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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사망 및 유병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들은 북미와 유럽 및 아시아에서도 많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의 탄소성분, 이온성분, 중금속 등 다양한 구성

성분에 대한 역학연구는 2010년대 초반부터 미국 및 유럽을 중심

으로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노출되는 인구가 많은 아시아 지역의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는 중량법으로 측정된 대규모 미세먼지 

구성성분 모니터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환경부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환경측정망에 2011년부터 PM2.5 성분측정망이 

추가됨에 따라 대도시의 초미세먼지 및 구성성분 평가를 위한 연구

기반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 학위논문의 최종 연구목적은 PM2.5

성분측정망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대도시 초미세먼지 및 구성성분의

단기 노출과 사망의 연관성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다. 

PM2.5 성분측정망의 장점과 제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측정지역, 측정기간, 사망원인, 사망상대위험비,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 구성성분 등을 기준에 따라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국내 PM2.5 성분측정망 자료를 이용하여 초미세먼지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처리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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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자료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설치·운영하는 PM2.5 

성분측정망 자료 중, 국내 6개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측정한 초미세먼지 및 구성성분의

기술통계량과 시계열 추이를 확인하였고, 인자분석을 이용하여 도시별

초미세먼지 오염원을 추정하였다.

  앞서 고려된 도시별 주요 오염원 및 구성성분 특성을 바탕으로 

국내 대도시 초미세먼지 구성성분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측정소의 점진적 확대에 따라, 6개 도시 간 비교 가능한

2013 – 2015년 자료 (3년)를 이용하였고, 건강영향의 주요 변수로 

사망을 확인하였다. 구성성분의 단기 노출과 사망의 관련성은 일반화

부가모형 (GAM)을 이용하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사분위수 

(Interquantile range, IQR) 당 증가하는 총사망, 심혈관계 사망 및 

호흡기계 사망위험 상대위험도 (RRs) 와 95% 신뢰구간을 추정하였다.

또한, 초미세먼지 및 구성성분 노출의 지연효과 (lag effect)는 당일

에서 이전 7일 (당일-7일), 이동평균 (당일-3일, 당일-7일)을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16.6 - 21.7 ug/m3)에 

따라 총사망의 상대위험비가 증가하는 경향은 도시 간 차이 

(RRs=1.006-1.049)를 보였고, 구성성분은 지역별 오염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교통과 관련된 EC 

(element carbon) 는 6개 도시 전체에서 총사망과 관련성이 있었고,

오일 연소와 관련된 Ni (nickel)과 V (vanadium)은 항구도시인 부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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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호흡기계 또는 심혈관계 사망과 관련성을 보였다. PM2.5 

성분측정망은 도시별, 일별 약 40가지 구성성분의 농도와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매년 갱신되어 시간변이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었다. 그러나, 지역 (지점)별 측정소 운영 기간의 차이가 

있었고, 모니터링 주기가 당초 매일에서 2014년 9월 이후부터 3일에

1회, 2017년부터 6일에 1회로 변경되어 결측치 증가에 따른 지역 

비교에 제한점이 있었다.

본 학위논문의 결과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PM2.5 성분측정망

자료를 이용한 첫 번째 대기역학연구로, 초미세먼지 구성성분 노출과

건강영향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며, 국내 6개 대도시 구성성분의 농도 

분포와 사망에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노출원 저감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9년 12월 현재까지 추가 측정된 성분자료는 장기 또는 

단기 노출에 의한 유병, 사망, 응급실 이용 등의 다양한 건강영향

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초미세먼지, 구성성분, 사망, 시계열분석

학  번 : 2010-3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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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Figure S8.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Cu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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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9.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Zn in 

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Figure S10.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K in 

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Figure S11.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A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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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Figure S12.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Fe in 

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Figure S13.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Mn in 

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Figure S14.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aily 

non-accidental mortality for inter-quartile range increases 

in daily concentrations of PM2.5 and 15 PM2.5 components 

across seven single-day lags (lag 0 to lag7) and two 

multi-day lags (lag0-3 and lag0-7) in each of the six major 

cities for 2013-2015.

Figure S15.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aily 

cardiovascular mortality for inter-quartile range increases 

in daily concentrations of PM2.5 and 15 PM2.5 components 

across seven single-day lags (lag 0 to lag7) and two 

multi-day lags (lag0-3 and lag0-7) in each of the six major 

cities for 2013-2015.

Figure S16.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aily 

respiratory mortality for inter-quartile range increases in 

daily concentrations of PM2.5 and 15 PM2.5 components 

across seven single-day lags (lag 0 to lag7) and two 

multi-day lags (lag0-3 and lag0-7) in each of the six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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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17.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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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concentrations of PM2.5 and 15 PM2.5 components for 

all available years for 2011-2015

Figure S18.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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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concentrations of PM2.5 and 15 PM2.5 components for 

all available years for 2011-2015

Figure S19.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aily 

respiratory mortality for interquartile range increases in 

daily concentrations of PM2.5 and 15 PM2.5 components for 

all available years for 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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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

려오는 입자상 물질 (Particulate matter, PM)로 정의하고 있으며, 입자의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PM10: 미세먼지),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PM2.5: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고 있다. 대

기 중 초미세먼지 (PM2.5)는 직경 400분의 1mm 이하의 먼지 입자이고,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구성된 혼합물이다. 발생

원과 메커니즘에 의해 특성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자동차, 산업공정, 도

로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1]. 특히, 초미세먼지 (PM2.5)는 미세먼지 (PM10) 보다 동일한 질

량농도에서 입자 수가 많고 표면적이 넓어 오염물질이 더 많이 흡착할 

수 있고, 크기가 작을수록 폐포에 도달할 수 있으며 작은 입자일수록 기

관지에서 다른 인체 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2].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세먼지 (PM10, PM2.5)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

인을 1987년부터 제시해 왔고,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는 2013년 10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3].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4

년에 대기오염으로 한해 700만명의 조기 사망을 보고하였고, 이는 흡연

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 600만명보다 더 많은 수치였다 [4]. 또한, 대기

오염(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사망부담이 높은 지역으로 동남아시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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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평양 지역이 언급되었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은 심혈관계 

질환에서 뚜렷하며, 취약국가, 취약계층일수록 대기오염 노출로 인한 사

망위험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4, 5].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2018년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었고 

[6], 2018년 국내 연구에서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만 2천명이 조기 사망

한다는 결과가 보고되는 등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

지고 있다 [7].

Figure 1. Size comparisons for particulate matter particles

※ 출처 : 환경부, 대기환경분야 워크숍 자료집(2019)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3년 이후 기상 및 국외영향 등으로 정체하는 추세이다 

(Figure 2). 실시간 대기오염도를 나타내는 에어코리아 결과에서, 작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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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초미세먼지 (PM2.5) 평균 농도는 25 ㎍/m3 이었고, 같은 해 서울

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 (해당 지역의 대기측정소 PM2.5 시간 평균 농도

가 75 ㎍/m3 2시간이상 지속)가 8차례 발령되는 등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8]. 국내·외 요인이 결합된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이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 현안 중 하나로 대두되었고, 이

에 따라 미세먼지 생성물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산업부 

등 5개 부처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8개 법령을 근거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재난 및 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화재나 폭발 등 사회 재난의 범주로 포함되어 국가의 관리 의무가 확대

되었다 [9].

Figure 2.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2001-2018, Seoul)

※ 출처 : 환경부, 대기환경분야 워크숍 자료집(2019)

우리나라는 대기환경기준에 포함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대기오

염 현황,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기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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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설정하고 있다. 1983년에는 크기와 상관없이 포집 필터에 수집

된 입자들의 총량으로 측정하는 총먼지 (Total Suspended Particle, TSP)

로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하였고, 1995년부터 10μm 이하의 작은 입자인 

미세먼지 (PM10)로 기준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전국 97개 

시·군의 323개 측정소에서 관측한 미세먼지 (PM10)와 초미세먼지 (PM2.5)

의 예보 및 경보는 에어코리아 (http://www.airkorea.or.kr)에서 시간 단위

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PM10)보다 인체에 더 해로운 초미세

먼지 (PM2.5)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PM2.5 환경기준을 24

시간 평균 50 ㎍/m3, 연평균 25 ㎍/m3 로 설정(’15년부터 적용)하였다 

[8]. 이후, 2018년 3월에 PM2.5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24시간 평균 35 ㎍

/m3, 연평균 15 ㎍/m3으로 낮추었으며, 이는 WHO의 권고기준(25 ㎍/m3, 

10 ㎍/m3)보다 조금 높지만,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

  미세먼지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대기오염의 단기/장기 노출과 질

병 이환, 사망 등 건강영향은 다양한 역학연구로 평가되었다. 1969년 런

던스모그와 같이 대기오염 농도가 극심했던 에피소드를 경험하며 연구가 

시작되었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당일 혹은 

며칠 전(단기)의 일평균 대기오염 농도와 일별 사망자 수의 연관성을 평

가하는 시계열 연구로, 대기오염 농도 증가에 따른 유병, 응급실 내원, 

사망 등 다양한 건강영향 및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10, 

11].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대기오염과 건강영향 연구가 진

행되었다 [12, 13]. 특히, 우리나라는 주변국 현황(황사) 등과 기상여건, 

인구산업 밀집 등 구조적 취약성에 의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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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기오염과 건강영향에 대한 수많은 논문과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그간의 국내 연구는 대도시 중심의 단기 건강영향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

하였고, 기준성 오염물질인 오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

화질소에 초점을 맞추어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따른 사망 및 의료이용 

등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14]. 최근에는 시간의존성과 공간의존성을 함께 

고려하는 시공간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등을 활용한 장기

노출 평가 등 통계적 추론 방법 및 건강자료는 다양해지고 있으나,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자료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15, 16].

  대기역학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미세먼지 (PM10) 자료는 방사선 또는 

빛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간접적 방법인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으로 측정된 질량농도 (㎍/m3)이다. 베타선흡수법은 

자동측정이 가능하고 측정오차가 작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강점이 있

으나, 질량농도 (㎍/m3) 증가에 의한 건강영향 해석에는 제한점이 있었

다. 미세먼지는 원소탄소 (element carbon, EC), 유기탄소 (organic 

carbon, OC), 질산염 (nitrate), 황산염 (sulfate), 금속 성분 (납, 비소, 카

드뮴, 수은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동일한 미세먼지 질량농도(㎍/m3)에서도 구성성분은 다를 수 있고, 미

세먼지의 화학적 조성은 지역 배출원, 기상, 계절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

기 때문이다 [17, 18]. 

  최근의 대기역학 연구에서는 측정장비 및 분석방법 고도화에 따라 초

미세먼지(PM2.5)의 화학적 구성성분 자료를 이용한 건강영향평가를 제안

하고 있다. 미국 EPA에서는 최초로 2000년부터 국가기반의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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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 구성성분 모니터링 사이트를 운영하고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2000년대 후반부터 미세먼지의 주요 구성성분인 EC와 중금속 노출에 의

한 건강의 악영향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19]. 하지만. 초미세먼지 구성

성분 자료 기반의 건강영향 연구는 매우 드물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북미와 유럽의 단일도시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개별 연구를 계량적으로 

종합 고찰하는 메타분석 연구로 확인되었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라 사망 및 질병이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언

급하였으나, 측정지역(도시, 주), 시기(계절), 항목, 분석방법 및 통계모형

에 따라 건강영향 크기 및 유의미한 구성성분의 차이를 보였다 [20, 21]. 

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일부 국가의 단일도시에서 프로젝트 

기반으로만 매우 드물게 진행되어, 여러 도시의 초미세먼지 성분측정망 

자료를 이용한 역학연구는 아직 없었다.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2011년 1월부터 환경부 국립환

경과학원에서 초미세먼지(PM2.5) 형성과 관련된 물질로 원소탄소(EC), 유

기탄소(OC),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황산화물(SOx), 금속입자 

등 약 40가지의 성분을 포함한 「초미세먼지(PM2.5) 성분측정망」을 설치

하였다. 2011년 1월 1일, 3개소(서울, 광주, 대전)에서 측정을 시작하여, 

2019년 3월 기준으로 전국 36개소에서 6일에 1회 주기로 모니터링을 진

행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건강영향연구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22]. 

  초미세먼지 구성성분 자료를 이용하는 건강영향연구는 미세먼지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오염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므

로 환경역학 분야에서 연구 가치가 높다. 그간 보고된 미국 및 유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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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 비교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인체 위해가 큰 미세먼

지 성분을 우선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가능하다.  

또한, 미세먼지의 독성학적 특성을 확인함에 따라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

해성평가(Risk assessment) 및 질병부담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추정, 건강상의 이득 등을 위한 평가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측정망 중, 초미세먼지 성분측정망 자료를 기반으

로 건강 중심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성분 특성을 파악하고, 대도시의 

건강영향을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하기 위해 확실성과 위중도가 큰 사망

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학위논문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초미세먼지 구성성분 노출과 건강영향연구 고찰

2. 6개 대도시의 초미세먼지 구성성분 분포 및 특성

- 초미세먼지 구성성분 농도 분포, 시계열 추이 확인 

- 지역별 초미세먼지의 주요 오염원 추정

3. 6개 대도시의 초미세먼지 노출과 사망의 관련성 분석

-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지역별 사망위험비 비교

- 초미세먼지 및 15개 구성성분의 농도 증가에 따른 사망위험비 증가 

양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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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초미세먼지 구성성분과 건강영향연구 고찰

제 1 절 서론

  대기오염 구성성분 노출에 의한 역학연구는 미세먼지의 화학적 성분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00년 초중반부터 북미와 

유럽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구성성분의 측정이 시작되었고, 국가기반 측

정분석과 연구기반 측정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특히, 국가기반 측

정은 현재까지도 매우 드물어 미국 EPA에서 2000년부터 운영하는 

Chemical speciation network (CSN) 만 확인되었고 [23], 그 외 국가측정

망을 이용한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대기역학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기반 구성성분 측정자료는 학교 등에서 자발적, 개별적으로 설치한 

모니터링 사이트로 한시적 운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 근거한 성분별 분석 장비와 측정분석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구성성분 측정을 기반한 연구는 드물었고, 특히 한국을 포함

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0년대 초중반부터 보고된 북미와 유럽 중심의 구성성분과 건강영향

은 대부분 단일도시 또는 메타분석 연구로 확인되었다. 메타분석에 포함

된 개별 연구는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사망 및 질병 이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하였으나, 다양한 국가에서 수행된 연구는 일관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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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내지 않았고, 측정지역(도시, 주), 시기, 측정항목 및 분석방법, 

통계모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4-26]. 또한, 미국의 동일한 지

역 내 또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슷한 여러 지역에서도 주요 구성성분과 

건강영향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부 구성성분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에서, 해당 구성성분 농도 증가에 의한 사망, 이환 등의 건강영향도 

크게 나타났다 [27, 28]. 

  국내 자료 중, 유일하게 대도시 초미세먼지 구성성분과 건강영향을 평

가할 수 있는 PM2.5 성분측정망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해 운영되

는 국가기반 측정자료이다. PM2.5 성분측정망은 국내 대도시에 설치된 사

이트를 통해 모니터링되고,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미세먼지 질

량농도 뿐만 아니라, 탄소성분, 이온성분, 중금속 등 다양한 성분의 일별 

농도가 포함되어 연구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하지만, 대기오염 역학 분

야에 이용된 적이 없어 연구 분야에 적용 시 자료의 강점과 제한점이 파

악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구성성분 노출과 건강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의 자료원 특성으로 측정항목, 측정기간, 조사대상을 파악하고, 지역

(국가별)의 사망 및 이환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 구성성분을 고찰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3장 및 4장의 우리나라 대도시의 초미세먼지 

구성성분과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통계모형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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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본론

2.1 연구방법

  미세먼지 역학연구에 이용된 구성성분 자료 확인은 다음과 같다. 

Science direct와 google scholar에 ‘PM2.5 components’,‘PM2.5 constituents’, 

‘mortality’,‘health effect’를 검색한 연구와 각 연구의 참고문헌을 조

사하여 미국 및 아시아 등에서 진행된 구성성분 측정자료 및 역학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2018년에 보고된 메타분석 연구 중, 여러 도시

를 대상으로 한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측정지역, 기간, 사망 및 유병 등 

결과변수, 사망 상대위험비 등 건강영향, 유의미한 성분을 확인하였다.

2.2 연구결과

  세계 여러 도시에서 시계열분석, 메타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으로 초미세먼

지 구성성분과 건강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나타내었다 (Table 1). 선행연구는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라 비사고, 호흡기계, 심혈관계 사망 및 입원 등의 

영향을 나타내었으나, 주요 구성성분, 사망상대위험비 (RRs)의 크기는 개별 

연구에 따라 매우 다양하였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중국, 일본, 한국의 단일도

시에 대해 한두 차례 진행되었고, 유의미한 구성성분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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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ious study results for PM2.5 components and health effects

Title Region and period Components Outcomes Key findings

Short-term effects of 

particulate matter 

constituents on daily 

hospitalizations and 

mortality in five 

South-European cities: 

Results from the 

MED-PARTICLES 

project 

- 남부유럽 5개 도시 

·3개 도시(스페인) 

: 바르셀로나(’03–‘10),

   마드리드(’07–’08), 

   우엘바 (’03–’10)

· 2개 도시(이탈리아)

: 로마 (’05–’07), 

   볼로냐 (’11–’13)

PM2.5, EC, SO4
2−, 

NO3
−, SiO2, Ca, 

Fe, K, Mg, Zn, 

Cu, Ti, Mn, V, Ni

-입원

·심혈관계

·호흡기계

- 사망

·총사망 

·심혈관계

·호흡기계

- 구성성분 중, EC, SO4
2−, SiO2, Ca, Fe,     

  Zn, Cu, Ti, Mn, V and Ni 가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입원과 관련이 있었음 

  (lags 0 및 lag 1). IQR 증가 시, 0.69%- 

  3.29% 증가함

- 구성성분과 사망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나, 

  패턴은 명확하지 않았음. 총사망은 Fe, Ti, 

  심혈관계는 EC, Mg, 호흡기계는 NO3
−와

  관련성이 있었음

Associations of fine 

particulate matter 

species with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 A multicity time-series 

analysis 

- 미국 75개 도시

- 2000-2006

PM2.5, EC, OC, Na, 

Al, Si, S, K, Ca, V, 

Fe, Ni, Cu, Zn

- 사망

·총사망

·심혈관계

·심근경색

·뇌졸중

·호흡기계

- 초미세먼지 구성성분 비율은 OC (37.9%), 

  EC (6.31%), 중금속 (1% 미만) 순으로 나타남

- PM2.5 10 ug/m3 증가 시, 총사망 1.18% 

  (95% CI : 0.93, 1.44) 증가함

- 여러 계절 중, 봄철의 총사망이 2.58 (95% 

CI :2.23-3.47)로 가장 높았음

- 구성성분 중, 석탄 연소 (예, Sulfur)로 인한 

총사망, 특히 호흡기계 사망과 관련성이 나타남

- 그 외, si, ca도 총사망과 관련성이 있었음

Short-term exposure to 

particulate matter 

constituents and 

mortality in a national 

study of U.S. urban 

communities.

- 미국 72개 커뮤니티

- 2000- 2005

PM2.5, OCM, EC, 

si, Na+, NO3
-, 

NH4
+, SO4

2-

- 사망

  (총사망)

- PM2.5 성분 중, OCM의 IQR 증가 시 0.39% 

(95% PI : 0.08, 0.70%), EC 0.22 % (0.00, 

0.44)), Si 0.17 % (0.03, 0.30) 및 Na+ 0.16% 

(0.00, 0.32)의 사망이 증가하였음 

- PM2.5 또는 성분과 사망 연관성이 계절, 지

역에 따라 다른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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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Table 1.

Title Region and period Components Outcomes Key findings

Time-series analysis of 

mortality effects of fine 

particulate mateer 

components in Detroit 

and Seattle

-미국 2개 도시

: 디트로이트, 시애틀

-2002-2004

PM2.5, EC,

Al, Fe, K, Na, 

Ni, S, Si, V, Zn, 

CO, NO2, O3

- 사망

·총사망 

·심혈관계

·호흡기계

- 사망원인, 도시의 오염원 및 계절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었음

- 사망과 관련된 PM2.5 주요 성분으로 디트

  로이트는 따뜻한 계절에서 2차 에어로졸 

  및 교통 관련 성분이, 시애틀은 추운 계절의

  교통, 잔류 오일 및 바이오매스 성분과

  관련성을 보였음

The short-term 

association of seleted 

components of fie 

particulate matter and 

mortality in the Denver 

Aerosol Sources and 

Health(DASH) study

- 미국 덴버지역 

  5개 카운티

-  2003-2007

PM2.5

EC, OC, SO4, NO3, 

CO, SO2, NO2, O3

- 사망

·총사망 

·심혈관계

·호흡기계

·허혈성

  심장질환

·암

- PM2.5 IQR(4.55ug/m3) 증가 시, 총사망 

  상대위험비가 1.012 (95 CI : 0.999, 1.025)

  로 나타남

- 구성성분 중, EC와 OC의 IQR (0.33, 1.67 ug/m3)

  증가 시, 사망상대위험비가 각각 1.024  

  (1.005, 1.043), 1.020 (1.000, 1.040)으로 나타남

- 구성성분 중, 연소 관련 성분과 뚜렷한 

  경향을 보였음

Fine particulate matter 

constituents associated 

with cardiovascular 

hospitalizations and 

mortality in the New 

York city

-  미국 뉴욕

-  2000–2006 

   (40세 이상)

PM2.5,

EC, OC, SO4,

NO3, Na
+, Ni,

V, Zn, Si, Se, Br,

[Gaseous pollutants]

NO2, SO2, CO

- 심혈관계사망

- 심혈관계입원

- 심혈관계 사망은 계절별 경향이, 심혈관계 

  입원은 요일 경향이 뚜렷하였음 

- 구성성분은 지역, 오염원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계절적 패턴과 지연효과를 보였음

- coal-combustion 과 관련된 성분(e.g.,selenium), 

이 여름철 사망 및 겨울철 입원과 관련성

- EC, NO2는 여름, 겨울 모두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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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Table 1.

Title Region and period Components Outcomes Key findings

Association between 

particulate matter and 

its chemical 

constituents of urban 

air pollution and daily 

mortality or morbidity 

in Beijing City

- 중국 베이징

- 2005 – 2009

PM10, PM2.5, 

SO4
2−, NO3

−, 

NO2
−, NH4

+, 

Ca2+, Na+, Mg2+, 

K+, Cl−, F−

- 사망 

·총사망 

·순환기계

·호흡기계

- 유병

·순환기계

·호흡기계

- PM2.5 및 구성성분 IQR 증가 시(lag 3), 비사고 

사망이 PM2.5 1.52%, PM10은 0.19%, K+:1.03%, 

SO4
2−:0.56%, Ca2+:0.42%, NO3

−:0.32% 증가

- 겨울철이 전체 계절 보다 1~6배 크게 나타남 

- PM2.5, K+, NO3
−,SO4

2− 증가와 건강영향이 뚜렷 

Fine particulate matter 

constituents and 

cardiopulmonary 

mortality in a heavily 

polluted chinese city

- 중국 시안

- 2004-2008

PM2.5, EC, OC, 

SO2, NO2, 

Na+, NH4
+, K+,

Mg2+, Ca2+, F–,

Cl–, Si, S, K, 

Ca, V, Fe, Ni, 

Cu, Zn, Ti, Cr, 

Mn, As, Br, Mo, 

Pb

- 사망

·총사망 

·심혈관계

·호흡기계

- PM2.5 평균 농도는 182.2 µg/m3

- PM2.5, OC, EC, NH4, NO3, Cl, Ni, 증가와 비사고, 

  심혈관계, 호흡기계 사망의 관련성이 있었음(lag 1)

- PM2.5 보다 NO3가 총사망 및 심혈관계 사망과 

  더 강한 관련성을 보였음 

- PM2.5 및 NO3가 IQR(114.9, 15.4 µg/m3) 증가 시, 

  비사고 사망이 PM2.5는 1.8% (CI: 0.8%, 2.8%),   

  NO3는 3.8%(CI: 1.7%, 5.9%) 증가(lag 1)

- OC, EC의 IQR 증가 시, 심혈관계, 호흡기계 사망 

  관련성(lag 1-3)

Seasonal variation of 

chemical species 

associated with 

short-term mortality 

effects of PM2.5 in 

Xi'an, a Central City 

in China. 

- 중국 시안

- 2004-2008

PM2.5, OC, EC,

SO4
2−, NO3

−, 

Cl-, NH4
+, 

S, K, Ca, Fe, 

Zn, Mg, Br, Pb, 

Cd, Ni, Cr

- 사망

·총사망 

·심혈관계

·호흡기계

- PM2.5 IQR(103 ug/m3) 증가 시, 비사고 2.29%

   (95% CI:0.83-3.76), 심혈관계 사망 3.08% (95% 

   CI: 0.94,-5.26) 증가 (lag 1-2 day)

- 65세 이상 고령, 남성, 심혈관계 질환 그룹에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

- 2차성분(SO4
2−

, NH4
+), 연소(EC, S, Cl), 전이금속 

   (Cr, Pb, Ni, Zn) 은 건강영향이 겨울철에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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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Table 1.

Title Region and period Components Outcomes Key findings

Associations Between 

Fine Particulate Matter 

Components and Daily 

Mortality in Nagoya, 

Japan

-  일본, 나고야

-  2003-2007

-  ≥ 65 years

PM2.5, OC, EC, 

Cl-, SO4
2−,NO3

−

NH4
+, Mg, Ca, 

K

- 사망

·총사망 

·심혈관계

·호흡기계

- [single-pollutant model] SO4
2−, NO3

− Cl-, NH4
+, 

   K, EC, OC 와 사망 관련성 

- [multi-pollutant model] SO4
2− IQR(4.4 µg/m3) 

   증가 시, 총사망 2.1% (95% ci, −0.1, 4.4) 증가

Fine particle air 

pollution and mortality: 

importance of specific 

sources and chemical 

species.

-  한국, 서울

-  2003-2007

PM2.5, EC, OC, 

Na+, Mg2+, NH4

Al, Si, S, Cr, 

Mg, Ni, Cu, Zn, 

Br, Pb

·mortality

-nonaccidental  

-cardiovascular 

–respiratory

-injury

- PM2.5, OC, EC, Pb의 IQR 증가와 사망 관련성

- PM2.5 IQR (29.4ug/m3) 증가 시, 심혈관계 사망 1.9% 

  (95% CI : 1.8, 2.1) 증가 (0-3 day lags)

- 특히, OC는 총사망, 심혈관계와 EC는 호흡기계 

사망, Pb는 심혈관계, 호흡기계 사망, 그 외, NH4, 

Cu, Zn 는 호흡기계 사망과 관련성을 보였음

Characterization of 

fine particulate matter 

and associations 

between particulate 

chemical constituents 

and mortality in Seoul, 

Korea

-  한국, 서울

-  2008-2009

PM2.5, EC, OC, 

Cl, NO3, SO4, 

Na, NH4, K, Mg, 

Ca

- 사망

·총사망 

·심혈관계

·호흡기계

- PM2.5 및 성분은 시간, 계절에 따라 패턴이 다양 

  하였음

- PM2.5의 화학적 특성은 미국 서부와 유사함

- Mg의 IQR(0.05 ug/m3) 증가 시, 총사망 1.4% (95 % 

  CI : 0.2, 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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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찰

본 장에서는 미세먼지 구성성분과 사망, 이환 등을 평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미국 및 유럽에서 수행된 초미세먼지 구

성성분의 단기노출과 사망은 EC, 중금속을 대부분 유의미하게 보고하였

으나, 국가, 지역, 측정 기간, 계절, 측정항목에 따라 유의한 구성성분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여러 도시에 대한 연구는 도시 간 비교보다 각 

도시의 자료를 병합하여 국가 및 대륙을 대표하는 추정치로 대부분 확인

할 수 있었다. 

  WHO 지역 구분을 이용한 메타분석 결과에서는, 지역 간 차이(regional 

variation)가 0.25 % - 2.08 %로 나타났고, PM2.5 농도가 10 ug/m3 증가함

에 따라 유럽의 총사망이 1.23 % (CI : 0.45, 2.01), 아메리카 지역(U.S.  

포함)은 0.94 % (95 CI : 0.73, 1.16), 서태평양 지역(한국포함)은 0.25 % 

(CI: 0.06, 0.44)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혈관계 사망 

0.84% (CI: 0.41, 1.28) 보다 호흡기계 사망 1.51 % (CI:1.01, 2.01)의 관련

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21]. EPA의 Chemical Speciation Network를 이용

하여 미국의 72개 커뮤니티를 6개 권역으로 구분한 결과에서는, PM2.5의 

사분위수 증가에 따라 북동 지역의 총사망이 0.37 % (CI : 0.05, 0.69) 증

가하였고, 권역에 따라 유의미한 구성성분은 다르게 나타났다 [26]. 미국

의 75개 도시 자료를 이용한 시계열 연구에서는 PM2.5 10 ug/m
3 증가당 

총사망의 RR이 1.18 % (95% CI: 0.93, 1.44)이었고, 심혈관계는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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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0.65, 1.41), 호흡기계는 1.71% (CI:1.06, 2.35%) 증가를 나타내었다 

[25]. MED-PARTICLES project 결과로, 남부 유럽의 5개 도시에서는  

PM2.5와 사망의 관련성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구성성분 중, Mg 및 Mn 과 

심혈관계 사망, SO4
2-, K, Mn 과 호흡기계 사망의 관련성이 있었다 [29]. 

또한, 세계 각국의 41개 자료를 이용한 메타연구 결과에서는 PM2.5 10 

ug/m3 증가당 총사망이 0.89 % (95% CI: 0.68, 1.10), 심혈관계 0.80 % 

(CI:0.41, 1.20), 호흡기계 1.10 % (CI:0.59, 1.62) 가 증가하였고, 가장 연관

성이 큰 물질은 EC, K 로 보고하였다 [20].

  도시 간 비교로, 미국의 주요 공업도시 디트로이드, 항구도시 시애틀

의 PM2.5 구성성분과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사망 관련성에서 디트로이드

는 따뜻한 계절의 가스상 물질과, 시애틀은 추운 계절의 우드버닝과 오

일 등 연소와 관련이 있어, 다른 소스와 계절적 패턴을 나타내었다 [27]. 

또한, 아시아 지역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중국의 상해, 시안 및 일본 나

고야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단일도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었고 [30, 31]. 

한국에서는 서울을 조사한 2개의 선행연구가 있었다 [32, 33]. 한국의 2 

연구 모두 심혈관계 사망의 증가를 보고하였으나, 유의미한 구성성분은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OC, EC 및 Pb, 또 다른 연구

에서는 Mg2+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측정장소, 측정시기, 측정항

목, 통계모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성성분 자료를 이용한 국외 건강영향연구 결과 확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시 간 비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

째, 대부분 선행연구는 수년간 측정한 구성성분의 기술 통계량을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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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농도를 중심으로 나타내어, 구성성분 농도에 대한 지역별, 시계

열 추이 분석은 거의 없었다. 또한,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에서는 지역 간 유사점과 차이점 등의 확인보다는 각 도시의 값을 통합

한 결과로 나타내어, 전반적인 경향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나 고농도 오

염물질의 배출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료 해석에는 어려움이 있었

다. 둘째, 우리나라 PM2.5 성분측정망에 포함된 구성성분의 항목은 약 40

가지로, 최종 시계열 모형 선택을 위해서 도시별 주요 오염원 추정 및 

비교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기존 연구는 지역별·

사망원인별 당일, 혹은 이전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을 언급하였으나, 대

부분 당일 (lag 0), 하루 이전 (lag 1) 등 특정 시점의 노출에 의한 사망

상대위험비를 대푯값으로 나타내고 있어, 구성성분별 지연 구조 (lag 

structure)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넷째, 미세먼지 중,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 탄소성분, 이온성분을 중심으로 대부분 보고되어, 최근 독

성연구에서 제안하는 Ni, V 등 중금속을 포함한 건강영향 검토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었다 [34]. 다섯째, 초미세먼지 중, 높은 농도 혹은 높은 기여

도를 갖는 성분이 다른 성분보다 더 큰 독성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에 국내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 초미세먼지 

및 구성성분의 농도 혹은 기여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건강영향도 함께 증

가하는 양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 18 -

제 4 절 결론

  국내 대도시에서 초미세먼지의 화학적 구성성분을 수년간 모니터링한 

측정자료는 대기오염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평가에 유용한 자료원으로 사

용될 수 있다. 하지만, 도시별 비교 연구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측정지점, 

측정항목의 특성 파악 등 실측자료의 이해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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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초미세먼지 구성성분 노출과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성분측정망 자료 탐색

제 1 절 서론

  초미세먼지는 약 50가지 이상의 화학성분으로 구성된 복합 환경유해인

자로, 구성성분은 미세먼지의 발생지역, 계절,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는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황산염, 질산염 등과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알려

져 있다 [1]. 우리나라 6개 주요 지역에서 측정된 미세먼지의 구성비율은 

대기오염물질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가 58.3 %로 가장 높고, 탄소류

와 검댕 16.8 %, 광물 6.3 %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미세먼지 발생

이 작은 백령도에서는 탄소류 및 검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

※ 출처 :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2016)

Figure 3. Chemical composition of 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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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수도권 지역(구의, 구월, 고촌)에서 PM2.5 농도와 화학적 성분 

특성을 확인한 결과 (Figure 4)로, 초미세먼지는 NO3
-, SO4

2-, NH4
+, OC 

가 약 70 %를 차지하였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ug/m3 이상인 고농도 

대기오염 사례 시에는 질산염, 25-50 ug/m3 구간에서는 질산염, 황산염 

및 유기탄소가 주요 성분으로 나타나는 등 농도 수준에 따라 구성성분의 

차이를 보였다 [35].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PM-2.5) 2차 생성량 추정에 관한 연구(Ⅱ), 2016

세계보건기구 (WHO)의 미세먼지 권고기준은 일평균 및 연평균 농도를 

제시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행된 미세먼지의 장기/단기노출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선정된다. 그러나, 미세먼지 구성성분에 

대한 건강영향연구는 아직 미비하고, 그간의 연구결과는 국가와 지역 

Figure 4. Comparison of the ratio of PM2.5 components between a 

         high PM episode and clea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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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3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영향 분석에 앞서 초미세먼지 성분측정망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6개 대도시의 초미세먼지 및 구성성분 농도 

분포와 시계열 추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별 초미세먼지 농

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를 파악하고 발생원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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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본론

3.1. 연구자료

3.1.1 초미세먼지 성분측정망 운영 현황

  대기오염측정망은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 (2016-2020)을 근거

로 하며, 일반측정망과 집중측정망으로 구분하는 총 11개의 측정망(도시

대기, 교외대기, 국가배경농도, 도로변대기, 유해대기물질, 대기중금속, 광

화학대기오염물질, 산성강하물, 지구대기, PM2.5성분, 집중측정망)은 환경

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Figure 5). [22]. 

  본 연구에 이용한 「PM2.5 성분측정망」의 운영 목적은 인체위해도가 

높은 초미세먼지 (PM2.5)의 농도 및 성분 파악을 통한 배출원 규명이다.

측정소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을 근거로, 학교 및 공공기관

의 옥상에 설치되었고, 용도지역, 고정오염원, 주변 건물, 수목 및 도로 

영향 여부 등에 따른 측정소 위치, 시료 채취구 높이 및 방향의 적정성

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Table 2). 구성성분 모니터링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측정지점 3곳을 시작으로 점진적 확대되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36개의 측정소가 있으며, 질량농도 분석은 36개소, 성분측정 

(탄소, 이온, 원소성분)은 23개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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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지침, 2018

Table 2. Site list of PM2.5 chemical speciation network, 2017
Region Site name

서울(3) 구의※, 방화※, 불광※

부산(1) 연산※

대구(1) 대명※

인천(3) 구월※, 석모, 백령※

광주(2) 오룡※, 농성※

대전(2) 문화※, 구성※

울산(2) 신정※, 성안※

경기(3) 수운 신풍※, 이천 설성, 포천 관인

강원(3) 춘천 석사※, 고성 간성, 원주 치악산
충북(2) 청주 봉명※, 괴산 청천

충남(3) 천안 성황※, 공주 사곡, 태안 파도
전북(2) 전주 삼천※, 임실 운암

전남(2) 여수 여천※, 화순 송단

경북(2) 포항 대송※, 영덕 지품
경남(3) 창원 명서※, 거제 저구, 거창 남산

제주(2) 고산※, 봉성※

※성분농도 측정

Figure 5. Categories within the domestic air pollution meeasuremen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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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초미세먼지 및 구성성분 자료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PM2.5 성분측정망 

중, 6개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2011년 - 2015년 

측정자료를 이용하였다 (Table 3). 측정주기는 2011년 1월 1일부터 1일에 

1회 모니터링을 하였으나, 2014년 9월 1일부터 3일에 1회, 2017년부터 6

일에 1회로 2차례 변경되었다. 

Table 3. PM2.5 chemical monitoring sites in the six major cities

Cities Name
Measurement 

year
Address

서울 불광 2011~2015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산 연산 2013~2015 연제구 중앙대로 1065번길 14 연제초

대구 대명 2012~2015 남구 성당로 30길 55 성명초

광주 오룡 2011~2015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5 

대전 문화 2011~2015 중구 중앙로 12

울산 신정 2012~2015
남구 봉월로 20번길 9 신정2동 

주민센터

※ 서울(구의), 울산(성안) 지점 제외, 인천(구월)은 중금속 분석의 수가 적어 제외

3.1.3 초미세먼지 및 구성성분 분석방법

  초미세먼지 질량농도, 이온, 금속, 탄소성분 등 약 40개 항목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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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항목별 측정방법을 나타내었다 (Table 4). 초미세먼지 질량농도는 

20 ℃ 온도와 35 % 습도가 유지되는 칭량챔버 (MTL, US)를 이용하여 24

시간 동안 여지를 방치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이온 성분의 분석용 필터

는 Zelflour TM (47 mm, Pall co, US)를 사용하였고, 비커 바닥면에 여지

의 채취면이 닿게 한 후 에탄올 200 uL와 초순수 20 mL (비저항 18 M

Ω 이상) 를 넣은 후, 120분 동안 교반하여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필터 

(Toyo %C)로 여과한 후,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Dionex IC 2000) 를 사용

하여 음이온과 양이온을 분석하였다. 탄소성분은 열광학적 OC/EC 분석

으로 각기 다른 온도에서 유기탄소 (OC) 화합물과 원소성 탄소(EC)를 선

택적 산화에 기초하여 NIOSH-5040을 기반으로 분석하였고, OC 분석에 

이용된 표준용액은 sucrose (SIGMA, SS1174-500)을 사용하여 대기 중에

서 측정되는 농도에 따라 여러 농도의 표준용액을 만들고 검량선을 작성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원소성분은 채취된 시료를 Energy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ED-XRF)로 분석하였다. 초미세먼지 원소분석에는 

EPA(US)의 IO-3.6을 이용하였고, 정확한 농도 산출을 위한 표준물질은 

Nucleipore의 Aerosol membrane을 사용하였다 [17, 18, 22].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역학 및 독성연구에서 건강영향과 관련성을 보인 

PM2.5 질량농도 및 15가지 구성성분 (EC, OC, NO3
-, SO4

2-, NH4
+, Pb, Ni, Si, 

V, Cu, Zn, K, As, Fe, Mn)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디젤 및 가솔린 엔진

에 의한 배출과 관련된 EC 및 OC, 농축산업에 의한 NH4
+, 토양에 의한 Si, 

선박 및 발전소의 오일 연소와 관련된 Ni 및 V, 산업 배출과 관련된 Cu, 

Zn, Fe, Mn, 바이오매스 연소와 관련된 K 를 포함하였다 [27, 3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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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methods of PM2.5 chemical components 
Pollutant Lab analysis Unit

PM2.5 중량법 ug/m3

이온

성분

음이온 : SO4
2-, NO3

-, Cl-

IC,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 ug/m3

양이온 : Na+, K+,NH4
+,Ca2+,Mg2+ 

탄소

성분
EC, OC

Thermal/optical 

OC/EC analysis
ug/m3

원소

성분

Si, S, K, Ca, Sc, Ti, V, Cr, Mn, Fe, 

Co, Ni, Cu, Zn, As, Se, Br, Rb, Sr, 

Mo, Cd, Sn, Sb, Te, Cs, Ba, Hg, Pb

ED-XRF 

(Energy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Analyzer)

ng/m3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지침, 2018

3.2. 연구방법

  도시별 초미세먼지 및 구성성분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량

을 나타내었고, 초미세먼지 및 구성성분의 시계열 추이를 확인하기 위하

여 loess smooth (smooth=0.15)으로 평활화하였다. 또한, 인자분석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도시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의 주요 영향인자를 

파악하였다. 구성성분에 대한 인자분석은 초미세먼지 (PM2.5) 측정 횟수

와 비교하여, 결측치가 20 % 이상으로 확인된 일부 성분을 제외하고, 

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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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결과

3.3.1. 대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 및 구성성분의 기술통계

6개 대도시 초미세먼지 농도의 범위는 22.2 ~ 29.3 μg/m3 으로 대전에

서 가장 높았고, 표준편차 또한 크게 나타났다 (sd=18.9). 초미세먼지 평

균 농도는 한반도 중서부 지역 (서울, 대전, 광주)이 남동부 지역 (대구, 

울산, 부산)보다 높았고, 구성성분 중, EC, NO3
-, SO4

2- NH4
+, Pb, K 도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일부 성분은 특정 지역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대구는 OC 가 5.1 μg/m3 , Si 은 992.0 ng/m3, Cu

는 9.9 ng/m3, Zn 가 150.8 ng/m3, Fe 는 274.1 ng/m3, 항구도시인 부산은 Ni 

이 3.9 ng/m3, V 은 8.5 ng/m3, Mn 은 21.1 ng/m3, 울산은 As 가 6.8 

ng/m3 으로 6개 도시 중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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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daily PM2.5 mass and 15 PM2.5 component  

         concentrations in the six major cities from 2011 through 2015

Cities N Mean SD Min Median Max

PM2.5

(μg/m3)

Seoul 1,100 27.6 18.3 3.0 22.9 125.0

Busan 283 23.7 13.1 5.5 20.7 74.1

Daegu 495 25.3 15.5 3.0 21.1 92.0

Gwangju 1,002 27.0 16.3 4.4 23.5 104.3

Daejeon 941 29.3 18.9 3.8 25.2 152.2

Ulsan 488 22.2 12.1 3.1 19.5 77.1

EC
(μg/m3)

Seoul 1,098 1.8 0.9 0.2 1.5 6.1

Busan 283 0.8 0.6 0.0 0.6 4.3

Daegu 495 1.1 1.1 0.0 0.8 7.1

Gwangju 1,002 1.6 0.9 0.1 1.4 5.8

Daejeon 941 2.0 1.0 0.1 1.8 7.1

Ulsan 488 1.0 1.0 0.0 0.8 14.5

OC
(μg/m3)

Seoul 1,098 4.5 2.2 0.5 4.1 16.4

Busan 283 4.7 2.3 0.6 4.2 13.4

Daegu 495 5.1 3.0 0.3 4.4 19.3

Gwangju 1,002 4.5 2.0 0.8 4.2 14.3

Daejeon 941 4.6 2.1 0.5 4.3 14.8

Ulsan 488 3.9 2.2 0.2 3.5 24.3

NO3
-

(μg/m3)

Seoul 1,102 4.8 5.8 0.0 2.5 34.3

Busan 283 2.4 3.3 0.0 0.7 16.8

Daegu 494 3.3 4.6 0.0 1.2 35.1

Gwangju 999 4.0 5.0 0.0 2.1 31.2

Daejeon 939 5.2 6.2 0.0 2.9 40.9

Ulsan 487 1.7 2.6 0.0 0.4 14.4

SO4
2-

(μg/m3)

Seoul 1,102 6.4 5.1 0.0 4.7 35.5

Busan 283 6.1 4.8 0.6 4.5 34.0
Daegu 495 5.1 3.6 0.2 4.1 21.1

Gwangju 1,002 6.4 4.9 0.0 5.1 39.2

Daejeon 941 6.3 4.7 0.1 5.0 28.6

Ulsan 488 5.5 4.3 0.0 4.4 42.7

NH4
+

(μg/m3)

Seoul 1,102 3.3 2.7 0.0 2.5 18.4 
Busan 283 2.6 2.1 0.1 2.0 12.2 

Daegu 495 2.7 2.1 0.0 2.0 11.9 

Gwangju 1,002 3.2 2.5 0.0 2.6 21.6 

Daejeon 941 3.4 2.7 0.0 2.8 16.6 

Ulsan 488 2.2 1.7 0.0 1.7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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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Table 5. 

Cities N Mean SD Min Median Max

Pb
(ng/m3)

Seoul 1,088 31.2 26.9 0.1 24.8 207.8

Busan 282 24.0 17.3 0.5 19.9 122.6

Daegu 494 26.1 21.0 0.1 20.8 167.4

Gwangju 981 27.3 22.1 0.0 21.9 215.8

Daejeon 935 30.6 26.1 0.1 24.6 244.1
Ulsan 476 22.3 20.3 0.1 17.5 173.9

Ni
(ng/m3)

Seoul 1,019 2.0 1.8 0.0 1.5 15.6

Busan 277 3.9 3.0 0.0 3.0 16.1

Daegu 479 2.3 1.6 0.0 1.8 9.5

Gwangju 940 1.9 1.7 0.0 1.6 25.8

Daejeon 898 2.3 2.3 0.0 1.8 28.0

Ulsan 469 2.8 3.4 0.0 1.8 50.3

Si
(ng/m3)

Seoul 1,098 788.6 908.4 26.7 605.5 19,787.3

Busan 282 565.1 532.5 17.8 445.1 5030.8

Daegu 489 992.0 1477.1 18.5 512.9 10,392.4

Gwangju 994 691.0 859.5 29.4 523.8 14,703.4

Daejeon 939 680.1 749.6 2.7 544.9 11,411.2
Ulsan 487 586.2 580.3 1.8 455.0 5084.4

V
(ng/m3)

Seoul 922 5.1 5.2 0.0 3.4 40.2

Busan 282 8.5 8.9 0.0 5.4 51.1

Daegu 403 2.6 2.5 0.0 2.0 19.1

Gwangju 923 4.1 3.7 0.0 5.2 29.7

Daejeon 791 3.4 3.1 0.0 2.5 26.0

Ulsan 428 6.6 7.8 0.0 3.7 56.8

Cu
(ng/m3)

Seoul 1,073 8.3 6.4 0.1 6.8 57.5

Busan 279 7.5 5.5 0.2 6.2 46.7

Daegu 490 9.9 9.4 0.1 6.7 64.8

Gwangju 967 5.8 6.2 0.0 4.8 115.9

Daejeon 934 7.2 5.6 0.1 5.8 48.3
Ulsan 469 6.2 6.4 0.1 4.8 91.5

Zn
(ng/m3)

Seoul 1,094 75.2 51.4 2.7 66.5 492.1

Busan 283 78.4 49.0 7.5 70.1 409.3

Daegu 494 150.8 166.1 0.9 96.0 1442.6

Gwangju 992 71.6 46.3 1.2 63.3 388.2

Daejeon 941 73.9 49.2 1.1 62.1 381.3

Ulsan 488 64.6 46.3 2.1 54.6 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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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Table 5. 

Cities N Mean SD Min Median Max

K
(ng/m3)

Seoul 1,094 369.9 284.1 21.3 482.9 2,602.9

Busan 283 255.8 171.6 32.9 216.6 1,059.6
Daegu 495 306.3 227.4 3.5 238.4 1,413.0

Gwangju 990 344.2 282.3 0.3 286.7 3052.0

Daejeon 941 348.7 319.9 1.2 284.3 4537.4

Ulsan 488 217.7 164.0 14.0 177.4 1077.0

As
(ng/m3)

Seoul 992 5.0 3.9 0.0 4.1 36.7 
Busan 236 5.6 4.5 0.1 4.4 28.0 

Daegu 438 3.9 2.9 0.1 3.1 15.6 

Gwangju 849 3.9 2.6 0.0 3.3 20.7 

Daejeon 854 4.4 3.6 0.1 3.6 43.9 

Ulsan 407 6.8 9.4 0.0 3.8 88.4 

Fe
(ng/m3)

Seoul 1,094 174.9 144.7 4.5 147.6 2687.0 

Busan 283 197.5 145.0 29.0 169.9 1218.4 
Daegu 495 274.1 331.3 4.5 163.5 2024.7 

Gwangju 990 159.9 125.8 5.0 137.6 1920.3 

Daejeon 941 184.2 139.0 2.2 154.4 1516.6 

Ulsan 488 168.4 116.5 18.4 140.9 918.7 

Mn
(ng/m3)

Seoul 1,085 14.4 10.4 0.0 12.6 107.6 
Busan 283 21.1 13.6 1.5 18.3 68.6 

Daegu 493 19.6 15.1 0.5 15.0 85.3 

Gwangju 996 15.7 15.9 0.0 13.3 256.6 

Daejeon 936 14.1 10.3 0.1 11.8 85.1 

Ulsan 484 19.5 15.5 0.0 14.6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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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초미세먼지 및 구성성분의 시계열 추이

6개 대도시의 PM2.5 및 15개 구성성분의 농도 추이를 나타내었고, 스무

딩 라인을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 (Figure 6- 8, Figure S1-13). 초미세먼

지, NO3
-
, Pb, K 는 겨울에 높은 농도를 보이고 여름에는 낮은 계절적 경

향을 보였다. 또한, SO4
2-, Ni, V 는 여름철 농도가 높고 겨울에는 농도가 

낮은 역패턴을 나타내었으며, 일부 항목은 시간 경과에 따른 증감의 양

상이 도시마다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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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Figure 6.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PM2.5 

in 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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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EC

in 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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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NO3
- iin 

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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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인자분석을 이용한 지역별 초미세먼지 특성 

  6개 도시 전체 및 도시별 초미세먼지 구성성분에 대한 인자분석 결과,

마이너스(-)로 나타난 일부결과는 영으로 대체하여 나타내었다 (Table 

6-12). 6개 도시 전체 결과에서는 고유값 1 이상의 요인이 5개로 전체 

분산의 74.4 %를 설명하였으며, 인자 1은 38.3 %, 인자 2는 15.1 %, 인자 

3은 9.5 %, 인자 4는 6.3 %, 인자 5는 5.2 %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Table 6). 미국 EPA에서 제시한 오염원 분류표 (source profile) 및 

국내 자료를 이용한 배출원 배분법 연구결과를 근거로 발생원을 추정한 

결과, 인자 1에는 Cl-, NO3
-, NH4

+, OC, EC, K, Pb 으로 자동차, 2차 입자 

등, 인자 2와 3은, Si, Ca, Ti, Fe, V, Mn, Ni, Cu, As 로 토양 및 연소/산

업, 인자 4는 SO4
2-, NH4

+ 로 2차 입자, 인자 5는 Na+, Mg2+으로 해양과 

관련된 성분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은 도시별 차이를 나타내었고, 특히 한반도 

남동부 (부산, 울산, 대구)와 중서부 (서울, 대전, 광주) 지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Table 7-12). 서울은 고유값 1 이상의 요인이 4개로 전체 분산의 

75.1 %를 설명하였다. 인자 1은 Cl-, NO3
-, NH4

+, OC, EC, K, Mn, Zn, As,

Pb 로 자동차, 2차 입자, 토양, 연소/산업 등과 관련된 성분, 인자 2와 3

은 Si, Ca, Fe, SO4
2-, V, Ni, Cu 는 토양, 연소/산업, 2차 입자, 인자 4는 

Na+, Mg2+ 으로 해양 관련 성분이었다.

  부산은 고유값 1 이상의 요인이 6개로 전체 분산의 80.1 %를 설명하

였으며, 인자 1과 2는 NO3
-, OC, Mn, Fe, Ni, Cu, Zn, Si, K, Ca, Ti,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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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소/산업, 자동차, 토양과 관련된 성분, 인자 3은 SO4
2-, NH4

+ 으로

2차 입자, 인자 4는 Ni, V 으로 선박의 중유 연소에 의한 성분, 인자 5는 

Na+, Mg2+, Cl- 로 해양과 관련된 성분, 인자 6은 As, Pb 으로 연소/산업

관련 성분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대구는 4개 요인이 전체 분산의 73.9 %를 설명하였으며, 인자 1은 Si, 

K, Ca, Ti, Mn, Fe, Cu 로 연소/산업 관련 중금속 성분, 인자 2는 Cl-, 

NO3
-, OC, EC, Mn, Ni, Cu, Zn, Pb 으로 자동차, 연소/산업 관련 성분, 

인자 3은 NO3
-, SO4

2-, NH4
+, K, Pb 으로 2차 입자, 연소/산업 관련 성분, 

인자 4는 Ni, V, Mg2+ 으로 선박의 유류, 해양과 관련된 성분이었다. 

  광주는 5개 요인이 전체 분산의 78.6 %를 차지하였으며, 인자 1은 Cl-, 

NO3
-, NH4

+, OC, EC, K, Mn, Cu, Zn, As, Pb 으로 자동차, 2차 입자, 토

양, 연소/산업 관련 성분, 인자 2와 3은 Si, Ca, Ti, Fe, V, Ni, Cu, Zn 으

로 토양, 연소/산업 관련 성분, 인자 4와 5는 SO4
2-, Mg2+, Na+ 로 2차 입

자, 해양 관련 성분을 나타내었다. 

  대전은 4개 요인이 전체 분산의 74.4 %를 설명하였으며, 인자 1은 Cl-, 

NO3
-, Na+, OC, EC, As, Pb 으로 교통, 해양, 연소/산업 관련 성분, 인자 

2는 Si, Ca, Ti, Fe 으로 토양, 연소/산업 관련 성분, 인자 3과 4는 SO4
2-, 

NH4
+, K, V, Mn, Fe, Ni, Cu, Zn 으로 2차 입자, 연소/산업 관련 성분을 

나타내었다. 

  울산은 6개 요인이 전체 분산의 78.5 %를 설명하였고, 인자 1은 V, 

Mn, Ni, Cu, Zn, As, Pb 으로 연소/산업 관련 성분, 인자 2는 Si, K, Ca, 

Ti, Fe 로 토양, 연소/산업 관련 중금속 성분, 인자 3은 SO4
2-, NH4

+ 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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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입자, 인자 4는 Cl-, NO3
-, K 로 해양, 교통, 바이오매스 버닝(연소) 관

련 성분, 인자 5와 6은 Mg2+, EC, OC, Cl-, Na+ 으로 교통, 해양 관련 성

분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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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actor analysis for trace elements, ionic species, OC, and EC  

         of PM2.5 in the six major cities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Cl- 0.722 0.000 0.018 0.000 0.259 

NO3
- 0.859 0.051 0.069 0.054 0.060 

SO4
2- 0.418 0.061 0.259 0.764 0.056 

Na+ 0.207 0.000 0.028 0.000 0.733 

NH4
+ 0.761 0.051 0.195 0.524 0.000

Mg2+ 0.000 0.195 0.109 0.263 0.695

OC 0.665 0.092 0.284 0.067 0.087 

EC 0.754 0.021 0.019 0.108 0.000

Si 0.084 0.929 0.052 0.149 0.073 

K 0.675 0.451 0.097 0.267 0.143 

Ca 0.032 0.949 0.072 0.000 0.036 

Ti 0.039 0.960 0.134 0.022 0.065 

V 0.000 0.000 0.732 0.451 0.054 

Mn 0.377 0.457 0.659 0.000 0.091 

Fe 0.220 0.896 0.319 0.000 0.044 

Ni 0.053 0.108 0.851 0.150 0.000

Cu 0.467 0.304 0.635 0.000 0.012 

Zn 0.409 0.373 0.496 0.000 0.006 

As 0.281 0.059 0.549 0.124 0.332 

Pb 0.696 0.258 0.373 0.156 0.161 

Eigenvalue 7.7 3.0 1.9 1.3 1.0 

Variance(%) 38.3 15.1 9.5 6.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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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actor analysis for trace elements, ionic species, OC, and EC 

         of PM2.5 in Seoul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Cl- 0.507 0.043 0.000 0.645

NO3
- 0.782 0.050 0.160 0.296 

SO4
2- 0.456 0.000 0.658 0.000

Na+ 0.105 0.074 0.123 0.826 

NH4
+ 0.757 0.000 0.499 0.000 

Mg2+ 0.100 0.461 0.126 0.285 

OC 0.810 0.054 0.133 0.086 

EC 0.755 0.000 0.000 0.005 

Si 0.070 0.939 0.063 0.000

K 0.722 0.457 0.167 0.215 

Ca 0.009 0.962 0.000 0.042 

Ti 0.088 0.974 0.021 0.004 

V 0.000 0.039 0.918 0.031 

Mn 0.603 0.562 0.366 0.195 

Fe 0.263 0.921 0.201 0.068 

Ni 0.149 0.141 0.910 0.094 

Cu 0.426 0.231 0.555 0.285 

Zn 0.592 0.281 0.486 0.198 

As 0.737 0.214 0.055 0.090 

Pb 0.766 0.266 0.309 0.218 

Eigenvalue 8.6 3.4 2.0 1.1 

Variance(%) 43.2 16.8 9.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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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Factor analysis for trace elements, ionic species, OC, and EC 

        of PM2.5 in Busan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Cl- 0.242 0.000 0.113 0.000 0.809 0.000

NO3
- 0.578 0.181 0.410 0.000 0.081 0.000

SO4
2- 0.134 0.141 0.833 0.388 0.153 0.086 

Na+ 0.082 0.058 0.213 0.000 0.900 0.080 

NH4
+ 0.384 0.154 0.864 0.079 0.136 0.062 

Mg2+ 0.000 0.155 0.000 0.271 0.511 0.172 

OC 0.556 0.070 0.210 0.114 0.031 0.052 

EC 0.499 0.078 0.415 0.169 0.045 0.000 

Si 0.108 0.907 0.183 0.146 0.068 0.040 

K 0.419 0.550 0.473 0.000 0.046 0.006 

Ca 0.220 0.920 0.060 0.000 0.026 0.024 

Ti 0.280 0.931 0.066 0.055 0.039 0.047 

V 0.144 0.019 0.215 0.874 0.000 0.036 

Mn 0.829 0.326 0.091 0.157 0.096 0.019 

Fe 0.635 0.729 0.124 0.087 0.052 0.000

Ni 0.509 0.154 0.161 0.746 0.000 0.000 

Cu 0.716 0.405 0.200 0.000 0.053 0.262 

Zn 0.776 0.374 0.147 0.219 0.074 0.175 

As 0.081 0.000 0.022 0.065 0.129 0.951 

Pb 0.415 0.378 0.494 0.000 0.000 0.514 

Eigenvalue 8.2 2.1 2.1 1.5 1.2 1.0 

Variance(%) 40.8 10.5 10.4 7.3 5.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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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Factor analysis for trace elements, ionic species, OC, and EC  

         of PM2.5 in Daegu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Cl- 0.000 0.760 0.191 0.000 

NO3
- 0.034 0.557 0.648 0.000 

SO4
2- 0.120 0.051 0.779 0.423 

Na+ 0.212 0.109 0.475 0.096 

NH4
+ 0.075 0.462 0.835 0.082 

Mg2+ 0.000 0.000 0.055 0.579 

OC 0.009 0.741 0.311 0.081 

EC 0.044 0.728 0.243 0.000 

Si 0.962 0.034 0.174 0.071 

K 0.587 0.352 0.556 0.063 

Ca 0.971 0.010 0.117 0.012 

Ti 0.971 0.059 0.151 0.052 

V 0.112 0.018 0.191 0.807 

Mn 0.641 0.616 0.253 0.246 

Fe 0.947 0.190 0.164 0.109 

Ni 0.458 0.543 0.129 0.543 

Cu 0.503 0.696 0.137 0.000 

Zn 0.387 0.550 0.059 0.228 

As 0.343 0.406 0.489 0.213 

Pb 0.400 0.517 0.589 0.069 

Eigenvalue 9.0 3.1 1.7 1.0 

Variance(%) 45.0 15.3 8.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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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Factor analysis for trace elements, ionic species, OC, and EC 

          of PM2.5 in Gwangju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Cl- 0.736 0.020 0.000 0.000 0.384 

NO3
- 0.854 0.034 0.016 0.057 0.087 

SO4
2- 0.439 0.014 0.432 0.597 0.000

Na+ 0.104 0.017 0.031 0.123 0.875

NH4
+ 0.787 0.000 0.236 0.349 0.000 

Mg2+ 0.043 0.266 0.041 0.742 0.259 

OC 0.710 0.062 0.208 0.083 0.000

EC 0.831 0.104 0.003 0.000 0.000

Si 0.108 0.942 0.085 0.145 0.000 

K 0.640 0.429 0.231 0.233 0.006 

Ca 0.111 0.948 0.111 0.084 0.058 

Ti 0.045 0.967 0.116 0.102 0.025 

V 0.027 0.136 0.872 0.204 0.000

Mn 0.562 0.480 0.439 0.000 0.153 

Fe 0.273 0.900 0.275 0.017 0.053 

Ni 0.238 0.219 0.858 0.039 0.019 

Cu 0.640 0.236 0.507 0.000 0.167 

Zn 0.615 0.344 0.525 0.000 0.137 

As 0.670 0.193 0.258 0.266 0.147 

Pb 0.672 0.275 0.316 0.142 0.140 

Eigenvalue 8.8 3.0 1.7 1.1 1.0 

Variance(%) 44.0 15.2 8.5 5.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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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Factor analysis for trace elements, ionic species, OC, and EC 

          of PM2.5 in Daejeon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Cl- 0.765 0.000 0.000 0.383 

NO3
- 0.619 0.000 0.420 0.401 

SO4
2- 0.135 0.093 0.887 0.043 

Na+ 0.673 0.077 0.000 0.000

NH4
+ 0.266 0.000 0.839 0.302 

Mg2+ 0.454 0.292 0.103 0.000

OC 0.618 0.094 0.407 0.271 

EC 0.567 0.000 0.459 0.220 

Si 0.055 0.932 0.180 0.054 

K 0.485 0.433 0.555 0.236 

Ca 0.097 0.937 0.012 0.131 

Ti 0.086 0.957 0.045 0.147 

V 0.000 0.341 0.580 0.251 

Mn 0.410 0.380 0.269 0.708 

Fe 0.247 0.721 0.124 0.571 

Ni 0.000 0.097 0.163 0.782 

Cu 0.491 0.165 0.180 0.715 

Zn 0.478 0.256 0.363 0.624 

As 0.739 0.120 0.320 0.179 

Pb 0.594 0.193 0.469 0.452 

Eigenvalue 9.1 2.9 1.7 1.2 

Variance(%) 45.4 14.5 8.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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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Factor analysis for trace elements, ionic species, OC, and EC  

         of PM2.5 in Ulsan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Cl- 0.002 0.010 0.000 0.511 0.046 0.734 

NO3
- 0.026 0.077 0.219 0.855 0.048 0.102 

SO4
2- 0.326 0.165 0.847 0.022 0.245 0.074 

Na+ 0.096 0.083 0.214 0.000 0.000 0.868 

NH4
+ 0.272 0.170 0.789 0.388 0.210 0.070 

Mg2+ 0.031 0.000 0.111 0.000 0.584 0.324 

OC 0.275 0.255 0.100 0.232 0.685 0.000

EC 0.132 0.038 0.148 0.095 0.728 0.000 

Si 0.118 0.918 0.180 0.041 0.063 0.029 

K 0.065 0.582 0.405 0.506 0.155 0.046 

Ca 0.015 0.922 0.015 0.034 0.007 0.054 

Ti 0.137 0.880 0.035 0.000 0.030 0.008 

V 0.731 0.026 0.311 0.000 0.082 0.068 

Mn 0.753 0.262 0.096 0.217 0.305 0.000 

Fe 0.451 0.773 0.109 0.187 0.257 0.017 

Ni 0.819 0.044 0.000 0.000 0.070 0.004 

Cu 0.853 0.155 0.000 0.142 0.095 0.000 

Zn 0.766 0.262 0.297 0.242 0.240 0.031 

As 0.797 0.000 0.246 0.000 0.005 0.076 

Pb 0.674 0.215 0.421 0.339 0.053 0.082 

Eigenvalue 7.6 2.7 1.9 1.3 1.1 1.0 

Variance(%) 37.9 13.6 9.5 6.7 5.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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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찰

본 장에서는 2011년부터 측정을 시작한 대도시 성분측정망의 운영 현

황을 확인하였고, 선행연구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분으로 보

고된 15가지 (EC, OC, NO3
-, SO4

2-, NH4
+, Pb, Ni, Si, V, Cu, Zn, K, As, 

Fe, Mn)를 중심으로 지역별 구성성분의 농도 분포와 시계열 추이 등 특

성을 탐색하여 지역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약 20가지

의 구성성분에 대한 인자분석으로 도시별 초미세먼지의 특성을 추정하고 

중서부(서울, 대전, 광주)지역과 남동부(대구, 울산, 부산) 지역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국내 6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약 25 ug/m3 으로, 미국 및 

유럽지역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6, 25]. 구성성분 농도의 국

내 지역 간 비교결과로, EC, NO3
-, SO4

2-, NH4
+, Pb, K 등의 일부 성분이 

중서부 지역(서울, 대전, 광주)에서 남동부 지역(대구, 울산, 부산) 보다 높

게 나타났다. 미국의 2 도시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공업도시 디트로이트

에서는 PM2.5, EC, Al, Fe, K, S, Si, Zn 가, 항구도시 시애틀에서는 Na, Ni, 

V 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27], 이는 본 연구에서 국내 주요 항

구도시인 부산 및 울산에서 Ni, V 이 높게 확인된 점과 유사하였다. 초미

세먼지 및 구성성분의 일별 농도를 평활화하였을 때, 초미세먼지 (PM2.5)

는 전 지역에서 여름에 낮고, 겨울에 높게 나타나는 계절적 변이가 뚜렷

하였고, 일부 성분은 여름 혹은 겨울 등의 특정 계절에 6개 도시에서 높

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성성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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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변이와 증감의 양상이 도시에 따라 매우 다양하였다. 

  인자분석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도시별 초미세먼지 특성을 확인

한 결과, 한반도 남동부 (부산, 울산, 대구)지역과 중서부 (서울, 대전, 광

주)지역의 오염원 차이를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은 자동차, 연소/산

업 등의 요인과 관련되었고, 부산과 울산은 선박 등의 연소/산업과 관련

된 중금속이 주요 인자로 확인되었다. 미세먼지 (PM10)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2016년 9월- 2017년 8월 측정)에서 광주지역의 주요 인자로 자동차, 

2차 입자, 토양, 해양, 산업, 난방 관련 성분으로 나타내었다 [38]. 이는 

본 연구에서의 측정지점(광주), 측정기간, 입자의 크기에 차이가 있으나, 

주요 오염원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인자분석은 상관행렬 구조로 통계적 모형을 구축하고, 변수의 갯수가 

많은 경우에 공분산 또는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인자라고 부르는 소수의 

공통적인 변수로 자료의 특성을 설명한다. 특히, 방대한 환경자료 해석

에 주로 사용되지만, 공분산 행렬에 의존하여 불충분한 정보, 음수의 인

자부하량, 회전시 발생하는 모호성(Rotational Ambiguity)을 내포함에 따

라 물리적으로 완벽한 인자해석을 할 수 없으므로 오염원의 기여도를 정

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후 연구로 

인자분석보다 진보된 수용모델 (Positive Matirix Factorization, PMF)의 활

용을 제안할 수 있다. 수용모델은 질량보전을 가정하고, 수용점에서 가

스상, 입자상 오염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질량수지분석 (Mass 

Balance Analysis)을 통해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을 파악하고,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이다. 수용모델은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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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량이 항상 양의 값으로 산출되며 상관행렬이 아닌, 개별 자료의 오차 

추정값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인자분석에서 검토할 수 없었던 검출한

계 이하의 자료를 반영한 값으로 추정 가능한 장점이 있다 [39].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PM2.5 성분측정망」 자료는 전국에 설치·운영

되는 국내 유일의 측정망으로, 약 40여가지 화학적 성분의 실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를 이용하면 단기 뿐만 

아니라 장기 노출을 평가할 수 있어 코호트 등의 다양한 자료와 함께 활

용 가능하다. 초미세먼지 성분측정망은 미세먼지의 발생원 규명을 위한 

필수 자료이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확인하는 등의 보건학적 

활용 범위가 넓은 자료이다. 추후 우리나라 성분측정망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본 자료의 탐색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관점의 건강영향을 평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초미세먼지 성분측정망 수가 점진

적으로 확대 설치됨에 따라, 구성성분 측정주기가 당초 매일에서, 3일에 

1회, 6일에 1회로 2차례에 걸쳐 변경된 바 있다. 이는, 시계열 모형을 이

용한 일주일 이내 단기 노출에 따른 추정 및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결측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측정 초기에는 서울의 모니터링 

지점으로 불광 지점이 유일하여 서울의 대표 노출 농도로 사용하였으나, 

2019년에는 불광, 방화, 구의 3지점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향후, 대도시 

구성성분 농도의 대표값 산출을 위해서는 도시 내 다양한 지점의 구성성

분 농도 분포, 경향 비교 및 자료 통합 등에 대한 자료처리 방법의 모색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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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론

  대도시 초미세먼지 성분측정망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별 오염원 

특성, 구성성분의 농도 수준과 변이에 대한 이해 및 측정망 수의 점진적 

확대에 따른 도시 내 2지점 이상의 측정자료에 대한 통합방법 모색이 필

요하다. 또한, 측정주기가 당초 매일에서, 3일, 그리고 6일로 변경됨에 

따라 자료분석 시 결측치 처리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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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초미세먼지 구성성분의 단기 노출과 사망의 

관련성: 6개 대도시 비교 

제 1 절 서론

  선행 역학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PM2.5)의 단기 노출과 사망 또는 이환

의 연관성은 초미세먼지의 일부 화학성분에 의한 가능성이 보고되었다 [20, 

24-27]. 대기 중 초미세먼지는 탄소, 미량의 원소 및 이온 등 많은 화학성

분이 혼합되어 있고, 구성성분은 각각의 오염원에 기인하므로 초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에서 특히 구성성분의 확인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

어, 선행연구에서는 디젤 배기가스에서 주로 배출되는 원소탄소 (element 

carbon, EC)는 다른 성분에 비해 심혈관계 사망률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

로 나타났고 [20, 24, 28, 36, 40]. 이는 디젤 배기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효

율적인 연료 및 배출제어 장치 개발 등 정책 시행의 근거가 되었다.

  초미세먼지 구성성분은 지역에 따라 배출원이 다르므로 대기오염물질

의 농도와 조성의 차이를 나타내며 건강영향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메타분석 결과에서 초미세먼지 구성성분 농도 증가에 

따른 사망은, 북미 및 유럽의 초미세먼지 및 원소탄소 (EC) 의 위험이 

서태평양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 (대륙)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20].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로 관찰된 화학성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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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이나 이환율 증가와도 강한 관련성을 보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69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기오염 노출과 유병 및 사망 연구

(NMMAPS) 에서 뉴욕은 다른 도시에 비해 니켈 (Nickel, Ni) 및 바나듐 

(Vanadium, V)의 농도가 높았고, 이는, 비사고 사망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었다 [34, 41]. 미국의 두 도시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시애틀은 디트

로이트보다 초미세먼지 중, 칼륨 (Potassium, K), 니켈 (Ni) 및 EC의 농도

가 더 높게 나타났고, 이들 성분 증가에 따른 비사고 사망 또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7]. 그러나 초미세먼지 중, 높은 농도 혹은 높은 기

여도를 갖는 성분이 다른 성분보다 더 큰 독성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

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의 초미세먼지 화학적 구성

성분에 따른 건강영향연구 사례는 있었으나, 구성성분 자료의 부재로 일

부 아시아 국가에서 단일도시 연구만 확인되었다 [30, 31, 33, 42-44]. 우

리나라는 2011년부터 초미세먼지의 질량농도 및 구성성분 농도를 모니터

링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초미세먼지 성분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

다. 측정망은 주요 대도시에 하나 이상의 측정소를 포함하고, 약 40가지

의 구성성분 농도를 측정하므로 [22], 다양한 오염원이 있는 여러 도시의 

화학적 구성성분 및 건강영향 비교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6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구성성분

에 대한 단기 노출과 사망의 연관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초미세

먼지 중, 특정 구성성분의 기여도가 높은 도시에서 더 큰 건강영향을 나

타내는지 확인하였다.



- 51 -

제 2 절 본론

4.1. 연구자료

4.1.1 초미세먼지 구성성분 자료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 (IRB 

no.E1905/002-001). 성분측정망 운영기간의 지역 간 차이가 있어, 6개 도

시에서 비교 가능한 2013년 – 2015년 (3년간)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초미세먼지 구성성분으로 EC, OC, 질산염 (NO3
-), 황산염 (SO4

2-), 암모늄

(NH4
+), 납 (Pb), 니켈 (Ni), 실리콘 (Si), 바나듐 (V), 구리 (Cu), 아연 (Zn), 

칼륨 (K), 비소(As), 철 (Fe), 망간 (Mn)을 포함하였다 [27, 32, 37].

4.1.2 사망자료

  미세먼지 구성성분에 의한 단기 노출의 사망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생한 전체 사망 중,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에 발생한 

비사고 사망, 심혈관계 사망, 호흡기계 사망을 선택하였다. 사망원인은 

질병 및 관련 건강문제의 국제 통계분류 10차 개정판 (International 

Statistical of Disease and Related Health Problem 10th Revision, ICD-10)

을 근거로, 비사고 사망은 A00–R99, 심혈관계 사망은 I00–I99, 호흡기계 사

망은 J00–J99 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대도시 미세먼지 구성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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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기 노출 영향 확인을 위한 첫번째 연구로 기존 연구에서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 사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4.1.3 기상자료

기상청에서 6개 도시에 대하여 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로 시간별 측정한 기온 (℃), 상대습도 (%) 자료를 일별로 가공하

여 사용하였다. 

4.2 연구방법

  기상, 사망, 대기오염물질 자료를 일별 자료로 가공하여, 지역별 구성

성분의 평균 농도와 표준편차, 일평균 기온, 습도, 사망원인별 일사망자

를 나타내었다. 일반화 부가모형 (GAM, Generalized additive model)을 

이용하였고, 장기간의 경향, 요일 및 기상 (기온, 습도)을 고려하여 초미

세먼지와 구성성분의 단기 노출과 사망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45]. 시

간 및 기온과 사망자 수의 비선형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16가지 대기

오염물질과 3가지 사망원인 (총사망, 심혈관계, 호흡기계)에 각각 적용하

였다. 시간과 기온의 비선형 추세는 자유도 (df) 18 (연간 자유도 6)의 회

귀 스플라인으로 분석하였다. 대기오염의 지연효과는 사망 당일에서 이

전 7일 (lag 0 - lag 7) 사이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이용하여 추정하였

다. 또한, 며칠 혹은 일주일의 노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 3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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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0 - 3일, 0 – 7일)의 이동평균을 계산하였다. 각 오염물질 농도의 

사분위수 범위 (IQR) 증가에 따른 상대위험도 (Relative Risk, RRs)와 95 

% 신뢰구간 (CIs)을 나타내어 지역 간 비교하였으며, 6개 대도시에서의 

구성성분 증가에 따른 사망상대위험비 (RRs)는 당일 (lag 0, 부산 등 5개 

도시) 및 1일 전 (lag 1, 서울)으로 나타내었다. 

Model:

1 2 1 2log( ) ( tan ) ( ) ( log ) ( )Numberof Death AirPollu t Day ofWeek S Meteoro y S Timeb b= + + +

  15가지 구성성분 중,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구성성분 농도의 비 

(Ratio: components concentrations/PM2.5 concentrations)가 증가할수록 사

망상대위험비 (RRs)가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통계모형 선

택 및 연구에 포함한 측정자료 기간에 대한 2가지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였다. 첫째로, 최종 모형에 선택한 연간 자유도 (df = 6)보다 작거나 더 

큰 값을 사용하여 자유도 변경 (df= 2, 4, 12)에 따른 RR 결과를 비교하

였다. 두 번째로, 구성성분 자료를 전체 측정기간 (2011~2015년) 으로 확

대하여 본 연구에서 포함한 측정기간 (2013 - 2015) 결과와 비교하였다. 

(측정자료 기간: 서울, 광주, 대전 2011 - 2015년, 대구와 울산 2012 - 

2015년, 부산 2013 - 2015).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와 R (version 3.1.2, R Core Team 2014, Vienna, 

Austria)의 “mgcv”와 “dlnm” 패키지 ( R Core Team, 2014, Vi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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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ia)로 수행하였다.

4.3. 연구결과

4.3.1. 국내 대도시의 초미세먼지 및 구성성분 농도

  6개 대도시의 초미세먼지 및 15개 구성성분의 평균 농도와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Table 13). 2013년 - 2015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6개 

도시에서 22.3μg/m3–27.9μg/m3 로, WHO의 권고기준인 25μg/m3 와 비

슷하거나 조금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한국

의 중서부 지역 (서울, 대전, 광주)에 위치한 도시에서 높게 나타났고, 표

준편차도 서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sd = 18.5 μg/m3). 반면, 남동부 

지역 (부산, 대구, 울산)의 평균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변이도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OC 와 일부 중금속을 제외한 초미세먼지 구성

성분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내었고, 중금속 등의 일부 성분은 특정 도시에

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부산은 Ni, V, Fe, Mn 농도가 높

았고, 다른 항구도시인 울산은 초미세먼지 및 대부분의 구성성분 농도가 

가장 낮았지만, 두 번째로 높은 Ni 와 V 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대

구에서는 OC 와 Zn 가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일 사망자는 서울에서 가장 많았고, 하루에 104건의 총 사망자 중, 심

혈관 및 호흡기계 질환 사망이 각각 22명, 9명으로 나타났다 (Table 15). 

또한, 심혈관계 일사망자는 총사망자의 1/4에서 1/3을 차지하였다.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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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도시에 비해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이는 젊은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울산 평균연령 37.4세, 다른 5개 도시는 

37.5-41.4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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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of daily concentrations of PM2.5 and components for 2013-2015

City N PM2.5

PM2.5 components

EC OC NO3
- SO4

2- NH4
+ Pb Ni Si V Cu Zn K As Fe Mn

Seoul 517
27.1
(18.5)

1.9 
(0.9)

4.8
(2.3)

4.7 
(5.8)

6.9 
(5.7)

3.6
(3.0) 

28.8
(29.1)

2.2 
(2.1)

768.3
(629.4)

5.7
(5.8)

7.9
(7.1)

67.9
(54.1)

349.8
(264.7) 

4.3
(3.4) 

154.8
(123.6) 

12.9
(11.3) 

Busan 283 23.7
(13.1) 

0.8 
(0.6)

4.7
(2.3) 

2.4 
(3.3)

6.1 
(4.8)

2.6
(2.1) 

24.0 
(17.3)

3.9
(3.0)

565.1
(532.5) 

8.5
(8.9) 

7.5
(5.5) 

78.4 
(49.0)

255.8
(171.6) 

5.6
(4.5) 

197.5
(145.0) 

21.1
(13.6) 

Daegu 286 23.4
(14.0) 

0.8 
(0.9)

5.0
(3.1) 

2.6
(3.7)

4.8
(3.4) 

2.4
(1.9) 

22.7
(17.5) 

2.0 
(1.4)

564.1 
(488.4)

2.6 
(2.4)

7.1
(7.1) 

134.9 
(138.1)

261.3 
(182.5)

3.5
(2.4)

157.9
(106.5) 

15.6
(11.1) 

Gwangju 486 26.0 
(16.5)

1.8
(1.1) 

4.5
(1.8) 

3.4 
(4.9)

6.7
(5.6) 

3.3
(2.8) 

28.9
(24.8) 

1.9
(2.0) 

801.7 
(682.0)

4.1
(3.9) 

6.1 
(8.1)

69.2 
(45.0)

352.3 
(268.5)

3.9
(2.8) 

162.9
(109.8) 

16.2
(20.9) 

Daejeon 437 27.9
(17.0)

2.2
(1.0) 

4.7
(1.8)

4.5
(5.9) 

6.7
(5.1) 

3.5
(2.8) 

27.5
(24.5)

2.1 
(2.3)

744.8 
(766.2)

3.6
(3.1) 

6.1 
(5.1)

64.4
(44.2) 

328.8 
(251.1)

3.9
(3.0) 

167.0
(130.7) 

12.2
(9.7) 

Ulsan 247 22.3 
(12.9)

0.7
(0.6)

3.8
(2.1) 

1.8 
(2.7)

5.6 
(4.5)

2.3
(1.8) 

21.9 
(21.2)

2.8
(2.7) 

646.2
(676.3)

6.3
(8.0) 

5.7 
(5.5)

65.1
(50.6) 

224.7 
(163.5)

6.9
(9.8) 

163.1
(126.3) 

18.8
(16.0) 

EC = elemental carbon; OC = organic carbon; NO3
− = nitrate; SO4

2− = sulfate; NH4
+ = ammonium; Pb = lead; Ni = nickel; Si = silicon; 

V = vanadium; Cu = copper; Zn = zinc; K = potassium; As = arsenic; Fe = Iron; Mn = Mang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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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Interquartile range concentrations of PM2.5 and 15 PM2.5 components in six major cities for 2013-2015

PM2.5

PM2.5 components

EC OC NO3 SO4
2- NH4

+ Pb Ni Si V Cu Zn K As Fe Mn

Seoul 21.7 1.1 2.8 6.2 6.5 3.5 23.5 2.3 627.7 6.3 6.9 55.6 286.3 3.9 116.5 10.9

Busan 16.6 0.7 3.2 3.1 5.6 2.6 19.4 3.8 443.3 9.7 6.0 61.8 214.1 5.3 158.1 17.0

Daegu 18.1 0.7 3.5 3.7 4.2 2.2 21.2 1.6 414.9 2.6 5.9 124.6 238.2 3.5 124.0 12.1

Gwangju 19.3 1.4 2.5 4.3 5.9 2.5 25.0 1.6 698.1 3.9 3.8 51.5 294.0 3.2 101.9 10.8

Daejeon 21.4 1.4 2.4 6.0 6.0 2.9 26.7 1.9 586.5 3.5 4.4 51.7 287.7 3.8 114.9 9.7

Ulsan 18.1 0.5 2.9 2.1 4.7 2.1 21.3 2.8 504.4 7.5 5.3 56.7 204.5 6.5 127.5 18.4

EC = elemental carbon; OC = organic carbon; NO3
− = nitrate; SO4

2− = sulfate; NH4
+ = ammonium; Pb = lead; Ni = nickel; Si = silicon; 

V = vanadium; Cu = copper; Zn = zinc; K = potassium; As = arsenic; Fe = Iron; Mn = Mang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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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Means of daily mortality and weather variables in each of the  

          six major cities for the period from 2013 to 2015.

Mortality Meteorology

Non-
Accidental CVD RD Temp (°C) RH (%)

Seoul 104.2 21.9 9.2 13.2 60.9

Busan 50.3 14.0 5.0 15.3 63.5

Daegu 31.4 8.7 3.4 15.0 59.3

Gwangju 17.3 4.1 2.2 14.4 66.7

Daejeon 16.2 3.6 2.0 13.5 71.7

Ulsan 11.6 3.3 1.7 14.9 63.1

CVD = cardiovascular disease; RD = respiratory disease; Temp = temperature; 

RH = relative humidity. Six cities ordered by population pro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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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초미세먼지 및 구성성분의 상관성 분석

  6개 도시의 초미세먼지와 구성성분의 상관관계에 대해 중앙값과 범위

로 나타내었다 (Table 16). PM2.5 는 OC, NO3
-, NH4

+, Pb, K 와 높은 상관

성을 보였다 (중앙값 r = 0.72-0.85). PM2.5 와 Ni 및 V 의 상관성은 낮았

으나 (중앙값 r = 0.39-0.50), 두 성분 간의 상관성은 높게 나타났다 

(0.75). V 등과 같은 일부 성분은 초미세먼지와의 상관성의 범위가 6개 

도시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EC, OC, NO3
-, As 등은 도시 간 변이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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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Medians and ranges of correlation coefficients of pairs of PM2.5 and 15 PM2.5 chemical components in the six major cities 
from 2013 to 2015.

　 EC OC NO3
- SO4

2- NH4
+ As Pb Ni Si V Cu Zn K Fe Mn

PM2.5
0.58 

(0.41–0.78)
0.72 

(0.48–0.83)
0.76 

(0.49–0.85)
0.68 

(0.57–0.74)
0.85

(0.71-0.92)
0.66

(0.11-0.79)
0.72 

(0.61–0.81)
0.50 

(0.42–0.57)
0.52 

(0.41–0.62)
0.36 

(0.20–0.45)
0.57 

(0.33–0.62)
0.68 

(0.56–0.76)
0.76 

(0.63–0.81)
0.65

(0.58-0.75) 
0.63

(0.31-0.75) 

EC 0.62 
(0.08–0.77)

0.46 
(0.25–0.70)

0.34 
(0.27–0.40)

0.46
(0.41-0.62)

0.35
(-0.02-0.63)

0.46 
(0.27–0.61)

0.23 
(0.10–0.31)

0.19 
(0.04–0.42)

0.15 
(0.01–0.19)

0.36 
(0.21–0.49)

0.42 
(0.29–0.58)

0.49 
(0.25–0.67)

0.41
(0.28-0.49) 

0.39
(0.26-0.54)

OC 0.60 
(0.39–0.69)

0.37 
(0.29–0.53)

0.60
(0.39-0.70)

0.51
(0.13-0.69)

0.55 
(0.31–0.68)

0.35 
(0.22–0.49)

0.38 
(0.34–0.45)

0.25 
(0.13–0.34)

0.45 
(0.28–0.53)

0.54 
(0.46–0.65)

0.63 
(0.39–0.71)

0.51
(0.40-0.61) 

0.49
(0.23-0.66) 

NO3
- 0.32 

(0.20–0.42)
0.79

(0.59-0.80)
0.47

(0.04-0.64)
0.59 

(0.41–0.72)
0.24 

(0.08–0.42)
0.27 

(0.13–0.34)
0.07 

(−0.14–0.28)
0.52 

(0.26–0.56)
0.50 

(0.35–0.59)
0.62 

(0.52–0.67)
0.47

(0.30-0.51)
0.52

(0.23-0.59)

SO4
2- 0.85

(0.79-0.91)
0.47

(0.16-0.53)
0.50 

(0.42–0.57)
0.46 

(0.24–0.52)
0.37 

(0.32–0.44)
0.48 

(0.36–0.53)
0.32 

(0.15–0.44)
0.48 

(0.27–0.55)
0.46 

(0.44–0.49)
0.38

(0.32-0.46)
0.39

(0.12-0.47)

NH4
+ 0.53

(0.15-0.69)
0.67 

(0.55-0.70)
0.44

(0.25-0.53) 
0.36

(0.28-0.42) 
0.35

(0.27-0.46) 
0.47

(0.24-0.57) 
0.58

(0.44-0.63) 
0.61

(0.58-0.67)
0.49

(0.43-0.59) 
0.53

(0.18-0.62) 

As 0.69
(0.48-0.85)

0.41
(0.12-0.62)

0.45
(0.11-0.54) 

0.33
(0.13-0.61) 

0.51
(0.30-0.84) 

0.59
(0.24-0.80) 

0.57
(0.05-0.73) 

0.52
(0.08-0.54) 

0.54
(0.11-0.65) 

Pb 0.46 
(0.30–0.62)

0.47 
(0.36–0.51)

0.35 
(0.11–0.54)

0.70 
(0.46–0.85)

0.72 
(0.58–0.87)

0.72 
(0.57–0.81)

0.68
(0.61-0.75)

0.73
(0.35-0.80)

Ni 0.36 
(0.20–0.45)

0.75 
(0.46–0.91)

0.58 
(0.40–0.72)

0.61 
(0.41–0.70)

0.38 
(0.24–0.48)

0.59
(0.51-0.67) 

0.61
(0.55-0.70)

Si 0.44 
(0.23–0.50)

0.39 
(0.25–0.47)

0.48 
(0.34–0.58)

0.67 
(0.62–0.74)

0.74
(0.69-0.82)

0.47
(0.39-0.50)

V 0.43 
(−0.02–0.57)

0.49 
(0.11–0.59)

0.32 
(−0.01–0.45)

0.46
(0.17-0.51)

0.42
(0.24-0.59) 

Cu 0.76 
(0.46–0.88)

0.56 
(0.42–0.66)

0.75
(0.61-0.80) 

0.70
(0.67-0.83) 

Zn 0.65 
(0.52–0.74)

0.79
(0.64-0.82)

0.81
(0.54-0.87)

K 0.74
(0.69-0.82) 

0.69
(0.46-0.74) 

Fe 0.87
(0.7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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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미세먼지 및 구성성분 노출과 사망의 관련성

  6개 도시에서 초미세먼지 및 15가지 구성성분 농도의 IQR 증가에 대

한 총사망,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사망의 사망상대위험비 (RRs)와 95%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Figure 9-11, Table 17-19). 지연구조 (lag 

structure) 분석 결과, 서울은 하루 이전 (lag 1), 그 외 5개 도시에서는 당

일 (lag 0)의 RR이 일관되게 높게 확인되었다 (Figure S14-16). 초미세먼

지와 총사망의 RR은 6개 도시에서 모두 관련성을 보였고 (RR = 

1.006-1.049), 그 중, 3개 도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대구 RR = 1.049, 95 % CI = 1.016-1.083, 광주 RR =1.027, 95 % CI 

= 0.998-1.058, 대전 RR =1.045, 95 % CI = 1.011-1.080). 중서부 3개 도시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광주와 대전은 높은 RR 을 보였으나, 서울

의 RR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낮았지만 다

른 도시에 비해 사망 관련성을 강하게 나타내었고, 사망원인에 따라 RR

의 패턴은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심혈관계 사망은 대구(RR = 

1.070, 95% CI = 1.014-1.128)와 울산 (RR = 1.164, 95% CI = 1.056-1.284)

에서 연관성을 보였고, 호흡기계 사망은 부산 (RR = 1.077, 95% CI = 

1.003-1.157), 대전 (1.192, 95% CI = 1.081-1.313)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15가지의 미세먼지 구성성분과 총사망에 대한 6개 도시의 RR 패턴은 

초미세먼지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RR 은 광주와 대전에서 높았고, 대구

에서 대부분의 구성성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든 도시에서 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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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과 EC는 관련성이 있었고, 부산에서는 OC 와 V, 대구에서는 K, 대전

에서는 질산염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구성성분에 대한 연관성은 사망원

인에 따라 다양하였다. 심혈관계 사망의 경우, 대구지역 총사망의 연관

성이 대부분 남아있었고, 울산은 OC 와 Si 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분과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호흡기계 사망은 광주와 대전에서 강한 연

관성을 나타내어 총사망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특히 부산에서 Ni, V 

과 강한 연관성이 나타났다. 

  또한, PM2.5 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PM2.5 농도와 EC, NO3
-, Ni 의 농도

비 (ratio)가 증가할수록 호흡기계 사망 위험비가 높아지는 패턴을 보였

으나, 사망원인 및 항목에 따라 양상이 일치하지 않았다 (Figure 12–14). 

민감도 분석으로 자유도를 변경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Table S1), 2013년 이전의 측정자료를 반영한 전체 분석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Figure S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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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aily non-accidental mortality for inter-quartile 

range increases in daily concentrations of PM2.5 and 15 PM2.5 components across six major cities for 

2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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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aily non-accidental mortality for inter-quartile range 

increases in daily concentrations of PM2.5 and 15 PM2.5 components across six major cities for 2013-2015.

Seoul Busan Daegu Gwangju Daejeon Ulsan Total

PM2.5
1.006 

(0.993, 1.018)
1.014 

(0.992, 1.037)
1.049 

(1.016, 1.083)
1.027 

(0.998, 1.058)
1.045 

(1.011, 1.080)
1.036 

(0.984, 1.092)
1.008

(0.999-1.016)

EC 1.008 
(0.995, 1.020)

1.012 
(0.991, 1.033)

1.045 
(1.018, 1.072)

1.023 
(0.991, 1.057)

1.039 
(1.004, 1.076)

1.040 
(1.002, 1.080)

1.029
(1.018, 1.040)

OC 1.002 
(0.990, 1.015)

1.032 
(1.009, 1.057)

1.049 
(1.019, 1.080)

1.036 
(1.003, 1.070)

1.031 
(0.997, 1.066)

0.996 
(0.945, 1.049)

1.002
(0.994, 1.010)

NO3
- 1.005 

(0.993, 1.018)
0.993 

(0.974, 1.013)
1.036 

(1.006, 1.066)
1.023 

(0.999, 1.049)
1.072 

(1.040, 1.106)
1.020 

(0.988, 1.053)
1.000

(0.993, 1.007)

SO4
2- 1.007 

(0.996, 1.018)
1.013 

(0.993, 1.035)
1.026 

(0.996, 1.057)
1.022 

(0.997, 1.048)
1.013 

(0.983, 1.044)
1.009 

(0.972, 1.049)
0.999

(0.992, 1.007)

NH4
+ 1.005

(0.993, 1.016)
1.009

(0.987, 1.032)
1.036

(1.007, 1.066)
1.021

(1.000, 1.043)
1.037

(1.010, 1.065)
1.014

(0.986, 1.043)
0.996

(0.990, 1.003)

As 1.005 
(0.993, 1.018) 

1.002 
(0.981, 1.024)

1.045
(1.008, 1.084)

1.031 
(1.002, 1.061)

1.037
(1.000, 1.077) 

1.008 
(0.982, 1.034)

1.003
(0.996, 1.010)

Pb 1.007 
(0.998, 1.016)

1.002 
(0.982, 1.022)

1.052 
(1.021, 1.084)

1.013 
(0.990, 1.037)

1.037 
(1.006, 1.068)

1.023 
(0.988, 1.060)

1.002
(0.994, 1.009)

Ni 1.000 
(0.989, 1.012)

1.016 
(0.993, 1.040)

1.040 
(1.012, 1.068)

1.012 
(0.993, 1.031)

0.998 
(0.978, 1.019)

1.015 
(0.975, 1.056)

0.993
(0.985, 1.000)

Si 1.006 
(0.997, 1.016)

1.001 
(0.986, 1.015)

1.038 
(1.017, 1.059)

1.013 
(0.988, 1.037)

1.020 
(1.001, 1.040)

1.002 
(0.974, 1.030)

1.012
(1.006, 1.018)

V 0.996 
(0.984, 1.008)

1.022 
(1.001, 1.043)

1.039 
(1.010, 1.070)

1.025 
(1.001, 1.050)

1.016 
(0.985, 1.047)

1.017 
(0.980, 1.056)

1.000
(0.994, 1.007)

Cu 1.007 
(0.997, 1.017)

1.006 
(0.987, 1.026)

1.017 
(0.997, 1.038)

1.001 
(0.989, 1.013)

1.034 
(1.012, 1.058)

1.011 
(0.977, 1.047)

0.999
(0.993, 1.006)

Zn 1.009 
(1.000, 1.019)

1.002 
(0.980, 1.025)

1.023 
(1.002, 1.044)

1.024 
(0.996, 1.052)

1.027 
(0.997, 1.058)

1.019 
(0.980, 1.060)

0.998
(0.992, 1.004)

K 1.003 
(0.992, 1.014)

1.002 
(0.978, 1.027)

1.062 
(1.029, 1.096)

1.033 
(1.007, 1.060)

1.041 
(1.010, 1.072)

1.034 
(0.986, 1.085)

1.013
(1.005, 1.021)

Fe 1.007 
(0.998, 1.016)

1.006 
(0.986, 1.026)

1.048
(1.020, 1.077)

1.011 
(0.990, 1.034)

1.024 
(1.002, 1.046)

1.006
(0.969, 1.045)

0.995
(0.988, 1.002) 

Mn 1.006
(0.997 1.015)

1.017 
(0.995, 1.041)

1.037 
(1.011, 1.065)

1.010
(0.996, 1.024) 

1.024 
(0.998, 1.050)

1.018
(0.977, 1.062)

0.999
(0.99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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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aily cardiovascular mortality for inter-quartile 

range increases in daily concentrations of PM2.5 and 15 PM2.5 components across six major cities for 

2013-2015.



- 66 -

Table 18.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aily cardiovascular mortality for inter-quartile range 

increases in daily concentrations of PM2.5 and 15 PM2.5 components across six major cities for 2013-2015.

Seoul Busan Daegu Gwangju Daejeon Ulsan Total

PM2.5
1.006 

(0.982, 1.032)
1.013

(0.971, 1.056)
1.070

(1.014, 1.128) 
1.005

(0.951, 1.063) 
0.984

(0.918, 1.055) 
1.164

(1.056, 1.284)
1.015

(0.998, 1.033) 

EC 0.993 
(0.969, 1.018) 

0.989
(0.951, 1.028)

1.034
(0.999, 1.071)

0.972
(0.910, 1.037) 

0.996
(0.927, 1.070)

1.117
(1.041, 1.198)

1.019 
(0.997, 1.043) 

OC 0.992
(0.967, 1.017)

0.999 
(0.956, 1.044)

1.041
(0.991, 1.093) 

1.033 
(0.968, 1.104)

0.998
(0.930, 1.071)

1.041
(0.945, 1.146)

1.002
(0.985, 1.020) 

NO3
- 1.017 

(0.992, 1.043)
0.990

(0.955, 1.026)
1.062

(1.010, 1.117)
1.000 

(0.953, 1.048)
1.017

(0.955, 1.083) 
1.088 

(1.027, 1.152)
1.002 

(0.988, 1.016) 

SO4
2- 1.007 

(0.984, 1.031)
1.009

(0.970, 1.050) 
1.030 

(0.978, 1.085)
0.995

(0.946, 1.047) 
0.953

(0.894, 1.015)
1.063

(0.992, 1.139)
1.004 

(0.989, 1.020) 

NH4
+ 1.009

(0.985, 1.033)
0.999

(0.958, 1.041)
1.042

(0.992, .1.095)
0.994

(0.953, 1.037)
0.979

(0.926, 1.035)
1.101

(1.023, 1.186)
1.001

(0.987, 1.015)

As 0.990 
(0.965, 1.017)

0.989 
(0.949, 1.031)

1.026 
(0.962, 1.094)

0.993
(0.935, 1.054) 

0.998 
(0.923, 1.080) 

1.038 
(0.992, 1.086) 

1.010
(0.996, 1.025)

Pb 1.014
(0.995, 1.033) 

0.994
(0.957, 1.033)

1.064
(1.010, 1.120) 

1.005
(0.957, 1.056) 

1.022
(0.959, 1.089)

1.061 
(0.996, 1.130) 

1.009 
(0.995, 1.023) 

Ni 1.013 
(0.989, 1.037)

0.991
(0.949, 1.035) 

1.030
(0.983, 1.080) 

1.013
(0.974, 1.054)

1.000
(0.958, 1.044) 

1.094
(1.014, 1.182) 

0.999
(0.984, 1.015) 

Si 0.991 
(0.971, 1.012)

1.002
(0.976, 1.029)

1.025
(0.989, 1.062) 

1.004
(0.955, 1.055) 

1.004
(0.964, 1.045) 

1.011
(0.959, 1.065)

1.008 
(0.995, 1.020) 

V 1.019
(0.995, 1.044)

1.002
(0.963, 1.043) 

1.035
(0.983, 1.089) 

1.040
(0.990, 1.092)

1.016
(0.956, 1.079)

1.090
(1.016, 1.168) 

1.004 
(0.990, 1.017) 

Cu 1.005
(0.985, 1.026) 

0.990
(0.955, 1.027) 

1.018
(0.985, 1.052)

1.014
(0.991, 1.036)

1.037
(0.992, 1.084) 

1.073
(1.010, 1.139) 

1.009 
(0.996, 1.021) 

Zn 1.020
(1.000, 1.040)

0.978
(0.938, 1.019)

1.028
(0.992, 1.065) 

1.029
(0.974, 1.087) 

1.014
(0.952, 1.080) 

1.076
(1.003, 1.155) 

1.007
(0.995, 1.019) 

K 1.007
(0.984, 1.031)

1.003
(0.959, 1.050) 

1.066
(1.009, 1.126) 

0.996
(0.942, 1.053)

1.023
(0.958, 1.091) 

1.097
(1.005, 1.198) 

1.016
(1.000, 1.032) 

Fe 1.004
(0.985, 1.024) 

1.003
(0.967, 1.040) 

1.043
(0.994, 1.094) 

1.008
(0.964, 1.055) 

1.013 
(0.966, 1.061)

1.049
(0.979, 1.125) 

1.003
(0.989, 1.018)

Mn 0.997 
(0.966, 1.028)

0.999
(0.958, 1.043) 

1.036 
(0.990, 1.084)

1.009 
(0.985, 1.033)

1.009 
(0.955, 1.066)

1.068
(0.989, 1.153) 

1.001
(0.98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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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aily respiratory mortality for inter-quartile 

range increases in daily concentrations of PM2.5 and 15 PM2.5 components across six major cities 

for 2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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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aily respiratory mortality for inter-quartile range 

increases in daily concentrations of PM2.5 and 15 PM2.5 components across six major cities for 2013-2015.

Seoul Busan Daegu Gwangju Daejeon Ulsan Total

PM2.5
0.980

(0.941, 1.020)
1.077

(1.003, 1.157) 
0.982

(0.893, 1.080) 
1.066

(0.978, 1.162) 
1.192

(1.081, 1.313)
1.008

(0.853, 1.192) 
1.020 

(0.993 1.049) 

EC 1.000 
(0.962, 1.039) 

0.978
(0.908, 1.054)

1.003
(0.929, 1.082) 

1.069
(0.959, 1.193) 

1.132
(1.020, 1.255) 

1.042
(0.918, 1.182)

1.026
(0.991, 1.063) 

OC 0.997
(0.958, 1.038)

1.031
(0.952, 1.115) 

1.031
(0.947, 1.123)

1.021
(0.922, 1.130) 

1.124
(1.012, 1.249) 

1.018
(0.864, 1.200) 

1.004
(0.977 1.032) 

NO3
- 0.973 

(0.935, 1.014)
1.016

(0.956, 1.079) 
1.001

(0.918, 1.092)
1.012

(0.944, 1.086) 
1.186

(1.087, 1.293) 
1.026

(0.922, 1.142) 
1.003

(0.980, 1.025) 

SO4
2- 0.986

(0.950, 1.022)
1.038

(0.970, 1.109) 
1.030

(0.941, 1.128) 
1.045

(0.967, 1.128) 
1.130

(1.036, 1.232) 
1.000

(0.889, 1.125) 
1.019 

(0.995, 1.044) 

NH4
+ 0.979

(0.943, 1.017)
1.039

(0.968, 1.115)
1.024

(0.940, 1.115)
1.028

(0.966, 1.094)
1.149

(1.067-1.237)
1.021

(0.899, 1.161)
1.012

(0.990, 1.034)

As 0.979 
(0.940, 1.020)

1.015 
(0.948, 1.086)

1.088 
(0.981, 1.206)

1.060
(0.971, 1.157)

1.096 
(0.976, 1.231)

0.957 
(0.874, 1.048) 

0.995
(0.972, 1.018) 

Pb 0.977
(0.948, 1.006)

1.022
(0.959, 1.090)

1.038
(0.948, 1.137)

1.080
(1.015, 1.149) 

1.128
(1.038, 1.226) 

0.981
(0.873, 1.103) 

0.994
(0.972, 1.017) 

Ni 0.978
(0.941, 1.017) 

1.138
(1.061, 1.221) 

1.029
(0.951, 1.114)

1.043
(0.992, 1.097)

1.017
(0.960, 1.078)

0.971
(0.848, 1.112) 

1.014 
(0.990, 1.038) 

Si 0.973
(0.942, 1.005)

1.026
(0.980, 1.073)

1.028
(0.964, 1.096)

1.110
(1.034, 1.192) 

1.053
(0.993, 1.118) 

1.001
(0.910, 1.101) 

1.021
(1.002, 1.041) 

V 0.975
(0.937, 1.014)

1.102
(1.033, 1.176) 

1.021
(0.935, 1.115) 

1.052
(0.982, 1.126) 

1.102
(1.007, 1.205) 

0.963
(0.843, 1.100) 

1.013
(0.991, 1.035)

Cu 0.963
(0.931, 0.996) 

1.014
(0.952, 1.080)

0.989
(0.929, 1.053) 

1.033
(0.995, 1.072)

1.087
(1.025, 1.152)

0.964
(0.853, 1.089) 

0.988
(0.968, 1.009) 

Zn 0.981 
(0.951, 1.012)

1.014
(0.945, 1.088)

0.982
(0.920, 1.048) 

1.081
(1.002, 1.166)

1.105
(1.012, 1.207)

0.984
(0.862, 1.123) 

0.984 
(0.964, 1.004) 

K 0.977
(0.941, 1.014) 

1.058
(0.980, 1.142) 

1.019
(0.924, 1.125) 

1.092
(1.016, 1.172) 

1.100
(1.004, 1.204) 

1.023
(0.882, 1.186) 

1.013
(0.988, 1.039) 

Fe 0.979
(0.949, 1.010) 

1.025 
(0.963, 1.091)

0.999 
(0.917, 1.089) 

1.088 
(1.026, 1.153) 

1.070 
(1.001, 1.144)

1.016 
(0.884, 1.169)

0.993
(0.971, 1.016)

Mn 0.990
(0.959, 1.022) 

1.034 
(0.961, 1.113)

0.998 
(0.922, 1.079)

1.009
(0.970, 1.050) 

1.092 
(1.015, 1.173)

0.999
(0.862, 1.158) 

0.996
(0.97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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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of non 

accidental mortality against the ratio of components concentrations 

to PM2.5 concentrations across six major cities for 2013 – 2015 

(ratio= component concentration/PM2.5 concentration; For PM2.5 RRs 

were plotted against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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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of 

cardiovascular mortality against the ratio of components 

concentrations to PM2.5 concentrations across six  major cities for 

2013 – 2015 (ratio= component concentration/PM2.5 concentration; 

For PM2.5 RRs were plotted against concentration)



- 71 -

Figure 14.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of 

respiratory mortality against the ratio of components 

concentrations to PM2.5 concentrations across six major cities for 

2013 – 2015 (ratio= component concentration/PM2.5 concentration; 

For PM2.5 RRs were plotted against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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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찰

  우리나라 6개 대도시의 3년간 초미세먼지 및 15가지 화학적 구성성분

의 단기 노출과 사망 관련성의 지역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구

성성분 농도와 사망상대위험비는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한 광주와 대전에

서 높았다. 대구는 OC 및 Zn 등 일부 성분농도가 높았고, 다른 도시에 

비해 모든 구성성분과 사망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구도시

인 부산과 울산은 특히 Ni 과 V 의 농도가 높았고, 사망상대위험비도 높

게 나타났다. 또한, 사망원인에 따라 관련성이 있는 구성성분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였다. 예를 들어, EC 는 6개 도시 전체에서 총사망과 관련성

을 나타내었고, Ni 과 V 은 부산지역의 호흡기계 사망과, 심혈관계 사망

은 또 다른 항구도시 울산에서 OC, Si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분과 관련성

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초미세먼지 성분측정망 자료를 이용하

여 사망과의 관련성을 도시 간 비교하였고, 이는 아시아 최초로 국가측

정망 자료를 이용한 여러 도시의 연구이다. 6개 대도시는 백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며,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2 ug/m3 이상인 지역으로 

배출원 배분법 (source apportionment, SA)을 이용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도 중공업 및 대형 항구 등 도시 특성에 따라 주요 배출원의 지역적 차

이를 보였다 [47]. 이러한 지역 비교는 초미세먼지 구성성분과 건강영향

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북미와 유럽의 선행연구와도 

비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성성분 노출과 건강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구성성분 중,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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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일부 금속성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19, 20, 25]. 특히 EC 

는 북미와 유럽에서 수행된 25개의 코호트 연구에서 사망률 및 이환율과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48], 본 연구에서도 6개 도시 전체에서 EC 와 총

사망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EC 는 불완전 연소로 인한 디젤 배기가스 

지표로 알려져 있으며, 배출원 배분법을 이용한 국내 대도시 연구에서도 

주요 오염원은 교통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47]. 이는 교통과 관련된 

대기오염의 건강 악영향을 보고한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40]. 금속 원소는 주로 금속, 석유 및 석유 화학 정제 등 산업공정에서 

발생하고, 인체에 축적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농도 수준에 비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9 - 51]. 본 연구에서는 15가지 구성성분 중, 항

구도시인 부산지역에서 Ni 과 V 농도 증가와 호흡기계 사망의 강한 연

관성을 확인하였다. 국외 연구에서는, 뉴욕의 고농도 Ni 및 V 과 사망률

의 관련성이 보고되었고 [34], 대기오염 농도가 높은 중국 시안지역의 Ni 

농도와 사망이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며 [42]. 독성학적 vivo, vitro 연구에

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52].

   또한, 6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IQR 농도 (16.6 ~ 21.7 ug/m3) 증가에 따

른 총사망 상대위험비 (RR)가 0.6 ~ 4.9 %로 지역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울산은 심혈관계 사망의 상대위험비가 높았고, 대전과 부산은 호흡기계 

사망위험비가 크게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연구에서도 초미세먼지와 사망

의 관련성으로 초미세먼지의 화학적 조성에 의한 지역 변이를 설명하였

다 [25, 26, 29]. WHO의 지역 구분으로 나타낸 메타분석 결과에서는 

PM2.5 농도 10 ug/m3 증가에 따른 총사망의 지역 변이가 0.25 % 에서 

2.08 %로 나타났고, 유럽은 1.23 % (95 % CI : 0.45, 2.01), 미국은 0.94 % 

(CI : 0.73, 1.16), 서태평양 지역에서 0.25 % (CI : 0.06, 0.44) 증가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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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1]. 최근 전 세계 41개의 연구를 포함한 메타분석에서는 PM2.5

농도가 10 ug/m3 증가할 때, 총사망 (RR: 0.9, 95％ CI : 0.7-1.1 %), 심혈

관계 (RR: 0.8, 95％ CI : 0.4, 1.2 %) 및 호흡기계 사망 (RR: 1.1 95％ CI 

: 0.6-1.6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성분 중, EC 와 K 가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20]. 지역을 분석한 연구를 예로 들면, 미국의 6

개 지역 (72개 커뮤니티)에 대한 메타분석은 초미세먼지와 총사망의 연

관성은 EC, OC, Si 및 나트륨 이온으로 보고하였고 [26], 미국의 75개 도

시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Si, Ca 및 S 가 총사망과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25]. 유럽의 5개 도시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Mg), 망간 (Mn)

이 심혈관계 사망과, 황산염은 호흡기계 사망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29]. 미국의 187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52가지 구성성분 

중 EC, Ni, V 의 농도 증가와 심혈관 및 호흡기계 병원 입원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36]. 

  본 연구에서는 Ni 및 V 등 일부 구성성분은 이전 연구와 같이 농도가 

증가할수록 사망위험비가 증가하였으나 [27, 34], 대부분의 구성성분은 

고농도일수록 사망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확인되는 건강영향은 특정 성분의 

기여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성분 조성 등의 요인이 기인할 수 있음으로 

사료된다.

  아시아 단일도시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구성성분 노출과 사망의 관련

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국 시안 (Xian) 지역 연구에

서는 질산염과 총사망의 관련성을 보고하였으나 [42], 동일지역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는 난방을 이용하는 겨울철의 EC, Pb, Zn, Ni, 황산염, 암

모늄, 황 및 염소와 관련성을 보였다 [29]. 일본 나고야지역의 노인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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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황산염이 총사망과 관련성이 있었다 [31]. 서울 지

역의 2개 선행연구에서 초미세먼지 노출과 사망은 관련성을 나타내었으

나, 유의미한 구성성분은 차이가 있었다. Heo et al (2014) [32] 는 2003

년부터 2007년까지 중심가 근처 (종로구 연건동)의 지점에서 초미세먼지

와 구성성분을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초미세먼지 IQR 증가에 따라 

심혈관계 사망이 2.8% (95% CI: 0.2,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

성성분 중, EC, OC, Pb 와 관련성을 보였다. Son et al. (2012) [33] 은 

거주지에서 측정된 자료 (광진구 구의동)를 이용하였고, PM2.5의 구성성

분 중, Mg2+ 이 심혈관 및 총사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 (은평구 불광동)의 PM2.5, EC 및 OC 에 대한 RR이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

구결과의 불일치는 측정기간, 지점 위치, 측정분석 방법 차이 등으로 사

료되며 [20], 향후 구성성분 측정결과를 추가한 연구는 연구결과 불일치

에 대한 설명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6개 도시에서는 사망원인에 따라 지연효과 패턴에 차이를 보였다. 총

사망과 심혈관계 사망의 경우, 서울은 최대 효과 추정이 대부분 이전 1

일 (lag 1)로 나타났고, 그 외 다른 도시에서는 당일 (lag 0)에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호흡기계 사망의 RR 은 이전 4일- 6일 (lag4 - lag6)

에서 큰 경향을 보였다. 미국의 덴버 및 애틀랜타 지역의 연구에서도 심

혈관계 질환은 즉각적 효과, 호흡기 질환은 지연 영향의 패턴을 나타내

었다 [28, 53].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별 단일지점에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 전체의 노출 수준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상대적으로 측정기간이 짧아 본 연구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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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서울 및 울산지역 내 다른 지점과의 결과를 비교하였고, 도시 내 2 

지점에서 측정된 초미세먼지 농도 수준은 매우 비슷하고 상관성이 높았

음을 확인하였다 (상관 계수는 서울과 울산에서 각각 0.96과 0.76). 

  두 번째로, 시계열 모형에 이용한 성분측정망 측정자료 기간이 3년으

로 선행연구에 비해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향후, 현재까지 측정된 모니

터링 자료의 활용으로 구성성분의 계절적 변이 확인, 도시 안에서의 다

양한 지점을 통합하고 대푯값을 추정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인 수준의 노출을 추정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연구로 도시 전체의 건강영향과 관련된 주택조건, 에어컨 사용 

등의 잠재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54]. 또한, 한국의 황사 및 미

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중국의 겨울철 난방에 의한 화석연료 증가와 북경 

등 국외 지역의 고농도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일본, 중국의 다양한 도시

간 비교 연구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이동 특성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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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론 

   우리나라 6개 대도시의 초미세먼지 구성성분 모니터링 자료를 사용하

여 초미세먼지 구성성분 노출과 사망의 연관성을 도시 간 비교하였다. 

교통 요인과 관련된 EC 는 6개 도시 전체에서 총사망과, 오일 연소와 

관련된 Ni 및 V 의 농도 증가는 항구도시 부산과 울산의 심혈관계 혹은 

호흡기계 사망과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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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학위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세먼지 구성성분의 단기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국내 자료로서 

국가측정망으로 운영되는 PM2.5 성분측정망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미세먼

지 구성성분에 의한 건강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중량법 (gravimetric 

method)으로 측정된 미세먼지 질량농도, 이온성분, 금속성분에 대한 모

니터링 자료가 필요하다. 본 학위논문은 국내 유일의 대도시 PM2.5 성분

측정망 자료를 대기오염 역학연구에 이용하는 경우의 강점과 제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외 연구사례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PM2.5 성분측정

망은 EPA 외 유일하게 국가기반으로 운영되고, 전국의 사이트에서는 약 

40가지 초미세먼지 구성성분에 대한 농도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정보

가 갱신된다는 강점이 있었다. 반면, 모니터링 주기가 당초 매일에서 3

일에 1번, 6일에 1번으로 변경되면서 조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자분석을 이용하여 초미세먼지의 도시별 특성을 확인하였다. 

한반도의 남동부 (부산, 울산, 대구) 지역과 중서부 (서울, 대전, 광주)지

역에서 초미세먼지 특성의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서울은 자동차, 산업 

등의 요인이, 부산과 울산은 중금속, 선박의 연소와 관련된 성분이 주요 

인자로 확인되었다. 다만 인자분석은 정량적인 기여도에 대한 해석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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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으므로 향후 수용모델을 이용한 평가를 제안할 수 있었다.

  셋째, 국내 대도시 초미세먼지 및 15가지 구성성분의 단기 노출과 사

망에 미치는 악영향을 발견하였고, 도시 간 관련성의 차이를 확인하였

다. 6개 도시 전체에서 EC 는 총사망과 관련이 있었으나, 항구도시 울산

과 부산의 Ni, V은 심혈관계 혹은 호흡기계 사망과 관련성을 나타내었

다. 이는 EC 및 일부 금속성분의 유의미한 영향을 보고한 국외 메타분

석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방안으로 올해 겨울부

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농도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

을 이행 중이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의 공기정화장

치 설치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의 추진 내용도 중앙정부 대책

과 유사하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은 지역 간 차이

를 보이며, 이는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관련이 있으므로 향후 교통, 

항만 등 도시 고유의 노출 조건, 미세먼지의 독성을 고려한 건강중심 정

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제 2 절 학위논문의 의의

  본 학위논문의 주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 PM2.5 성분측정망 자료의 활용으로 초미세먼지 구성성분 

노출과 건강영향연구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고, 

  둘째, 초미세먼지 고농도 저감 뿐만 아니라 건강중심의 대기정책 필요

성을 정량적으로 제안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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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국내 대도시 구성성분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결과를 도출함으로

써 도시별 배출원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 저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부담 및 대기환경기준 설정 등의 기

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3 절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학위논문은 PM2.5 성분측정망 운영을 시작한 5년간의 자료

(2011-2015)를 이용하였으므로 최근까지 측정된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

구가 필요하다. 최근 미세먼지 관리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성분의 중요성

이 강조되면서, 당초 2011년 3개 지점에서 2019년 11월 현재 전국 36개 

지점으로 확대되었고, 서울시에서도 대기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초미세먼지 (PM2.5) 상시 성분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논

문에서는 서울 등 대도시의 단일지점 측정값을 이용하였으나, 추후 연구

는 지점 확대에 따른 도시 내 여러 지점의 결과를 통합한 자료를 바탕으

로 초미세먼지 화학성분의 계절별, 농도별, 지역별, 기상요소, 외부대기 

유입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특성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대

기오염의 주요 건강영향으로 보고되는 상병, 응급실 내원, 저체중아 출

산 등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환자교차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년간의 구성성분 모니터링 자료는 지역별 오염원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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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량분석이 가능하므로 향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특성 및 기여도 

추정을 위한 PMF (positive matrix factorization) 등의 수용모델 (receptor 

model) 분석과 기여도 결과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EPA의 입자상 물질 종합평가 (Integrated Science Assessment, 

ISA)에서는 대규모 역학연구, 생물학적 기전을 근거로 초미세먼지 단기 

및 장기노출과 사망 및 상병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다 [55]. 그러나, 초미

세먼지 일부 구성성분의 독성학적 연구 외에는 거의 보고되지 않아, 추

후 구성성분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생물학적 매커니즘, 농도-반응 관계 

등의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역학연구는 위험 추정으로 확

인된 건강영향의 지역 간 이질성은 초미세먼지 구성의 차이에만 기인하

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고유의 노출 조건(예: 주택 및 교통 특성)을 언급하

고 있으므로 향후 잠재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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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tables and figures

Figure S1.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OC in 

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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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2.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SO4
2- in 

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서울 부산

대구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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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3.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NH4
+ in 

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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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4.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Pb in 

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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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5.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Ni in 

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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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6.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Si in 

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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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7.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V in 

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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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8.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Cu in 

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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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9.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Zn in 

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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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10.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K in 

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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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11.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As in 

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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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12.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Fe in 

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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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13. Time-series plots of daily log-transformed concentrations of Mn in 

the six major cities for 2011 - 2015 (red lines for smoothed lines 

based on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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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n-accidental mortalit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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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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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eon

Ulsan

Figure S14.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aily 

non-accidental mortality for inter-quartile range increases in 

daily concentrations of PM2.5 and 15 PM2.5 components across 

seven single-day lags (lag 0 to lag7) and two multi-day lags 

(lag0-3 and lag0-7) in each of the six major cities for 2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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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ardiovascular mortalit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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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eon

Ulsan

Figure S15.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aily 

cardiovascular mortality for inter-quartile range increases in daily 

concentrations of PM2.5 and 15 PM2.5 components across seven 

single-day lags (lag 0 to lag7) and two multi-day lags (lag0-3 and 

lag0-7) in each of the six major cities for 2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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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spiratory mortalit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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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eon

Ulsan

Figure S16.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aily 

respiratory mortality for inter-quartile range increases in daily 

concentrations of PM2.5 and 15 PM2.5 components across seven 

single-day lags (lag 0 to lag7) and two multi-day lags (lag0-3 

and lag0-7) in each of the six major cities for 2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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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1. Relative risk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non-accidental 

mortality for 15 PM2.5 components by different degrees of 

freedom used for temporal trend adjustment (our primary 

model with 6)

A. PM 2.5

Cities
Degree of freedom for time (per year)

2 4 6 12

Seoul 1.007 (0.996, 1.019) 1.002 (0.990, 1.014) 1.006 (0.993, 1.018) 1.005 (0.993, 1.018)

Busan 1.014 (0.992, 1.037) 1.014 (0.992, 1.037) 1.014 (0.992, 1.037) 1.014 (0.992, 1.037)

Daegu 1.044 (1.013, 1.077) 1.040 (1.006, 1.075) 1.049 (1.016, 1.083) 1.049 (1.017, 1.083)

Gwangju 1.029 (1.001, 1.058) 1.027 (0.998, 1.057) 1.027 (0.998, 1.058) 1.028 (0.999, 1.058)

Daejeon 1.046 (1.014, 1.080) 1.045 (1.011, 1.080) 1.045 (1.011, 1.080) 1.045 (1.012, 1.080)

Ulsan 1.036 (0.984, 1.092) 1.036 (0.984, 1.092) 1.036 (0.984, 1.092) 1.036 (0.984, 1.092)

B. EC

Cities
Degree of freedom for time (per year)

2 4 6 12

Seoul 1.006 (0.995, 1.017) 1.006 (0.994, 1.018) 1.008 (0.995, 1.020) 1.007 (0.995, 1.019)

Busan 1.012 (0.991, 1.033) 1.012 (0.991, 1.033) 1.012 (0.991, 1.033) 1.012 (0.991, 1.033)

Daegu 1.030 (1.008, 1.053) 1.039 (1.013, 1.066) 1.045 (1.018, 1.072) 1.045 (1.018, 1.072)

Gwangju 1.022 (0.990, 1.055) 1.023 (0.991, 1.057) 1.023 (0.991, 1.057) 1.021 (0.985, 1.059)

Daejeon 1.038 (1.004, 1.074) 1.039 (1.003, 1.076) 1.039 (1.004, 1.076) 1.039 (1.004, 1.076)

Ulsan 1.040 (1.002, 1.080) 1.040 (1.002, 1.080) 1.040 (1.002, 1.080) 1.040 (1.002, 1.080)

C. OC

Cities
Degree of freedom for time (per year)

2 4 6 12

Seoul 1.002 (0.991, 1.013) 0.999 (0.987, 1.012) 1.002 (0.990, 1.015) 1.003 (0.991, 1.015)

Busan 1.032 (1.009, 1.057) 1.032 (1.009, 1.057) 1.032 (1.009, 1.057) 1.032 (1.009, 1.057)

Daegu 1.052 (1.025, 1.080) 1.043 (1.012, 1.074) 1.049 (1.019, 1.080) 1.050 (1.019, 1.081)

Gwangju 1.036 (1.003, 1.070) 1.036 (1.003, 1.070) 1.036 (1.003, 1.070) 1.031 (0.998, 1.066)

Daejeon 1.033 (0.999, 1.067) 1.030 (0.996, 1.065) 1.031 (0.997, 1.066) 1.031 (0.997, 1.066)

Ulsan 0.996 (0.945, 1.049) 0.996 (0.945, 1.049) 0.996 (0.945, 1.049) 0.996 (0.94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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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NO3
-

Cities
Degree of freedom for time (per year)

2 4 6 12

Seoul 1.008 (0.996, 1.019) 1.002 (0.989, 1.014) 1.020 (0.988, 1.053) 1.005 (0.992, 1.017)

Busan 0.993 (0.974, 1.013) 0.993 (0.974, 1.013) 0.993 (0.974, 1.013) 0.993 (0.974, 1.013)

Daegu 1.032 (1.003, 1.061) 1.032 (1.002, 1.063) 1.036 (1.006, 1.066) 1.036 (1.006, 1.067)

Gwangju 1.024 (1.000, 1.048) 1.024 (1.001, 1.048) 1.023 (0.999, 1.049) 1.024 (0.999, 1.049)

Daejeon 1.071 (1.039, 1.104) 1.073 (1.040, 1.106) 1.072 (1.040, 1.106) 1.072 (1.040, 1.106)

Ulsan 1.020 (0.988, 1.053) 1.020 (0.988, 1.053) 1.020 (0.988, 1.053) 1.020 (0.988, 1.053)

E. SO4
2-

Cities
Degree of freedom for time (per year)

2 4 6 12

Seoul 1.009 (0.999, 1.019) 1.006 (0.995, 1.017) 1.007 (0.996, 1.018) 1.007 (0.997, 1.019)

Busan 1.013 (0.993, 1.035) 1.013 (0.993, 1.035) 1.013 (0.993, 1.035) 1.013 (0.993, 1.035)

Daegu 1.026 (0.998, 1.055) 1.019 (0.988, 1.050) 1.026 (0.996, 1.057) 1.027 (0.997, 1.058)

Gwangju 1.022 (0.997, 1.046) 1.021 (0.997, 1.045) 1.022 (0.997, 1.048) 1.022 (0.997, 1.048)

Daejeon 1.018 (0.989, 1.047) 1.012 (0.981, 1.043) 1.013 (0.983, 1.044) 1.013 (0.983, 1.044)

Ulsan 1.009 (0.972, 1.049) 1.009 (0.972, 1.049) 1.009 (0.972, 1.049) 1.009 (0.972, 1.049)

F. NH4
+

Cities
Degree of freedom for time (per year)

2 4 6 12

Seoul 1.008 (0.996, 1.019) 1.002 (0.991, 1.013) 1.005 (0.993, 1.016) 1.004 (0.993, 1.016)

Busan 1.009 (0.987, 1.032) 1.009 (0.987, 1.032) 1.009 (0.987, 1.032) 1.009 (0.987, 1.032)

Daegu 1.048 (1.021, 1.076) 1.030 (1.000, 1.060) 1.036 (1.007, 1.066) 1.036 (1.007, 1.066)

Gwangju 1.022 (1.002, 1.043) 1.022 (1.002, 1.042) 1.021 (1.000, 1.043) 1.022 (1.001, 1.043)

Daejeon 1.038 (1.012, 1.065) 1.036 (1.009, 1.064) 1.037 (1.010, 1.065) 1.037 (1.010, 1.065)

Ulsan 1.016 (0.975, 1.058) 1.016 (0.975, 1.058) 1.016 (0.975, 1.058) 1.016 (0.97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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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Pb

Cities
Degree of freedom for time (per year)

2 4 6 12

Seoul 1.006 (0.997, 1.014) 1.004 (0.996, 1.013) 1.007 (0.998, 1.016) 1.006 (0.997, 1.015)

Busan 1.002 (0.982, 1.022) 1.002 (0.982, 1.022) 1.002 (0.982, 1.022) 1.002 (0.982, 1.022)

Daegu 1.049 (1.019, 1.080) 1.042 (1.010, 1.076) 1.052 (1.021, 1.084) 1.053 (1.022, 1.085)

Gwangju 1.014 (0.990, 1.037) 1.013 (0.990, 1.037) 1.013 (0.990, 1.037) 1.008 (0.983, 1.033)

Daejeon 1.035 (1.005, 1.066) 1.036 (1.005, 1.068) 1.037 (1.006, 1.068) 1.037 (1.006, 1.068)

Ulsan 1.023 (0.988, 1.060) 1.023 (0.988, 1.060) 1.023 (0.988, 1.060) 1.023 (0.988, 1.060)

H. Ni

Cities
Degree of freedom for time (per year)

2 4 6 12

Seoul 1.000 (0.989, 1.011) 0.997 (0.986, 1.008) 1.000 (0.989, 1.012) 1.000 (0.988, 1.012)

Busan 1.016 (0.993, 1.040) 1.016 (0.993, 1.040) 1.016 (0.993, 1.040) 1.016 (0.993, 1.040)

Daegu 1.044 (1.019, 1.070) 1.034 (1.007, 1.063) 1.040 (1.012, 1.068) 1.040 (1.013, 1.068)

Gwangju 1.012 (0.992, 1.031) 1.012 (0.993, 1.031) 1.012 (0.993, 1.031) 1.012 (0.993, 1.033)

Daejeon 0.999 (0.980, 1.020) 0.997 (0.977, 1.018) 0.998 (0.978, 1.019) 0.998 (0.978, 1.019)

Ulsan 1.015 (0.975, 1.056) 1.015 (0.975, 1.056) 1.015 (0.975, 1.056) 1.015 (0.975, 1.056)

I. Si

Cities
Degree of freedom for time (per year)

2 4 6 12

Seoul 1.009 (1.000, 1.018) 1.006 (0.996, 1.015) 1.006 (0.997, 1.016) 1.006 (0.996, 1.016)

Busan 1.001 (0.986, 1.015) 1.001 (0.986, 1.015) 1.001 (0.986, 1.015) 1.001 (0.986, 1.015)

Daegu 1.034 (1.014, 1.054) 1.033 (1.011, 1.055) 1.038 (1.017, 1.059) 1.038 (1.017, 1.060)

Gwangju 1.015 (0.990, 1.040) 1.013 (0.988, 1.037) 1.013 (0.988, 1.037) 1.011 (0.985, 1.037)

Daejeon 1.022 (1.003, 1.041) 1.020 (1.001, 1.040) 1.020 (1.001, 1.040) 1.020 (1.001, 1.040)

Ulsan 1.002 (0.974, 1.030) 1.002 (0.974, 1.030) 1.002 (0.974, 1.030) 1.002 (0.97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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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V

Cities
Degree of freedom for time (per year)

2 4 6 12

Seoul 0.999 (0.988, 1.010) 0.993 (0.982, 1.005) 0.996 (0.984, 1.008) 0.995 (0.983, 1.007)

Busan 1.022 (1.001, 1.043) 1.022 (1.001, 1.043) 1.022 (1.001, 1.043) 1.022 (1.001, 1.043)

Daegu 1.048 (1.020, 1.076) 1.035 (1.005, 1.065) 1.039 (1.010, 1.070) 1.038 (1.009, 1.069)

Gwangju 1.027 (1.002, 1.053) 1.025 (1.001, 1.050) 1.025 (1.001, 1.050) 1.026 (1.000, 1.053)

Daejeon 1.016 (0.987, 1.046) 1.016 (0.985, 1.047) 1.016 (0.985, 1.047) 1.016 (0.986, 1.047)

Ulsan 1.017 (0.980, 1.056) 1.017 (0.980, 1.056) 1.017 (0.980, 1.056) 1.017 (0.980, 1.056)

K. Cu

Cities
Degree of freedom for time (per year)

2 4 6 12

Seoul 1.006 (0.997, 1.015) 1.003 (0.994, 1.013) 1.007 (0.997, 1.017) 1.006 (0.996, 1.017)

Busan 1.006 (0.987, 1.026) 1.006 (0.987, 1.026) 1.006 (0.987, 1.026) 1.006 (0.987, 1.026)

Daegu 1.012 (0.993, 1.032) 1.015 (0.995, 1.036) 1.017 (0.997, 1.038) 1.017 (0.998, 1.038)

Gwangj
u 1.002 (0.989, 1.015) 1.001 (0.989, 1.013) 1.001 (0.989, 1.013) 1.001 (0.987, 1.016)

Daejeon 1.033 (1.011, 1.056) 1.034 (1.011, 1.057) 1.034 (1.012, 1.058) 1.034 (1.012, 1.058)

Ulsan 1.011 (0.977, 1.047) 1.011 (0.977, 1.047) 1.011 (0.977, 1.047) 1.011 (0.977, 1.047)

L. Zn

Cities
Degree of freedom for time (per year)

2 4 6 12

Seoul 1.008 (0.999, 1.017) 1.006 (0.997, 1.015) 1.009 (1.000, 1.019) 1.009 (1.000, 1.019)

Busan 1.002 (0.980, 1.025) 1.002 (0.980, 1.025) 1.002 (0.980, 1.025) 1.002 (0.980, 1.025)

Daegu 1.021 (1.001, 1.041) 1.019 (0.999, 1.040) 1.023 (1.002, 1.044) 1.023 (1.003, 1.045)

Gwangju 1.026 (0.999, 1.053) 1.026 (0.999, 1.054) 1.024 (0.996, 1.052) 1.024 (0.997, 1.053)

Daejeon 1.026 (0.997, 1.057) 1.026 (0.996, 1.057) 1.027 (0.997, 1.058) 1.027 (0.997, 1.058)

Ulsan 1.019 (0.980, 1.060) 1.019 (0.980, 1.060) 1.019 (0.980, 1.060) 1.019 (0.980,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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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K

Cities
Degree of freedom for time (per year)

2 4 6 12

Seoul 1.005 (0.995, 1.016) 1.001 (0.990, 1.012) 1.003 (0.992, 1.014) 1.002 (0.991, 1.014)

Busan 1.002 (0.978, 1.027) 1.002 (0.978, 1.027) 1.002 (0.978, 1.027) 1.002 (0.978, 1.027)

Daegu 1.059 (1.027, 1.091) 1.054 (1.021, 1.089) 1.062 (1.029, 1.096) 1.063 (1.030, 1.096)

Gwangju 1.033 (1.007, 1.060) 1.033 (1.007, 1.060) 1.033 (1.007, 1.060) 1.031 (1.004, 1.059)

Daejeon 1.041 (1.010, 1.072) 1.040 (1.010, 1.072) 1.041 (1.010, 1.072) 1.041 (1.010, 1.072)

Ulsan 1.034 (0.986, 1.085) 1.034 (0.986, 1.085) 1.034 (0.986, 1.085) 1.034 (0.986, 1.085)

N. As

Cities
Degree of freedom for time (per year)

2 4 6 12

Seoul 1.006 (0.995, 1.018) 1.003 (0.992. 1.016) 1.005 (0.993, 1.018) 1.005 (0.993, 1.018)

Busan 1.002 (0.981, 1.024) 1.002 (0.981, 1.024) 1.002 (0.981, 1.024) 1.002 (0.981, 1.024)

Daegu 1.040 (1.004, 1.078) 1.042 (1.004, 1.082) 1.045 (1.008, 1.084) 1.046 (1.009, 1.085)

Gwangju 1.031 (1.002, 1.061) 1.031 (1.002, 1.061) 1.031 (1.002, 1.061) 1.028 (0.999, 1.059)

Daejeon 1.043 (1.006, 1.081) 1.035 (0.998, 1.074) 1.037 (1.000, 1.077) 1.038 (1.000, 1.077)

Ulsan 1.008 (0.982, 1.034) 1.008 (0.982, 1.034) 1.008 (0.982, 1.034) 1.008 (0.982, 1.034)

O. Fe

Cities
Degree of freedom for time (per year)

2 4 6 12

Seoul 1.006 (0.998, 1.015) 1.004 (0.995, 1.013) 1.007 (0.998, 1.016) 1.006 (0.997, 1.015)

Busan 1.006 (0.986, 1.026) 1.006 (0.986, 1.026) 1.006 (0.986, 1.026) 1.006 (0.986, 1.026)

Daegu 1.044 (1.016, 1.072) 1.041 (1.011, 1.071) 1.048 (1.020, 1.077) 1.048 (1.020, 1.078)

Gwangju 1.012 (0.990, 1.034) 1.011 (0.990, 1.034) 1.011 (0.990, 1.034) 1.007 (0.985, 1.031)

Daejeon 1.025 (1.004, 1.047) 1.023 (1.001, 1.046) 1.024 (1.002, 1.046) 1.024 (1.002, 1.046)

Ulsan 1.006 (0.969, 1.045) 1.006 (0.969, 1.045) 1.006 (0.969, 1.045) 1.006 (0.96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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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Mn

Cities
Degree of freedom for time (per year)

2 4 6 12

Seoul 1.005(0.996, 1.014) 1.003 (0.994. 1.012) 1.006 (0.997 1.015) 1.005 (0.996, 1.015)

Busan 1.017 (0.995, 1.041) 1.017 (0.995, 1.041) 1.017 (0.995, 1.041) 1.017 (0.995, 1.041)

Daegu 1.033 (1.008, 1.060) 1.031 (1.004, 1.059) 1.037 (1.011, 1.065) 1.038 (1.011, 1.065)

Gwangju 1.009 (0.996, 1.021) 1.011 (0.997, 1.025) 1.010 (0.996, 1.024) 1.010 (0.996, 1.025)

Daejeon 1.024 (0.998, 1.050) 1.023 (0.997, 1.050) 1.024 (0.998, 1.050) 1.024 (0.998, 1.050)

Ulsan 1.018 (0.977, 1.062) 1.018 (0.977, 1.062) 1.018 (0.977, 1.062) 1.018 (0.977,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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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n-accidental mortality

Figure S17.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aily non-accidental mortality for interquartile 

range increases in daily concentrations of PM2.5 and 15 PM2.5 components for all available years 

for 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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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ardiovascular mortality

Figure S18.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aily cardiovascular mortality for interquartile 

range increases in daily concentrations of PM2.5 and 15 PM2.5 components for all available years 

for 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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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spiratory mortality

Figure S19. Relative risks (R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aily respiratory mortality for interquartile 

range increases in daily concentrations of PM2.5 and 15 PM2.5 components for all available years 

for 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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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hort-term associations between 

PM2.5 components and mortality 

Si-Eun Yoo

Department of Biostatistics and Epidemiolog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ssociation between short-term exposure to fine particulate 

matter (PM2.5) and mortality or morbidity varied over space, which 

could be attributed to different chemical composition affected by local 

sources. However, there have been few Asian studies possibly due to 

limited monitoring data.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s of short-term exposure 

to PM2.5 and 15 PM2.5 chemical components with daily mortality in six 

major South Korean cities from 2013 to 2015. We compared the 

associations across the six cities (Seoul, Daejeon, Gwangju, Daegu, 

Ulsan, and Busan) by pollutants and cause-specific mortality. In addition, 

we investigated whether a risk for mortality was likely to be higher in 

one city where contribution to PM2.5 in the component was higher than 

that in other cities.

  Daily 24-hour concentrations of PM2.5 and 15 PM2.5 components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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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5 were obtained from single sites located in residential areas 

of the six cities and daily counts of non-accidental, cardiovascular, and 

respiratory deaths were computed from death certificate data.

  We used the generalized additive model to estimate relative risks 

(RRs) of daily mortality for an interquartile range increase in each 

pollutant concentration while controlling a longer-term time trend and 

meteorology. This model allows nonparametric smoothing functions to 

account for non-linear relationships of time and temperature with daily 

death counts. Regression splines with 18 (6 per year) and 3 degrees of 

freedom (df) were used to adjust the non-linear trends of time and 

temperature. To investigate the pattern of delayed effects of air 

pollution on mortality, we used concentrations from 0 to 7 days prior to 

death and estimated eight single-day lag effects (lag0 to lag7). In 

addition, we computed moving averages for the previous 3 to 7 days 

(lag0-3 and lag0-7) to explore the impact of exposure over a few days 

or a week. We presented relative risks (RRs) for an interquartile range 

(IQR) increase in each pollutant concentration with respective 95% 

confidence intervals (CIs) to compare PM2.5 components with different 

scales. We also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 rate of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each PM2.5 component to PM2.5 concentration 

and RR s of mortality for the corresponding component across the six 

cities to identify the stronger associations of the PM2.5 component with 

higher contribution to PM2.5 with mortality. Two sensitivity analyses 

investigated the sensitivity of the results to modeling choice and data 

included. In the first analysis, we used dfs smaller or larger (2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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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9 per year) than the primary choice (df=6) to change the degree of 

adjustment for a long-term temporal trend, and compared the results to 

the original findings. In the second, we expanded our study period to 

all available years during 2011 – 2015 and compared the primary results 

during 2013-2015. The available years varied across the six cities: 

Seoul, Gwangju and Daejeon during 2011-2015; Daegu and Ulsan during 

2012–2015; and Busan during 2013–2015. 

We used regulatory monitoring data for PM2.5 chemical components 

in the six major cities to confirm the variation of the association 

between PM2.5 components and mortality. RRs of non-accidental 

mortality for PM2.5 was positive in all six cities (RR=1.006-1.049), 

showing the significant or marginal associations in three cities (Daegu 

RR=1.049, 95% CI=1.016-1.083; Gwangju 1.027, 0.998-1.058; and Daejeon 

1.045, 1.011-1.080). Out of the three central and western cities with 

the high concentration of PM2.5, Gwangju and Daejeon also showed high 

RRs whereas those in Seoul was relatively low. Although the PM2.5 

concentration was low in Daegu, the association with non-accidental 

mortality appeared to be stronger than all the other cities. This pattern 

varied by cause-specific mortality. The association between PM2.5 and 

cardiovascular mortality was detected in Daegu (RR=1.070, 95% 

CI=1.014-1.128) and Ulsan (1.164, 1.056-1.284), whereas the association 

with respiratory mortality was found in Busan (1.077, 1.003-1.157) and 

Daejeon (1.192, 1.081-1.313). This variation was attributable to the 

dominant pollution sources in each city. While PM2.5 and EC showed the 

marginal or significant associations in most of the cities, a heav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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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ized city showed the associations with most of the PM2.5 

components and a port city exhibited the strong associations with 

shipping-related components such as Ni and V. 

The results indicated that PM2.5 components responsible for PM2.5 – 

associated mortality differed across cities depending on dominant 

pollution sources such as traffic and oil combustion.

keywords : chemical component, fine particle, mortality, short-term, 

time-series study

Student Number : 2010-3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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