 있었으나, 일본의 경우 각 도시별 자료를 구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도시가 속한 도도부 (都道府県)의 자료를 사용하 다. 즉, 

도쿄시는 도쿄도, 오사카시는 오사카부, 나고야시는 아이치 , 

삿포로시는 홋카이도, 기타큐슈시와 후쿠오카시는 후쿠오카 의 

자료를 사용하 다.  

도시별 체 인구 비 65세 이상 인구의 분율은 한국의 

인구총조사(2000년, 2005년, 2010년)와 일본의 국세조사(2000년, 

2005년, 2010년)의 자료를 사용하 다. 남성 흡연율은 한국의 

지역사회건강조사(2008년)와 일본의 

국민건강 양조사(2006~2010년)의 자료를 사용하 다. 출생 시 

기 여명은 한국의 통계청(2005년)과 일본의 총무성 

통계국(2005년)이 발표한 자료를 사용하 다. 각 자료는 한국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31)과 일본의 총무성통계국(総務省統計局) 

홈페이지 (32)에서 구득하여 사용하 다. 기상자료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도시별 남성흡연율과 출생 시 기 여명에 한 자료를 

구득할 수 없었으므로 각 도시가 속한 도도부 의 자료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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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시만을 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도시별 물질  박탈 

지수를 모형에 포함하여 사회경제 상태 (socio-economic status)를 

보정하 다. 도시별 물질  박탈지수는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표본 조사 자료에서 한 방에 1.5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의 분율, 

남자 실업률, 가장이 낮은 사회 계 을 가지는 가구의 분율, 

무주택자의 분율, 거주 편의시설의 부족 가구의 분율을 더한 후 z-

수화하여 구(區)별 물질  박탈지수를 구하 다 (34). 각 도시 

내의 구별 물질  박탈지수의 평균을 구하여 도시별 물질  

박탈지수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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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통계 분석 

2.2.1. 비선형성 분석 

2.2.1.1. 도시별 분석 

각 도시별 변수의 체 기간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고 비선형성을 

검증하기 해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 다. 시계열 분석에는 체로 

일반화 선형모형 (Generalized Linear Model)이나 일반화 부가모형 

(Generalized Additive Model)이 사용된다. 부가모형(Additive Model)은 

평활화 (smoothing)을 해 사용되는 모형으로, 각각의 변수가 

독립 으로 모형에 포함될 수 있어서 선형 모형처럼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향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35). 일반화 

부가모형은 일반화 선형모형의 선형 함수 (linear function)를 부가 

함수 (additive function)으로 치하여 비선형  련성 분석 시, 

일반화 직선모형을 이용한 경우와 달리 미리 매듭 (knot)의 수와 

치를 설정하지 않고도 평활화가 가능하고 (36), 공변수들을 

비모수 으로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오염의 건강 향을 

분석하기 한 시계열분석에 리 사용되고 있다 (37). 기  

오존의 일평균 농도를 독립변수로, 일별 사망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 다. 공변수로 일별 기온, 일별 습도, 요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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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장기 시계열 추세, 65세이상 인구 분율, 남성 흡연율, 출생 시 

기 여명, 연간 인구를 포함하여 보정하 다. 모형의 공식은 아래와 

같다. 

[E(Y)] = β + O 	or	s(O ) + s(temperature) + day	of	week + holiday

+ s(time	trend) +    .     	65 +        	    

+     	          +       (          ) 

비선형성을 확인하기 해 상기 모형의 다른 변수는 변화시키지 

않고 오존 항의 직선성 가정만 변화시켜 선형 모형(공식의 O3)과 

스 라인(spline) 모형 (공식의 s(O3))을 각각 구축하고 두 모형의 

합성을 비교하 다. 합성을 비교하기 해 두 모형의 아카이  

정보 척도(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를 비교하 고, AIC가 더 

작은 모형이 합성이 더 좋은 것으로 정하 다. 아울러 스 라인 

모형의 그래 를 그려 련성의 양상을 찰하 다. 스 라인 

모형의 AIC가 선형 모형의 AIC보다 작아 합성이 좋다면 오존의 

농도-반응 련성이 비선형이라고 정하 고, 그래 의 모양이 

U자형 는 J자형인 경우 역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 다. 

합한 Lag를 찾기 해 Lag 0에서 Lag 5까지 각각의 Lag에 해 

분석하고 Lag0-1에서 Lag0-5까지에 해 분석하 다. 농도-반응 

계가 비선형인 경우 역치를 찾는 것이 목 이므로 AIC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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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Lag를 정하여 후속 분석을 수행하 다. 

각 도시의 연령별 인구구조의 차이에 따라 련성이 변하는지 

확인하기 해 연령보정사망률과 일별 오존농도의 련성을 같은 

모델로 분석하고 비선형성을 살펴보았다. 사망원인과 사망 시 

연령에 따라 련성이 변하는지 확인하기 해 역시 같은 모델을 

사용하여 일별 호흡기질환 사망수와 심 질환 사망수의 일별 

오존농도와의 련성과 비선형성, 65세 이상과 이하의 

인구집단에서의 련성과 비선형성도 분석하 다. 기  PM10 

농도가 사망에 한 오존의 효과에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20), 같은 모형에 PM10농도를 보정하여 련성과 

비선형성을 분석하 다. 

민감도분석을 해 한국의 도시만을 상으로 일별 최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와 사망의 농도-반응 련성을 같은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통계 분석에는 R 통계 로그램 (버  3.0.2,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의 ‘mgcv’ 패키지를 사용하 다 

(38). 

통계  검정력을 확인하기 해 각 도시별로 추정된 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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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와 분석 상 인구를 이용하여 검정력을 계산하 다. 검정력 

계산에는 NCSS, PASS and GESS (NCSS, Kaysville, Utah, USA)를 

사용하 다. 

 

2.2.1.2. 도시 통합 분석 

검정력을 최 화 하여 비선형성을 분석하기 해 각 도시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련성을 분석하 다. 수정 빈의 동질성 

검정(modified Levene’s homogeneity test)을 사용하여 도시별 자료의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각 도시별로 독립변수인 O3의 농도가 

등분산  (homoscedastic)이지 않았으므로 (P<0.0001) 무작  효과 

(random effect)를 사용하여 통합분석을 수행하 다. 무작  효과를 

사용함으로써 도시라는 계층에 의한 독립변수의 비동질성 

(heterogeneity)이 모형에 반 될 수 있었다 (39). 구체 으로 본 

연구를 해서, 도시별 분석에 사용하 던 일반화 부가 모형을 

확장하여 무작  효과 (random effect)를 포함할 수 있는 일반화 부가 

혼합 모형(Generalized Additive Mixed Model)을 구축하 다 (40). 

그러나 도시 수 뿐만 아니라 국가 수 에서도 비동질성이 

존재하 으므로, 한국과 일본의 도시들을 따로 통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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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부가 혼합 모형을 사용하는 신 각 도시별 분석 결과들에 

해 메타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도시내의 변이만 

종합되고 도시간 변이는 반 되지 않으며, 비선형 인 련성을 

시각 으로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화 부가 혼합 모형을 

사용하 다. 구축된 모형에는 각 도시를 무작  항 (random 

term)으로 포함시켰으며, 공변수로는 일별 기온, 일별 습도, 요일, 

공휴일 여부, 장기 시계열 추세, 평균 풍속, 65세이상 인구 분율, 

남성 흡연율, 연간 인구를 포함하여 보정하 다. 모형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E(Y)] = β + O 	or	s(O ) + s(temperature) + day	of	week + holiday

+ s(time	trend) +    .     	65 +        	    

+     	          +     	     

+       (          ),       =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선형성이 향을 받는지 분석하기 해 PM10 

농도 보정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모형을 구축하 다. 도시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일별 오존 농도 항을 선형 항과 스 라인 항으로 

바꾸어 구축한 두 모형의 AIC를 비교하여 비선형성을 확인하 다. 

한 스 라인 모형의 그래 의 모양을 시각 으로 분석하여 

역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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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계 질병 사망  심장순환기계 질병 사망, 사망 시 연령 65세 

이상과 미만에 해서도 국가별로 도시 통합 분석을 수행하여 

비선형성을 확인하 다. 

일반화 부가 혼합 모형 분석에는 R 통계 로그램의 ‘gamm4’ 

패키지를 사용하 다 (41). 

 

2.2.2. 역치의 탐색 

비선형 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역치를 결정하기 해 잠정 인 

역치를 1 ppb씩 변화시키면서 각각의 잠정  역치에 해 선형-역치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고, 각 모형의 AIC를 비교하여 가장 작은 

AIC를 가지는 모형의 역치를 농도-반응 련성의 역치로 삼는 

조각별 선형 회귀 분석(piecewis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 다. 결정된 역치에 하여 선형-역치 모형 (linear-threshold 

model)을 구축하여 역치 후의 련성을 분석하 다 (25). 의 

일반화 부가 혼합 모형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모형을 구축하여 

각각의 역치를 추정하고 비교하 다. 

조각별 선형 회귀 분석과 선형-역치 모형 분석에는 R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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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HEAT’ 패키지를 사용하 다 (42). 

 

2.2.3. 도시별 특성과 역치의 련성 분석 

오존과 사망 사이의 련성에 도시별 특성이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몇 가지 도시별 특성에 따라 도시를 그룹으로 묶은 

후 일반화 부가혼합모형을 사용하여 통합 분석을 수행하 다. 

선택된 도시별 특성은 10년간 평균 일별 PM10 농도(<50μg/m3: , 

삿포로, 도쿄, 나고야, 오사카, 기타큐슈, 후쿠오카; ≥50μg/m3: 서울, 

인천, 구, 주, 부산, 울산), 지리  치(해안: 인천, 부산, 울산, 

삿포로, 도쿄, 나고야, 오사카, 기타큐슈, 후쿠오카; 내륙: 서울, , 

구, 주), 상 인구수(200만 이상: 서울, 부산, 도쿄, 나고야, 

오사카; 100만 이상, 200만 미만: 인천, 구, 삿포로, 기타큐슈, 

후쿠오카, , 주, 울산), 평균 기온 (14.7°C 미만: 서울, 인천, 

, 구, 주, 울산, 삿포로, 14.7°C 이상: 부산, 도쿄, 나고야, 

오사카, 기타큐슈, 후쿠오카), 평균 풍속 (2.5 m/s 미만: 인천, 부산, 

삿포로, 도쿄, 나고야, 기타큐슈, 후쿠오카, 2.5m/s 이상: 서울, , 

구, 주, 울산, 오사카) 다. 층화의 기 으로 평균 PM10의 농도는 

기환경기 을 고려하 고, 평균 기온과 평균 풍속은 간값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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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값의 근사값을 이용하 다. 이들 그룹에 해서 도시 통합 

분석과 마찬가지 모형을 사용하여 선형성을 분석하고 역치가 

달라지는지 분석하 다.  

추가로 각 도시별로 확인된 역치들이 각 도시별 특성과 연 성이 

있는지 분석하 다. 이  연구에 의하면, 오존의 사망에 한 

효과는 기온 (43), 평균 오존 농도 (2, 44), 평균 미세먼지 (PM10) 

농도 (20, 45) 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된 바 있으므로 도시별로 

이들에 따라 역치가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해 각 특성을 

x축에, 역치를 y축에 표시한 산 도를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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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도시별 특성 

각 도시의 특성을 Table 1에 정리하 다. 연구 시작 년도인 2000년에 

30세 이상 인구는 도쿄시가 7,960,1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시가 

529,991명으로 가장 었다. 연구 기간 동안 일별 오존 농도의 

평균은 각 도시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부산으로 29.4 ppb 고, 가장 낮은 도시는 서울로 

22.0 ppb 다. 오존 농도는 한국은 평균 26.2 ppb, 일본은 24.2 ppb로 

비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일별 PM10 농도는 한국이 

55.7 μg/m3, 일본이 32.4 μg/m3로 일본이 낮았다. 일별 PM10 농도가 

가장 낮은 도시는 삿포로시 고, 가장 높은 도시는 서울시 다. 

평균 일별 사망자 수는 도쿄시가 가장 많은 171.6명이었으나, 

연령표 화 사망률은 가장 낮아서 10만명당 1.3 명이었다. 

연령표 화 사망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울산시로, 10만명당 

2.9명이었다. 65세 이상 인구의 분율은 일본이 한국보다 높았다. 

남성 흡연율은 체로 3~40% 으나 일본이 상 으로 낮았고, 

출생 시 기 여명은 일본이 길었다. Figure 1은 연구 기간 동안 각 



23 

 

도시의 일별 평균 오존 농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부분의 

도시에서 75 백분 수가 40 ppb를 넘지 않았으며, 60 ppb를 넘는 

경우는 부분 특이  (outlier)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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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cities with population of over 1 million in Japan and Korea 

City 

Populatio
n over age 

30 in 
2000 

Mean O3 
 (ppb) 

Mean 
PM10  

(μg/m3)* 

Mean 
Temp. 
(°C)† 

Mean 
Humidity 

(%)† 

Aver-
age  

Wind 
Speed 
(m/s)† 

Proporti
on of 

populati
on over 
age 65 
in 2000 

(%) 

Male 
smokin
g rate in 
2006~ 
2010 
(%)† 

Life 
expectanc
y at birth 
in 2005 
(years)† 

Depriva-
tion 

Index 

Mean no. of 
daily death 

Mean 
daily age 
standardiz

ed 
mortality 

rate 
(/100,000) 

Seoul 5,539,201  22.0±12.6 64.2±45.4 12.9±10.1 61.6±14.6 2.4 5.4 45.6 80.4  -0.478 100.4±11.9 2.3±0.4 

Incheon 1,347,005  25.8±12.1 59.5±34.9 12.7±9.6 67.2±14.4 2.9 5.5 48.9 78.5  -0.337 28.8±5.8 2.6±0.6 

Daejon 676,883  26.1±12.9 48.0±32.3 13.1±9.7 65.6±13.7 1.8 5.5 48.4 79.2  -0.327 15.2±4.1 2.5±0.8 

Daegu 1,334,839  27.7±13.3 58.6±33.9 14.6±9.3 57.6±16.6 2.2 5.9 48.2 78.5  1.217 30.0±6.1 2.7±0.6 

Gwangju   705,804  25.7±11.9 51.0±32.2 14.1±9.2 66.4±16.1 2.1 5.6 41.2 79.1  0.558 15.4±4.1 2.6±0.7 

Busan 2,077,738  29.4±11.1 57.8±33.3 14.8±7.9 62.8±18.7 3.4 6.2 49.7 77.8  0.489 49.3±7.9 2.8±0.6 

Ulsan   529,991  27.0±10.6 50.7±33.0 14.6±8.4 61.1±17.7 2.2 4.0 52.2 77.7  -0.374 10.5±3.3 2.9±1.0 

Sapporo 1,816,597  24.2±10.6 14.4±9.5 9.2±9.4 68.3±10.8 3.6 14.4 42.6 82.0  -- 34.9±7.2 1.8±0.4 

Tokyo 7,960,170  22.7±12.2 35.7±18.9 16.7±7.7 59.3±15.4 2.9 16.4 33.7 82.5  -- 171.6±22.8 1.3±0.2 

Nagoya 2,132,762  22.2±11.5 40.0±19.6 16.2±8.5 64.4±12.1 2.9 15.6 38.5 82.2  -- 45.1±8.9 1.9±0.4 

Osaka 2,501,961  25.2±12.3 36.6±19.3 17.2±8.3 32.8±10.5 2.3 17.1 36.5 81.7  -- 68.9±15.6 2.3±0.4 

Kitakyushu 1,002,909  28.7±12.8 31.8±18.3 17.4±7.8 65.1±10.9 2.6 19.2 41.0 82.1  -- 24.7±5.9 1.9±0.5 

Fukuoka 1,329,832  28.4±12.2 35.9±18.7 17.4±7.8 65.1±10.9 2.6 13.3 41.0 82.1  -- 22.3±5.5 1.7±0.4 

* SPM was converted with conversion factor of 1.16 to PM10 for Japanese cities. 
† Relevant prefecture data was used for Japanese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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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stributions of daily mean O3 in 13 Japanese and Korean cities 

from 2000 to 2009. The midlines of boxes indicate the mean and hinges of 

the boxes indicate the 25th and 75th percentiles. The whiskers indicate 

1.5×Interquartile Range. Outliers are indicated as d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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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선형성 분석 

3.2.1. 도시별 분석 

Table 2는 각 도시별로 일별 오존 농도와 일별 사망수의 련성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각 도시별, Lag별로 선형모형과 

스 라인 모형의 AIC를 비교하 다. 구, 주, 부산, 기타큐슈를 

제외한 모든 도시에서 선형 모형은 체로 음의 련성을 보 으며, 

선형모형은 유의한 P값을 가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에 반해 

스 라인 모형은 상 으로 인구수가 큰 도쿄, 서울, 부산에서 

체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AIC는 Lag별로 차이를 보 는데, 

체로 Lag0-1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 다. 따라서 이후에는 Lag0-

1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Table 3은 도시별 분석 결과  

Lag0-1의 결과만을 따로 정리한 것이다. 연구 방법에서 서술한 로 

비선형성 정 조건인 스 라인 모형의 AIC가 선형 모형의 AIC 

보다 작고 스 라인 모형의 그래  (Figure 2)가 J 는 U자형인 

도시는 서울, 구, 부산, 도쿄, 나고야, 기타큐슈 등 6개 도시 다. 

인천, 오사카, 후쿠오카는 스 라인 모형의 AIC가 선형 모형의 

AIC보다 작고 그래 의 모양이 선형이 아니었지만, J 는 

U자형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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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and daily number of mortality in 13 Japanese and Korean cities from 2000 to 2009 

City Lag 
Linear Model  Spline Model  AIC Difference 

(Spline - Linear) β SE P-value AIC  P-value AIC  

Seoul 0 -0.000228 0.000191 0.2333 28000.5 
 

0.0222 27992.5 
 

-8.0 

 
1 -0.000372 0.000170 0.0288 27976.7 

 
0.0002 27959.9 

 
-16.7 

 
2 -0.000270 0.000163 0.0979 27955.3 

 
0.0615 27951.8 

 
-3.5 

 
3 -0.000381 0.000163 0.0190 27937.2 

 
0.0176 27932.8 

 
-4.4 

 
4 -0.000500 0.000163 0.0022 27908.4 

 
0.0060 27906.0 

 
-2.4 

 
5 -0.000440 0.000164 0.0073 27887.7 

 
0.0073 27887.7 

 
0.0 

 
0-1 -0.000441 0.000217 0.0422 27977.2 

 
<0.0001 27929.4 

 
-47.8 

 
0-2 -0.000500 0.000228 0.0282 27953.2 

 
<0.0001 27916.7 

 
-36.5 

 
0-3 -0.000603 0.000237 0.0109 27936.1 

 
0.0002 27921.0 

 
-15.1 

 
0-4 -0.000728 0.000246 0.0031 27908.8 

 
0.0002 27897.4 

 
-11.4 

 
0-5 -0.000820 0.000254 0.0012 27884.5 

 
0.0009 27877.8 

 
-6.7 

           
Incheon 0 -0.000695 0.000315 0.0276 22748.7 

 
0.0276 22748.7 

 
0.0 

 
1 -0.000368 0.000303 0.2246 22747.5 

 
0.2852 22747.0 

 
-0.5 

 
2 -0.000002 0.000297 0.9940 22742.5 

 
0.9943 22742.5 

 
0.0 

 
3 -0.000006 0.000297 0.8371 22736.5 

 
0.8371 22736.5 

 
0.0 

 
4 -0.000292 0.000299 0.3285 22731.2 

 
0.3385 22731.2 

 
-0.1 

 
5 -0.000877 0.000300 0.0034 22718.8 

 
0.0226 22717.9 

 
-0.9 

 
0-1 -0.000721 0.000363 0.0473 22734.2 

 
0.1221 22733.8 

 
-0.4 

 
0-2 -0.000548 0.000390 0.1593 22718.8 

 
0.1497 22716.2 

 
-2.6 

 
0-3 -0.000484 0.000410 0.2372 22701.8 

 
0.1030 22698.4 

 
-3.4 

 
0-4 -0.000537 0.000427 0.2085 22683.6 

 
0.1795 22681.8 

 
-1.8 

 
0-5 -0.000801 0.000443 0.0706 22664.5 

 
0.1578 22663.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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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and daily number of mortality in 13 Japanese and Korean cities from 2000 to 2009 

City Lag 
Linear Model  Spline Model  AIC Difference 

(Spline - Linear) β SE P-value AIC  P-value AIC  

           
Daejon 0 -0.000790 0.000486 0.1040 20118.9 

 
0.1286 20118.6 

 
-0.4 

 
1 -0.000935 0.000427 0.0287 20111.6 

 
0.0892 20111.5 

 
-0.1 

 
2 -0.000790 0.000409 0.0536 20108.1 

 
0.0541 20108.1 

 
0.0 

 
3 -0.000354 0.000406 0.3830 20088.2 

 
0.3855 20088.2 

 
0.0 

 
4 -0.000453 0.000405 0.2640 20090.9 

 
0.4022 20091.0 

 
0.1 

 
5 -0.000785 0.000405 0.0525 20080.0 

 
0.0510 20077.4 

 
-2.6 

 
0-1 -0.001175 0.000528 0.0261 20079.5 

 
0.0262 20079.5 

 
0.0 

 
0-2 -0.001301 0.000545 0.0170 20043.1 

 
0.1559 20043.8 

 
0.8 

 
0-3 -0.001186 0.000559 0.0338 19990.1 

 
0.2030 19990.4 

 
0.3 

 
0-4 -0.001210 0.000572 0.0344 19960.8 

 
0.1117 19959.0 

 
-1.8 

 
0-5 -0.001330 0.000583 0.0225 19925.1 

 
0.0472 19921.6 

 
-3.5 

           
Daegu 0 0.000319 0.000352 0.3648 22925.6 

 
0.0535 22919.2 

 
-6.4 

 
1 0.000035 0.000293 0.9057 22918.7 

 
0.5760 22918.1 

 
-0.7 

 
2 0.000181 0.000278 0.5154 22912.6 

 
0.5155 22912.6 

 
0.0 

 
3 -0.000479 0.000276 0.0821 22906.7 

 
0.1286 22904.7 

 
-2.0 

 
4 0.000138 0.000274 0.6157 22904.5 

 
0.6195 22904.5 

 
0.0 

 
5 -0.000352 0.000275 0.2007 22906.3 

 
0.2019 22906.3 

 
0.0 

 
0-1 0.000209 0.000376 0.5794 22906.1 

 
0.1240 22901.7 

 
-4.5 

 
0-2 0.000266 0.000384 0.4887 22888.9 

 
0.2350 22886.1 

 
-2.8 

 
0-3 -0.000040 0.000394 0.9197 22872.9 

 
0.3797 22870.7 

 
-2.2 

 
0-4 0.000006 0.000403 0.9889 22855.6 

 
0.1951 22852.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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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and daily number of mortality in 13 Japanese and Korean cities from 2000 to 2009 

City Lag 
Linear Model  Spline Model  AIC Difference 

(Spline - Linear) β SE P-value AIC  P-value AIC  

 
0-5 -0.000153 0.000411 0.7104 22835.7 

 
0.4653 22834.8 

 
-0.9 

           
Gwangju 0 0.000614 0.000498 0.2170 20287.9 

 
0.2770 20286.4 

 
-1.5 

 
1 -0.000059 0.000460 0.8990 20286.3 

 
0.8990 20286.3 

 
0.0 

 
2 0.000326 0.000445 0.4640 20283.6 

 
0.4650 20283.6 

 
0.0 

 
3 0.000426 0.000442 0.3350 20273.7 

 
0.3280 20272.9 

 
-0.8 

 
4 0.000128 0.000443 0.7730 20263.7 

 
0.7730 20263.7 

 
0.0 

 
5 -0.000210 0.000443 0.6360 20260.0 

 
0.6370 20260.0 

 
0.0 

 
0-1 0.000333 0.000551 0.5460 20267.8 

 
0.5310 20267.9 

 
0.1 

 
0-2 0.000450 0.000577 0.4360 20251.3 

 
0.1250 20246.7 

 
-4.6 

 
0-3 0.000567 0.000596 0.3420 20231.8 

 
0.0881 20226.4 

 
-5.4 

 
0-4 0.000534 0.000613 0.3840 20211.9 

 
0.0363 20203.7 

 
-8.2 

 
0-5 0.000446 0.000628 0.4780 20191.3 

 
0.0559 20184.0 

 
-7.4 

           
Busan 0 0.000104 0.000266 0.6960 24853.0 

 
0.0230 24841.1 

 
-11.9 

 
1 0.000054 0.000243 0.8240 24836.1 

 
0.4746 24835.2 

 
-1.0 

 
2 0.000413 0.000240 0.3326 24827.3 

 
0.0851 24827.3 

 
0.0 

 
3 0.000308 0.000239 0.1980 24817.2 

 
0.1980 24817.2 

 
0.0 

 
4 -0.000011 0.000240 0.9649 24802.1 

 
0.7566 24801.9 

 
-0.2 

 
5 0.000001 0.000240 0.9974 24787.3 

 
0.9971 24787.3 

 
0.0 

 
0-1 0.000107 0.000294 0.7161 24829.5 

 
0.0026 24814.6 

 
-14.9 

 
0-2 0.000322 0.000310 0.2997 24813.4 

 
0.0208 24804.8 

 
-8.6 

 
0-3 0.000428 0.000325 0.1882 24797.5 

 
0.0731 24792.9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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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and daily number of mortality in 13 Japanese and Korean cities from 2000 to 2009 

City Lag 
Linear Model  Spline Model  AIC Difference 

(Spline - Linear) β SE P-value AIC  P-value AIC  

 
0-4 0.000383 0.000339 0.2585 24775.6 

 
0.0374 24769.2 

 
-6.5 

 
0-5 0.000375 0.000350 0.2849 24755.1 

 
0.1311 24751.4 

 
-3.7 

           
Ulsan 0 0.000189 0.000629 0.7640 18745.5 

 
0.1272 18740.3 

 
-5.2 

 
1 -0.000359 0.000561 0.5220 18745.7 

 
0.5221 18745.7 

 
0.0 

 
2 -0.000313 0.000542 0.5630 18731.6 

 
0.5647 18731.6 

 
0.0 

 
3 -0.000065 0.000541 0.9040 18727.1 

 
0.7267 18726.8 

 
-0.3 

 
4 0.000106 0.000542 0.8450 18720.6 

 
0.4949 18719.8 

 
-0.8 

 
5 -0.000629 0.000545 0.2480 18708.5 

 
0.2486 18708.5 

 
0.0 

 
0-1 -0.000143 0.000690 0.8360 18711.0 

 
0.8361 18711.0 

 
0.0 

 
0-2 -0.000285 0.000721 0.6930 18668.4 

 
0.6933 18668.4 

 
0.0 

 
0-3 -0.000267 0.000751 0.7220 18634.1 

 
0.5995 18634.5 

 
0.4 

 
0-4 -0.000216 0.000778 0.7810 18602.1 

 
0.3772 18600.3 

 
-1.8 

 
0-5 -0.000384 0.000804 0.6330 18560.7 

 
0.5731 18561.2 

 
0.5 

           
Sapporo 0 -0.000041 0.000312 0.8961 23369.3 

 
0.8270 23369.3 

 
-0.1 

 
1 -0.000448 0.000305 0.1417 23361.8 

 
0.1420 23361.8 

 
0.0 

 
2 -0.000346 0.000301 0.2499 23357.4 

 
0.2500 23357.4 

 
0.0 

 
3 -0.000235 0.000301 0.4343 23347.9 

 
0.4350 23347.9 

 
0.0 

 
4 -0.000227 0.000302 0.4527 23344.5 

 
0.4530 23344.5 

 
0.0 

 
5 -0.000212 0.000303 0.4847 23336.2 

 
0.0777 23330.2 

 
-6.1 

 
0-1 -0.000290 0.000333 0.3851 23358.0 

 
0.3850 23358.0 

 
0.0 

 
0-2 -0.000359 0.000344 0.2959 23346.8 

 
0.2960 23346.8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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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and daily number of mortality in 13 Japanese and Korean cities from 2000 to 2009 

City Lag 
Linear Model  Spline Model  AIC Difference 

(Spline - Linear) β SE P-value AIC  P-value AIC  

 
0-3 -0.000351 0.000351 0.3175 23331.6 

 
0.3180 23331.6 

 
0.0 

 
0-4 -0.000360 0.000357 0.3132 23319.0 

 
0.3130 23319.0 

 
0.0 

 
0-5 -0.000348 0.000362 0.3364 23305.2 

 
0.3370 23305.2 

 
0.0 

           
Tokyo 0 -0.000585 0.000130 <0.0001 30606.4 

 
<0.0001 30584.8 

 
-21.6 

 
1 -0.000808 0.000117 <0.0001 30570.0 

 
<0.0001 30546.0 

 
-24.0 

 
2 -0.000324 0.000115 0.0049 30602.8 

 
0.0180 30601.2 

 
-1.6 

 
3 -0.000374 0.000116 0.0012 30591.2 

 
0.0012 30591.2 

 
0.0 

 
4 -0.000626 0.000116 <0.0001 30565.5 

 
<0.0001 30565.5 

 
0.0 

 
5 -0.000564 0.000117 <0.0001 30563.7 

 
<0.0001 30557.5 

 
-6.2 

 
0-1 -0.000893 0.000138 <0.0001 30575.8 

 
<0.0001 30543.4 

 
-32.4 

 
0-2 -0.000810 0.000143 <0.0001 30578.5 

 
<0.0001 30556.2 

 
-22.4 

 
0-3 -0.000803 0.000148 <0.0001 30572.1 

 
<0.0001 30557.0 

 
-15.1 

 
0-4 -0.000897 0.000153 <0.0001 30559.8 

 
<0.0001 30550.2 

 
-9.5 

 
0-5 -0.000956 0.000157 <0.0001 30549.5 

 
<0.0001 30543.6 

 
-5.9 

           
Nagoya 0 -0.000140 0.000290 0.6279 24752.4 

 
0.3470 24750.2 

 
-2.1 

 
1 -0.000571 0.000254 0.0246 24742.0 

 
0.0051 24734.8 

 
-7.2 

 
2 0.000038 0.000240 0.8755 24741.1 

 
0.8758 24741.1 

 
0.0 

 
3 0.000356 0.000242 0.1403 24729.1 

 
0.1405 24729.1 

 
0.0 

 
4 0.000038 0.000241 0.8748 24725.7 

 
0.1434 24720.9 

 
-4.7 

 
5 -0.000376 0.000242 0.1210 24717.4 

 
0.0653 24712.5 

 
-4.9 

 
0-1 -0.000499 0.000308 0.1053 24744.4 

 
0.0248 24737.8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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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and daily number of mortality in 13 Japanese and Korean cities from 2000 to 2009 

City Lag 
Linear Model  Spline Model  AIC Difference 

(Spline - Linear) β SE P-value AIC  P-value AIC  

 
0-2 -0.000321 0.000313 0.3050 24740.2 

 
0.0458 24734.1 

 
-6.1 

 
0-3 -0.000090 0.000320 0.7788 24731.3 

 
0.1413 24727.2 

 
-4.0 

 
0-4 -0.000061 0.000327 0.8517 24725.6 

 
0.1424 24721.3 

 
-4.4 

 
0-5 -0.000174 0.000334 0.6019 24719.6 

 
0.2248 24716.5 

 
-3.1 

           
Osaka 0 -0.000239 0.000223 0.2838 26441.9 

 
0.2840 26441.9 

 
0.0 

 
1 -0.000745 0.000195 0.0001 26421.1 

 
0.0001 26413.7 

 
-7.4 

 
2 0.000143 0.000183 0.4336 26429.2 

 
0.4342 26429.2 

 
0.0 

 
3 0.000019 0.000183 0.9158 26424.5 

 
0.5989 26423.7 

 
-0.8 

 
4 -0.000160 0.000183 0.3810 26413.3 

 
0.3811 26413.3 

 
0.0 

 
5 0.000161 0.000184 0.3801 26406.5 

 
0.3802 26406.5 

 
0.0 

 
0-1 -0.000741 0.000247 0.0027 26426.6 

 
0.0052 26424.5 

 
-2.2 

 
0-2 -0.000436 0.000255 0.0871 26426.8 

 
0.1453 26425.7 

 
-1.1 

 
0-3 -0.000337 0.000264 0.2016 26422.9 

 
0.2019 26422.9 

 
0.0 

 
0-4 -0.000363 0.000273 0.1837 26412.3 

 
0.1836 26412.3 

 
0.0 

 
0-5 -0.000261 0.000282 0.3553 26406.4 

 
0.3552 26406.4 

 
0.0 

           
Kitakyushu 0 0.000067 0.000327 0.8387 22370.9 

 
0.8397 22370.9 

 
0.0 

 
1 0.000474 0.000310 0.1264 22362.6 

 
0.0278 22356.0 

 
-6.6 

 
2 0.000500 0.000291 0.0857 22354.1 

 
0.1741 22353.8 

 
-0.4 

 
3 0.001051 0.000290 0.0003 22334.0 

 
0.0003 22334.0 

 
0.0 

 
4 0.000486 0.000291 0.0945 22339.0 

 
0.0946 22339.0 

 
0.0 

 
5 0.000403 0.000291 0.1669 22334.6 

 
0.1690 22334.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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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and daily number of mortality in 13 Japanese and Korean cities from 2000 to 2009 

City Lag 
Linear Model  Spline Model  AIC Difference 

(Spline - Linear) β SE P-value AIC  P-value AIC  

 
0-1 0.000399 0.000374 0.2859 22363.8 

 
0.1017 22359.8 

 
-4.0 

 
0-2 0.000616 0.000392 0.1161 22354.5 

 
0.0762 22351.9 

 
-2.6 

 
0-3 0.001008 0.000405 0.0128 22341.0 

 
0.0210 22339.5 

 
-1.5 

 
0-4 0.001062 0.000418 0.0111 22335.2 

 
0.0113 22335.2 

 
0.0 

 
0-5 0.001083 0.000429 0.0117 22329.9 

 
0.0117 22329.9 

 
0.0 

           
Fukuoka 0 -0.000140 0.000354 0.6929 21993.0 

 
0.6940 21993.0 

 
0.0 

 
1 -0.000465 0.000340 0.1712 21985.1 

 
0.1720 21985.1 

 
0.0 

 
2 -0.000031 0.000318 0.9212 21981.8 

 
0.9220 21981.8 

 
0.0 

 
3 -0.000120 0.000316 0.7046 21976.1 

 
0.7060 21976.1 

 
0.0 

 
4 -0.000053 0.000316 0.8671 21969.8 

 
0.6460 21968.9 

 
-0.9 

 
5 -0.000485 0.000317 0.1262 21961.6 

 
0.1260 21961.6 

 
0.0 

 
0-1 -0.000405 0.000397 0.3080 21985.9 

 
0.0306 21977.1 

 
-8.9 

 
0-2 -0.000316 0.000415 0.4466 21981.1 

 
0.2460 21978.6 

 
-2.5 

 
0-3 -0.000310 0.000427 0.4676 21975.7 

 
0.4010 21974.8 

 
-0.8 

 
0-4 -0.000280 0.000439 0.5238 21969.3 

 
0.5240 21969.3 

 
0.0 

  0-5 -0.000404 0.000449 0.3686 21963.2  0.3690 21963.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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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lag0-1, ppb) and daily number of mortality in 13 Japanese 
and Korean cities from 2000 to 2009 

City 
Linear Model  Spline Model  AIC Difference 

(Spline - 
Linear) β SE P-value AIC  P-value AIC  

Seoul -0.000441 0.000217 0.0422 27977.2 
 

<0.0001 27929.4 
 

-47.8 

Incheon -0.000721 0.000363 0.0473 22734.2 
 

0.1221 22733.8 
 

-0.4 

Daejon -0.001175 0.000528 0.0261 20079.5 
 

0.0262 20079.5 
 

0.0 

Daegu 0.000209 0.000376 0.5794 22906.1 
 

0.1240 22901.7 
 

-4.5 

Gwangju 0.000333 0.000551 0.5460 20267.8 
 

0.5310 20267.9 
 

0.1 

Busan 0.000107 0.000294 0.7161 24829.5 
 

0.0026 24814.6 
 

-14.9 

Ulsan -0.000143 0.000690 0.8360 18711.0 
 

0.8361 18711.0 
 

0.0 

Sapporo -0.000290 0.000333 0.3851 23358.0 
 

0.3850 23358.0 
 

0.0 

Tokyo -0.000893 0.000138 <0.0001 30575.8 
 

<0.0001 30543.4 
 

-32.4 

Nagoya -0.000499 0.000308 0.1053 24744.4 
 

0.0248 24737.8 
 

-6.6 

Osaka -0.000741 0.000247 0.0027 26426.6 
 

0.0052 26424.5 
 

-2.2 

Kitakyushu 0.000399 0.000374 0.2859 22363.8 
 

0.1017 22359.8 
 

-4.0 

Fukuoka -0.000405 0.000397 0.3080 21985.9  0.0306 21977.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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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Non-parametric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lag0-1, 

ppb) and daily number of mortality in 13 Japanese and Korean cities 

from 2000 t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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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lag0-1, ppb) and daily age standardized mortality rate(/100,000) in 13 
Japanese and Korean cities from 2000 to 2009 

City 
Linear Model  Spline Model  AIC Difference 

(Spline - 
Linear) β SE P-value AIC  P-value AIC  

Seoul -0.001468 0.000012 <0.0001 750.6 
 

<0.0001 718.8 
 

-31.8 

Incheon -0.003276 0.001042 0.0017 5770.2 
 

0.0041 5769.1 
 

-1.1 

Daejon -0.003760 0.001393 0.0070 7516.6 
 

0.0086 7516.6 
 

0.0 

Daegu -0.000660 0.001128 0.5583 5936.0 
 

0.1860 5932.7 
 

-3.3 

Gwangju -0.000117 0.000149 0.9370 7566.9 
 

0.9370 7566.9 
 

0.0 

Busan -0.001642 0.000955 0.0856 4698.1 
 

0.0004 4681.6 
 

-16.5 

Ulsan 0.000413 0.002022 0.8380 9964.4 
 

0.8555 9964.4 
 

0.0 

Sapporo -0.000457 0.000638 0.4742 2271.3 
 

0.4740 2271.3 
 

0.0 

Tokyo -0.000958 0.000218 <0.0001 -4997.0 
 

<0.0001 -5014.0 
 

-17.0 

Nagoya -0.000302 0.000662 0.6483 2065.2 
 

0.1772 2060.7 
 

-4.5 

Osaka -0.001432 0.000674 0.0337 2286.6 
 

0.0408 2284.6 
 

-2.0 

Kitakyushu 0.000289 0.000782 0.7116 4396.5 
 

0.1134 4390.9 
 

-5.7 

Fukuoka -0.000011 0.000751 0.9890 3567.6  0.0706 3560.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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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연령구조가 사망자수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령표 화 사망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같은 분석을 수행하 다 

(Table 4). 사망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형모형의 체로 음의 상 계를 나타냈다. 선형 모형과 

스 라인 모형의 AIC차이와 그래  (Figure 3)의 모양을 기 으로 

역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단되는 도시는 서울, 구, 부산, 도쿄, 

나고야, 기타큐슈 등 6개 도시로 사망자수를 종속변수로 

분석하 을 때와 비슷한 패턴을 보 다.  

Table 5는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자 수와 오존의 련성을 

정리한 것이다. 체 사망자 수에 해 분석하 을 때와 달리 

선형 모형이 거의 양의 련성을 나타내었으며, 서울, 구, 

기타큐슈는 유의한 련성을 나타내었다. 한 비선형성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6의 심 계 질환에 의한 

사망자 수와 오존의 련성과도 다른 양상이었는데, 심 계 

질환에 의한 사망자 수의 련성은 체 사망자수와 비슷한 

유형의 련성을 보 다. 그러나 비선형성을 보이는 도시는 체 

사망자수의 경우보다 었다. Figure 4은 호흡기계 질환 사망자 

수와 심 계 질환 사망자 수의 련성의 그래 를 서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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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Nonparametric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lag0-1, 

ppb) and age standardized mortality rate (/100,000) in 13 Japanese 

and Korean cities from 2000 t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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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lag0-1, ppb) and daily number of death from respiratory 
diseases in 13 Japanese and Korean cities from 2000 to 2009 

City 

Linear Model  Spline Model  AIC 
Difference 
(Spline - 
Linear) 

β SE P-value AIC  P-value AIC  

Seoul 0.002757 0.000943 0.0035 16538.4 
 

0.0035 16538.4 
 

0.0 

Incheon 0.001919 0.001496 0.1994 11719.3 
 

0.2000 11719.3 
 

0.0 

Daejon 0.001526 0.001962 0.4367 9510.0 
 

0.1153 9505.9 
 

-4.1 

Daegu 0.005671 0.001515 0.0002 11972.3 
 

0.0007 11970.5 
 

-1.8 

Gwangju -0.000025 0.002143 0.9910 9082.5 
 

0.1870 9079.0 
 

-3.5 

Busan 0.002247 0.001202 0.0616 13754.4 
 

0.0201 13747.4 
 

-7.0 

Ulsan 0.003623 0.002554 0.1560 7918.7 
 

0.1561 7918.7 
 

0.0 

Sapporo 0.001289 0.000922 0.1620 15627.1 
 

0.2910 15627.1 
 

-0.1 

Tokyo -0.000448 0.000368 0.2230 22550.3 
 

0.3696 22550.2 
 

0.0 

Nagoya 0.001085 0.000819 0.1852 17096.1 
 

0.1860 17096.1 
 

0.0 

Osaka 0.000614 0.000629 0.3290 18966.4 
 

0.3290 18966.4 
 

0.0 

Kitakyushu 0.001909 0.000960 0.0468 14993.1 
 

0.0533 14989.7 
 

-3.4 

Fukuoka -0.000357 0.000921 0.6984 14770.5  0.8520 14771.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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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lag0-1, ppb) and daily number of death from cardiovascular 
diseases in 13 Japanese and Korean cities from 2000 to 2009 

City 

Linear Model  Spline Model  AIC 
Difference 
(Spline - 
Linear) 

β SE P-value AIC  P-value AIC  

Seoul -0.000827 0.000442 0.0615 22283.9 
 

<0.0001 22251.9 
 

-32.0 

Incheon -0.000689 0.000717 0.3364 17617.3 
 

0.3370 17617.3 
 

0.0 

Daejon -0.002485 0.001068 0.0200 14740.7 
 

0.0201 14740.7 
 

0.0 

Daegu 0.000545 0.000756 0.4710 17433.8 
 

0.4790 17433.8 
 

0.0 

Gwangju 0.000778 0.001214 0.5210 14339.4 
 

0.2940 14336.7 
 

-2.6 

Busan -0.000448 0.000549 0.4142 19901.6 
 

0.4830 19900.9 
 

-0.7 

Ulsan 0.002903 0.001295 0.0250 13334.3 
 

0.0794 13333.5 
 

-0.8 

Sapporo -0.000006 0.000606 0.9921 18849.8 
 

0.6230 18849.1 
 

-0.6 

Tokyo -0.001169 0.000253 <0.0001 25415.2 
 

<0.0001 25387.6 
 

-27.6 

Nagoya -0.001024 0.000567 0.0706 20165.7 
 

0.0093 20158.3 
 

-7.4 

Osaka -0.000131 0.000473 0.7819 21365.6 
 

0.7820 21365.6 
 

0.0 

Kitakyushu 0.001255 0.000698 0.0721 17405.9 
 

0.1302 17405.9 
 

0.0 

Fukuoka -0.000896 0.000790 0.2568 16746.2  0.0549 16740.8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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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parison of the associations of daily mean O3 (lag0-1, ppb) 

with number of death from respiratory diseases and cardiovascular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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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lag0-1, ppb)  and daily number of death(age<65) in 13 
Japanese and Korean cities from 2000 to 2009 

City 

Linear Model  Spline Model  AIC 
Difference 
(Spline - 
Linear) 

β SE P-value AIC  P-value AIC  

Seoul -0.000199 0.000358 0.5772 23573.0 
 

0.6206 23572.5 
 

-0.5 

Incheon -0.001004 0.000590 0.0885 18740.7 
 

0.0886 18740.7 
 

0.0 

Daejon -0.000510 0.000872 0.5591 15869.5 
 

0.5220 15868.3 
 

-1.3 

Daegu 0.000119 0.000624 0.8483 18875.9 
 

0.8490 18875.9 
 

0.0 

Gwangju -0.001487 0.000909 0.1019 15965.2 
 

0.1020 15965.2 
 

0.0 

Busan 0.001123 0.000443 0.0112 20768.0 
 

0.0411 20767.9 
 

-0.1 

Ulsan -0.001456 0.001117 0.1930 15068.7 
 

0.3880 15068.5 
 

-0.2 

Sapporo -0.000460 0.000720 0.5231 17645.3 
 

0.5243 17645.3 
 

0.0 

Tokyo -0.000342 0.000313 0.2744 23642.8 
 

0.2857 23641.9 
 

-0.9 

Nagoya 0.001392 0.000714 0.0511 18133.2 
 

0.0513 18133.2 
 

0.0 

Osaka -0.001307 0.000550 0.0174 20209.0 
 

0.0175 20209.0 
 

0.0 

Kitakyushu 0.000359 0.000831 0.6660 15424.8 
 

0.0566 15417.9 
 

-6.9 

Fukuoka 0.000043 0.000850 0.9600 16108.5  0.2268 16106.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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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lag0-1, ppb) and daily number of death(age≥65) in 13 
Japanese and Korean cities from 2000 to 2009 

City 

Linear Model  Spline Model  AIC 
Difference 
(Spline - 
Linear) 

β SE P-value AIC  P-value AIC  

Seoul -0.000570 0.000207 0.0349 26369.1 
 

<0.0001 26343.1 
 

-25.9 

Incheon -0.000696 0.000450 0.1220 21139.1 
 

0.2615 21138.7 
 

-0.3 

Daejon -0.001343 0.000655 0.0402 18667.0 
 

0.0551 18664.5 
 

-2.5 

Daegu 0.000104 0.000468 0.8252 21278.4 
 

0.0461 21270.7 
 

-7.7 

Gwangju 0.001038 0.000673 0.1230 18810.8 
 

0.1853 18808.9 
 

-1.9 

Busan -0.000443 0.000373 0.2350 23175.8 
 

0.0015 23161.1 
 

-14.7 

Ulsan 0.000543 0.000829 0.5125 16942.3 
 

0.5127 16942.3 
 

0.0 

Sapporo -0.000237 0.000375 0.5269 22351.8 
 

0.5270 22351.8 
 

0.0 

Tokyo -0.001021 0.000153 <0.0001 29597.8 
 

<0.0001 29565.5 
 

-32.3 

Nagoya -0.000930 0.000340 0.0062 23885.2 
 

0.0017 23878.0 
 

-7.2 

Osaka -0.000601 0.000275 0.0290 25394.2 
 

0.0437 25392.3 
 

-1.8 

Kitakyushu 0.000565 0.000412 0.1700 21612.8 
 

0.3474 21612.2 
 

-0.6 

Fukuoka -0.000509 0.000445 0.2526 21130.3  0.2094 21127.9  -2.4 



44 

 

 

Figure 5. Comparison of the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lag0-

1, ppb) and number of death according to the age at death in Tokyo 

and Seoul from 2000 t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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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서 비교한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호흡기계 

질환 사망자 수의 경우는 거의 직선 인 련성을, 심 계 

질환 사망자 수의 경우는 비선형 인 련성을 보이고 있다. 

Table 7과 Table 8은 65세를 기 으로 층화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에서의 련성은 체 인구 분석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 으나, 65세 이하 인구에서는 비선형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5는 서울과 도쿄의 연령군에 

따른 선형성의 차이를 보 여주고 있다. 

Table 9는 도시별 모형에 일별 평균 PM10 농도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선형 모형의 경우 모든 도시에서 

음의 련성을 보 고 서울, 인천, , 도쿄, 나고야, 

오사카에서 유의한 련성을 나타내었다. 스 라인 모형은 서울, 

구, 주, 부산, 도쿄, 나고야에서 선형 모형보다 더 좋은 

합도를 보 고, 그래 가 U 는 J자형인 도시는 서울, 구, 

부산, 도쿄, 나고야로, 모형에 PM10 농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는 기타큐슈를 제외하고 같았다 (Figure 6). 특히 

기타큐슈는 오존과 PM10의 상호작용이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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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은 민감도분석을 해 수행한 일별 최  1시간 오존 

농도와 일별 사망자수의 련성을 한국의 도시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서울, 구, , 부산에서 J 는 U자형 

련성을 보여 사망 당일  하루 까지의 평균 오존 농도를 

사용하여 분석한 분석과 비슷한 패턴을 보 다.  

Table 10은 각 도시별 분석의 검정력을 계산한 결과이다. 선형 

모형의 경우 서울, 도쿄, 오사카를 제외한 모든 도시의 검정력은 

80% 이하 다. 검정력이 80% 이상인 도시는 모두 인구가 250만 

이상이었다. 스 라인 모형을 선형-역치 모형으로 변환하여 

검정력을 계산한 결과, 변곡  는 역치 아래쪽의 검정력은 

부분 80% 이상이었으나 쪽의 검정력은 역치가 존재하지 

않는 도시의 경우 모두 80% 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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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lag0-1, ppb) and daily number of death adjusting PM10 in 13 Japanese and 
Korean cities from 2000 to 2009 

City Pollutant 

Linear Model  Spline Model  AIC 
Difference 
(Spline - 
Linear) 

β SE P-value AIC  P-value AIC  

Seoul O3 -0.000983 0.000396 0.0132 27926.4 
 

0.0001 27916.7 
 

-9.7 

 
PM10

* - - <0.0001 
  

<0.0001 
   

 
O3*PM10 0.000002 0.000004 0.6591 

  
0.9669 

   
Incheon O3 -0.001011 0.000077 0.1878 22717.4 

 
0.1878 22717.4 

 
0.0 

 
PM10

* - - 0.0008 
  

0.0007 
   

 
O3*PM10 -0.000001 0.000010 0.9374 

  
0.9373 

   
Daejon O3 -0.002107 0.001019 0.0386 20074.6 

 
0.0386 20074.6 

 
0.0 

 
PM10

* - - 0.1265 
  

0.1673 
   

 
O3*PM10 0.000008 0.000015 0.5915 

  
0.5910 

   
Daegu O3 -0.000235 0.000812 0.7726 22895.2 

 
0.4850 22894.5 

 
-0.7 

 
PM10

* - - 0.0087 
  

0.0150 
   

 
O3*PM10 0.000001 0.000011 0.9161 

  
0.9662 

   
Gwangju O3 -0.000016 0.001127 0.9890 20266.7 

 
0.8680 20266.6 

 
-0.1 

 
PM10

* - - 0.1640 
  

0.1600 
   

 
O3*PM10 -0.000005 0.000016 0.9770 

  
0.9300 

   
Busan O3 -0.000482 0.000728 0.5080 24789.8 

 
0.0212 24783.7 

 
-6.1 

 
PM10

* - - 0.0001 
  

0.0006 
   

 
O3*PM10 0.000003 0.000010 0.7790 

  
0.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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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O3 -0.000276 0.001534 0.8570 18707.8 
 

0.8574 18707.8 
 

0.0 

 
PM10

* - - 0.0610 
  

0.0610 
   

 
O3*PM10 -0.000008 0.000023 0.7430 

  
0.7430 

   
Sapporo O3 -0.000183 0.000649 0.7783 23357.7 

 
0.7780 23357.7 

 
0.0 

 
PM10

* - - 0.3760 
  

0.3760 
   

 
O3*PM10 -0.000013 0.000035 0.7189 

  
0.7189 

   
Tokyo O3 -0.001516 0.000317 <0.0001 30499.6 

 
<0.0001 30487.5 

 
-12.1 

 
PM10

* - - 0.0059 
  

0.0142 
   

 
O3*PM10 0.000014 0.000007 0.0526 

  
0.1210 

   
Nagoya O3 -0.000812 0.000676 0.2293 24722.4 

 
0.0274 24718.0 

 
-4.5 

 
PM10

* - - 0.0166 
  

0.0325 
   

 
O3*PM10 0.000004 0.000015 0.7809 

  
0.8373 

   
Osaka O3 -0.000833 0.000505 0.0989 26407.3 

 
0.1008 26407.2 

 
0.0 

 
PM10

* - - 0.0692 
  

0.0823 
   

 
O3*PM10 0.000000 0.000011 0.9892 

  
0.9839 

   
Kitakyushu O3 -0.001804 0.000740 0.0147 22334.4 

 
0.0147 22334.4 

 
0.0 

 
PM10

* - - 0.0011 
  

0.0011 
   

 
O3*PM10 0.000039 0.000017 0.0213 

  
<0.0001 

   
Fukuoka O3 -0.000967 0.000872 0.2675 21980.2 

 
0.2676 21980.2 

 
0.0 

 
PM10

* - - 0.1120 
  

0.1118 
   

  O3*PM10 0.000007 0.000020 0.7097   0.7098    
* included as a spline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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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Nonparametric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lag0-1, 

ppb) and daily number of death adjusting daily mean PM10 in 13 

Japanese and Korean cities from 2000 t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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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Nonparametric associations between daily maximum 1-hour 

O3 (lag0, ppb) and daily number of death in Korean cities from 2000 

t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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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tatistical power of the city-specific analyses for O3 (ppb, lag0-1) 

City 
Population over the age of 

30 in 2000 
Mean O3 
 (ppb) 

Linear Model  Linear-Threshold Model 

RR Power  RR(<) Power(<) RR(>) Power(>) 

Seoul        5,539,201 22.0±12.6 0.9996 81% 
 

0.9958 100% 1.0003 70% 

Incheon        1,347,005 25.8±12.1 0.9993 75% 
 

0.9971 100% 0.9998 53% 

Daejon*           676,883 26.1±12.9 0.9988 79% 
 

- 
   

Daegu        1,334,839 27.7±13.3 1.0002 54% 
 

0.9968 100% 1.0008 78% 

Gwangju*           705,804 25.7±11.9 1.0003 55% 
 

- 
   

Busan        2,077,738 29.4±11.1 1.0001 49% 
 

0.9961 100% 1.0011 92% 

Ulsan*           529,991 27.0±10.6 0.9999 47% 
 

- 
   

Sapporo*        1,816,597 24.2±10.6 0.9997 58% 
 

- 
   

Tokyo        7,960,170 22.7±12.2 0.9991 99% 
 

0.9988 100% 1.0017 100% 

Osaka        2,501,961 25.2±12.3 0.9993 84% 
 

0.9980 100% 1.0000 44% 

Nagoya        2,132,762 22.2±11.5 0.9995 71% 
 

0.9980 100% 1.0008 84% 

Kitakyushu        1,002,909 28.7±12.8 1.0004 60% 
 

0.9992 74% 1.0017 94% 

Fukuoka        1,329,832 28.4±12.2 0.9996 62%  0.9987 91% 1.0007 74% 

* Did not show non-line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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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도시 통합 분석 

Table 11은 도시의 자료를 나라별로 종합하여 일반화 부가 혼합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두 나라의 

결과모두 스 라인 모형의 AIC가 선형 모형보다 작아 련성이 

비선형이었으나, 그래 의 모양은 한국의 경우만 U자형으로 

역치가 있는 것으로 정되었다 (Figure 8). 한국의 경우 PM10을 

보정한 후에도 비선형  농도-반응 련성  역치를 볼 수 

있었고, 모든 경우에 30-40 ppb 사이에서 역치가 있는 것으로 

보 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30-40 ppb 사이에서 련성의 방향이 

바 어서 비선형 이기는 하지만 역치 이후의 련성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PM10을 보정하는 것은 역치 이후의 효과의 

크기를 어들게 했다. 

사망 원인과 사망 시 연령을 나 어서 분석하 을 때, 도시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심 계 질환 사망과 65세 이상 

연령군에서 비선형  련성과 역치를 찰할 수 있었다 (Table 

12, Figure 9). 이 경우에도 30~40 ppb 사이에 역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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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ity-combined associations between ambient O3 (ppb, lag0-1) concentration and mortality stratified by 
the country 

Model 
Linear Model 

 
Spline Model 

 
AIC Difference 

β SE P-value AIC  P-value AIC  (Spline - Linear) 

Korea 
         

   Model 1 -0.000397 0.000128 0.0019 157363.8 
 

<0.0001 157336.8 
 

-27.0 

   Model 2 -0.000737 0.000132 <0.0001 157275.6 
 

<0.0001 157266.4 
 

-9.2 

Japan 
         

   Model 1 -0.000646 0.000093 <0.0001 153116.4 
 

<0.0001 153069.9 
 

-46.5 

   Model 2 -0.000803 0.000093 <0.0001 152891.3  <0.0001 152877.5  -13.8 

Model 1: Dependent variable was number of death, Model 2: Model 1 with further adjusting for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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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lag0-1, ppb) and 

mortality from city-combined analysis stratified by the country. A: 

number of death as dependent variable, B: A with further adjusting for 

PM10. 

  



55 

 

Table 12. City-combined associations between ambient O3 concentration (lag0-1, ppb) and mortality stratified by the cause and age of 
death 

Model 
Linear Model  Spline Model  AIC Difference 

β SE P-value AIC 
 

P-value AIC 
 

(Spline - Linear) 

Respiratory 0.00132 0.00022 <0.0001 186272.5  <0.0001 186273.6  1.1 

Cardiovascular 0.00009 0.00014 0.5055 242802.3 
 

<0.0001 242767.3 
 

-35.0 

          
Age ≥ 65 0.00016 0.00008 0.0627 296039.8 

 
<0.0001 295969.8 

 
-70.0 

Age < 65 0.00031 0.00015 0.0347 240995.9  <0.0001 240997.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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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lag0-1, ppb) and 

mortality from city-combined analysis stratified by the cause and age 

of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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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역치 탐색 

Table 13은 역치가 있는 것으로 정된 6개 도시에서 조각별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일별 평균 오존 농도와 사망자수 

사이의 농도-반응 계의 역치를 탐색한 결과와 역치 후의 

련성 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서울과 나고야를 제외한 

모든 도시에서 역치보다 높은 오존 농도에서 유의한 양의 

련성을 보 다. 역치는 서울이 15 ppb로 가장 낮았고 도쿄가 

34 ppb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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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Thresholds of concentration-response relationship between daily mean O3 concentration (lag0-1, 
ppb) and daily mortality in Japanese and Korean cities 

City 
Threshold 

(ppb) 
β (<) SE(<) P-value(<) β (>) SE(>) P-value(>) 

Seoul 15 -0.0042 0.0007 <0.0001 0.0003 0.0002 0.3034 

Daegu 18 -0.0032 0.0014 0.0238 0.0008 0.0004 0.0327 

Busan 23 -0.0039 0.0009 <0.0001 0.0011 0.0004 0.0029 

Tokyo 34 -0.0012 0.0002 <0.0001 0.0017 0.0004 0.0002 

Nagoya 22 -0.0020 0.0006 0.0016 0.0008 0.0005 0.0903 

Kitakyushu 32 -0.0008 0.0006 0.2181 0.0017 0.0006 0.0048 

<: below the threshold, >: above the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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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시별 특성과 역치 

Table 14는 평균 PM10 농도, 지리  치, 인구, 평균 기온, 

평균풍속 등 도시별 특성에 따른 그룹별 통합 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상 인구를 기 으로 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비선형성을 나타내었다. 상 인구 별로 나 어 

분석한 경우에는 30세 이상 인구가 200만 미만인 도시에서는 

비선형성을 찰할 수 없었다. Figure 10은 비선형 련성을 

나타낸 그래 이다. 평균 PM10 농도가 50μg/m3 이상, 내륙에 

치한, 30세 이상 인구 200만 이상, 평균 기온 14.7°C이하의 

도시들에서는 오존 농도 30~40 ppb 사이에서 련성의 방향이 

바 어서 역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0세 이상 

인구 인구 200만 미만 도시에서는 역치가 찰되지 않으며, 평균 

PM10 농도가 50μg/m3 미만이거나 해안에 치한 도시들은 오존 

농도 30~40 ppb사이에서 방향이 바 나 그 후의 뚜렷한 양의 

련성을 보이지 않아 역치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았다. 평균 

풍속이 2.5 m/s 이상, 미만인 도시 그룹 모두 비선형 인 농도-

반응 련성  역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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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별 특성에 따라 역치가 향을 받는지 살펴보기 해 

도시별 평균 PM10 농도, 평균 오존 농도, 평균 기온과 모형 

4에서 도출된 역치의 산 도를 그렸다 (Figure 11). 도시별 평균 

오존 농도에 따라서는 역치가 변하는 추세는 보이지 않았지만 

평균 PM10 농도가 낮을수록, 평균 기온이 높을수록 역치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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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Linear and non-linear associations between mean O3 concentration (ppb, lag0-1) and daily number of  
mortality in city groups stratified by selected characteristics  

  
Linear Model 

 
Spline Model 

 
AIC 

Difference 

β SE P-value AIC  P-value AIC  
(Spline - 
Linear) 

PM10<50 μg/m3 -0.00090 0.00009 <0.0001 172453.3 
 

<0.0001 172411.3 
 

-42.0 
PM10≥50 μg/m3 -0.00038 0.00013 0.0040 137378.4 

 
<0.0001 137348.9 

 
-29.5 

          Coastal -0.00086 0.00009 <0.0001 194367.3 
 

<0.0001 194325.6 
 

-41.7 
Inland -0.00021 0.00016 0.2043 91133.3 

 
<0.0001 91112.4 

 
-20.9 

          Pop≥2 mil -0.00024 0.00009 0.0070 140775.1 
 

<0.0001 140681.3 
 

-93.7 
1 mil≤Pop<2 mil -0.00010 0.00013 0.4544 173602.5 

 
0.0437 173602.5 

 
0.0 

          Temp<14.7°C -0.00044 0.00012 0.0004 157285.2 
 

<0.0001 157260.5 
 

-24.8 
Temp≥14.7°C -0.00027 0.00009 0.0041 154600.2 

 
<0.0001 154507.3 

 
-92.9 

          Wind speed<2.5m/s -0.00022 0.00013 0.0922 141583.0 
 

<0.0001 141537.6 
 

-45.4 
Wind speed>2.5m/s -0.00031 0.00009 0.0008 172334.6 

 
<0.0001 172273.7 

 
-60.9 

PM10<50 μg/m3: Daejon, Sapporo, Tokyo, Nagoya, Osaka, Kitakyushu, Fukuoka; PM10≥50 μg/m3: Seoul, Incheon, Daegu, Gwangju, Busan, Ulsan; 
Coastal: Incheon, Busan, Ulsan, Sapporo, Tokyo, Nagoya, Osaka, Kitakyushu, Fukuoka; Inland: Seoul, Daejon, Daegu, Gwangju; Pop≥2 mil: Seoul, 
Busan, Tokyo, Nagoya, Osaka; Pop<2 mil: Incheon, Daegu, Sapporo, Kitakyushu, Fukuoka, Daejon, Gwangju, Ulsan; Temperature<14.7°C: Seoul, 
Incheon, Daejon, Daegu, Gwangju, Ulsan, Sapporo; Temperature≥14.7°C: Busan, Tokyo, Nagoya, Osaka, Kitakyushu, Fukuoka; Wind speed<2.5m/s: 
Incheon, Busan, Sapporo, Tokyo, Nagoya, Kitakyushu, Fukuoka; Wind speed>2.5m/s: Seoul, Daejon, Daegu, Gwangju, Ulsan, Os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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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Non-parametric associations between daily mean O3 (lag0-1) and 

daily number of death in city groups stratified by selected characteristics of 

the cities (PM10<50μg/m3: Daejon, Sapporo, Tokyo, Nagoya, Osaka, Kitakyushu, 

Fukuoka; PM10≥50μg/m3: Seoul, Incheon, Daegu, Gwangju, Busan, Ulsan; 

Coastal: Incheon, Busan, Ulsan, Sapporo, Tokyo, Nagoya, Osaka, Kitakyushu, 

Fukuoka; Inland: Seoul, Daejon, Daegu, Gwangju; Pop. ≥2 mil.: Seoul, Busan, 

Tokyo, Nagoya, Osaka; Pop. <2 mil.: Incheon, Daejon, Daegu, Gwangju, 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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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poro, Kitakyushu, Fuku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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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elected city specific factors and the thresholds of concentration-response relationship between daily mean O3 

concentration (lag0-1, ppb) and daily number of death in the 6 cities with non-linear association. Japanese cities are indicated with 

circles and Korean cities with tri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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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4.1. 연구 결과 요약 

한국과 일본의 2000년 당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13곳을 

상으로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측정된 기  오존의 

일별 평균 농도와 같은 기간 동안 일별 사망자수 사이의 농도-

반응 련성을 살펴보고, 농도-반응 련성이 비선형이라면 그의 

역치를 도출하며, 그 역치가 도시별로 다른 특성에 향을 

받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각 도시별로 일별 평균 기온, 일별 평균 상  습도, 장기 시계열 

추세, 요일, 공휴일 여부, 제 인구  65세 이상 인구 분율, 

남성 흡연율, 출생 시 기 여명을 보정하는 일반화 부가모형을 

구축하여 선형 모형과 스 라인 모형의 합도를 비교하여 

비선형성을 평가한 결과, 서울, 인천, 구, 부산, 도쿄, 나고야, 

오사카, 기타큐슈, 후쿠오카 등 9개 도시에서 비선형의 농도-반응 

련성을 찰하 으며, 그  서울, 구, 부산, 도쿄, 나고야, 

기타큐슈 등 6개 도시에서 역치를 찰하 다. 선형성은 사망 

원인 질환 (호흡기계와 심 계 질환)과 연령군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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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에 따라 층화 분석하 을 때 서로 다른 결과를 보 는데, 

심 계 질환 사망과 65세 이상 사망에서 비선형성을 보 다. 

한국과 일본의 도시의 자료를 국가별로 통합하여 무작  효과를 

용한 일반화 부가 혼합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 을 때 

한국의 도시에서 30~40ppb 사이에서 역치를 가지는 비선형  

농도-반응 련성을 나타내었다. 이 비선형  농도-반응 

련성은 일별 PM10 농도를 보정한 후에도 여 히 찰할 수 

있었다.  

역치를 가지는 것으로 정된 6개 도시에서 조각별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하여 역치를 탐색한 결과 도시별로 15~34 ppb의 

범 에서 서로 다른 역치를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비선형성은 내륙의 도시에서, 평균 PM10 농도가 50 μg/m3 

이상일 때, 그리고 상 인구가 200만 이상, 평균 기온이 

14.7°C 이하인 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도시별로 평균 

PM10 농도가 낮거나 평균 기온이 높을 때 도시별역치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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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결과 해석  기존 결과와 비교 

4.2.1. 비선형 인 농도-반응 련성  역치 

인구집단을 상으로 오존과 사망의 련성의 역치를 탐색하는 

연구가 이 에도 수행되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비선형 인 농도-반응 계에 한 불일치를 보여주는 

로는 같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한 보고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2006년에 Bell 등은 “국가 이환, 사망, 

기오염 연구 (National Morbidity, Mortality, and Air Pollution Study; 

NMMAPS)”의 자료를 분석하 다. 이 연구는 선형 모형 분석, 

일정 농도 이하의 자료들로 나 어서 분석하는 부분집합 (subset) 

분석, 역치 후로 선형 모형을 구축하는 역치 모형 분석, 

스 라인 분석 등을 활용하여 역치의 존재를 탐색하 으나 

역치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지 못하 으며, 만약 역치가 

존재한다면 재의 기오염 규제 기 보다 낮은 농도에서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하 다(26). 2009년에 Smith 등은 Bell 등의 

연구와 같은 NMMAPS 자료를 사용하여 비슷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 다. 이 논문에서 자들은 오존 노출의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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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향이 농도에 따라 동질 이지 않음을 지 하 다. , 

비록 40 ppb 이하의 낮은 농도에서 오존의 향이 찰되기는 

하 지만, 그 것은 PM10과 같은 다른 기오염물질에 의한 

향이거나 개인의 노출에 한 오분류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20).  최근에 보고된 다른 연구에 의하면, NMMAPS 

자료를 사용하여 미국의 108개 도시 지역을 상으로 부표집 

방식 (subsampling approach)을 사용한 붓스트랩 (bootstrap) 분석을 

수행한 결과 오존 농도와 사망의 련성은 비선형 이었으며 약 

30 ppb에서 역치를 찰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46).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 사용된 자료의 오존 농도가 상 으로 높아서 

(Bell 등의 연구에서는 20 ppb 이상이 73%) 낮은 농도에서의 

농도-반응 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1). 본 연구에서는 

모든 도시에서 75 백분 수가 40 ppb 이하 (Figure 1)로 이  

연구에 비해 낮은 농도의 노출에 한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는 낮은 농도에서 존재하는 역치를 확인하는데 

이 으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에도 도시별, 는 지역별로 역치의 존재를 분석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한국에서는 Hong 등과 Kim 등이 각각 인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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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자료를 분석하여 두 도시에서 오존 농도와 사망의 

련성이 비선형임을 보고하 다 (25, 47). 미국에서 수행된 한 

연구는 9개 도시의 자료를 일반화 부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9개  6개의 도시에서 비선형성을 나타내었으며 서로 

다른 역치 (10~45 ppb)를 보 다고 보고하 다 (48). 서론에서 

언 한 것 같이 국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10개 지역의 

자료를 분석하 으나 도시인 런던 한 곳에서만 65 μg/m3 (32.5 

ppb)에서 역치가 찰되었다고 보고하 다 (27). 도시별로 서로 

다른 역치를 보인다는 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포함된 13개 도시  9개의 

도시에서 비선형 인 농도-반응 련성을, 6개의 도시에서만 

역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Atkinson 등은 국의 10개 

지역  런던에서만 역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역치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  

하나로 검정력을 들었다 (27). 본 연구는 검정력의 확보를 해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상으로 삼았으며, 역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도시들은 그 에서도 상 으로 인구가 큰 

도시들이었다 (Table 1). 반 로 선형 모형과 스 라인 모형을 



70 

 

비교했을 때 AIC의 차이가  없어 역치를 확인할 수 없었던 

, 주, 울산은 13개 도시  가장 인구수가 작은 

도시들이었으며 검정력도 80% 이하 다. 나머지 AIC 차이가 

 없었던 도시인 삿포로의 경우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련성의 크기가 작아 검정력이 낮았다. 역치를 찰할 수 

없었던 도시  인천, 오사카, 후쿠오카는 역치를 찰할 수는 

없었지만 비선형 인 련성을 나타내었다. 한 이들 

도시에서는 Atkinson 등이 제시한 요인들  본 연구에서 분석할 

수 없었던 열섬효과와 외부활동의 차이로 인한 오분류 는 

알려지지 않은 다른 요인의 향에 의해서 역치를 찰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27).  

본 연구에서는 도쿄와 서울 두 도시에서 오존의 심 계 

사망과 호흡기계 사망에 한 농도-반응 계가 서로 다른 것을 

보 다. 오존의 호흡기계 건강 향의 기 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심 계에 한 향에 해서는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 

있다(23). 그러나 체로 오존에 노출되었을 때 직 인 자극에 

의해 호흡기계 향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심 계 향은 

이차 인 염증반응이나 산화손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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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들은 생리 으로 인체의 방어능력을 과할 때 

건강 향을 일으키게 된다 (1, 9, 12). 따라서, 오존의 사망에 한 

향이 원인 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tylianou 등은 미국의 9개 도시에서 오존의 농도-반응 계를 

분석하 으며, 심 계 질환 사망과 달리 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경우 거의 선형 인 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 다 

(48). 본 연구의 결과도 Stylianou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심 계 질환에 한 오존에 의한 향의 기 에 해 

추가 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 통합 분석과 달리 도시별 

분석에서는 도쿄와 서울을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찰할 수 없었으며, 이는 사망 원인을 제한하면서 사망 

수가 어 들어 검정력을 제한하 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망 당시 나이가 65세 이상인 군에서 

비선형 인 련성을 나타냄을 보 다. 연령군에 따라 오존과 

사망의 농도-반응 계를 비교한 이  연구는 찾지 못하 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연령군에서 오존에 의한 사망의 험이 

65세 미만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49), 최근 

보고된 체계  고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50). 한 오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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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50세 이상 연령군에서부터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44). 연령이 높은 인구집단이 오존 

노출에 한 험이 더 큰 이유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기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오존의 호흡기 자극에 

해 반응이 무디어짐으로 인해 은 연령군에 비해 높은 

농도의 오존에 둔감하여 노출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1).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령군에 따른 오존의 농도-반응 계의 차이는 이 게 연령에 

따라 기  오존 노출의 향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국가별 단일 

모형의 농도-반응 련성을 구명하고자 하 다. 무작  효과를 

이용한 일반화 부가 혼합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 을 때, 

도시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스 라인 모형이 선형 모형보다 

더 좋은 합도를 보 으며, PM10 농도를 보정한 경우에도 그 

련성은 여 히 비선형이었다 (Figure 8). 한국의 경우 그래 의 

모양을 통해 역치를 추정해 보면, 30~40 ppb에 역치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 수행된 통합 분석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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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수 이며 (20, 26), 오존의 배경 농도와도 비슷한 

수 이다.  

 

4.2.1. 도시별 특성의 향 

도시별 특성에 따라 층화하여 통합 분석을 하 을 때, PM10 

농도가 50 μg/m3 이상이거나, 내륙에 치하 거나, 평균 기온이 

14.7°C 이하이거나, 상 인구가 200만 이상인 경우 오존과 

사망 사이에 비선형 인 농도-반응 련성이 있었으며 역치를 

찰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모두 30~40 ppb 사이에 역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평균 풍속의 경우 2.5 m/s를 기 으로 

층화하 으나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 다. 이 경우 2.5m/s 이상 

는 미만 모두에서 비선형 인 농도-반응 련성과 30~40 ppb 

사이의 역치를 찰할 수 있었다.  

반면에 상 인구가 200만 이하인 도시 그룹에서는 비선형성을 

찰할 수 없었다. 이는 도시에서만 비선형성을 찰한 이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것이며 (27, 48), 상 인구가 250만을 

넘어야 80% 이상의 검정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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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Table 10), 이 도시들에서 비선형성을 찰하지 못하는 

이유가 검정력 부족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만이 가지는 특성에 

의해 도시에서만 비선형성과 역치가 찰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6개 도시의 역치가 

각 도시의 평균 PM10 농도와 온도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를 제시하 다 (Figure 11). 그러나 도시별로 

역치를 탐색한 연구가 보고된 바가 고, 도시별로 역치가 

달라지는 원인에 한 연구도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PM10이나 온도와의 련성은 역치를 보인 도시의 수가 

고 련된 요인에 한 정보가 제한 이므로 PM10이나 온도가 

도시별 역치에 향을 주는가에 한 명확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미세먼지와 오존은 함께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상가  상호작용 

(additive interaction)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45), 

오존과 사망의 련성을 분석하면서 PM10을 보정하 을 때 

련성이 여 히 유의하기는 하지만 그 크기가 20~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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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20). 이런 계를 고려할 때, 역치가 

오존과 함께 노출되는 미세먼지의 농도에 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높은 온도 역시 오존과 사망과의 련성을 

상승 으로 효과를 변화 (synergistic effect modification) 시키지만, 

온도가 높은 남쪽에서는 상승효과가 찰되지 않는다고 보고된 

바 있으므로(43), 도시별 기온 역시 역치에 향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오존의 배경 농도는 지형이나 기후에 

향을 받아 지역에 따라 다르고 (2), 오존과 사망의 련성에 

있어 노출 기간에 따라 응(adaptation)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44), 만약 지역별로 다른 배경 농도에 따라 오존 

농도에 한 인체의 응의 정도가 다르다면, 역치도 오존 

농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시별 평균 오존 농도가 역치에 향을 주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역치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결과는 가설을 제시하는 수 이므로, 향후 오존과 사망의 

련성의 역치를 변화시키는 원인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모형이나 도시별 모형에서 역치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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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오존과 사망이 음의 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도 오존과 사망이 음의 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경우가 있었지만 (10, 17, 48), 실제로 역치 이 까지 오존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사망을 이는 효과가 있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생물학 으로 오존은 살균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소독이나 수질 

정화에 기체 오존이 사용되고 있다 (51). 만약 배경 농도 이하의 

오존이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건강에 유의한 향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확인하기 해서는 배경 농도 

이하의 노출을 가지는 인구집단을 상으로 하는 역학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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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료의 타당성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으며, 

양국의 도시들의 역치를 비교하 다. 만약 두 나라 는 각 

도시별로 자료의 생산에 차이가 있다면 연구 결과에 향을  

수 있다. 

한국은 자외선 도법 (UV photometric method)을 사용하여 

오존의 농도를 측정한다 (52). 반면에 일본은 흡수 분 법 

(absorption spectrometry)을 사용하여 화학 산화물 (photochemical 

oxidants) 로서 오존을 측정한다 (53). 화학 산화물에는 오존 

외에도 과산화 수소 (H2O2), 과산화아세틸 질소 (peroxyacetyl 

nitrates)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에서 측정된 오존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존을 제외한 화학 산화물은 그 양은 

비교  어서 체로 1 ppb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54) 한국과 일본의 측정값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측정 방법의 차이로 인해 오차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여 두 나라의 측정 값을 표 화하는 것을 고려하 으나, 

각 도시의 오존 농도를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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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화하 을 때 오존 농도의 분포가 달라져서 결과 으로 

오존의 농도-반응 곡선이 왜곡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므로 

표 화를 할 수 없었다. 차선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자료를 따로 통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한국의 

도시들을 따로 통합하여 수행한 분석에서 비선형 인 농도-반응 

련성과 역치를 찰하 지만, 일본의 경우 역치 이후의 양의 

련성이 뚜렷하지는 않았다. 일본에서 높은 농도에서는 오존 

외의 화학 산화물의 농도가 높아져서 련성의 불확실성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사망 자료는 정부가  국민을 상으로 수집하는 자료로, 다른 

자료보다 비교  정확하고 완 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사망신고율은 1990년 에 90%, 2000년 에는 거의 100%에 

이르 다. 그러나 사망진단서 첨부율은 2007년에도 88%로 

사망원인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55). 1996년에 한국 농  지역을 상으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체 사망원인의 일치율은 44.6%, 순환기계 질환 사망의 

일치율은 50.8%, 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일치율은 14.2%로 

보고된 바 있다 (56). 그보다 6년 후인 2002년에 보고된 군(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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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 의하면 순환기계 질환 사망의 

일치율은 76.6%, 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일치율은 62.5% 다 (57).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비슷한 수 일 것으로 생각된다. 1989년에 

보고된 한 연구에 의하면 사인으로 심 계 질환 사망으로 

보고된 경우 실제 사인과 일치율이 66%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58). 1994년에 보고된 다른 연구에서는 심 계 질환 사망의 

일치율은 51.7%, 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일치율은 28% 다 (59).  

한국과 일본 모두 공통 으로 심 계 질환 사망이 호흡기계 

질환 사망보다 자료의 질이 더 좋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도 향을 미쳐 오존 농도와 호흡기계 사망 

사이의 련성의 유의성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80 

 

4.4. 연구의 의의  제한  

4.4.1. 연구의 의의 

이  연구들은 도시별로 오존과 사망 사이의 농도-반응 련성의 

비선형성에 해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여 련성의 

비선형성과 역치에 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27, 48). 

미국에서 도시들의 자료를 통합한 분석을 수행하 으나 

비선형성의 증거를 찾지 못하 다고 보고하 으며(26) 다른 분석 

방법을 사용한 후속 연구들에 의해 비선형성의 가능성을 완 히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되기도 하 다(20, 46). 한, 미국에서 

분석에 사용한 NMMAPS 자료는 오존의 농도가 비교  높아 

낮은 농도에서의 련성을 분석하지 못한 제한 이 있었다(26). 

본 연구에서도 도시별 결과는 불일치를 보 으나 무작  효과를 

이용한 통합 분석을 통해 이러한 불일치를 극복하고, 비교  

낮은 농도의 오존에 한 노출 자료가 포함된 자료를 분석하여 

비선형 인 농도-반응 련성  역치의 존재를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지 까지 기환경기  설정 시 오존과 사망 사이의 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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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반응 련성  역치를 반 하기에는 이에 해 수행된 

연구 수가 고, 낮은 농도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것이 지 되어 왔다(1). 본 연구는 지 까지 미국이나 국에서 

수행된 연구들과 다른 인구 집단에서, 비교  낮은 오존 

농도에서 수행된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여 정책 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추가 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한 도시별 분석 결과의 불일치에 해 이  연구들은 

검정력의 차이, 다른 기 오염물질이나 기온의 향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는 수 에서 그쳤으나(2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별 특성이 비선형  농도-반응 련성과 역치가 나타남에 

있어 향을 주고 있음을 보 다. 더불어 도시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나 평균 기온에 따라 역치의 수 이 변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비선형  농도-반응 련성과 

역치를 찰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특성을 가지는 도시들에 해 

도시별 맞춤 모형을 수립하여 오존 노출의 건강 향이 

평가되고 리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시별 

비선형성 분석  역치 추정을 해 사용된 통계 분석 방법은 

향후 도시별 평가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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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연구의 제한  

오존의 사망에 한 향은 거의 부분 시계열 분석에 의해 

보고된 것이며, 만성 향에 해서는 보고된 바가 다. 

2009년에 보고된 한 연구에 의하면 장기간의 오존 노출에 의해 

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비교 험도가 미세먼지의 향을 보정한 

후에도 1.040 (95% 신뢰구간: 1.010-1.067)으로 유의한 향을 

보 으나 심 계 사망에 해서는 유의한 향을 보이지 

않았다 (60). 그러나 본 연구는 시계열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오존에 노출에 한 성 효과의 농도-반응 계를 분석한 

것이므로 이러한 장기 인 오존 노출에 의한 만성 효과의 농도-

반응 련성에 해서는 설명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출 자료는 고정된 장소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수집한 것으로, 

개인의 노출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노출에 

한 오분류를 일으키고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측정소에서 측정된 기  농도는 시계열 분석에 필요한 일별 

변이를 반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 사용되기에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그러나 노출의 오분류는 농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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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역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므로 (61), 본 

연구에서 역치를 보이지 않은 도시들은 이러한 향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간 비교에서 각 도시별 특성들을 보정하여 

비교성을 높이고자 하 다. 그러나 에서 언 한 노출 오분류의 

가능성과 열섬효과 등 이  연구에서 제기된 역치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해서는 분석할 수 없었으며 (27), 이런 요인과 

더불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교란 요인들이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나 평균 기온에 의해 도시별로 

역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그러나 역치를 

찰할 수 있었던 도시의 수가 충분치 않아 역치에 향을 주는 

도시의 특성에 해 직 인 통계  분석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세먼지 농도나 온도는 가설을 

설정하는 수 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와 련해서 

역치를 탐색하고 도시별 특성과 역치의 련성을 분석하는 추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추가 인 연구 방법으로는 더 많은 

수의 도시의 자료를 분석하거나, 상이 되었던 도시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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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기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하거나, 는 시공간  해상도를 

높여 분석하는 것 등이 있다. 

오존의 기환경기 은 1시간 는 8시간 평균 오존 농도에 

하여 설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감도분석으로 일별 최  

1시간 평균 오존 농도를 사용한 분석을 수행하 으며 이 결과는 

일별 평균 농도를 사용한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보 다. Smith 

등은 8시간 평균 오존 농도에 하여 조각별 회귀 분석을 

수행하여 8시간 평균 오존 농도와 사망의 련성도 선형이 아닐 

수 있음을 보 다 (20). 본 연구의 결과는 주로 일별 평균 

농도에 한 것이어서 8시간 는 1시간 평균 농도에 한 

기 에 직 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기환경기  설정에 있어서 비선형성에 해 추가 으로 

고려하여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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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13개 도시  9개 도시에서 

오존과 사망의 농도-반응 련성이 선형이 아님을 보 다. 한 

국가별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 을 때에도 그 련성이 

선형이 아님을 보 다. 비선형  농도-반응 련성을 가지는 9개 

도시들  6개 도시와 한국의 도시 통합 모형에서 역치를 

찰할 수 있었다. 농도-반응 련성이 선형이 아니며 역치가 

존재하는지에 해서는 지 까지 논란이 있어왔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오존과 사망의 농도-반응 련성의 비선형성에 한 

추가 인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오존은 기환경기 을 

설정하여 리되고 있는 기오염물질이나 지 까지 농도-반응 

련성이 선형이며 역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기 이 설정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PM10의 농도가 50 μg/m3을 넘어서 높거나, 내륙에 

치하 거나, 평균 기온이 14.7°C 이하인 도시에서는 

비선형 인 농도-반응 련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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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환경기  설정에 반 한다면, 통합 분석에서 찰된 30~40 

ppb를 기 으로 설정하고 가능한 곳에서는 도시별 모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재 설정되어 있는 오존의 

기환경기 은 60 ppb로, 만약 기환경기 을 40 ppb로 

낮춘다면 역치 이후의 과 사망 험이 1 ppb 증가 당 체로 

0.1%인 것을 고려하면 2% (2012년 기  연구 상 7개 도시 

1,788건)의 성 사망 감이, 이  연구에서 오존 장기 노출에 

의한 호흡기계 과 사망 험이 10 ppb 증가 당 약 4%인 것을 

고려하면(60) 8% (2012년 기  연구 상 7개 도시 658건)의 

호흡기 사망 감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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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Exposure to ambient ozone has been reported to cause 

adverse health effect including morbidity and mortality. Although high 

concentration of ambient ozone is believed to be originated from 

anthropogenic sources, there have also been natural sources. Based on this 

factor, it has been speculated that there is no health effect below the 

background level, suggesting the existence of a threshold. Previous 

studies have explored the non-linearity of the association between ozone 

exposure and mortality, but the evidence supporting the non-linearity is 

still weak. Consequently, the presence of threshold or the non-linearity of 

the association has not been assumed in the establishing of air quality 

guidelines. However, if a threshold does exist, it would be appropriate to 

establish the air quality standard based on the threshold. The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non-linearity of the association between ozone 

exposure and mortality, estimate the threshold, and explor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level of threshold in large cities with populations over 1 

million in Japan and Korea. 

Methods: Time-series analyses was conducted in 13 Japanese and Korean 

cities (Seoul, Incheon, Daejon, Daegu, Gwangju, Busan, Ulsan, Sapporo, 

Tokyo, Nagoya, Osaka, Kitakyushu and Fukuoka) using daily mean ozone 

concentration extracted from monitoring data and daily number of death 

extracted from vital statistics. The author constructed generalized add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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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including daily number of death as dependent variable, daily mean 

ozone concentration as independent variable, and covariates (daily mean 

temperature, daily mean humidity, day of week, holidays, time trend, 

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age over 65, male smoking rate and life 

expectancy at birth). The non-linearity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AIC between linear model and spline model, and by observing the 

association graphically. City-combined model was constructed using 

generalized additive mixed model in each country. The non-linearity was 

evaluated by the same method as the city-specific analyses. Additional 

analyses adjusting daily mean particulate matter (PM10) were also 

conducted.  Thresholds were estimated using piecewise regression 

models in the cities with non-linear concentration-response relationships. 

The trend of the threshold according to mean PM10 concentration, mean 

ozone concentration and mean temperature was explored. 

Result: Among 13 cities, non-linear concentration-respons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 of the present and the previous day ozone concentration 

and daily number of death was observed in Seoul, Daegu, Busan, Tokyo, 

Nagoya and Kitakyushu. City-combined analyses also showed non-linear 

concentration-response relationship and threshold at 30-40 ppb in Korea, 

even after adjusting daily mean PM10 concentration. The thresholds of the 

6 cities with non-linear concentration-response relationship va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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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15-39 ppb. These thresholds were lower in the cities with higher 

PM10 concentration and lower mean temperature.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shows the non-linear concentration-

response relationship between ambient ozone exposure and mortality. The 

non-linear concentration-response relationship and the existence of the 

threshold should be considered in the establishing of air quality standard. 

----------------------------------------------------------------------------------------- 

Keywords: Ozone, Mortality, Concentration-response relationship, 

Threshold, Korea, Japan  

Student Number: 201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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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통계 분  코드 (R) 

도시별 분  시 ( 울) 

library(mgcv) 

attach(seoul_lag) 

seoul_l<-

gam(t_count~meano3+s(meantemp)+s(meanhumi)+factor(holi

day)+factor(weekday)+s(ddd)+p_o65+smoking+life_e,offse

t=log(pop),family=poisson) 

summary(seoul_l) 

AIC(seoul_l) 

 

seoul_nl<-

gam(t_count~s(meano3)+s(meantemp)+s(meanhumi)+factor(h

oliday)+factor(weekday)+s(ddd)+p_o65+smoking+life_e, 

offset=log(pop),family=poisson) 

summary(seoul_nl) 

AIC(seoul_nl) 

plot(seoul_nl, shade=T,select=1) 

 

 



103 

 

 

도시 통합 분  시 (한국) 

library(gamm4) 

ko3_l <- 

gamm4(t_count~meano3_m1+s(meantemp)+s(meanhumi)+factor

(holiday)+factor(weekday)+s(ddd)+p_o65+smoking+life_e+

wind_s+offset(log(pop))+dindex,family=poisson(), 

              data=korea, 

              random = ~ (1|id2_fac)) 

summary(ko3_l$gam) 

summary(ko3_l$mer) 

 

ko3_nl <-  

gamm4(t_count~s(meano3_m1)+s(meantemp)+s(meanhumi)+fac

tor(holiday)+factor(weekday)+s(ddd)+p_o65+smoking+life

_e+wind_s+offset(log(pop))+dindex,family=poisson(), 

               data=korea, 

               random = ~ (1|id2_fac)) 

 

summary(ko3_nl$gam) 

summary(ko3_nl$mer) 

plot(ko3_nl$gam, select=1, 

shade=T,xlab=expression(paste("Daily Mean O"[3]," 

(ppb)")),ylab="log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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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ine(h=0,lty=2) 

 

조각별 회귀 분  시 ( 울) 

library(HEAT) 

respvar="t_count" 

expvar="meano3_m1" 

parm=c("factor(holiday)","p_o65","smoking",”life_e”,"o

ffset(log(pop))") 

nonparm=c("meanhumi","meantemp","ddd") 

catvar=c("factor(weekday)") 

dflist=NULL 

mydata=seoul_lag 

myfamily=poisson 

startrng=10 

endrng=60 

searchunit=1; 

aicplot=TRUE 

title="Seoul" 

mythresh=threshptn(respvar, expvar, parm, nonparm, 

dflist, catvar, 

                   mydata, myfamily, startrng,  

                   endrng, searchunit, aicplot,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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