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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지역에서 미세먼지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코호트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노출되는 인구가 많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의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단기 영향
연구에 국한되어 수행되었는데, 이는 미세먼지 장기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대규모

장기

추적

코호트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의해 전체 인구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 대규모 장기
추적 코호트인 표본코호트가 구성됨에 따라 연구 기반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 학위 논문의 최종 연구 목적은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 장에서 대기오염 장기 노출 역학 연구의 자료원으로서 표본코호트의
강점과 제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자료처리 및 연구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장기 노출 영향 연구의 주요 자료인 표본코호트의 강점과
제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와 이용된 코호트 자료를 고찰하였다. 각
코호트의 특성을 원자료, 대상자 수, 연령, 추적 기간, 이용 가능한 건강
결과 및 공변량, 주소 단위, 자료 갱신 주기 등의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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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표본코호트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
처리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자료 처리 방법 제안을 위해 미세먼지 장기
노출 평가 및 연관성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요소, 즉, 중간
자료 누락, 주소 부여 기준의 일관성, 주소의 조밀성, 이용 가능한 위험
요인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작성하였다. 파악된 특성을 바탕으로 거주지
이동을 고려한 미세먼지 장기 노출의 사망 효과를 평가하는데 이용할 최종
자료 처리 방법 및 연구 방법을 제안하였다. 앞서 제시된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국내 미세먼지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전체

표본코호트

대상자

중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을 수진한 275,337명으로, 이들을 2002년부터 2013년까치 총
12년간 추적하였다. 미세먼지 장기 노출은 각 개인이 코호트 등록 초기
5년간 매해 거주지에서 노출된 총 평균 미세먼지 농도로 정의하였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일반 크리깅 방법(universal krigging)을 기반으로 한 모형을
통해 예측된 2002-2006년 시군구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이용하였다.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을 이용하여 장기 노출 미세먼지 농도가 10 µg/m3 당

증가되는 총 비사고 사망 및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호흡기계 질환, 암,
폐암의 사망 위험비(hazard ratio)와 95% 신뢰구간을 추정하였다.

표본코호트는 미세먼지 장기 노출 연구의 자료원으로서 전체 인구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며, 건강 결과 및 위험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으며, 이들 자료가 매년 갱신되어 시간 변이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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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역학 연구의 노출 평가 단위인 주소
정보가 조밀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거주지 이동을 고려한 미세먼지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 처리 및 연구 방법으로 다음을 제안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전체 표본코호트 대상자 중 국가건강검진을 수진한 사람 중 자료
누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표본코호트에 수록된 개인별
주소를 이용하여 시군구 단위로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기반으로 매해
거주지 이동을 고려한 장기 노출을 고려하는 연구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통해 국내 미세먼지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미세먼지 장기 노출 10 µg/m3 증가 당 비사고 사망의 위험이
5% (95% 신뢰구간: 0-11%) 근사적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세먼지
장기 노출 평가 시, 미세먼지 농도의 시간 변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본 학위 논문의 결과는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미세먼지 장기 노출
연구의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장기 사망 영향 평가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며,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장기 노출이 미치는 악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인구에 적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도출함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부담 평가 및 대기 환경 기준
설정 등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코호트, 노출 평가, 장기 노출, 사망, 미세먼지
학 번 : 2004-30769
iii

목

차

1 장. 서 론 ················································································· 1

2 장. 미세먼지 장기 영향 연구에 이용된 코호트 고찰 및 표본코호트
와의 비교 ···················································································· 6
2.1 서 론 ·············································································· 6
2.2 본 론 ·············································································· 8
2.2.1 연구 방법 ································································ 8
2.2.2 연구 결과 ································································ 8
2.3 고 찰 ·············································································· 12
2.4 결 론 ·············································································· 15

3 장. 대기오염 장기 노출의 건강 영향 평가를 위한 표본코호트 탐색
과 처리 방법 제안: 사망을 중심으로 ··········································· 16
3.1 서 론 ·············································································· 16
3.1.1 대기오염과 사망의 연관성을 평가한 코호트 연구방법론··· 17
3.1.1.1 개인 노출 평가 ··········································· 17
3.1.1.2 통계 분석 방법 ··········································· 19
3.2 본 론 ·············································································· 20
3.2.1 연구 방법 ································································ 20
3.2.1.1 표본코호트 ················································· 20
3.2.1.2 4가지 특성 및 자료 탐색 ···························· 22
3.2.1.3 자료 처리 방법 제시 ·································· 25
3.2.2 연구 결과 ································································ 28
3.2.2.1 표본코호트 ················································· 28
3.2.2.2 자료 탐색 ··················································· 30
3.2.2.3 자료 처리 방법에 대한 제안 ······················· 34
3.3 고 찰 ·············································································· 40
3.4 결 론 ·············································································· 44
iv

4 장.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 분석: 노출 평가 방법
에 따른 비교 ··············································································· 45
4.1 서 론 ·············································································· 45
4.2 본 론 ·············································································· 48
4.2.1 연구 방법 ································································
4.2.1.1 연구 대상자 ················································
4.2.1.2 개인과 지역 수준의 공변량 ·························
4.2.1.3 사망 자료 ···················································
4.2.1.4 미세먼지 장기 노출 평가 ····························
4.2.1.5 통계 분석 ···················································
4.2.2 연구 결과 ································································
4.2.2.1 연구 대상자와 미세먼지 장기 노출 농도 ·····
4.2.2.2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 ·····

48
48
50
50
51
55
59
59
64

4.2.2.3 4가지 노출 평가 방법에 따른 사망 위험과의 연관
성 분석 ························································· 67
4.2.2.4 민감도 분석 ················································· 67
4.3 고 찰 ·············································································· 72
4.4 결 론 ·············································································· 78

5 장. 결 론 및 제 언 ······························································· 79
5.1 결 론 ·············································································· 79
5.2 학위 논문의 의의 ······························································ 80
5.3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 81

참고문헌 ····················································································· 82
부

록 ····················································································· 93

Abstract ····················································································· 98

v

표 목차

Table 1.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to those of other eight
nationwide cohorts used for air pollution epidemiological
studies.
Table 2. Summaries of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by 2002 and
2013.
Table 3. Numbers of study subject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across years of tracking failure.
Table 4.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subjects between the areas with and
without regulatory air pollution monitoring sites for 2002-2013.
Table 5.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subjects from the entire cohort for
2002-2013 and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examinees in
2002
Table 6. Summarie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275,337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ational Sample Cohort (NHIS-NSC)
subjects for 2002–2013 across quintiles of their long-term PM10
concentrations defined as 5-year averages calculated using
annual average PM10 concentrations at residential addresses for
2002–2006 in South Korea.
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of long-term PM10 concentrations of 275,337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ational Sample Cohort
(NHIS-NSC) subjects by four exposure assessment (EA)
approaches.
vi

Table 8. Descriptive statistics of predicted and measured district-specific
annual PM10, PM2.5 concentrations in South Korea.
Table 9. Adjusted hazard ratios (H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of
non-accidental and cause-specific mortality for an increase of 10
μg/m3 in long-term PM10 concentrations by four confounder
models in 275,337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NHIS-NSC) subjects for 2002-2013 in South
Korea.
Table 10. Adjusted hazard ratios (H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of mortality for an increase of 10 μg/m3 in 12-year average PM10
concentrations in 275,337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NHIS-NSC) subjects for 2002-2013 in
South Korea.
Table 11. Adjusted hazard ratios (H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of mortality for an increase of 10 μg/m3 in the long-term PM10
concentrations from Cox model allowing time-varying effect of
annual average concentrations.
Table 12. Adjusted hazard ratio (HRs)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s) of
mortality for an increase of 10 μg/m3 in the long-term PM10
concentrations from random intercept Cox model.
Table S1. Definition of four exposure assessment (EA) approaches.
Table S2. Characteristics of five different metrics of annual PM10 and PM2.5
mean concentrations which were used for calculating
individual’s long-term exposures.
Table S3. Summaries of previous cohort studies of the association between
long-term exposure to PM10 and mortality.
*Equations for individual-level 5-year PM10 average concentrations by the
four different exposure assessment (EA) approaches.

vii

그림 목차
Figure 1. Size comparisons for particulate matter particles [U.S.EPA].
Figure 2. Temporal trend of proportion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subjects who had different
addresses from the previous year by insurance type and
eligibility [insurance type: S - self-employed, E - employee
insured, eligibility: I - insured (or householder), D - dependent
(or house-member)] from 2003 through 2013.
Figure 3. The percent of the employee-insured (>=50 yrs) across 25 districts
(SiGunGu) in Seoul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in 2002, 2007, and 2013.
Figure 4. Schematic diagram of exclusion criteria and number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ational Sample Cohort subjects
included or excluded after the application of each criterion.
Figure 5. Maps of predicted district-specific annual concentrations of PM10
in 2010, South Korea.
Figure 6. Hazard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non-accidental and
cause-specific mortality for an increase of 10 μg/m3 in long-term
PM10 concentrations after adjusting for sex, age, income,
smoking, alcohol use, obesity, exercise, and comorbidity of
cardio-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and diabetes, and
district-level percent of high school education completed or
more, percent of the elderly, an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Figure 7. Hazard ratios (H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of nonaccidental and cause-specific mortality for an increase of 10
μg/m3 in the long-term PM10 concentration defined by four
different exposure assessment approaches after adjusting sex,
viii

age, income, smoking, alcohol use, obese, exercise, and comorbidity of cardio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and
diabetes, and district-level percent of high school education
completed or more, percent of the elderly, an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EA1: prediction and address in each year,
EA2: prediction in each year and address at baseline, EA3:
prediction at baseline and address in each year, EA4: prediction
and address at baseline].
Figure 8. Hazard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non-accidental
mortality for an increase of 10 μg/m3 in long-term PM10 and
PM2.5 concentrations after adjusting for sex, age, income,
smoking, alcohol use, obesity, exercise, and comorbidity of
cardio-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and diabetes, and
district-level percent of high school education completed or
more, percent of the elderly, an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M10: universal krigging, measured, CMAQ; PM2.5:
satellite-based].
Figure S1. Maps of district-specific annual concentrations of PM10 in 2006
which were calculated using (a) predictions from universal
krigging method, (b) measurements from regulatory monitoring
sites, and (c) predictions from CMAQ model.
Figue S2. Maps of district-specific annual concentrations of PM2.5 which
were calculated using (a) measurements from regulatory
monitoring sites in 2015, and (b) predictions from satellite-based
estimation method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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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대기 중 입자상 물질(particulate matter, PM)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 혹은 액상 입자 혼합물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입자상 물질의 공기
역학적 특성은 입자 크기, 즉 공기 역학적 직경(aerodynamic diameter)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1]. 대기오염 역학 연구에서는 입자상 물질의 건강
영향은 포집 필터에 수집된 입자들의 총량으로 측정되는 총먼지(total
suspended particles, TSP), 먼지(particulate matter with a diameter ≤ 10 µm
or 2.5 µm, PM10 or PM2.5) 등의 다양한 지표로 평가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입자상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이는 입자상 물질에 의한 건강 영향은 직경 10 µm

이하인 흡입성 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with a diameter ≤ 10 µm,
PM10)에 기인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다[2].
1990년대 이후에는 입자 크기가 2.5 µm 이하(particulate matter with a

diameter ≤ 2.5 µm, PM2.5)로 더 작아 폐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입자의 건강
영향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 또한 다양한 대기오염 역학 연구들을 통해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3-5].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 에서는 입자상 물질을
‘먼지’라는 용어로 규정하여 관리하여 왔다[6]. ‘환경 정책 기본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PM10과

특별법’에는
1

PM2.5를

모두

미세먼지로

표기하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PM10을 미세먼지로 PM2.5를 초미세먼지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Figure 1. Size comparisons for particulate matter particles [U.S. EPA].

대기오염

물질의

건강

영향은

다양한

역학 연구

방법에

의해

평가되었다. 대기오염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1969년
발생한 런던스모그와 같이 대기오염 농도가 극심하게 높았던 에피소드를
경험하면서 시작되었다[7].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행된 초기
대기오염 역학 연구는 시계열 분석(time-series analysis)으로 대표되는 단기
영향 연구 (short-term effect study)에 집중되었다[7-10]. 단기 영향 연구는
대기오염 농도와 관심 건강 결과 발생 간의 시간적인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일별 사망자 수와 당일 혹은 며칠 전의 일평균 대기오염 농도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단기 영향 연구 결과를 통해
2

노출된 대기오염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사망 및 다양한 질병 이환의 위험
간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지만, 특히 사망 혹은 암 발생과 같은 만성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누적 노출된 대기오염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제가 제기되었다. 이런 의제의 해결을 위해
대기오염 장기 영향 연구(long-term effect study)가 수행되었다[11,12].
코호트 연구로 대표되는 장기 영향 연구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 십년
간 노출된 대기오염 농도가 개인의 사망 혹은 질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를 말한다.
대기오염의 장, 단기 건강 영향 평가한 역학 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
것은 다양한 의의를 가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및 질병 부담(burden of disease) 추정, 건강
상의 이득(health benefit) 등의 평가 근거가 될 수 있다[13-16]. 더
나아가서는 과학적으로 평가된 대기 오염 건강 영향은 대기 환경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 및 기준의 근거로 적용될 수 있다. 이미 선진국의 대기 환경
기준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역학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정된

대기환경

기준은

새로

보고된

역학

연구

결과들을

주기적으로 재통합 및 평가하여 재설정되었다[17-19]. 정책 수립 및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는 대기오염의 장기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대기오염 농도에 대한 규제 및 평가를 위해서는 결국
대기오염 농도에 직접적이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원 및
배출원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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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국내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 역학
연구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단기 영향 연구에 제한되었고, 미세먼지의
장기 영향을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다[20-23]. 이는 장기 영향 연구 수행을
위해 이용 가능한 대규모 코호트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존 국내
코호트들은 미세먼지 장기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규모나 추적 기간 면에서
충분하지 못했는데, 특히 사망과 같이 만성 건강 결과가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최근 대규모 코호트 자료가 구성되면서 국내 미세먼지 장기
노출 연구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관리 및 의료비 청구 등을 위해 수집한 자료 기반으로 표본코호트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NHIS-NSC)를
구성하였다[24]. 표본코호트는 국내 전체 인구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추출된 약 백 만 명의 대상자를 2002년부터 2013년간 추적한 코호트로,
사망 및 질병 이환 정보뿐만 아니라 인구 및 사회 경제적 변수와 건강 행태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장기 노출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는데, 확실성과
위중도가 큰 사망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학위 논문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표본코호트의 강점과 제한점 파악
- 미세먼지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기존 연구의
연구 방법 및 이용된 코호트를 고찰하고
4

- 이를 표본코호트와 비교하여 미세먼지 장기 영향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표본코호트의 강점과 제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2. 표본코호트 자료 특성 탐색 및 연구 방법 제안
-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사망 간
연관성 평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료를 탐색하고자 한다.
- 자료 탐색 결과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장기 사망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

구축을

위한

자료처리

방법

및

연구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 분석
-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 또한 다양한 노출 평가 방법에 따른 사망 영향 비교를 통해
적절한 장기 노출 평가 방법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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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미세먼지 장기 영향 연구에 이용된 코호트
고찰 및 표본코호트와의 비교

2.1 서론
1990년대 초부터 미세먼지 장기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북미와
유럽 중심으로 한 코호트 연구들을 통해 평가되었다[11,12]. 미세먼지 장기
노출 연구는 개인이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노출된 대기오염 농도와 사망
혹은 질병 발생 간의 인과적인 연관성 평가를 위해 대규모 코호트 자료를
기반으로 수행된다. 이때 이용하는 코호트가 제공하는 자료와 가용 범위에
따라 자료 처리 방법 및 적용 가능한 연구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기존의 미세먼지 장기 노출 연구에 이용된 코호트는 크게 ‘연구 기반
코호트’ 와 ‘기존 자료 기반 코호트’로 나눌 수 있다. 연구 기반 코호트란
처음부터 연구 목적으로 구성되어, 연구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등록
사업 등을 통해 구성된 코호트로 정의할 수 있다. 대기오염 장기 노출
연구에 이용된 대표적인 대규모 코호트인 미국 암협회 코호트(American
Cancer Society study)와 하버드 6개 도시 코호트(Harvard Six Cities study)가
연구 기반 코호트의 예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기존 자료 기반 코호트는
센서스(census)나 국가 보험 자료 등 다른 용도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된 코호트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대기오염 역학 분야에서 기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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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코호트를 이용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기존 자료 기반의
코호트는 연구 기반 코호트에 비해 대규모 장기 코호트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큰 강점임에도 불구하고, 코호트
구성에 이용된 원자료에 따라 대상자 및 자료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코호트 자료 중 유일하게 미세먼지 장기 노출 건강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표본코호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구성된 기존 자료
기반 코호트라 할 수 있다. 표본코호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관리 및 건강보험 대상자들의 의료 비용 지불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학술적인 목적에 맞게 가공한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는데, 인구학 및 사회 경제적 변수들과 의료 이용 자료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24]. 하지만 대기오염
역학 분야에 이용된 적이 없어, 이 연구 분야에 적용 시의 자료의 강점과
제한점이 파악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존 미세먼지 역학 연구에 이용된 코호트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표본코호트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장기 사망 영향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표본코호트의 강점과 제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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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론
2.2.1 연구 방법
기존 미세먼지 역학 연구에 이용된 코호트 선정을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PubMED와 google scholar에 ‘air pollution’, ‘long term
exposure’, ‘mortality’, ‘cohort’의 총 5가지 키워드로 검색된 연구와 이
연구들의 참고문헌을 조사하여 연구에 이용된 코호트들을 선택하였다. 이
중 표본코호트와 같이 기존 자료 기반의 전국 코호트로 2006년부터 2016년
사이 수행된 연구에 이용되었으며, 대상자에 대한 추적 기간이 5년 이상인
코호트로 제한하여 선택하였다. 최종 선택된 코호트와 표본코호트의 특성을
코호트가 구성된 원자료, 대상자 수, 추적 기간, 대상자 연령, 이용 가능한
건강 결과 자료, 위험 요인, 주소, 자료 갱신 주기에 따라 정리 및
비교하였다.

2.2.2 연구 결과
최종적으로 총 8개의 기존 자료 기반 코호트가 선택되었다(Table 1).
선택된 8개 코호트는 각각 미국의 Medicare Cohort Air pollution Population
Study (MCAPS), 영국의 National English cohort, 대만의 Taiwan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Cohort (NHID 2000), 네덜란드의 the Dutch
Environmental Longitudinal Study (DUELS), 스위스의 Swiss National
Cohort, 캐나다의 Canadian Census Cohort, 영국(잉글랜드, 웨일즈)의
longitudinal cohort, 일본의 National Integrated Project for Pro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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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to those of other eight nationwide
cohorts used for air pollution epidemiological studies.
Data sources

# of
subjects

Follow-up
period

Ages

Health
outcomes

Address

Update

National health
Insurance

1,125,691

12 years

All ages

Mortality,
Morbidity

District

Annual

Medicare

132,000,000

2000~

>=65 yrs

Mortality,
Morbidity

Zip code

Annual

National English cohort

General Practice
Research

>12,000,000

64 million
Person years

All ages

Mortality,
Morbidity

Zip code

None

NHID 2000

National health
Insurance

1,000,000

10 years

All ages

Mortality,
Morbidity

Zip code

None

Population
registry

7,218,363

7 years

All ages

Mortality

Address

Annual

Swiss national cohort

Census

6,837,687

1990~

All ages

Mortality

Address

Every 5 year

Canadian Census cohort

Census

3,576,487

1984~

All ages

Mortality

Zip code

Annual

England & Wales cohort

Census

512,970

38 years

All ages

Mortality

Address

Every 10 year

NIPPON DATA 80

Survey

10,546

14 years

>= 30 yrs

Mortality,
Morbidity

Districts

None

Cohort
NHIS-NSC
MCAPS (2000-2005)

D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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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Table 1.
Cohort
NHIS-NSC

Data sources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ariates
Sex, age, income, eligibility, disability records, comorbidity

MCAPS (20002005)

Medicare

National
English cohort

General Practice
Research

Sex, age, medical history, diagnoses, signs, symptoms, prescribing
of drugs and devices, test results, immunizations, lifestyle factors

NHID 2000

National health
Insurance

Age, sex, income, comorbidity

DUELS

Population registry

Age, sex, race, education status, income, smoking

Sex, age, marital status, region of origin

Epi. studies
cohort introduction
Lee et al, 2017 [24]
Zeger et al, 2008 [25]
Carey et al, 2013 [26]
Williams et al, 2012 [27]
Jung et al, 2015 [28]
Fischer et al, 2015 [29]

Census

Sex, date of birth, place of birth, nationality, marital status, religion,
mother tongue, language used at home, work and school, place of
residence, place of residence 5 years ago, educational level, current
and learned profession, employment status, occupational status,
place of work and type of transport to work, (household and
characteristics of dwelling), (building characteristics)

Huss et al, 2010 [30]
Bopp et al, 2009 [31]

Canadian
Census cohort

Census

Sex, age, education, occupation, income, ethnicity/race, aboriginal
ancestry, place of birth, citizenship, immigration, language,
residential mobility, marital status, living arrangement, housing,
place of work, activity limitation

Crouse et al, 2015 [32]
Peters et al, 2013 [33]

England
&
Wales cohort

Census

Sex, age, social class

Hansell et al, 2016 [34]

NIPPON
DATA 80

Survey

Sex, age, smoking & drinking habits, BMI, blood sampling, present
and past medical histories

Ueda et al, 2011 [35]
Okamura et al, 2003 [36]

Swiss national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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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of Non-communicable Disease And its Trends in the Aged 1980
(NIPPON DATA 80)이었다.
표본코호트는 2002년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 중 표본으로
추출된 약 백만 명의 자료를 2013년까지 추적하였는데, 대상자 수는 전체
인구의 약 2.4%에 해당된다. 연구에 고려할 수 있는 건강 결과 자료는
사망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의료 이용 정보도 이용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 노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주지 주소는 대상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시군구 단위로 제공되었다. 미세먼지 장기 노출 영향 평가에
고려할 수 있는 공변량들은 다음과 같았다. 표본코호트 전체 대상자의 성별,
연령, 소득, 건강보험 종류 및 자격, 장애 등록 정보, 건강 보험 의료 비용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저 질환 관련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전체
대상자 중 일부인 국가건강검진 수진자는 앞서 기술한 내용에 흡연, 음주,
신체 활동 등과 같은 건강 행태 및 건강 검진 결과 등의 정보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24].
최종 선택된 8개 코호트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Table 1). 8개
코호트는 미국, 대만,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일본과 영국의 코호트로,
영국의 경우 자료원이 다른 두 개의 코호트가 선택되었다. 코호트를
구성하는데 이용된 원자료는 크게 국가 의료 제도를 기반한 자료와 센서스
자료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각 코호트는 성인 혹은 전 연령대의 최대
1.3억명부터 최소 1만명의 대상자를 적어도 7년 이상 추적 조사하였다.
이용 가능한 건강 결과 자료는 구성된 코호트의 원자료에 따라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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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센서스 기반의 코호트는 사망 자료만, 국가 의료 제도 자료를
기반한 코호트는 사망 자료 외에도 질병 이환 등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 노출 평가 단위가 되는 거주지 주소는 현
단위로 제공되는 일본을 제외하면, 정확한 주소 혹은 우편 번호 지역 등의
조밀한 공간 단위로 제공되었다. 대부분의 코호트는 대상자들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재수집했는데, 영국(National English cohort),

대만, 일본

코호트들은 코호트 등록 초기 정보만 수집하였다. 통계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공변량의 종류와 수도 코호트가 구성된 원자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가 의료 제도 자료 기반의 코호트는 다양한 건강
행태 변수를 포함한 반면 인구 및 사회 경제적인 변수가 부족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센서스 기반의 코호트는 다양한 인구 및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의 정보를 포함한 반면 건강 행태 관련 변수들을 이용할 수 없었다.

2.3 고찰
본 장에서는 미세먼지 장기 건강 영향을 평가한 선행 연구에 이용된
기존 자료 기반 코호트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표본코호트와 비교하여
미세먼지 장기 영향 연구의 자료원으로서 표본코호트의 강점과 제한점을
파악하였다.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센서스 혹은 국가 의료
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코호트들은 다수의 대상자를 긴
기간 동안 추적하였다. 코호트 구성에 이용된 원자료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건강 결과 및 공변량의 종류 및 수가 달라졌으며, 노출 평가 단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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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주소도 대부분 조밀한 단위로 제공되었다. 이들과 비교하여 볼 때
표본코호트는 약 백만 명의 전 연령 대상자들을 12년간 추적 조사한 자료로,
전체 인구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면서, 대상자들의 인구 및 사회
경제적인 정보와 사망뿐 만 아니라 의료 이용 등의 다양한 건강 결과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정보들은 대부분 매년 혹은 격년 단위로 재
수집되는 강점이 있었다. 반면 미세먼지 노출 평가 단위인 주소가 시군구
단위로 제공되어 개인별 노출을 평가하는데는 다소 조밀하지 못하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최근 기존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코호트를 이용하여 대기오염 장기
영향을 평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초기 장기 영향 연구들은
연구 기반의 코호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11,12,36,37]. 연구 기반의 코호트
연구는 코호트 구성 및 대상자 추적에 많은 비용과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그런데 2000년 이후부터 인구 등록
자료, 센서스, 건강 보험 자료 등과 같이 연구 외 목적으로 정부 및 기관이
수집하고 있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코호트가 구성되었고, 이를 대기오염
장기 건강 영향 평가에 이용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25, 32, 38].
기존 자료 기반으로 구성된 코호트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코호트에 포함된 대상자 수가 많다. 본 장에서 고찰한 코호트 중에서
센서스, 건강보험 및 의료이용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영국과 웨일즈
연구를 제외하고 모두 백만 명 이상의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었다(Table 1).
또한 다수의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코호트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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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의 인구 및 사회 경제적인 변수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변수에 원자료의 특성에 따라 의료 이용, 건강 검진 결과, 가구 조사 결과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다양한 변수에 대한 효과 고려가 가능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확한 주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네델란드, 스위스, 영국과
웨일즈 코호트의 경우 대상자의 정확한 주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을 제외한 그 외의 코호트들도 우편번호 지역 단위로 거주지를 구분할
수 있다. 세밀한 주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대기오염 노출과의
연결만 가능하면 개인 간의 노출의 차이를 크게 반영할 수 있어 추정된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기존 자료를 이용한 코호트 자료는 이런 강점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먼저, 대기오염
역학 연구, 특히 장기 노출 연구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흡연 등의
혼란 요인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8개의
코호트 중 미국, 일본의 코호트만 흡연 및 생활 습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의 코호트는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었다. 이는 원자료가 건강
관련 자료가 아닌 경우 흡연 및 건강 습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수준의 흡연율 등을 개인 흡연
상태를 대신하여 이용함으로 혼란 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정할 수도 있다[25].
또한 자료의 재수집 주기는 원자료의 자료 수집 주기와 같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찰한 코호트 중 자료가 갱신된 코호트는 그 주기가 보험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매년, 센서스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5년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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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임을 알 수 있었다. 센서스와 같이 5년 혹은 10년을 주기로 수집된
경우, 이 기간 동안 개인 정보가 같다고 가정하기에는 다소 긴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한계점은 가까운 해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대체하는 방법을
통해 보완할 수도 있겠다.
본 장에서는 현재 국내 대기오염 장기 노출 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코호트 자료인 표본코호트 강점과 제한점을 파악하였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자료의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 방법
및 자료 처리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2.4 결론
전체 인구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며, 의료 이용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표본코호트 자료는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유용하게
자료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원자료의
특성 파악 및 제한적인 위험 요인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15

3장. 대기오염 장기 노출의 건강 영향 평가를 위한
표본코호트 자료의 탐색과 처리 방법 제안: 사망을
중심으로

3.1 서론
코호트 자료를 기반으로 한 대기오염 장기 영향 연구들은 장기간 높은
대기오염 농도에 노출되는 것이 사망 및 질병 이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40-45]. 국내에서는 대기오염 장기 노출의 건강 영향을 평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런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장기
추적 코호트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2년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 중 일부를 대한민국 인구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표본으로 추출하여 ‘표본코호트(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NHIS-NSC)’를 구성하였다[24]. 코호트
구성 초기 해인 2002년 기준으로 총 1,205,340명이 표본코호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을 2013년까지 총 12년간 추적하였다. 추적된 정보는
개인의 주소, 연령, 성별, 소득, 사망 관련 정보, 질병 이환 및 의료 이용,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이다. 대게 모든 정보는 매년 재수집되어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기오염 장기 노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매해 수집된 주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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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정보를 이용하면 주소지 이동을 고려한 노출 및 시간 변이 효과
보정 등이 가능하여 역학 연구 분야에서 연구 가치가 높다. 하지만
표본코호트 자료 구성에 이용된 원시 자료가 연구를 위해 설계 및 수집된
것이 아니므로 자료 처리 과정 없이 통계 분석에 이용할 경우 부정확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을 평가한 코호트 연구는 확실성과 위중도가 큰
사망을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건강 결과로 고려하였다[4]. 국내에서도
대기오염 장기 건강 영향 평가의 초기 연구로서 우선적으로 사망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이유로 본 장에서는 주소지 이동을
고려한 대기오염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를 선정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런 가정 하에 표본코호트
자료를 탐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료 처리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본 장에서 제시되는 자료 처리 방법은 대기오염 역학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 시 개인 노출 평가와 건강 영향 추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 네 가지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장에서 제시할
자료 특성은 코호트 대상자에 대한 추적 여부, 주소지 부여 기준의 일관성,
주소 자료의 완전성, 이용 가능한 위험 요인이다.

3.1.1 대기오염과 사망의 연관성을 평가한 코호트 연구 방법론
3.1.1.1 개인 노출 평가
북미와 유럽의 대기오염 역학 연구에서 대기오염과 건강의 인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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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을 평가하고자 대규모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높은
농도의 대기오염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2,40-44,46]. 최근 이런 연구들은 아시아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35,47,48].
이들 연구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개인 노출은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측정된 대기오염 농도 자료로 평가되었다. 단순하게는 개인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측정소의 측정치 혹은 근접한 여러 개의 측정소 측정치들의
가중 평균, 거주지가 속한 행정 구역 혹은 도시 내 관측소 측정치들의
평균을 이용했다[35,40,41,47-49].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측정소와 개인
위치의 측정값 간의 차이로부터 발생되는 측정 오차(measurement error)가
포함될 수 있어 최종적인 건강 영향 추정에서 편향된(biased)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측정소 가까이 거주하는 개인들만
연구에 포함하는 경우,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거주민은 연구
자체에서 제외되게 된다. 기존 설치된 측정소들도 개인 위치와 이들이 실제
노출되는 대기오염 농도를 반영하기에 수적, 공간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개인별 노출 변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최근 연구에서는 통계 모형 혹은 대기질
모형을 기반으로 한 대기오염 노출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예측된 대기오염 농도를 개인 노출 평가에 이용하고 있다[50-54]. 대기오염
노출 예측 모형을 이용하면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의
농도를 예측할 수 있어 다양한 대상 및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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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모형을 통해 개인별 노출을 평가하는 방법은 이용 가능한 주소의
정확성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별 정확한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좌표화하는 지오코딩(geocoding)을 통해 각 지점에서 예측된 대기오염
농도로 개인 노출을 평가하였다[42,46,55,56]. 제한된 주소, 즉 우편 번호
지역 혹은 행정 구역 정보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지역 중심점과 같이 인구
분포를 대표할 수 있는 임의의 지점에서 예측된 대기오염 농도를 이용하여
개인별 노출을 평가하였다[25, 32].
대기오염 장기 노출은 개인별 거주지 이동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초기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주소 이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코호트 등록 당시 주소지의 측정 혹은 예측된 대기오염 농도를
개인별 장기 노출로 이용하였다. 후속 연구들에서 주소 이동을 고려하지
않으면 대기오염 노출 평가에 측정 오류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40,57], 최근 연구들은 주소 자료를 재수집하여 거주지 이동을
고려한 개인 노출울 분석에 이용하였다[25,32,38,42,56].

3.1.1.2 통계 분석 방법
선행 연구에서 대기오염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통계 모형에서 보정한 변수는 개인의 성별, 연령, 인종, 소득, 결혼
상태, 흡연, 음주,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기저 질환, 미세먼지
혹은 위해 요인에 대한 직업적 노출 여부, 식이 행태 등이었고, 거주하는
지역의 저소득자 비율, 고등학교 이수자 비율, 이민자 비율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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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기오염 농도 증가에 따른 사망의 위험비(hazard ratio)는
콕스의 비례 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한 생존
분석으로 추정되었다. 개인별 주소가 정기적으로 재수집되어 시간에 따라
다른 농도를 고려할 수 있는 경우 시간 가변 콕스 비례 위험 모형(timevarying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기도 했다 [37, 41].

3.2 본론
3.2.1 연구 방법
3.2.1.1 표본코호트
표본코호트 자료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설계 및 추출된 자료로, 2002년 전국의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
중 성, 연령, 소득 분위, 자격에 따라 구분된 총 1,476개 층으로부터 임의
추출된 약 백만 명의 대상자들을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년간
추적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24]. 여기서 이용된 자격은 가입한 건강보험
종류와 지위에 따라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세대주, 의료급여 세대원으로 구분된다. 사망 혹은 자격 박탈 등의
이유로 감소된 대상자 수는 다음해 출생한 신생아 중 추가적으로 표본을
선택하여 보충하도록 설계되었다. 모든 사망 관련 정보는 통계청의 국가
사망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사망 원인은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 10차 개정판(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0th Revision, ICD-1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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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되었다. 표본코호트의 대상자 수와 추적 기간은 미국의 대규모 코호트,
암협회 코호트(American Cancer Society cohort)와 비교할만하다[40].
표본코호트는 대상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되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의 관리, 의료 비용 청구 및 지급을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가공한 자료다.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자격,
진료, 건강 검진의 총 3개의 DB로 구성되어있다. 자격 DB는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소득 분위, 자격, 장애 등급, 사망 관련 정보, 주소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정보들은 매년 재수집된다. 진료 DB는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 이용을 한 경우 수집되는 정보로, 의료
이용이 발생할 때마다 수집된다. 이 DB에는 환자 정보와 진료 내역 및
명세서, 이용한 요양 기관의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검진 DB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검진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건강검진은
연령에 관계없이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부터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은 격년으로 제공되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해 수검할
수 있다. 2008년부터는 자격에 관계없이 만 40세, 만 66세의 대상자에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표본코호트 자료는 보건학 및 의학적 연구 가치가 높다. 표본코호트는
전체 인구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면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정보뿐만
아니라 질병 및 사망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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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수진자들은 건강 행태 및 신체 계측을 포함한 기초 검사 결과
또한 포함되어 있다. 대상자들의 자료가 재수집되는 것도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강점이다. 그러나 이
자료를 구성하는 데 이용된 원시 자료가 대기오염 역학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자료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3.2.1.2 4가지 특성 및 자료 탐색
본 장에서는 표본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별 주소 이동을 고려한
대기오염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을
가정하였다. 즉, 2002년 표본코호트 대상자인 1,024,350명을 2013년까지
추적 관찰한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오염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분석을 가정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자격 DB에서 성별,
연령, 소득 분위, 장애 등급, 검진 DB로부터 흡연, 음주, 건강 행태, 신체
계측 정보를 보정해야 하는 위험 요인으로 이용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런
분석 방법을 가정하였을 때 대기오염 개인 노출 평가 및 건강 영향 추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고려되어야 할 표본코호트의 4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에 대한 추적 여부
연구 대상자에 대한 추적 여부는 매년 수집되는 자격 자료의 수집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건강정보 DB중 자격 DB는 국민건강보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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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및 제공된 의료 서비스 지불 등을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로, 일시적인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자격이 상실된 사람들의 정보는
수집되지 않는다. 연구 대상자 중 일시적인 자격 상실 등의 이유로
추적되지 않아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사람들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
실패 빈도와 기간 등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작성하였다.

(2) 주소지 부여 기준의 일관성
표본코호트 자료에 포함된 일부 변수는 당시 행정 기준 등에 따라
수집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수집된 변수와 그 내용이 달라진 경우가 있다.
대상자들의 주소가 대표적인데, Lee 외 저자들[58]은 초기 직장보험 대상자,
즉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의 주소가 가입자의 직장 주소로 수집되었으며,
2006년 이후 가입자의 거주지 주소로 변경되어 수집되었다고 했다. 반면
지역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주소지 부여 기준의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개인별 대기오염 장기 노출은 거주지 혹은 직장 소재지 등 한
곳을 중심으로 평가되는데, 거주지와 직장의 주소지 혼용은 건강 영향 분석
결과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Lee 외

저자들[58]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주소지 기준 변화의 정도 및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격별
주소 변화율을 계산하였다. 주소 변화율은 연속된 두 해 동안 자격 변동이
없는 사람들 중 주소가 바뀐 사람들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이때 연도별로
거주지 이동 비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주소지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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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었다고 언급된 2006년에는 다른 자격에 비해 직장보험 대상자들의
주소 변화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때 의료급여 대상자는 행정구역별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주소 부여 기준과 무관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추가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직장가입자의

구별

분포를

계산하였다. 50세 이상의 서울 거주자는 거주지 이동 빈도가 높지 않은 반면
직장 소재지와 거주지가 동일 시군구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2006년 전후로 표본코호트의 주소가 직장 소재지에서
거주지 주소로 변화되었다면 이들의 구별 분포 경향이 다를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런 가설 하에 50세 이상의 서울 거주자 중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2002, 2007, 2013년의 구별 주소 분포를 살펴보았다.

(3) 주소 자료의 완전성
표본코호트는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대상자의 주소를 시군구
단위로 제한하여 제공한다. 따라서, 주소를 기반으로 평가되는 대기오염
노출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모든 대상자들이 동일한 값을 가진다.
시군구는 지리적으로 넓은 단위로 개인별 노출을 평가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주소 자료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개인별 노출을 시군구
대표값으로 이용할 때 얼마나 많은 대상자들이 동일한 노출로 평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시군구 연구 대상자의 수를 시도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대기오염 노출 평가는 대기오염 측정소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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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다. 그런데 2010년 기준으로 전국의 251개 시군구 중 61%에만 총
243개의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다[59]. 관측된 대기오염 농도만 이용하는
것으로는

전국에

거주하는

인구

집단의

대기오염

노출을

대표하기

어렵다[59,60]. 또한 측정소가 설치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다른 성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기간 동안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 여부에 따라 연구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대상자들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4) 이용 가능한 위험요인
대기오염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대기
오염 외에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들을 보정해야 한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고려하였던 변수들을 정리하고, 이 중 표본코호트 자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확인하였다.

3.2.1.3 자료 처리 방법 제시
(1) 연구 대상자에 대한 추적 여부
자격 상실로 일부 기간의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추적 실패로 인해 노출 혹은 위험
요인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는 연구에서 제외된다[40].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자에 대한 추적 실패로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대상자를 분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즉, 전체 추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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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자료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들만 분석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제외되는 대상자 수가 많아 분석 대상자 수가 크게
감소되면 통계적 검정력이 낮아지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한시적으로
추적에 실패한 대상자에 대해 추적되지 않은 일부 시기의 정보만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는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32]. 마지막으로, 손실된 정보를 다른
측정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료가 손실된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자료로 손실된 정보를 대체하는 방법이다.

(2) 주소지 부여 기준의 일관성
개인 주소가 거주지가 아닌 직장 주소로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직장 주소가 수집된 대상자,
즉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직장보험

대상자였던

사람들을

모두

연구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수집된 직장 주소를 다른
해에 수집된 동일 대상자의 거주지 주소로 대체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대상자들의 거주지 이동 빈도가 빈번하지 않다는 가정 하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직장 주소로 주소 정보가 수집되었던 4년
내내 직장보험 대상자라면 이 기간의 주소는 2006년의 거주지 주소로
대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전혀
다른 지역이 거주지로 선택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표본코호트 자료에서
주소 부여 기준 변화가 건강 영향 분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자료 수정 없이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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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소 자료의 완전성
시군구로

제한된

주소

사용과

대기오염

노출

평가에

이용되는

대기오염 측정소의 설치 지역과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안할
수 있는 개인별 대기오염 노출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노출을
시군구 단위로 평가하되, 측정소가 설치된 지역 거주민만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전국 39%의 시군구 거주자가 연구에서 제외되어
전체 인구 집단에 대한 대표성은 가지지 못할 수 있다[59].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 대기오염 장기 노출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노출
예측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시군구별 대기오염 농도에
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개발된 대기오염 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이로부터
얻은 시군구별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를 개인 노출에 이용할 수 있다[59,60].

(4) 이용 가능한 위험요인
대기오염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

혹은

지역

수준의

변수

효과가

보정

되어야

한다.

표본코호트 자료를 구성하는 3가지 DB는 각기 다른 변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자격 DB는 전체 대상자의 성별,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진료

DB는

전체

대상자의

의료

이용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 이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진료 DB에 포함된 의료 이용 정보가 청구 자료라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질병 코드 및 약제 처방 자료를 이용하여 혼란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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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 질환 등의 효과를 보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건강검진 DB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진을 수진자의 건강 행태, 기저 질환, 생활
습관 등에 대한 설문 결과와 신체 계측 및 기초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각
DB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들을 이용하여 대기오염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평가할 때 위험 요인을 보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본코호트 대상자를 모두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되,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인 수준의 변수를 보정할 수 있다. 이때 선행 연구들에서
보정된 변수들 중 이용 가능한 개인 수준의 변수가 없다면 외부 자료, 예를
들면 총인구조사 자료 혹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수준의 변수로 대신 이용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전체
코호트 대상자보다 많은 개인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개인 수준의 변수 사용을 위해서는 연구 대상자를 건강검진 대상자로
한정하여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

3.2.2 연구 결과
3.2.2.1 표본코호트
전체 연구 대상자 총 추적 기간 동안 총 55,798건(5.4%)의 사망이
발생하였고,

사망

외의

이유로

중도

탈락된

사람들은

총

57,387명

(5.6%)이었다. 코호트 등록 당시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의 비율이
높았고, 지역과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이면서 가구 소득이 50-90% 사이인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다. 연구 종료 시기인 2013년에는 지역별 거주 분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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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 분포는 2002년과 비슷했던 반면, 직장가입자인 성인, 특히 노인
여성의 비율이 증가되었고 지역세대원 비율은 감소되었다(Table 2).
Table 2. Summaries of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by 2002 and 2013.

Year (%)
Characteristics

Sex
Age
(yrs)

Area

Eligibility
of NHI1)

Income 4)
(%)

Male
Female
0-19
20-64
64 +
Seoul
7 metropolitan cities2)
Gyeonggi province
8 provinces 3)
Self-employed Householder
insured
House-member
Employee
Insured
insured
Dependent
Medical
aid Householder
beneficiaries
House-member
Medical aid beneficiaries
0-20
21-50
51-90
91-100

2002
(N=1,025,340,
100.0%)
50.1
49.9
27.2
65.1
7.8
21.3
26.4
20.6
31.7
17.4
31.2
16.7
31.7
1.6
1.4
3.0
12.1
24.7
47.0
13.2

2013
(N=917,254,
89.5%)
49.8
50.2
12.6
73.4
14.0
20.0
26.2
23.5
30.3
14.5
15.7
30.6
36.1
2.2
1.0
3.1
14.2
24.0
44.2
14.6

NHI,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ll metroplitan cities except for Seoul: Pusan, Deagu, Incheon, Kwangju, Deajeon, Ulsan,
and Sejong
3) All provinces except for Gyeonggi: Gangwon, Chungcheongbuk, Chungcheongnam,
Jeollabuk, Jeollanam, Gyeongsangbuk, Gyeongsangnam, and Jeju
4) NHIS-NSC provided income as percentiles (“The manual for User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of National Sample Cohort Database”) without original continuous
income data.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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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자료 탐색
(1) 연구 대상자에 대한 추적 여부
전체 대상자 1,025,340명 중 119,477명(11.7%)의 자료가 추적 실패로
인해 누락되었다. 이 중 96,421명(80.7%)은 1년치의 자료만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개인별 추적 실패 기간의 평균은 1.3년, 표준 편차는
0.8년이었고, 최대 7년의 자료가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

Table 3. Numbers of study subject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across years of tracking failure.

Total tracking failure periods (yrs)

N

%

1

96,421

80.7

2

15,323

12.8

3

4,078

3.4

4

2,097

1.8

5

918

0.8

6

460

0.4

7

180

0.2

Total

119,477

100.0

(2) 주소지 부여 기준의 일관성
자격별 주소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직장보험
대상자 중 직장가입자의 주소는 연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직장피부양자의 주소가 2006-2007년 사이와 2009-2010년 사이에 크게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보험대상자에서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Figure 2). 서울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직장가입자들의 구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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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emporal trend of proportion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subjects who had different addresses from the previous year by insurance
type and eligibility [insurance type: S - self-employed, E - employee insured, eligibility: I –
insured (or householder), D – dependent (or house-member)] from 2003 through 2013.

Figure 3. The percent of the employee-insured (>=50 yrs) across 25 districts (SiGunGu) in
Seoul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in 2002, 2007, an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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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상자들의 구별 분포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직장 주소로 표기되었다고 보고된 2007년 이전의 인구 분포가
다른 해의 분포와 다르지 않았으며,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강남구, 영등포구,
서초구,

중구,

마포구

등에서의

비율이

특별히

높은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Figure 3).

(3) 주소 자료의 완전성
2002년 기준으로 대상자들은 전국 244개 시군구에 거주하며, 한
시군구 당 평균 4,203명(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SD]: 3,218)이 거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구별 평균 연구 대상자
수는 8,720명(SD: 2,587)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순으로
시군구별 평균 연구 대상자 수가 많았다. 강원도는 한 시군구 당 평균
1,776명(SD: 1,706)의 연구 대상자가 포함되어 가장 적은 값을 나타냈다. 그
뒤로는 전남, 경북, 제주 순으로 시군구별 연구 대상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 기간 동안 측정소가 설치된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시도에 고르게 거주하는 중장년층 대상자인 반면, 측정소가 설치되지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시를 제외한 도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 및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측정소가 있는 시군구만 포함하면
이들은 연구에서 제외되게 된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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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subjects between the areas with and without regulatory air pollution monitoring
sites for 2002-2013.

Male

50.1

Areas
without
monitoring
sites
(N=282,234,
27.5%)
50.0

Female
0-19
20-64
64 +
Seoul
7 metropolitan cities2)
Gyeonggi province
8 provinces 3)
Householder
Self-employed
insured
House-member
Insured
Employee insured
Dependent
Householder
Medical-aid
beneficiaries
House-member
Medical-aid beneficiaries
0-20
21-50
51-90
91-100

49.9
27.7
65.9
6.4
28.8
27.9
20.0
23.4
17.1
30.5
17.7
32.2
1.3
1.2
2.5
11.5
23.9
47.8
14.4

50.0
25.7
62.9
11.4
1.4
22.7
22.2
53.7
18.2
32.9
14.1
30.4
2.6
1.8
4.4
13.7
26.8
45.0
10.1

Area with
monitoring
sites
(N=743,106,
72.5%)

Characteristics

Sex
Age
(yrs)

Area

Eligibility
of NHI1)

Income4)
(%)

NHI,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ll metroplitan cities except for Seoul: Pusan, Deagu, Incheon, Kwangju, Deajeon, Ulsan,
and Sejong
3) All provinces except for Gyeonggi: Gangwon, Chungcheongbuk, Chungcheongnam,
Jeollabuk, Jeollanam, Gyeongsangbuk, Gyeongsangnam, and Jeju
4) NHIS-NSC provided income as percentiles (“The manual for User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of National Sample Cohort Database”) without original continuous
income data.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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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 가능한 위험 요인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을 평가한 선행 코호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결혼 상태, 흡연, 음주, 체질량 지수, 식이, 과거 질병력,
직업적인 노출 정보 등을 보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보정된 변수들 중
전체 연구 대상자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변수는 성별, 연령, 소득이다. 더
많은

개인

수준의

변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

이용

정보와

국가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 이용 정보를 이용하여
과거 및 기저 질환 등의 효과를 보정할 수 있으며, 건강 검진 결과를 통해
흡연 및 음주와 건강 행태, 체질량 지수, 설문을 통해 얻은 과거 질병력
등을 보정할 수 있다. 교육수준과 결혼 상태, 직업적인 노출 여부에 대한
자료는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해서는 보정하기 어렵다.

3.2.2.3 자료 처리 방법에 대한 제안
(1) 연구 대상자에 대한 추적 여부
자료 손실이 발생한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11.7%로 이들을 모두
분석에서 제외하면 전체 인구에 대한 대표성을 잃을 수 있다. 또한 표본
수가 감소되어 통계적 검정력이 감소될 수 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손실된 자료, 특히 노출 계산에 이용되는 대상자의 주소를 대상자들의
거주지 이동이 빈번하지 않다는 가정 하에 가장 가까운 해의 값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대체하여 사용된 정보와 손실된 자료 간의
차이에 따른 노출의 오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오류의 방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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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
대상자를 분석에 포함시키되, 손실된 자료는 결측 처리하여 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때 개인별 노출 계산에 이용되는 주소가 전체 추적 기간 중 50%
이상 결측값으로 기록된 대상자는 연구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가로 제안한다.
이를 통해 자료로 계산되는 개인별 노출이 전체 추적 기간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자료만 연구에 포함할 수 있다.

(2) 주소지 부여 기준의 일관성
연구 대상자의 자격별로 주소 변화율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Lee외
저자들[57] 의 보고서 내용에서 제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이전 직장보험 가입자의 주소는 직장 주소지이며,
2006년

거주지

주소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005년

대

비

2006년

직장가입자의 주소 변화율이 다른 해에 비해 크게 증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2006년 직장보험 가입자의 주소 변화율은 다른 해와 크게 차이가 없어
주소지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Figures 2, Figure 3). 반면, 직장
피부양자의 주소 변화율은 2006-2007년 사이와 2009-2010년 사이에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2). 그러나 직장피부양자의 주소지 부여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보고서나 건강보험공단에의 문의를 통해서도 변경 요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이 결과를 표본코호트 자료 제공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실에 문의하여 본 결과, 이런 현상을
설명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공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직장피부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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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화율이 관찰되었음에도 이를 설명할만한 근거 부족으로 표본코호트
자료의 주소를 다른 처리 없이 거주지 주소로 가정하고 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3) 주소 자료의 완전성
표본코호트 대상자의 주소가 시군구로 제한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
노출은 시군구 대푯값을 이용하여 평가될 수 밖에 없으며, 평균적으로 약
4천 명의 노출이 동일한 값으로 평가된다. 개인별 노출 평가를 고려할 때,
시군구라는 지리적인 단위는 상대적으로 넓은 단위로 동일한 지역 내
거주민 간의 대기오염의 노출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군구로 제한된 주소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읍면동 등 세부적인 주소 정보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기오염

측정소의

측정값이

있는

시군구만

연구에

포함하는

경우,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연구기간 동안 측정소가 설치된 시군구에
거주하여 연구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은 총 743,106명(72.5%)이다. 또한
측정소가 설치된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의 특성이 전체 대상자의
특성과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대기오염노출 효과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Table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 노출 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각 시군구를 대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농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노출을 평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통계 모형이나 대기질 모형을 기반으로 대기오염 농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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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59-61].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전체 인구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국의 대기오염 분포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연구에 적용된 노출 예측 모형으로 산출된 농도 예측값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측정소에서 측정된 대기오염 농도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4) 이용 가능한 위험요인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오염의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 평가를 위해 변수를 보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체 표본코호트
대상자를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 개인 수준의 성별, 연령, 소득을
보정하고, 그 외의 변수들은 외부 자료로부터 얻은 지역 수준의 대푯값을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인구조사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등을 이용하면 시군구별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 음주율, 흡연율, 비만율
등의 효과를 보정할 수 있는데[62,63], 이때 이용 되는 지역 수준의 변수
효과는 개인 수준의 그것과는 다른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다른 방법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여 자료에 포함된 개인 수준의
위험 요인을 보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세대주, 혹은 40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인구에 대한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 해 전체 연 구 대 상 자 와 2 0 02 년 국 가 건 강검 진 수진 자 의 인 구 학적 ,
사회경제적 변수의 분포를 비교하였다(Table 5). 국가건강검진 수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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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subjects from the entire cohort for 2002-2013 and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examinees in 2002.

Study pop.
Characteristics

Sex
Age
(yrs)
Residential
district

Eligibilities
of NHI2)

Income 5)
(%)

Male
Female
0-19
20-64
64 +
Seoul
7 metropolitan cities3)
Gyeonggi province
8 provinces 4)
Householder
Self-employed
insured
House-member
Insured
Employee insured
Dependent
Householder
Medical-aid
beneficiaries
House-member
Medical-aid beneficiaries
0-20
21-50
51-90
91-100

(N=1,025,340,
100.0 %)
50.1
49.9
27.2
65.1
7.8
21.3
26.4
20.6
31.7
17.4
31.2
16.7
31.7
1.6
1.4
3.0
12.1
24.7
47.0
13.2

NHE1)
examinee
in 2002
(n=113,641,
11.1%)
63.5
36.5
0.3
93.5
6.2
18.0
28.2
19.2
34.7
11.8
7.4
71.1
9.6
0.0
0.0
0.1
13.2
24.1
49.8
12.8

NHE, the National Health Examination
NHI,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3) All metropolitan cities except for Seoul: Pusan, Deagu, Incheon, Kwangju, Deajeon, Ulsan,
and Sejong
4) All provinces except for Gyeonggi: Gangwon, Chungcheongbuk, Chungcheongnam,
Jeollabuk, Jeollanam, Gyeongsangbuk, Gyeongsangnam, and Jeju
5) NHIS-NSC provided income as percentiles (“The manual for User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of National Sample Cohort Database”) without original continuous
income data.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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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41명(11.1%)으로

전체

연구

대상자에

비해

청장년

층의

남성

직장가입자 비율이 높았고, 소득 및 지역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보정 변수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지만, 전체 자료와의 인구학적 특성 차이를 고려할 때
두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비교 또한 필요하다. 이 모든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독성 물질 혹은 분진에 대한 직업적인 노출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가 없어 고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본코호트 자료의 강점 중 하나가 대상자들의 의료 이용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정보는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 평가를 위한
연구 수행 시 기저 질환에 대한 효과를 혼란 변수로 여겨 보정하거나, 효과
교정 인자(effect modifier)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표본코호트 자료에
포함된 의료 이용 정보는 건강보험에서 의료비용을 지급하는 치료에
국한된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의료 이용 자료를 분석을 위해서는 반복
처방, 일괄 청구, 다중 질병 코드 등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 가공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학적인
진단과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한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기저 질환 관련 변수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국가건강검진 결과에 포함된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 관한 설문 결과를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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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찰
본 연구는 표본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오염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역학 연구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자료
특성을 탐색하고 자료 처리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자료 특성은 연구 대상자에 대한 추적
여부, 주소지 부여 기준의 일관성, 주소 자료의 완전성, 이용 가능한 위험
요인이었다. 표본코호트 전체 대상자 중 약 11.7%에 대한 자료가 연구 기간
동안 일부 수집되지 않았으며, 전체 연구 기간 동안 대상자들의 주소 부여
기준의 변화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시군구 단위로 제공되는 거주지 정보를 이용할 경우 평균적으로 약 4천
명의

대기오염

노출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표본코호트 대상자보다는 국가검진대상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개인 수준의 위험 요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적 실패로 인해 손실된 자료는 결측으로 처리하되, 그
기간이 개인별 전체 추적 기간 중 50%이하인 대상자만 연구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인별 대기 오염 장기 노출은 표본코호트 자료에서
제공하는 시군구 정보를 이용하여 평가하되, 대기오염 노출 예측 모형에
의해 추정된 대기오염 농도 값을 이용하도록 제안하였다. 표본코호트
대상자를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고려하였지만 자격DB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변수들은 외부 자료의 지역 수준의 변수로
보정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개인 수준의 위험 요인 보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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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자료를 이용한 추가 분석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장의 결과는 대기오염 역학 연구의 주요한 자료인 표본코호트의
활용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의 건강 악영향 규명에
기여할 수 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대기오염
장기 노출과 사망 및 만성 질환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지만[32,40-44,46],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코호트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 결과가
거의 발표되지 않았다. 표본코호트 자료는 국내 유일의 전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대규모 장기 코호트로, 대기오염의 장기 노출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개인별 주소 및 위험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매년 갱신되는 주소 정보를 이용하면 주소지 이동을 고려한 대기오염 장기
노출 평가를 할 수 있어 한 시점의 주소 정보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표본코호트 자료가 가지는 이런 강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4가지 자료 특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개인의
노출 평가 및 건강 영향 평가 결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오차나 편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표본코호트 자료를 활용한 대기오염
역학 연구 특히 대기오염 장기 노출 연구를 수행할 때 자료 탐색 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명확하게 자료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추후 연구에서
보다 정확하게 건강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대상자의 추적 실패로 발생한 자료 손실에 대한 자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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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제외되는 대상자 수를 최소화하여 통계 분석의 검정력을 잃지
않으면서

개인별

노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

거주지

자료를

이용함으로 측정 오차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대기오염 장기
노출 연구에서는 거주지 이동을 고려하여 개인 노출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는 표본코호트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가 코호트 등록 후 재
수집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코호트 등록 초기의 정보만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연구 기간 내내 동일한 거주지에 살았으며,
시간에 따른 지역별 대기오염 농도의 순위는 바뀌지 않 는다는 가정하에
수행된다. 따라서 사망 신고 시의 거주지가 연구 초기와 상이하게 다르면
대상자를 연구에서 제외시킬 수 밖에 없어 상당수 자료를 제외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었다[40].
표본코호트 자료를 기반으로 환경 역학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의
환경 노출은 시군구 단위로 평가된다. 최근 해외의 대기오염 장기 노출
코호트 연구에서 개인 노출은 우편번호 지역 혹은 집계구 등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을 단위로 평가되거나[25,32,40], 실제 주소를 기반으로 평가
되었다[30,38,42,46,56].

이에

반해

표본코호트

자료의

분석

단위인

시군구는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으로 동일한 지역 내 개인 간에 있을 수
있는 노출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개인 노출을 이용한 대기오염 건강 영향 분석 결과와 개인
주소 단위 노출을 이용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공간적인 오분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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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자료 처리 방법이 실제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표본코호트 자료를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가공 없이 건강 영향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제안된
자료 처리 방법의 적용 전 후의 개인 노출과 건강 영향 분석 결과 비교를
통한 오류의 정도가 적량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표본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사망 외의 질병 이환 등 다른 건강
결과를 이용하여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할 특성 및
자료 처리를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표본코호트 자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본 연구에서 가정한 사망 외에도 대상자들의 질병 이환을 포함한
의료 이용 등의 정보가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대기오염 장기 노출의 영향을 사망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건강 결과인
사망과 달리, 질병 발생이나 이환은 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정확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표본코호트에 수록된 질병 이환 및 의료 이용
자료는 국민건강보험 청구 자료로 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 내용만 기록되며,
자격 상실 시기의 자료는 수집되지 않는 등의 특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 사망 외의 질환 이환을 관심 건강 결과로
고려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 처리 방법을 독립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가 바탕이 된다면 다양한 건강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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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결론
본 연구는 표본코호트를 기반으로 거주지 이동을 고려한 대기오염
장기 노출이 사망에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경우, 정확한 건강영향
평가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자료 처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대기오염과 사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유사한 주제의 연구를 계획하는 연구자들에게 자료의 특성 파악, 자료 가공,
분석방법 적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의 장기간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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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 분석:
노출 평가에 따른 비교 분석

4.1 서론
1990년대 초반부터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수행된 코호트 연구는
높은 미세먼지 농도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이 사망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3,39,44].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장기 노출의 건강 영향을 평가한 코호트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이 둘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일관된 연구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35,47,
48,64-68]. 특히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된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대기
중 미세먼지도 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농도에 노출되는 인구 수가 많기
때문이다[13, 14, 48, 69].
노출 평가에 있어서 대기오염 농도가 시공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향을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큰 아시아 지역은
더욱 그렇다. 대부분의 코호트 연구는 미세먼지 측정 자료와 거주지 이동
정보의 부족으로 개인별 노출을 코호트 등록 초기 주소지에서 계산된 1년
혹은 수 년간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로 평가하였다. 한편 미국과 유럽의
일부 대규모 코호트 연구는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평균 농도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는 코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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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작 시기가 정부 대기오염 측정소의 수나 위치가 대기오염 농도의
공간적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치되지 않은 시기이거나,
코호트 연구를 기반으로 한 대기오염 측정 캠페인을 수행한 경우라 볼 수
있다[43, 70]. 이런 노출 평가 접근법은 대기오염 농도의 공간적인 분포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런 가정은 최근
수 십 년간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사회 경제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아시아 지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개인별
대기오염 농도 계산에 이용할 수 있는 거주지 이동 정보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코호트 초기 주소만 이용하여 노출을 평가하였다[40,41,
43,44]. 이러한 접근법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미세먼지 장기 노출을 잘
대표하도록 하는 평가 방법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출의 측정 오차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 국내에서 전체 인구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코호트가
구성됨에 따라 거주지 이동을 고려한 대기오염의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국내에서는 1989년부터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 보험 제도를 시행하였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건강보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수집해왔던 방대한 건강 및 의료
이용에 대한 정보를 학술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표본코호트를 구성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였다[24]. 표본코호트는 2002년 국민건강데이터베이스
로부터 약 백만 명의 대상자를 추출하고, 이들을 2002년부터 201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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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년간 추적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전체 대상자의 시군구로 공개된
매년 거주지 정보뿐만 아니라, 인구 및 사회 경제적 변수와 의료 이용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들에 대한 검진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전국의 대기오염 농도 예측을 위한 모형에 대한
연구 결과와 전체 인구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 대기오염 노출 계산하는
접근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전국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평가할 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언급된 점별 예측
모형(point-wise prediction model)을 이용한 대기오염 농도 예측 연구는
국내에서 특정 지점을 기반으로 대기오염 농도를 예측한 첫 시도였다[60].
앞선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 수준에서 인구 대표성을
가지는 대기오염 농도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이 방법은
개인별 주소가 시군구와 같이 일정한 행정 구역 등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대기오염 역학 연구에 적용이 가능하다[59]. 언급된 두 연구 결과를
이용하면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모든 지역이 포함된 전국
규모의 대기오염 장기 영향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전체 시군구 중 약 40%에
달했다[59].
본 장의 목표는 전국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총 비사고 사망 및 세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의 시간적인 변화와 거주지 이동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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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지 여부에 따라 4가지 방법으로 개인별 미세먼지 장기 노출을
평가하고, 이를 이용한 연관성 평가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4.2. 본론
4.2.1 연구 방법
4.2.1.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IRB no.
E1605/003-004).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코호트 대상자 중 약 57.5% (585,696 명)를
차지하는 국가건강검진 수진자를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가건강검진은 총 2가지다. 주기적인 건강
검진은 격년마다 모든 직장보험 가입자와 만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제공되며, 생애전환기 검진은 만 40세와 만 65세 국민에게 제공된다. 연구
대상자를 전체 표본코호트 대상자가 아닌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로 제한한
이유는 대상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만 문진과 신체 계측 및 건강
검진을 통해 수집된 흡연, 음주, 건강 행태, 체질량 지수 및 기저 질환과
관련된 추가 정보가 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중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국가건강검진을 수진하였으며, 2006년까지 생존한
314,305명으로 연구 대상자를 제한하였다. 이는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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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의 장기 노출 기간을 5년으로 고려하면서 사망 이전의 공변량의 영향을
보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314,305명 중 최종 연구
대상자 선택을 위한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Figure 4). 대상자가 2002년
만2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사망 원인 정보가 없는 경우, 외국 거주 등의 이유로 2년 이상 추적되지
않은 경우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총 275,
337명의 대상자가 선택되었다.

Figure 4. Schematic diagram of exclusion criteria and number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ational Sample Cohort subjects included or excluded after the application of each
criterion.
49

4.2.1.2 개인과 지역 수준의 공변량
개인 수준의 공변량은 성별, 연령, 소득, 건강보험 종류, 흡연 상태,
음주 횟수, 신체 운동 횟수,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가 고려되었고, 이들 정보는 각
대상자의 2002년 자격 자료 혹은 2002-2006년 사이 처음 수진한 건강검진
결과로부터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지역

수준의

공변량을

이용하였는데, 각 변수는 각 대상자가 2002년에 거주한 시군구를 기준으로
할당되었다. 3가지 지역 수준의 공변량은 2000년 센서스[62]로부터 추출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과 고졸 이상의 교육 이수자 비율, 2005년 일반
국가 통계[63]에서 추출한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이다.
개인 및 지역 수준의 변수는 대기오염의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 평가 시 비 선형적인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범주형 자료로 변환되어
사용되었다.

4.2.1.3 사망 자료
표본코호트

자료에

포함된

사망

자료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각

대상자들에 대한 사망 등록 자료를 연결하여 얻어진 정보이다[24]. 미세먼지
장기 노출의 사망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발생한 전체 사망 중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총 비사고 사망과 5가지 세부 질환별 사망을 선택하였다.
사망 원인은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 10차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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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0th Revision, ICD-10)으로 표기되었는데, 총 비사고 사망은
A00-R99, 심혈관계 사망은 I00-I99, 뇌졸중은 I60-I69, 호흡기계 사망은
J00-J99, 암 사망은 C00-C97, 폐암 사망은 C33-C34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전국 단위 미세먼지 장기 노출 첫 연구로 우선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 사망 원인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4,72]. 표본코호트 자료는 사망 시기를 연도와 월로 제한하여
제공하는데, 생존 시간 계산을 위해 모든 사망 일은 한 달의 가운데 날짜인
15일로 선택하였다.

4.2.1.4 미세먼지 장기 노출 평가
개인별 미세먼지 장기 노출 평가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예측
모형과 지역 평균법(area-averaging approach)을 통해 예측된 시군구별
2002년부터 2006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이용하였다. 일반 크리깅
모형을 기반으로 한 공간 예측 모형은 300개 이상의 지리변수로부터 산출된
요약

예측

변수(summary

predictor)들과

전국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로부터 계산된 공간 상관성(spatial correlation)을 바탕으로 한 노출
예측 모형이다[60]. 2002년부터 2006년 전국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는
185-261개였고, 이들로부터 얻은 시간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베타선
흡수법(beta-lay absorption method)을 통해 측정되었다[6]. 미세먼지 예측
모형 적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리 변수들은 토지 이용(land use),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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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들의 정보가 포함되어있다[60]. 후속 연구인 지역 평균법은 미세먼지
건강 영향을 표본코호트 자료처럼 국가 행정 건강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수준에서 평가해야 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
대표성을 가지는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59]. 이
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06년 전국 83,463
센서스 집계구 중심점에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이를 각
중심점이 포함된 시군구별로 평균 내어 시군구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계산하였다. Figure 5는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예측된 2002, 2004,
2006년 전국 시군구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지도에 표현한 것이다.
개인별 미세먼지 장기 노출은 기본적으로 대상자들이 2002년부터
2006년의 총 5년 동안 노출된 미세먼지 평균 농도로 정의하고, 4가지 서로
다른 노출 평가 방법(Exposure Assessment, EA)으로 계산하였다. 4가지 노출
평가 방법은 부록에 수록된 Table S1에서 정리하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4가지 노출 평가 방법은 장기 노출 계산시 매해 변화되는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와 매해의 거주지 주소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매해의
미세먼지 농도와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EA1), 2002년 주소지의 매 해의
미세먼지 농도를 이용하는 경우(EA2), 매해 주소지의 2002년 미세먼지
농도를 이용하는 경우(EA3), 2002년 거주한 시군구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 도를 이용 하는 경우 ( E A4) 로 구 분된 다. 이때 E A4 는 1 년 평 균값 을
이용하게 된다(부록 Equation 참조). EA1은 미세먼지 의 시공간적인 변이를
모두 고려한 평가 방법인 반면, 나머지 방법들은 2002년 한 해의 노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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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aps of predicted district-specific annual concentrations of PM10 in 2010,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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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거나, 코호트 등록 당시의 주소 정보만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코호트 등록 당시의 노출 정보와 주소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연구
대상자들로부터 얻은 주소 정보 혹은 노출 자료의 제한 때문의 기존의
미세먼지 장기 노출 영향 코호트 연구에서 이용된 방법들이다[29,40,73].
EA2와 EA4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노출 기간인 5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일관될 것이라 가정하는 방법이다. EA3와 EA4는 연구 대상자들의
주소가 변화되지 않거나, 주소 이동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 기간인 2002-2013년을 노출 기간(20022005)과 사망 발생 기간(2007-2012)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설계는
장기 노출 평가가 개인별 노출 평가 기간에 의존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거주지 이동 정보를 모두 고려하는 노출
평가법을 고려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개인이 생존한 시기의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노출 기간이 다르게 할당된다. 이때 미세먼지
농도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면 생존 시간이 긴
생존자일수록

노출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낮고,

생존

시간이

짧은

사망자일수록 노출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된다. 이런 차이는 실제
노출되는 농도의 차이를 반영하는 값이 아니라, 각 개인의 노출이 평가되는
노출 시기에 따른 차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볼 수 있었다[49]. 이 연구는 초미세먼지와 그 구성
성분의 장기 사망 영향을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사망 위험이 기존
연구들에 비해 굉장히 높게 보고되었다. 이후 이 결과는 추가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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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다른 노출 기간을 적용함에 기인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초미세
먼지의 절대적인 농도가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
추적 기간이 짧을수록 고농도에, 길수록 저농도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경향은 초미세먼지 먼지의 건강 영향을 과다 추정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추가 연구를 통해 동일한 노출 기간을 부여한 결과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한 사망 효과가 추정되게 되었다.

4.2.1.5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10 µg/m3 증가 당 변화되는 총 비사고 사망

및 세부 질환별 위험비(Hazard Ratio, H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추정하기 위해 콕스의 비례 위험 모형을 이용하였다. 생존
시간은

연구

시작

절단(censoring)과

시기인

연구

종료

2002년
중

1월

먼저

1일부터
발생한

사망

혹은

사건까지의

중도

시간으로

계산되었다.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4가지
단계적으로

보정

변수를

추가하는

다변량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때 모든 모형의 기저 위험 함수(baseline hazard model)는
연령(5세 구간)과 성별로 층화되었다. Model 1은 미세먼지 장기 노출만
포함되었고, Model 2는 Model 1에 소득, 건강 보험 종류, 흡연 상태, 음주
횟수, 운동 횟수, 비만 여부 변수를 추가하였다. Model 3는 Model 2에 기저
질환 여부, 즉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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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하였다. Model 4는 Model 3에 3가지 지역 수준의 변수, 즉 시군구별
노령 인구 비율(65세 이상), 고졸 이상 교육 이수자 비율, 지역 내 총생산
변수를 추가 보정하였는데, 이 모형을 통해 최종적으로 미세먼지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때 지역 수준의 변수는 2002년
대상자의 거주 시군구 정보로 연결하였다. 미세먼지 장기 노출 평가 방법에
따른 사망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미세먼지의 시간 변이 농도와
대상자의 거주지 이동 정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EA1-EA4들을 최종
모형인 Model 4에 하나씩 포함시키고 사망 위험비(HR)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 결과가 이용된 통계 분석 방법에 따라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노출 기간을
2002년부터 2013년의 총 12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하였다. 개인별 미세먼지
장기 노출은 코호트 초기 거주지를 기반으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노출된 미세먼지 총 평균 농도로 정의되며, 본 분석에서 이용된 EA2
방법을 적용하되 노출 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대상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초기 주소지를 기반으로 동일한 노출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기존 코호트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노출 평가 방법이다[35,44,67]. 앞선 본 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장기 노출 평가 시 개인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간을 고려하는
것은 노출 시간 설정 시기에 따른 차이가 사망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 방법이다. 두 번째로, 시간 변이 콕스 비례 위험 모형(time56

varying effect model)을 이용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총 5년 동안 노출된
미세먼지 총 평균이 총 추적 기간 동안 발생한 사망과 연관성을 평가하였다.
시간 변이 콕스 모형은 미세먼지 장기 사망 영향을 평가할 때, 연구에서
고려하는 시간 창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망 위험비를 추정한 후 이들의 가중
평균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1년을 시간 창(time-window)로 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02년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임의

절편

효과(random intercept effect)를 고려한 분석을 하였다. 이는 2002년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 간의 동질성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두번째 민감도 분석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된 연평균 미세먼지를
장기 노출 평가에 이용하고, 추정된 사망 효과를 비교를 통해 본 분석에
이용된 미세먼지 농도 예측값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 분석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장기 노출 평가를 위해 추가적으로 총 3가지 시군구별
연평균 농도를 이용하였다(부록 Table S2 참조).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오염 측정소로부터 얻은 측정값과 CMAQ(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모형을 기반으로 한 예측값, 위성 자료를 기반으로 한 예측값을
이용하였다.

먼저

측정값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별 미세먼지 농도 자료로부터 연평균
농도를 계산한 것이다. 이 계산 과정에서 포함할 측정일 혹은 측정소의
기준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것을 따랐다[60,75]. CMAQ 모형을 기반으로
한 예측값은 2006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를 수도권은 3km x 3km, 그 외
지역은 9km x 9km 공간 해상도로 예측된 값으로[75], 이를 시군구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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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합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성 자료를 기반으로 한 예측값은 2013년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국 10km x 10km의 공간 해상도로 예측된
값으로, 이를 BenMAP-CE(version 1.3.7.1; U.S. EPA, Research Triangle
Park, NC)을 이용하여 시군구 단위로 다시 합산하였다. 이때 이용된 예측
모형은

IHME(the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가

초미세먼지의 GBD(Global Burden of Disease) 평가 연구를 위해 전 세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기 위해 고안한 모형으로[76], 국내 범위로 구분된
자료는 미국 EPA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았다[77].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통해 얻어진 시군구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이용하여, 각 개인별
미세먼지 농도를 계산하였다. 이때 CAMQ 모형과 위성 자료 기반의
예측값이 한 해 자료 밖에 없기 때문에, 본 분석 에서 이용한 EA3, 즉 한
해 농도를 기반으로 매해 주소지에서 장기 노출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장기 노출을 평가하였다. 이때 측정값과 CMAQ 예측값은 2006년,
위성 기반 예측값은 2013년을 기준하였고, 이와 비교를 위해 본 분석에서
이용한 일반 크리깅 예측값도 2006년 기준의 EA3로 재 계산하였다. 또한
각 방법에 따라 자료의 공간적인 이용 가능 범위가 다른데, 이를 그대로
연관성 분석에 이용하면 분석에 최종적으로 포함되는 연구 대상자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연관성 분석은 공간적인 이용 가능 범위가 가장
적은 측정값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 대상자들의 일반 크리깅, CMAQ, 위성
자료 기반의 예측값만으로 제안하여 이용하였다. 즉, 다양한 예측값의
비교를 위한 민감도 분석의 대상자는 2006년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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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었다.
모든 통계 분석은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와 R (version 3.1.2, R Core Team 2014, Vienna, Austria)의 “survival”과
“coxme” 패키지(R Core Team 2014, Vienna, Austria)로 수행되었다.

4.2.2 연구 결과
4.2.2.1 연구 대상자와 미세먼지 장기 노출 농도
Table 6는 전체 275,337명 대상자의 특성과 사망률을 거주지 이동을
고려한 장기 노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평균
추적 기간은 4,268일(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 444일)이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4,720(1.7%)명이

사망하였는데,

이중

비사고

사망은 3,796 건으로 전체 사망 중 80.4%를 차지했다. 세부 질환별 사망
원인 중 암으로 인한 사망 건 수가 가장 많았다 (발생 건 수: 2,179, 0.8%).
미세먼지 농도의 분위수에 따라 대상자들의 특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연령 및 지역 변수에서만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장기적으로 높은
대기오염

농도에

노출된

사람들은

젊으면서,

노령인구

비율이

교육수준과 지역 내 총생산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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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

Table 6. Summarie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of 275,337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ational Sample Cohort (NHIS-NSC) subjects for 2002–2013 across
quintiles of their long-term PM10 concentrations defined as 5-year averages calculated using annual average PM10 concentrations at residential addresses for 2002–2006 in
South Korea.

Characteristics
Total
Sex

Male
Female
20~24
25~29
30~34
Age
at 35~39
baseline
40~44
(years)
45~49
50~54
55~59
60~64
~ 20
1
Income
20~50
(%)
50~80
80~
Self-insured
Type of
health
Employee-insured
insurance Medical aid

Number of
subjects
275,337
149,735
125,602
24,943
31,843
32,092
35,837
43,769
35,816
27,692
22,072
21,273
39,246
72,764
93,126
70,201
94,475
180,041
821

Total
(39.2-72.1)
100.0
54.4
45.6
9.1
11.6
11.7
13.0
15.9
13.0
10.1
8.0
7.7
14.3
26.4
33.8
25.5
34.3
65.4
0.3

PM10 concentration (µg/m3)
Quintile 1 Quintile 2 Quintile 3 Quintile 4
(39.2-49.3) (49.3-53.9) (53.9-59.5) (59.5-61.9)
19.8
20.2
19.6
20.5
53.3
54.2
54.9
55.0
46.7
45.8
45.1
45.0
7.8
9.5
10.1
9.3
8.5
10.4
12.9
13.3
9.9
11.2
11.8
12.9
12.4
13.2
12.7
13.6
16.8
15.6
15.6
16.0
13.7
12.8
13.2
12.6
11.4
10.0
10.0
9.3
9.4
8.1
7.4
7.1
10.1
9.1
6.3
5.9
14.6
15.5
13.3
14.0
26.6
27.2
24.9
26.4
33.2
34.1
33.0
34.5
25.6
23.2
28.8
25.2
37.0
35.1
32.3
32.1
62.6
64.6
67.5
67.6
0.4
0.4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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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tile 5
(61.9-72.1)
19.9
54.5
45.5
8.6
12.6
12.6
13.2
15.4
12.6
9.6
8.1
7.2
13.9
27.0
34.4
24.8
35.2
64.6
0.2

Table 6. Cont.
Characteristics
Non-smoker
Smoking
Ex-smoker
Current smoker
Alcohol use (>3 times/week)
Exercise (< 3 times/week)
Obese (BMI>25.0)
Cardiovascular
Co-morbidity
Hypertension
Diabetes
>55.2
Percent of
the high school 51.9-55.2
completed
46.6-51.9
or more2
<46.6
>8.3
Percent of the
6.0-8.3
elderly2
4.8-6.0
(> 65 years)
<4.8
>10,085,624
GRDP2,3
5,145,783-10,085,624
(per 1,000 US
2,665,207-5,145,783
dollar)
<2,665,207

Number of
subjects

Total
(39.2-72.1)
179,428
65.2
13,092
4.8
82,817
30.1
25,935
9.4
227,960
82.8
83,894
30.5
2,377
0.9
13,681
5.0
6,919
2.5
71,347
25.9
72,227
26.2
68,075
24.7
63,688
23.1
63,688
23.1
69,440
25.2
70,978
25.8
71,231
25.9
37,760
13.7
99,362
36.1
68,853
25.0
69,362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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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 concentration (µg/m3)
Quintile 1 Quintile 2 Quintile 3 Quintile 4
(39.2-49.3) (49.3-53.9) (53.9-59.5) (59.5-61.9)
67.5
66.3
64.9
63.3
4.1
4.4
5.3
5.1
28.4
29.3
29.8
31.6
10.5
9.3
8.7
9.1
82.3
83.8
82.2
83.0
31.3
30.5
29.2
30.0
1.1
0.9
0.8
0.7
5.6
5.2
4.5
4.5
2.8
2.7
2.3
2.3
0.2
8.1
43.9
37.2
32.7
11.0
20.8
39.9
16.4
40.6
23.7
19.9
50.7
40.3
11.6
3.0
48.5
42.8
12.2
4.0
26.8
20.6
21.9
20.8
10.6
16.3
38.9
28.3
14.1
20.3
27.0
47.0
12.2
14.2
8.5
20.6
20.2
17.5
39.6
50.6
24.8
35.2
38.1
14.4
42.8
33.1
13.9
14.4

Quintile 5
(61.9-72.1)
64.0
4.8
31.2
9.5
82.7
31.4
0.8
5.1
2.6
40.3
26.5
22.9
10.4
8.5
36.1
35.0
20.4
12.8
57.5
13.8
15.9

Table 6. Cont.
Characteristics
Non-accidental
Cardiovascular
Causes of Cerebrovascular
death
Respiratory
Cancer
Lung cancer

Number of
subjects
3,796

Total
(39.2-72.1)
1.4

PM10 concentration (µg/m3)
Quintile 1 Quintile 2 Quintile 3 Quintile 4
(39.2-49.3) (49.3-53.9) (53.9-59.5) (59.5-61.9)
1.6
1.6
1.2
1.2

Quintile 5
(61.9-72.1)
1.3

720
295

0.3
0.1

0.3
0.1

0.3
0.1

0.2
0.1

0.2
0.1

0.2
0.1

152
2,179
461

0.1
0.8
0.2

0.1
0.9
0.2

0.1
0.9
0.2

0.1
0.7
0.1

0.0
0.7
0.2

0.1
0.7
0.1

NHIS-NSC provided income as percentiles (“The manual for User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of National Sample Cohort Database”).
Three area-leve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t baseline in 2002 and theses were categorized by those of quartiles.
3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current year) in 2005.
1
2

62

EA1 방법으로 계산된 전체 275,337 명 대상자의 장기 노출 미세먼지
농도 평균(mean)이 56.0 µg/m3 (SD: 5.6)로, 국내 미세먼지 연평균 대기환경

기준인 50.0 µg/m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4가지 방법으로 다르게 평가된

미세먼지 장기 노출 농도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EA3, EA4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mean=55.9-57.6, SD=6.5-9.2) (Table 7). 각
노출 평가 방법에 따라 계산된 장기 노출은 서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0.87-0.96).

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of long-term PM10 concentrations of 275,337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ational Sample Cohort (NHIS-NSC) subjects by four exposure
assessment (EA) approaches.

EAs
EA1
EA2
EA3
EA4

PM10 concentration (μg/m3)
Mean
SD
Min
Max
56.0
6.5
39.2
72.1
55.9
6.6
39.2
71.2
57.6
8.9
28.1
80.2
57.6
9.2
28.1
80.2

correlation coefficient
EA1
EA2
EA3
EA4
1.00
0.96
1.00
0.90
0.87
1.00
0.87
0.91
0.95
1.00

민감도 분석을 위해서 2006년 전국 미세먼지의 측정값, CMAQ
예측값, 2013년 초미세먼지의 위성 자료 기반 예측값을 이용하였다(부록
Figure S1, Figure S2). 이들을 본 분석에서 이용한 일반 크리깅 모형
미세먼지 예측값과 2015년 초미세먼지 측정값과 비교하였다. Table 8은
민감도 분석을 위해 이용된 측정값, CMAQ 모형과 위성 자료 반의
예측값들의 기술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각 측정 및 예측치 간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측정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군구와 각 예측값이 이용
가능한 연도로 제한하여 기술 통계량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2006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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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개 시군구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본 분석에 이용된 일반 크리깅은
58.8 µg/m3 (SD: 6.3), 측정값은 59.2 µg/m3 (SD: 9.6), CAMQ 기반의

예측값은 53.2 µg/m3 (SD: 7.4)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일반 크리깅
방법은 미세먼지 농도의 변이를 작게 예측하고, CMAQ 모형은 미세먼지
농도의 평균을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립환경
과학원은 2015년부터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값을 제공하였는데, 이를
시군구 단위로 합산하면 총 86개 시군구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2015년
전국 86개 시군구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4.9 µg/m3 (SD:

3.2)이었다. 측정값을 이용할 수 있는 동일한 시군구로 제한하여, IHME에서

GBD 연구를 위해 위성 자료를 기반으로 예측한 2013년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8.0 µg/m3 (SD: 2.5)이었다. 측정 자료에 비해 예측 자료가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높게 나타내었다.

Table 8. Descriptive statistics of predicted and measured district-specific annual
PM10, PM2.5 concentrations in South Korea.
concentration
Exposures
Prediction/
(μg/m3)
Pollutant
Prediction model
(EXs)
Measurement
Mean
SD
PM10
EX1
Prediction
Universal krigging
58.8
6.3
EX2
Measurement
59.2
9.6
EX3
Prediction
CMAQ
53.2
7.4
PM2.5
EX4
Measurement
24.9
3.2
EX5
Prediction
Satellite-based
28.0
2.5

4.2.2.2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
EA1 방법으로 평가된 미세먼지 장기 노출 농도와 총 비사고 사망의
위험 증가 간의 근사적인 유의성(marginal association)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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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1.05, 95% CI: 0.99-1.11). 폐암을 제외한 세부 질환별 사망에 대한
위험성을 모두 ‘1’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Figure 6). 뇌졸중(1.14, 0.93-1.39)과 호흡기계 질환 사망(1.19, 0.911.57)의 위험도가 심혈관계 질환(1.02, 0.90-1.16)이나 암 사망(1.02, 0.95-1.
10)의 위험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형 1부터 모형 4까지 개인과 지역
수준의 변수들을 점진적으로 추가 보정한 결과, 미세먼지 장기 노출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사망 위험은 증가되었으며, 모형 4를 이용할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났다 (Table 9).

Figure 6. Hazard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non-accidental and cause-specific
mortality for an increase of 10 μg/m3 in long-term PM10 concentrations after adjusting for
sex, age, income, smoking, alcohol use, obesity, exercise, and comorbidity of cardio-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and diabetes, and district-level percent of high school education
completed or more, percent of the elderly, an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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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djusted hazard ratios (H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of non-accidental and cause-specific mortality for an increase of 10
μg/m3 in long-term PM10 concentrations by four confounder models in 275,337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ational Sample Cohort
(NHIS-NSC) subjects for 2002-2013 in South Korea.

Model a

a

HRs (95% CIs)
Non-accidental

Cardiovascular

Cerebrovascular

Respiratory

Cancer

Lung cancer

Model 1

0.95 (0.90 ,0.99 )

0.88 (0.79, 0.98)

0.89 (0.75, 1.05)

0.96 (0.76, 1.22)

0.97 (0.91, 1.03)

0.86 (0.75, 0.98)

Model 2

0.98 (0.93 ,1.03 )

0.91 (0.82, 1.02)

0.93 (0.79, 1.11)

1.05 (0.83, 1.33)

0.98 (0.92, 1.05)

0.88 (0.77, 1.01)

Model 3

0.97 (0.93, 1.02)

0.91 (0.81, 1.01)

0.93 (0.78, 1.10)

1.05 (0.83, 1.32)

0.98 (0.92, 1.05)

0.89 (0.77, 1.01)

Model 4

1.05 (0.99, 1.11)

1.02 (0.90, 1.16)

1.14 (0.93, 1.39)

1.19 (0.91, 1.57)

1.02 (0.95, 1.10)

0.96 (0.82, 1.13)

Model 1: +sex, age.
Model 2: +income, smoking, alcohol use, obese, exercise.
Model 3: +comorbidity of cardio-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and diabetes.
Model 4 (primary model):+ district-level percent of high school education completed or more, percent of the elderly, and GR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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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4가지 노출 평가 방법에 따른 사망 위험과의 연관성 분석
Figure 7은 모형 4에 4가지 방법으로 평가된 미세먼지 장기 노출을
고려하여 총 비사고 사망 및 세부 질환별 사망의 위험도(HR)와 95%
신뢰구간을 추정한 결과이다. 총 비사고 사망의 경우, 본 연구의 주요 노출
평가 방법인 EA1를 적용한 노출의 위험도와 초기 주소지의 5년 간의
연평균 값을 총 평균한 EA2로 평가된 노출의 위험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거주지 이동 정보를 고려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코호트 초기 농도만을
이용한 EA3, EA4는 미세먼지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위험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세부 질환별 분석 결과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4.2.2.4 민감도 분석
통계 분석 방법에 따라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별 노출을 2002년 주소만
이용하여 노출 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하여 통계 분석에 이용한 결과, 거주지
이동을 고려한 5년 총 평균을 이용했을 때보다 사망의 위험도가 조금
높아졌다(Table 10). 또한 시간 변이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암 사망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마지막으로 초기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임의 효과 콕스 모형에 고려한 결과,
사망 위험은 비슷하였지만, 신뢰 구간이 좁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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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Hazard ratios (H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of non-accidental and cause-specific mortality for an increase of 10 μg/m3 in
the long-term PM10 concentration defined by four different exposure assessment approaches after adjusting sex, age, income, smoking, alcohol
use, obese, exercise, and co-morbidity of cardio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and diabetes, and district-level percent of high school
education completed or more, percent of the elderly, an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EA1: prediction and address in each year, EA2:
prediction in each year and address at baseline, EA3: prediction at baseline and address in each year, EA4: prediction and address at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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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djusted hazard ratios (H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of mortality for
an increase of 10 μg/m3 in 12-year average PM10 concentrationsa in 275,337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ational Sample Cohort (NHIS-NSC) subjects for 2002-2013 in South
Korea.

a
b

Cause of mortality

HRsb (95% CIs)

Non-accidental causes

1.07 (1.00 ,1.15 )

Cardiovascular

1.04 (0.89 ,1.22 )

Cerebrovascular

1.20 (0.94 ,1.54 )

Respiratory

1.26 (0.90 ,1.77 )

Cancer

1.04 (0.95 ,1.15 )

Lung cancer

1.00 (0.81 ,1.22)

12-years average concentration of PM10 at address in 2002 (baseline).
After adjusting for sex, age, income, smoking, alcohol use, obese, exercise, and comorbidity of cardio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and diabetes, and district-level
percent of high school education completed or more, percent of the elderly, an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Table 11. Adjusted hazard ratios (H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of mortality for
an increase of 10 μg/m3 in the long-term PM10 concentrations from Cox model allowing
time-varying effect of annual average concentrations.

Cause of mortality

HRsa (95% CIs)

Non-accidental causes

1.03 (0.96 ,1.11 )

Cardiovascular

0.91 (0.77 ,1.06 )

Cerebrovascular

1.07 (0.84 ,1.36 )

Respiratory

1.01 (0.71 ,1.45 )

Cancer

1.05 (0.96 ,1.16 )

Lung cancer

1.00 (0.81 ,1.22 )

After adjusting for sex, age, income, smoking, alcohol use, obese, exercise, and comorbidity of cardio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and diabetes, and district-level percent
of high school education completed or more, percent of the elderly, an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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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Adjusted hazard ratio (HRs)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s) of mortality for an
increase of 10 μg/m3 in the long-term PM10 concentrations from random intercept Cox
model.

Cause of mortality

HRsa (95% CIs)

Non-accidental causes

1.05 (0.99, 1.11)

Cardiovascular

1.02 (0.90, 1.16)

Cerebrovascular

1.14 (0.93, 1.39)

Respiratory

1.19 (0.89, 1.58)

Cancer

1.02 (0.95, 1.10)

Lung cancer

0.96 (0.82, 1.13)

After adjusting for sex, age, income, smoking, alcohol use, obese, exercise, and comorbidity of cardio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and diabetes, and district-level percent
of high school education completed or more, percent of the elderly, an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a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장기 노출 평가에
이용하고, 추정된 사망 효과를 비교하는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별 미세먼지 장기 노출을 본 분석에서 이용한 일반 크리깅 기반
예측값과

대기오염

측정소의

측정값, CMAQ

모형

기반의

예측값을

이용하여 2002년 주소지를 이용한 장기 노출을 평가하고 이를 이용하여 총
비사고 사망 비교한 결과, 본 분석에 이용된 일반 크리깅 기반 예측값이
사망 효과를 가장 크고 유의하게 추정하였고, 측정값과 CMAQ 예측값은
1보다 큰 사망비를 추정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위성 자료
기반의 예측값을 이용한 초미세먼지 장기 노출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총

비사고

사망에

대한

나타났다(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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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효과를

가지는

것처럼

Figure 8. Hazard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non-accidental mortality for an
increase of 10 μg/m3 in long-term PM10 and PM2.5 concentrations after adjusting for sex, age,
income, smoking, alcohol use, obesity, exercise, and comorbidity of cardio-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and diabetes, and district-level percent of high school education completed
or more, percent of the elderly, an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M10: universal
krigging, measured, CMAQ; PM2.5: satellite-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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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고찰
본 연구는 전체 인구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전국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미세먼지의 장기 노출과 총 비사고 사망 간의 근사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5가지 세부 질환에 따른 사망과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했지만, 뇌졸중 및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효과가 심혈관계 및
암으로 인한 사망보다는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이들 간의 연관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약해지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대기오염의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전국
규모로 평가한 유일한 연구이다. 전체 인구 집단으로부터 약 백만 명의
대상자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구성된 대규모의 코호트는 전체 인구 집단으로
일반화 할 수 있는 결론을 추론해 낼 수 있게 하였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는 전체 추적 기간인 12년 동안 수집된 주소 이동 정보를 개인
노출 평가에 적용함으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대기오염 역학 연구에
이용된 기존 코호트 중에서도 개인의 거주지 이동 정보를 수집한 자료는
많지 않다 [32,42,49]. 대기오염 장기 노출에 대한 사망 효과는 노출 기간과
대기오염의 시기적인 변화 경향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장기 노출의
특성을 잘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5,49].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볼
때 본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의 장기 노출은 총 사망 혹은 총
비사고 사망과 근사적 혹은 유의한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29,44,65].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확인된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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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사망의 위험보다 큰 것은 네델란드와 영국의 코호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전국 코호트의 결과와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북미와

유럽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장기 노출 영향을 평가한 결과 심혈관계 사망
위험이 총 비사고 사망 혹은 호흡기계 사망 보다 위험도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지만[3,44,78],

미세먼지

사망

효과

연구에서는

이런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전국의 초미세먼지 측정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 후속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미세먼지의 사망
영향의 경향이 초미세먼지를 이용한 연구 결과와 다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기오염에 대한 장기 노출을 평가할 때,
거주지 이동 정보 등을 포함한 공간적 정확성을 개선하는 것보다 시간에
따른 대기오염 농도의 공간 혹은 시간적 변화를 특성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다른 방법으로 평가된 장기 노출을 이용한
연관성 분석 결과, 매해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와 초기 주소 정보만
이용한 EA2가 매해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와 거주지 이동 정보를 이용한
EA1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우리의 결과와는 다르게, 미국의 전국
코호트 연구에서는 2000-2008년 동안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시간에
따라 다르게 고려한 것과 2000년의 초기 농도만 고려한 결과에서 사망
위험이 다르지 않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73]. 이 결과는 미국의 하바드
6개 도시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동일한 해의 지역별 대기오염 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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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인 순위가 시간 변화에 따라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1].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시간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원과 방출량의 공간적인
재분배와 관련이 있는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의 공간적인 분포가 10년도 유지되지 못한다. 국내의 2002년부터
2013년 간의 미세먼지 농도의 공간적인 분포를 3개년을 선택하여 비교한
결과, 시점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5). 본
연구에서 연관성 분석에서 거주지 이동 정보를 고려하는지 여부의 영향이
적게 나타난 것은 거주지 이동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일 수 있다.
캐나다의 코호트 연구에서 1984년부터 2006년까지의 PM10 장기 노출의
사망 효과를 거주지 이동을 고려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대상자들의

이사

빈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추론하였다 [32]. 통계청의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시군구 단위의 인구
이동은 2003-2013년 동안 약 10%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2005년 센서스 결과, 가구별 평균 거주 기간은 7.7년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긴 기간 한 곳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본 연구의 지역
단위가 시군구로 상대적으로 큰 단위로,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의 거주지
이동은 고려되지 않은 점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현재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측정값 혹은 예측값 중 본 분석에서 이용된 일반 크리깅 방법이
미세먼지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를

가장

크게

추정함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개인별 장기 노출을 평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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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와 그로 인한 노출 오분류 오류의 정도 차이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역학 연구에서 측정 오차가 발생하여 오분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 영향은 과소 추정된다고 알려져 있다[54,79,80]. 본 연구에서
고려한

일반

크리깅

방법은

300개

이상의

지리

변수와

대기오염

측정소로부터 도출한 미세먼지 농도의 공간 상관성을 바탕으로 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전국 약 83,000개 센서스 중심점에서 예측된 값을 시군구로
평균 낸 값이다[59,60]. 이에 반해 대기오염 측정소로부터 얻은 측정값이나,
CMAQ 기반의 예측값은 개인 간의 미세 먼지 장기 노출을 평가하는데
측정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높을 수 있다. 먼저 대기오염 측정소는 2010년
기준으로 전국 39%의 시군구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7대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는 측정소 간이 거리가 20km
이상이었다[59,60,74]. 본 연구에서 이용한 CMAQ 예측값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10km 격자, 위성 기반 예측값은 전국을 10km 격자 단위로
예측되어 개인별 미세먼지 노출을 평가하는데 공간적인 해상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또 집계된 노출(aggregated exposure)을 이용하는 것 또한 건강
영향 추정에 부정확한 결과를 얻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42,80].
표본코호트는 개인의 거주지 주소를 시군구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별 미세먼지 정기 노출도 시군구 단위로 평가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실제 있을 수 있는 개인 간의 노출이 차이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전국의 시군구 면적 중심값(median)은 581km2(범위: 33-1,820km2)이었지만,
전체

인구의

40%가

거주하는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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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경우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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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2미만이었다[81]. 일반 크리깅 방법의 경우에도 실제 예측 농도는 전국
약

83,000개

지점에서

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

평가

단위가

시군구이기 때문에 전국 253개 시군구로 집계되었다. 그 외의 방법들은
실제 농도를 측정 혹은 예측하는 단위 자체가 시군구 면적보다 넓은 경향이
있어 더 많은 집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출 예측
방법 및 대기오염 측정값 자체의 제한점뿐 만 아니라 조밀하지 못한 개인
주소 정보로부터 발생되는 오류가 포함된 결과이다. 따라서 가상 연구를
통해 비교된 노출 방법이 건강 결과 추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밀한
주소 정보를 이용한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추후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규모의

코호트

자료에서

개선된

개인별

노출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세부 질환별 사망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설명 가능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집단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연령을 코호트 초기 기준으로 만20-64세로 제한하였다.
기존의 많은 코호트는 사망의 위험이 높은 만40-89세를 연구 대상자로
선택하였다 [65,26,82]. 본 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전국 단위로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평가한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기존 연구들의 총 비사고 사망률이 1.3%부터
23.6%이었던데 반해 본 연구의 사망률은 1.7%였다(부록 Table S2).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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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은 사망률이 관찰되었고, 이는 연관성 분석의 통계적인
검정력(statistical power)을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지역 수준의
노출을 고려하는 것은 노출의 개인 간 변이를 고려할 수 없게 하며, 결국
이어지는 건강 영향의 분석에서 부정확한 결과로 도출된다. 이 노출의 측정
오차는 또한 건강 영향 추정에 있어 편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42, 80].
본 연구는 차후 연구에서 규명되어야 할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연관성 평가를
하기 위해 개인별 미세먼지 노출을 시군구 단위로 평가하였다. 사후
연구에서는 건강 영향 평가 시에 세밀하지 않은 주소 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노출의 측정 오차의 영향을 개인별 세부 주소 정보가 이용 가능한
연구 기반의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로, 기존
연구에서 미세먼지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교육 수준 및 분진 및 독성 물질에 대한 직업
노출 여부 등과 같은 잠재적 혼란 요인을 보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 또한
해당 혼란 요인 정보들을 수집한 연구 기간 코호트를 통해 사후 연구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평가할 때 예측 농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건강 영향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노출 예측 방법의 불확실성이 건강 영향 평가에 어떤 편이와
부정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사후 연구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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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전체 인구 집단을 기반으로 한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결과, 미세먼지의 장기 노출과 총 비사고 사망 간의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나라에서는 대기오염 농도의 시간적인 변이를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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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학위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대기오염의 장기 건강 영향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표본코호트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대기오염의 장기 건강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코호트 자료가 필요하다. 본 학위 논문은 국내 유일의
대규모 코호트인 표본코호트를 대기오염 역학 연구에 이용함에 있어서의
강점과 제한점 파악을 위해서, 기존 대기오염 장기 영향 연구에 이용된
코호트들과 비교하였다. 표본코호트는 전체 인구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
대규모 코호트로 개인 수준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정보가
대부분 매년 갱신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주소 정보가 조밀하지
못했으며,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였던 교육수준, 결혼 상태, 직업적 노출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표본코호트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연구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학위 논문은 기존 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파악된 표본코호트 자료의
특성을 근거로 자료 처리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오염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기반으로 제안되었는데, 연구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자 중 중간
자료 누락이 1년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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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거주지 이동을 고려한 시군구 단위로 노출로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셋째, 국내 미세먼지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악영향을 발견하였다.
본 학위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을 통해 미세먼지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총 비사고 사망 간의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미세먼지 장기 노출 평가
시,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의

시간

변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5.2 학위 논문의 의의
본 학위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미세먼지 장기 노출 연구의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미세먼지 장기 사망 영향 평가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의

장기

노출이

미치는

악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인구에 적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도출함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부담 평가 및 대기 환경 기준 설정 등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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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건강 자료 및 노출 자료의 공간 해상도가 조밀한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학위 논문의 모든 연구 결과는 시군구 단위의
조밀하지 못한 주소 정보를 근거로 수행되었다. 건강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주소 정보는 개인별 노출 평가 단위가 된다. 따라서 조밀한 주소
정보를 이용하였을 오분류 오류를 줄일 수 있어 보다 정확한 건강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 역학 연구에 보다
개선된 노출 자료 혹은 예측 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국내
대기오염 역학 연구에서 다양한 모형으로 예측된 대기오염 농도를 이용한
연구 결과들은 최근에 와서야 발표되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측된
대기오염 장기 노출을 이용하여 전체 인구에 대한 대표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초미세먼지 장기 노출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입자상 물질의 건강 영향 평가에 있어서
미세먼지보다는 초미세먼지의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가 많다. 다양한 역학
연구

결과에서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이

더

크고,

위험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초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 자료는 2001년부터 이용
가능하지만, 전국 단위로는 2015년부터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노출 자료를 이용한 건강 영향 평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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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Table S1. Definition of four exposure assessment (EA) approaches.

EA
EA1
EA2
EA3
EA4

Time-varying exposure
O
O
X
X

Residential mobility
O
X
O
X

Equations for individual-level 5-year PM10 average concentrations by the four
different exposure assessment (EA) approaches.

PM t , st : PM10 predicted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each person at address st
in year

t.
t

:

2002 to 2006

t * : baseline year (2002)

s* : address in baseline year (2002)

EA1 =

1 2006
∑ PM t ,st
5 t = 2002

EA2 =

1 2006
∑ PM t ,s*
5 t = 2002

1 2006
EA3 = ∑ PM t* , s
t
5 t = 2002
=
EA4

1 2006
=
∑ PM t* ,s* PM t* ,s*
5 t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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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2. Characteristics of five different metrics of annual PM10 and PM2.5 mean concentrations which were used for calculating individual’s
long-term exposures.

Pollutant

PM10

Exposure

Prediction model

Spatial resolution

Year

EX1

Prediction

Universal krigging+LUR, PLS

Point-wise estimates
(Centroid of Census output
area)

2002-2006

EX2

Measurement

-

Monitoring sites
(185-261 sites)

2002-2006

Metropolitan area: 3km x
3km
Others: 9km x 9km

2006

-

Monitoring sites
(107 sites)

2015
(national)

Satellite-based estimates
(+ GEOS-chem CTM)

10km x 10km

2013

1

EX3

Prediction

EX4

Measurement

EX5

Predicttion

PM2.5
2

CMAQ model
(Community Multiscale
model)

Air

Quality

1

KCDC

2

A part of the worldwide PM2.5 prediction surface generated by the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IHME).
[downloaded: https://www.epa.gov/benmap/benmap-ce-regional-datase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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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S1. Maps of district-specific annual concentrations of PM10 in 2006 which were calculated using (a) predictions from universal krigging
method, (b) measurements from regulatory monitoring sites, and (c) predictions from CMAQ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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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S2. Maps of district-specific annual concentrations of PM2.5 which were calculated using (a) measurements from regulatory monitoring
sites in 2015, and (b) predictions from satellite-based estimation method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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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3. Summaries of previous cohort studies of the association between long-term exposure to PM10 and mortality.
Study

Ueda et al,
2011 [35]
Fischer et
al,
2015
[39]
Zhang et
al,
2011
[48]
Zhou et al,
2014 [65]
Carey et
al,
2013
[26]
Bentayeb
et al, 2015
[83]
Heinrich
et al, 2013
[82]
Beelen et
al, 2014b
[44]
Beelen et
al
,2014
[43]

Cohort
Japan
≥ 30 years
nationwide
Netherland,
≥ 30 years,
nationwide
China
35-103 years,
5 districts
China
≥ 40 years
25 urban
cities
England
40-89 years
nationwide
France
average 43.7
ages
nationwide
German,
≥ 55 years
10 areas in 7
cities
Europe
ESCAPE
cohort
Europe,
ESCAPE
cohort

N of
subjects

Percent change in mortality risk (95% confidence interval per 10 μg/m3
increase in PM10
NonCardiovascular
All-causes
Respiratory
Lung cancer
accidental
[cerebrovascular]

Measurement/
prediction

Time

Space

Measurement

24 year
average

District

Prediction

1 year
average

100m x
100m grid

9,941

Measurement

1 year
average

District

71,431

Measurement

10 year
average

City

835,607

Prediction

1 year
average

1kmx1km
grid

20,327

Prediction

20 year
average

Measurement

1 year
average

367,251

Predictions

2.5 year
average

367,383

Predictions

2.5 year
average

7,250

7,218,363

4,750

-2 (-8, 4)

-14 (-26, 1)

8 (7, 9)

6 (4, 8)

13 (10, 17)

26 (21, 30)

55 (51, 60)

zip code
area

geocoded
address

0.4 (-0.1, 1)

1 (0.4, 1.7)

-0.2 (-0.9,
0.6)

0.3 (-0.2, 0.9)

7 (-1, 16)

7 (-0.3, 18)

42 (29, 55)

7 (0, 14)

17 (0, 37)

17 (-26, 84)

0 (-32, 48)

22 (6, 41)

60 (25, 105)

-6 (-52, 85)

4 (0, 9)
2 (-8, 14)
[22 (-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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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34, 325)

Abstract

The long-term exposure to
particulate matter air pollution
(PM10) and mortality

Ok-Jin Kim
Department of Biostatistics and Epidemiolog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Increasing numbers of cohort studies have reported that long-term
exposure to ambient particulate matter is associated with mortality.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evidence from Asian countries wher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re relatively high and the exposure population is large.
Especially, the air pollution studies in South Korean were focused on the
short-term effect study in several large cities.
This dissertation aimed 1) to identify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NHIS-NSC) as
a nationwide cohort data for the long-term air pollution studies, 2) to explore
major data issues of NHIS-NSC and to provide plausible suggestions i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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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for cohort studies of long-term air pollution and mortality, and 3)
3) to explore the association between long-term exposure to particulate
matter with a diameter≤10 µm (PM10) and mortality in South Korea, using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and an improved exposure assessment
(EA) incorporating time-varying concentrations and residential addresses.
We also compared the association across different EA approaches.
To identify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NHIS-NSC, I compared
characteristics of NSC to those of other nationwide cohorts used for air
pollution epidemiological studies. Then I investigated cohort characteristics
including data sources, population, health outcomes, risk factors, address
availability, and update frequency. To provide plausible suggestions in data
processing for cohort studies of long-term air pollution and mortality, I
specified four data issues: tracking failure, address inconsistency, limited
address information, and absence of risk factors. Our exploratory analyses
clarified data characteristics related to four issues and led us to provide the
best options out of several suggestions in data processing to avoid inaccurate
risk estimates in subsequent health analyses. Finally, to explore the
association between long-term exposure to PM10 and mortality and to
compare the association across different EA approaches, I used information
from 275,337 people who underwent health screening from 2002 to 2006 and
who had follow-up data for 12 years in the NHIS-NSC. Individual exposures
were computed as 5-year averages using predicted residential districtspeciﬁc annual-average PM10 concentrations for 2002–2006. We estimated
99

hazard ratios (HRs) of non-accidental and ﬁve cause-speciﬁc mortalities per
10 µg/m3 increase in PM10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Then,
we compared the association of EA1 with three other approaches based on
time-varying concentrations and/or addresses.
NHIS-NSC were a population-representative cohort data which
included plenty of health outcomes and covariates and annually updated
information for each subject, while the residential addresses on NHIS-NSC
were relatively coarse. Based on this result, I suggested to restrict the study
population to people who underwent health screening and did not followed
up for less than 1 year, and to incorporate residential moving and calculate
the long-term PM10 exposure using predicted district-specific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PM10. Finally, I found a marginal association between longterm PM10 and non-accidental mortality. The HRs of ﬁve cause-speciﬁc
mortalities were mostly higher than that of non-accidental mortality, but
statistically insigniﬁcant. In the comparison between EA approaches, I found
the importance of assessing individual exposure incorporating air pollution
changes over time.
The findings from this thesis provided specific guidance on the longterm exposure air pollution studies using NHIS-NSC, established a basis for
the evaluation for the long-term effects of PM10 on mortality, contributed to
accurate assessment of the long-term effects of PM10 on mortality.
Additionally, these population-representative findings provided the
scientific evidences for evaluating health burdens and benefits of PM10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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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of atmosphere environmental standard.

Keywords: cohort, exposure assessment, long-term exposure, mortality,
particulat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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