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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도로교통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초등학생

호흡기질환 증상 비교 연구

-Black Carbon을 중심으로-

국내 수도권에 위치한 많은 초등학교는 이용의 편리를 위해 도로

에 인접해 있어 학교 주변 통과 자동차에 의하여 환경오염에 노출

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로 인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 관련 오

염물질로는 미세먼지(PM), 오존(O3),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

(NO2), 아황산가스(SO2)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디젤연료 차량의 수

요가 급증하면서 디젤배기입자(Diesel Exhaust Particle, DEP) 및

디젤 연소의 지표물질인 블랙카본(BC)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

다. 세포 및 생체 실험에 의하면 블랙카본(BC)은 민감계층의 폐기

능을 저하시키며 단기간 천식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연구

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블랙카본(BC)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

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주거지역 내에 위치해있으며,

도로에 인접한 초등학교 8개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량에 따른 교통

관련 오염물질(BC, PM10, NO2, O3, CO)농도와 어린이 호흡기질환

증상을 비교하여 블랙카본(BC)이 호흡기질환 증상의 중요한 지표물

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도로와 인접한 초등학교 8개교

를 선정하여 대기 중 교통관련 오염물질(BC, PM10, NO2, O3, CO)

농도와 교통량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속 측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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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C(The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설문지를 이용하여 초등학생의 호흡기질환 유병률을 조

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교통량을 기준으로 연구대상 초등학

교 8개교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한 뒤 교통관련 오염물질의 농도 및

유병률을 비교하였으며, 교통량과 교통관련 오염물질 농도간의 상

관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호흡기질환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블랙카본(BC),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가 4차선

이상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통량의

합계가 40,000대 이상인 C그룹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며 특히 블랙카

본(BC)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젤 차량의 중요 지표물질인 블랙카본(BC)의 경우 본 연

구의 측정시간 동안 농도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주요도로에

서의 시간대 별 교통량과 유사한 분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요도로에서의 교통량과 교통관련 오염물질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 블랙카본(BC) 및 일산화탄소(CO)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p<0.01), 특히 블랙카본(BC)의 경우

전체 교통량(0.407) > 디젤 교통량(0.401) > 가솔린 교통량(0.398)

으로 나타나 디젤 교통량과의 상관성이 가솔린 교통량과의 상관성

보다 약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호흡기질환 설문조사 결과, 평생 천식 진단, 야간기침 항목

에서 4차선 이상 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합계 교통량이 40,000대 이

상인 C그룹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생 천식 유병,

12개월 천식 치료, 운동유발성 기침 항목의 유병률은 합계 교통량

이 20,000대 이상, 40,000대 미만인 B그룹 > C그룹 > A그룹 순으

로 나타났다. 호흡기 질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

험인자는 성별(남자), 이사경험(+), 출생 후 1년 동안 곰팡이(+), 최



- viii -

근 1년 동안 곰팡이(+), 출생 후 1년 동안 진드기(+), 출생체중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최근 1년 동안 천식 유병, 평생 천식 진단 항목에서 C그

룹의 odds ratio가 각각 1.052(0.688-1.657), 1.099(0.796-1.51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야간기침 항목의 경우 C그룹의 odds ratio가

1.343(1.003-1.79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교통관

련 오염물질과 호흡기질환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블랙카본

(BC)이 평생 천식 유병, 최근 1년 동안 천식 유병, 평생 천식 진단

항목에 대해 가장 높은 odds ratio를 가졌으며, 평생 천식 진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또한, 호흡기질환의

전반적인 증상에서 미세먼지(PM10)와 유사하거나 더 큰 odds ratio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교통관련 오염물질 중 특히

블랙카본(BC) 농도의 증가가 호흡기질환 중 평생 천식 진단율 등

일부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세먼지(PM10),이산화

질소(NO2), 오존(O3)과 마찬가지로 천식에 대한 지표물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통관련 오염물질에 영향

을 주는 교통량 역시 영향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

구에서는 도로교통량 및 교통관련 오염물질과 어린이 건강영향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량의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고려하

여야 할 것이며, 블랙카본(BC)이 어린이 천식 질환에 지표물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블랙카본(BC)

과 어린이 천식 질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장기적이고 다양한 연

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Black Carbon, 도로 교통량, 천식, ISAAC, 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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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도권은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 및 산업 활동이 집중되어 있어 대

기환경이 매우 악화되어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대기오염

도는 선진국 주요 대도시권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며, 국내 비수도

권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김동영 등, 2008). 이러한 수도권

지역에서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Particle Matter, PM)의 주요 배

출원은 자동차로 알려져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등 선진국에서

도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의 허용 기준을 차츰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자동차 업계도 신속하게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승복 등, 2010).

자동차로 인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 관련 오염물질로는 미세먼

지(PM), 오존(O3),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

(SO2)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디젤연료 차량의 수요가 급증하면

서 디젤배기입자(Diesel Exhaust Particle, DEP)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900만대를 돌파했으며, 오는 2015년 상반기에는 2000

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디젤(Diesel) 차량

의 수요가 국민들의 여가 활동 증가 및 지속되는 고유가 등의 이유

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4분기에 새로 등록된

SUV(Sport Utility Vehicle) 차량은 72,538대로 전년 동기(55,461대)

보다 30.8% 증가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SUV 차량 252,298대가 새로

등록돼 전체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1359,048대)의 18.6%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2013).

디젤 차량의 경우 확산연소(Diffusion combustion)원리를 사용하여

공기를 먼저 연소실에 공급한 후 피스톤으로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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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연소를 시키며 자발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외부 점화

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디젤 엔진에서는 연료

가 연소될 때 매연(Soot)이 발생한다. 따라서, 디젤 차량의 수가 지

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매연 발생률도 점차적으로 증가

할 전망이다. 디젤 차량에서 방출되는 매연은 대부분이 초미세먼지

(PM2.5)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미세먼지(PM2.5)의 약 75%는 원소탄소

(Elemental Carbon, EC)가 차지하고 있으며 유기탄소(Organic

Carbon, OC)가 19%를 차지하고 있다(Fig 1)(EPA, 2002b).

Figure 1. Diesel PM2.5 emissions profile

유기탄소(OC)와 원소탄소(EC)는 모두 연소과정에서 배출되지만,

대부분이 탄소로 이루어져있는 원소탄소(EC)가 주로 빛을 흡수하는

데 비하여 유기탄소(OC)는 탄소의 분율에 따라 빛을 산란시키거나

일부 흡수한다(Andreae and Gelencsér, 2006; Russell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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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PM2.5) 내의 탄소성분은 빛을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하

여 다양한 방법에 의해 측정되어진다. 열광학적(Thermo-Optical)인

방법으로 측정된 탄소는 원소탄소(EC)라 불리며, 광학적(Optical)인

방법 중 연기 얼룩 반사율계(Smoke Stain Reflectometer)를 이용하

여 측정된 값은 일반적으로 흡수계수(Absorbance Coefficient, Abs)

라고 불린다. 또한, 파장에 의존한 광학적(Wavelength dependent

optical)인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물질은 블랙카본(Black Carbon)

이라 일컫는다(Fig 2)(Janssen et al., 2001; Lawless et al., 2004;

Spira-Cohen et al., 2009). 원소탄소(EC)는 광학적인 방법으로 측정

된 흡수계수(Abs) 및 블랙카본(BC)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많은 역학연구에서는 세 개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Janssen et al.,

2001; Kinney et al., 2000; Lena et al., 2002).

Figure 2. Measurement of the carbonaceous components of particles

최근 역학연구에서는 원소탄소(EC)보다 블랙카본(BC)이라는 용어

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블랙카본(BC)은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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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때문에 입경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분포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mith et al., 2009; Viidanoja

et al.. 2002). 또한, 블랙카본(BC)의 대부분이 이동오염원으로부터 발

생하며 이동오염원 중 약 80%가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블랙카본은

(BC) 디젤 연소의 지표물질로 사용되어지고 있다(Fig 3)(EPA, 2012;

Jassen et al., 2001).

Figure 3. Black Carbon emissions by major source category

세포 및 생체 실험에 의하면 블랙카본(BC)은 심장과 폐질환에 영

향을 미치는 활성산소의 생산을 촉진시키며 사이토카인 염증반응

(Cytokine-mediated inflammation)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혀지고 있으

며(Alessandrini et al. 2009; Soto et al. 2008; Pope and Dockery

2006), 역학연구에서는 민감계층의 천식과 같은 만성 폐질환을 증가

시키고(Jansen et al. 2005), 폐기능을 저하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Suglia et al. 2008).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 어린이 천식의 악

화 및 입원율 같은 호흡기 질환 발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McConnell et al., 2006; Bell et al., 2009; Patel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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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Richmond-Bryant et al., 2009; Spira-Cohen et al., 2010;

Patel et al., 2010; Spira-Cohen et al., 2011).

국내 수도권에 위치한 많은 초등학교는 이용의 편리를 위해 도로

에 인접해 있어 학교 주변 통과 자동차에 의하여 환경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단위체중당 호흡당량이 높아

같은 농도의 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어린이의 민감성으로 인해 국외에서는 주요도로에 인접한 초등학교

와 대기 오염물질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있으며(Kim JJ et al,

2004; Richmond-Bryant et al, 2009; Raysoni et al, 2011), 더 나아가

교통량을 이용하여 대기오염 농도를 예측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Richmond-Bryant et al.(2009) 에 의하면 도심에서 발생하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및 블랙카본(BC)의 농도는 산업 및 교통

에 의한 연소와 기상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를 이용해 예측

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솔린, 디젤 등

여러 종류의 연료와 공회전, 급출발, 급제동 등의 교통 패턴 등이 오

염물질 농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였다

(Namdeo et al., 2002; Corfa et al., 2004; Oxley and ApSimon,

2007; Sharma et al., 2005). 이런 시공간적인 요소들은 천식과 같은

만성건강영향을 연구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된다. 천식은 입자상 물질

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Corburn et al., 2006), 보고된 천식 유발

물질로는 초미세먼지(PM2.5)와 블랙카본(BC) 등이 있다(Wichmann

et al., 2005; delfino et al., 2003). 블랙카본(BC)은 앞서 언급했듯이,

호흡기질환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단기간 동안 천식에 영

향을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블

랙카본(BC)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 머물러있는 초등학교의 대기 중 블랙카본(BC)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내 위치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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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로의 교통량과 블랙카본(BC) 농도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고 디젤

교통량에 따른 어린이 호흡기 질환 발생률을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호흡기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환경 요소를 분석하여 중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내 초등학교 인근 도로 교통량을 측정하여 디젤 교통

량과 오염물질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둘째, 디젤 교통량에 따른 어린이 호흡기 질환 유병률을 비교 분석

하고

셋째,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물질을 도출하여,

마지막으로, 교통요소에 따른 어린이 호흡기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물질로서 블랙카본(BC)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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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주요도로의 교통량과 대기 중 오염물질간의 상관성

및 어린이 호흡기 질환 발생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여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환경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시에 위치한

8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반경 100m 이내 주요도로에서의 교통량

을 측정하고 디젤 교통량을 파악하였다. 또한 대기 중 교통관련 오염

물질(Black Carbon, PM10, NO2, CO, O3)의 농도를 측정하여 연료별

교통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량에 따른 호흡

기 질환 발생을 비교하였으며,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환

경요인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Fig 4. Research schem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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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선정

2.1.1 연구 대상 학교

서울시 내 주거지역에 위치해있으며, 4차선 이상 도로와 100m 이

내에 인접한 전체 교통량이 다른 초등학교 8개교를 선정하였다. 선정

된 8개의 초등학교를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도로의 교통량을 기준

으로 3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A그룹은 전체 교통량이 10,000대 미

만인 학교, B그룹은 전체 교통량이 10,000대 이상, 40,000대 미만인

학교, C그룹은 전체 교통량이 40,000대 이상인 학교로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 초등학교의 특성을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Group School
Number

of lanes

Distance from

main road (m)

Traffic

Volume

Number of

students†

A
A1 2 30 1,154 593

A2 4 15 9.392 1376

B

B1 9 70 39.568 917

B2 9 40 22,344 895

B3 6 15 36,806 486

C

C1 4 75 47,676 1068

C2 8 30 66,000 1177

C3 4 20 60,582 1279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chools

†Number of students except for first-year students



- 9 -

2.1.2 연구 대상 학생

호흡기질환 설문조사는 선정된 8개교 학생 중 1학년을 제외한 2~6

학년 학생 7,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학년 학생은 입학한지

만 1년이 되지 않아 호흡기질환 발생에 대한 학교 대기 중 오염물질

의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은 총 6,290명(응답률 80.7%)이며, 설문 항

목에 무응답 또는 부적절한 응답을 한 학생을 제외하여 총 4,877명을

연구 대상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아래 그림에 연구대상 선정과정을 요약하였다.

Figure 5. Framework of this study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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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2.2.1 측정 기간 및 지점

연구대상 초등학교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9월 사이에 학생들의 등교 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하교 시간인

오후 5시까지 9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측정지점은 각 학교마다 도로와

인접한 정문 지점을 선정하였다. 대기 중 교통관련 오염물질인 블랙

카본(Black Carbon, BC), 미세먼지(Particle Matter, PM10), 이산화질

소(NO2), 일산화탄소(CO), 오존(O3)과 온도, 습도 등 기상인자 및 도

로 교통량은 모두 동시에 측정하였다.

2.2.2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블랙카본(BC)은 광학적감쇄(Attenuation, ATN)법을 이용하여 실

시간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Aethalometer(Magee Scientific Inc) 중

휴대용 모델인 AE-42-7을 이용하였다. Aethalometer는 발광부에서

방출된 빛이 석영 필터 테이프에 축적된 블랙카본(BC)에 의해 감쇄

되는 정도와 블랙카본(BC)의 양이 비례한다는 가정 하에 블랙카본

(BC)의 질량 농도를 측정하는 원리이다. 포집된 블랙카본(BC)에 의

한 빛의 광학적 감쇄는 다음 관계로부터 계산된다.

  × ln 




여기서 I0는 블랙카본(BC) 입자 채취 전 석영 필터를 통과한 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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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이며, I는 블랙카본(BC) 입자 채취 후 석영 필터를 통과한 빛의

세기이다. Aethalometer는 에어로졸 입자가 석영 필터에 완벽하게

확산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빛의 감쇄계수로부터 블랙카본(BC)의

질량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Hansen et al., 1984).

 


 


∆

∆
·



여기서 bATN은 Aethalometer에서 측정된 빛의 감쇄계수(m-1), A는

필터 축적 면적(m2), Q는 공기채취유량(L/min), ∆ATN은 입자채취

시간, ∆t는 채취시간동안 빛의 감쇄변화, σATN은 특정 파장일 때, 필

터에서 블랙카본(BC)의 감쇄효율(m2/g)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표준 파장대인 880nm일 때의 감쇄효율은 16.6m2/g이었다.

Aethalometer는 흡입구, 유량계, 흡입실린더, 진공펌프, 발광부, 수

광부, 검출 보드, 메모리 드라이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흡입실린더

의 옆쪽으로 흡입된 샘플 공기는 흡입실린더 아래 면의 구멍을 통해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석영 필터를 통과한 후 지면과 수평 방향으로

배출된다(K.Madhavi Latha and KVS Badarinath, 2003), 흡입실린더

윗면에 있는 발광 램프에서 방출된 빛이 흡입 실린더 아래쪽에 있는

수광부에서 검출된다(Fig 6).

본 연구에서는 샘플링 튜브 입구에 1㎛ 이상의 입자를 제거하는

PM1 싸이클론을 장착하여 2L/min의 유량으로 정문과 운동장에서 1

분 간격으로 공기를 포집해 1시간 평균농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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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ethalometer(AE-42-7)

교통관련 오염물질 중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일산화

탄소(CO) 및 오존(O3)은 대기오염공정시험법에 따른 현장 자동측정

방법으로 측정되었으며 아래 표에 측정방법 및 측정기기를 나타내었

다(Table 2). 또한, 온도, 습도 등의 기상인자는 교통관련 오염물질과

동시에 측정되었으며 측정기기는 자동 측정 장비가 탑재된 차량 위

에 설치하였다(Fig 7).

Parameter Method Model

PM10
β- Ray

Absorption Method

Beta Attenuation

Mass Monitor
E-BAM

NO2 Chemiluminescence NO/NO2/NOX Analyzer API-(Model 200E)

CO
Non-dispersive

infrared analysis
CO Analyzer API-(Model 300E)

O3 ultraviolet absorption O3 Analyzer API-(Model 400E)

Table 2. Method of Traffic-related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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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obile Emissions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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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로 교통량 조사

2.3.1 도로 교통량 조사 방법

본 연구는 특정기간 교통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특정기간

교통량 조사로서 학생들의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하교 시간인

오후 5시까지 총 8시간 동안의 교통량을 조사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교통량 조사의 절반 이상은 조사원이 육

안으로 직접 확인하여 계수하는 인력식 조사에 의존하고 있지만 여

러 가지 현장 변수 등의 이유로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교통량 조

사 지침」에 제시된 방법 중 기계적 장치를 설치해 도로 교통량을

조사하는 기계식 조사를 수행하였다.

영상 촬영 장치는 연구대상 초등학교와 인접한 주요도로에 설치하

였으며, 1시간 당 15분씩 영상을 촬영한 후 판독하였다.

Figure 8. Recording of road traffic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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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차종 구분

도로 교통량 조사 시 보다 정확한 교통량과 대기 중 오염물질 농

도 연계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료별 교통량 조사가 이루어

져야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차량의 외관을 보고 이를 판단할 수 없

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12종 교통량조사 차종분류가이

드」를 참고로 육안으로 차종을 구분하고 국토교통부의 행정자료를

통해 차종별 사용연료 비율 자료를 적용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ure 9. Classification standard of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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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12종 교통량조사 차종분

류가이드」를 근거로 연구 목적에 맞게 차종 구분을 재설정하였다

(Table 3). 재설정의 기준은 영상을 보고 교통량을 계수할 때 차종구

분은 육안으로 가능하여야 하고 차종 별로 사용 연료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 연료 별 교통량 분석 시,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인 2012년도 자

동차등록현황자료 중 자동차의 차종별·연료별 등록대수 현황을 계수

하여 실제 측정 교통량에 적용하였다.

This study
Specific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standard*

Car
Car Type 1

(transport lesser than 9 people)SUV

Omnibus

Van Type 1

(transport from 9 to 16 people)Mini bus

Bus Type 2

Truck

Mini truck Type 3

Truck Type 4~7

Trailer Type 8~12

Table 3. Comparison with different classification of vehicle

* Guide for classification of vehicl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lassification of vehicl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료별 교통량을 재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차종∘연료별교통량  차종별교통량 × 연료별자동차누적등록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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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호흡기질환 설문조사

호흡기질환 설문조사는 ISAAC(The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설문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Fig 10). 설문조사 항목으로는 대상자의 연령, 성별, 키, 몸무게 등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와 부모의 소득·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정보, 주거환경, 애완동물 노출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조사하

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설문지는 연구 대상 학생의 학부모

가 자기 기입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호흡기질환인 천식에 대해 일생동안 증상과 진단,

지난 1년간 증상과 치료 등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일생동안 증상 유병률(Lifetime symptoms)에 관한 설문의 경우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느 때라도 숨 쉴 때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

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결과를 사용하

였고, 진단(Lifetime diagnosis by physician)의 경우 “태어나서 지금

까지 ‘천식’이라고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지난 1년간 증상 유병률(Last 1-year symptoms)의 경우 “지난 12

개월 동안 숨 쉴 때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이 있습니까?”를 사용하였고, 치료(Last 1-year treatment of

disease)에 관한 설문의 경우 “지난 1년간 ‘천식’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운동유발성천식 유병률의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운동 중이나 운

동 후에 숨 쉴 때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까?”의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야간기침 유병률의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감기 또는 폐렴이 아니

면서, 가래가 나오지 않는 마른기침을 한밤중이나 새벽에 한 적이 있

었습니까?”라는 항목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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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ISAAC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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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통계분석

모든 통계분석은 SPSS(PASW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초등학교 간의 교통관련 오염물질 농도 및 주요도로 교

통량의 평균을 비교하였으며 독립 K표본 비모수검정(Kruskal-Wallis

H test)을 수행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대기 중 교통관련 오염물질과 차종별, 연료별 교통량의 관련성은

Pearson 상관관계분석(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으며, 연료에 따른 교통관련 오염물질의 변

화량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 선형 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도로 교통량에 따른 호흡기 질환 발생률을 연구하기 위

해 도로 교통량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 학교를 구분하여 그룹 간 호

흡기질환 발생률을 비교하고 호흡기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교

통·환경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수행하였다. 알레르기성 질환의 위

험 인자들에 대한 보정을 하여 교차비(odds ratio, OR)를 구하였고,

신뢰구간은 95% 수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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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일반적 특성

1.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서울시 주거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8개교 및 초등학교

에 재학 중인 2학년~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ISAAC 설

문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총 4,877명이었으며 남학생은 2,385

명(48.9%), 여학생은 2,492명(51.1%)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대상자 전

체 평균 키는 141.3cm 이며, 평균 체중은 36.4kg 으로 나타났다.

Group School N
Sex Height

(cm)

Weight

(kg)Male (%) Female (%)

A
A1 238 117(49.2) 121(50.8) 139.0±10.6 35.5±10.3

A2 769 386(50.2) 383(49.8) 141.9±10.3 36.9±9.2

B

B1 552 261(47.3) 291(52.7) 138.4±10.2 33.1±8.1

B2 648 343(52.9) 305(47.1) 142.4±11.6 38.2±10.6

B3 329 157(47.7) 172(52.3) 142.6±11.3 37.0±10.1

C

C1 557 253(45.4) 304(54.6) 143.5±9.3 37.4±9.1

C2 835 392(46.9) 443(53.1) 140.5±11.0 35.9±9.5

C3 949 476(50.2) 473(49.8) 141.3±10.6 36.6±9.9

Total 4,877 2,385(48.9) 2,492(51.1) 141.3±10.7 36.4±9.7

Table 4. Demographics of study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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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기간 동안의 기상요인 특성

본 연구는 날씨조건이 유사한 6월부터 9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연

구 기간 동안 측정된 풍향, 풍속, 온도 및 상대습도를 아래 표에 나

타내었다.

온도 범위는 16.8℃ ~ 27.3℃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습도는 26.1% ~

44.6% 으로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주 풍향은 A1, B3을 제외한 대부

분의 학교에서 남풍이 주를 이뤘으며, 바람이 도로로부터 학교 방향

으로 불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B3의 경우 주 풍향이 북서풍으로

학교에서 도로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것으로 나타났다.

Group School
Wind speed

(m/s)

Wind

direction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

(%)

A

A1
1.07±0.19

(0.90~1.40)
NE

25.83±2.29

(22.1~28.5)

31.4±11.3

(19.3~55.5)

A2
2.88±0.92

(1.20~4.38)
SSW

22.34±1.01

(20.9~24.1)

44.6±6.1

(28.7~48.5)

B

B1
1.74±0.64

(1.13~3.21)
SSW

16.79±3.17

(10.5~19.8)

26.1±4.6

(23.0~36.8)

B2
1.98±0.54

(1.39~2.79)
ESE

24.87±1.96

(21.6~27.1)

39.2±4.5

(32.8~47.9)

B3
1.46±0.72

(0.90~3.40)
WNW

18.14±1.05

(16.5~19.5)

36.6±12.5

(23.2~58.2)

C

C1
2.70±0.99

(0.78~3.77)
SE

27.34±3.14

(21.3~30.7)

29.8±11.0

(16.0~45.4)

C2
1.49±0.49

(1.09~2.73)
ESE

25.19±2.58

(20.4~28.0)

30.0±8.5

(20.4~48.1)

C3
1.90±1.03

(1.20~4.90)
SSE

24.69±2.48

(20.8~27.7)

44.4±9.3

(36.4~69.5)

Table 5. Average meteorological conditions for each daily sampl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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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교통량 조사

2.1 차종별·연료별 자동차 등록 현황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차종별·연료별 교통량을 재산정하기 위해

연구의 수행기간인 2011년과 2012년의 누적 등록된 자동차 차량 대

수를 파악하고, 차종 및 연료별 교통량 비율을 조사하였다(Table

6,7).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2011년 12월 자동차등록현황」,「2012년

12월 자동차등록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에 2011년과 2012년에

누적 등록된 자동차의 수는 각각 8,264,881대와 8,421,019대로 나타났

으며, 승용차가 각각 6,553,996대(79.30%), 6,723,583대(79.84%)로 가

장 많았고, 다음 순으로 화물차 1,208,878대(14.63%), 1,206,950대

(14.33%), 승합차가 4,264,881대(5.84%), 470,214대(5.58%), 특수차가

18,935대(0.22%), 20,272대(0.24%)로 조사되었다.

연료별 자동차 등록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4,322,788대(52%), 4,376,397대(51%),

디젤 연료 차량은 각각 2,804,606대(33.9%), 2,927,381대(34.8%)로 조

사되었다. 가솔린 연료를 사용 차량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구성비가 감소하였고 반면에 디젤 연료 사용 차량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구성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차종별 연료 사용량은 2011년과 2012년 모두 승용차의 약 65.0%가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였으며,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는 각각

68.1%, 87.1%, 97.8%가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디젤

연료 사용량은 승용차보다 승합 및 화물차에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래 표에 차종별, 연료별 자동차 등록 대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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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ype of fuel Number Percentage(%)

Car

Gasoline 4,315,266 65.8

79.3

Diesel 1,430,228 21.8

LPG 805,184 12.3

Etc 3,317 0.1

Car Total 6,553,995 100.0

Omnibus

Gasoline 3.404 0.7

5.9

Diesel 314,742 65.2

LPG 147,081 30.5

Etc 17,843 3.7

Omnibus Total 483,070 100.0

Truck

Gasoline 4,094 0.3

14.6

Diesel 1,041,122 86.1

LPG 146,613 12.1

Etc 17,057 1.4

Truck Total 1,208,876 100.0

Expert

Gasoline 24 0.1

0.2

Diesel 18,524 97.8

LPG 117 0.6

Etc 270 1.4

Expert Total 18,935 100.0

Total 100.0

Table 6. Registrated Vehicles in the metropolitan area by 2011

Re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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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ype of fuel Number Percentage(%)

Car

Gasoline 4,369,308 65.0

79.8

Diesel 1,535,943 22.8

LPG 814,274 12.1

Etc 4,058 0.1

Car Total 6,723,583 100.0

Omnibus

Gasoline 3,166 0.7

5.6

Diesel 320,335 68.1

LPG 127,855 27.2

Etc 18,858 4.0

Omnibus Total 470,214 100.0

Truck

Gasoline 3,892 0.3

14.3

Diesel 1,051,276 87.1

LPG 133,680 11.1

Etc 18,102 1.5

Truck Total 1,206,950 100.0

Expert

Gasoline 31 0.2

0.2

Diesel 19,827 97.8

LPG 131 0.7

Etc 283 1.4

Expert Total 20,272 100.0

Total 8,421,019 100.0

Table 7. Registrated Vehicles in the metropolitan area by 2012

Re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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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요도로에서의 교통량 측정 결과

연구 대상 초등학교에 인접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량을 육안으로

구분 가능한 차종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C그룹의 경우 학교 반

경 100m 이내에 간선도로 및 순환도로가 위치해 있었으며, 간선도로

및 순환도로에서의 교통량은 육안으로 측정이 불가능하여 서울특별

시 도로교통본부에서 제공하는 「도시고속도로 통행량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교통량을 산출하였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요도로에서의 교통량을 측정한 결과,

전체 교통량은 C그룹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8).

차종 별 교통량은 학교 C3을 제외한 모든 연구대상 초등학교에서 승

용차(Car) > 승합차(Omnibus) > 화물차(Truck)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C3의 경우 화물차(Truck)의 교통량이 2,688대로 승합차

(Omnibus)의 교통량 1,640대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대상 초등학교의 시간 당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등교 및 출근

이 이루어지는 아침시간(오전8시~오전9시)의 교통량이 가장 많게 조

사되었고, 이후 차츰 감소하여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 사이에 교

통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하교 시간인 오후 13시~14시

부터 차츰 많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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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School

Observed traffic volume

Total Car Omnibus Truck

A

A1 1154 756 287 111

A2 9392 6456 1776 1160

average 5,273 3,606 1,032 635

B

B1 39,568 31,600 4,824 3,144

B2 22,344 15,232 4,728 2,384

B3 36,806 27,082 6,418 3,306

average 19,730 24,638 5,323 2,945

C

C1 47,676* 12,296 2,504 1,336

C2 66,000* 14,728 3,816 2,656

C3 60,582* 11,352 1,640 2,688

average 58,086 12,792 2,653 2,227

p-value† 0.000 0.000 0.000 0.000

Table 8. Specific traffic volume according to type of vehicle

* Traffic volume of Expressway added to observed traffic volume : C1

31,540 C2 44,800 C3 44,902

†Kruskal-wallis H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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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emporal variation of traffic volume

2.3 사용 연료에 따른 교통량 조사 결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측정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량을 국토

교통부 행정자료인 2011년도, 2012년도 자동차등록현황자료 중 자동

차의 차종별·연료별 등록대수 현황을 이용하여 연료에 따라 가솔린

차량 교통량(Gasoline), 디젤 차량 교통량(Diesel), 그 외 연료 차량

교통량(Etc)으로 재산정하였다. 가솔린, 디젤 외의 연료로는 전기, 알

코올, 태양열 등 주로 대체에너지가 사용되었다.

사용 연료에 따른 교통량 조사 결과, 연구대상 초등학교 8개교 모

두 가솔린 교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가솔린 교

통량과 디젤 교통량은 C그룹 > B그룹 > A그룹 순으로 조사되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그룹의 경우

전체 교통량은 가장 적지만, 가솔린 교통량과 디젤 교통량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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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비하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C그룹의 경우 전체 교통량은 가장

많지만 가솔린 교통량과 디젤 교통량 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Group School
Predicted traffic volume

Total Gasoline Diesel Etc*

A

A1 1,154 501 448 205

A2 9,392 4,211 3,693 1,488

average 5,273 2,356 2,071 847

B

B1 39,568 20,577 13,244 5,747

B2 22,344 9,938 8,778 3,628

B3 36,806 17,887 12,939 5,980

average 19,730 16,134 11,654 5,118

C

C1 47,676 26,154 17,813 3,709

C2 66,000 33,036 23,479 9,485

C3 60,582 30,927 21,063 8,592

average 58,086 30,039 20,785 7,262

p-value† 0.000 0.000 0.000 0.000

Table 9. Specific traffic volume according to type of fuel

* Traffic volume of vehicle using other fuel

†Kruskal-wallis H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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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관련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3.1. 대기 중 교통관련 오염물질 측정 결과

연구 대상 초등학교 8개교의 도로와 인접한 정문지점을 선정하여

교통관련 오염물질인 블랙카본(BC),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

(NO2), 오존(O3) 및 일산화탄소(CO)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물러 있는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으

며, 블랙카본(BC)의 경우 1분 간격으로 측정하여 1시간 평균 농도를

산출하였고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및 일산화탄

소(CO)의 경우 5분 간격으로 측정된 값을 이용해 1시간 평균 농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값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 초등

학교 인근에 위치한 대기오염측정소의 자동측정망 데이터를 확인하

였으며, 정문지점의 교통관련 오염물질 농도와 자동측정망으로 측정

된 교통관련 오염물질 농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초등학교의 정문지점에서 교통관련 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블랙카본(BC), 이산화질소(NO2) 및 오존(O3) 농도가 C그룹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블랙카본(BC)과 오존(O3)의 경우 세

그룹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블

랙카본(BC)의 경우 농도값이 C그룹(6.01㎍/㎥) > B그룹(4.89㎍/㎥)

> A그룹(4.5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산화질소 역시 C그룹 > B

그룹 > A그룹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미세먼지(PM10) 농도는 A그룹, 학교 A2에서 76.7㎍/㎥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일산화탄소(CO)는 B그룹, 학교 B3에서 0.540ppm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기오염측정소의 자동측정망은 연구대상 초등학교에서 약 1km ~

4km 내에 위치해 있었다. 자동측정망으로 측정된 교통관련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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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는 세 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11). 블랙카본(BC)의 경우 현재까지 자동측정망으로 측정

이 되지 않고 있어 표에 나타내지 않았다.

Gro

-up
School

Concentration at school main gate

BC

(㎍/㎥)

PM10

(㎍/㎥)

NO2

(ppm)

O3

(ppm)

CO

(ppm)

A

A1
4.22±1.65

(2.15~6.58)

51.6±15.7

(31.0~79.0)

0.04±0.02

(0.01~0.07)

0.053±0.035

(0.015~0.095)

0.196±0.075

(0.100~0.320)

A2
4.84±0.63

(3.90~5.74)

76.7±24.6

(25.0~102.0)

0.03±0.01

(0.02~0.04)

0.013±0.016

(0.002~0.043)

0.328±0.091

(0.140~0.450)

average
4.53±1.25

(21.5~6.58)

64.1±23.8

(25.0~102.0)

0.03±0.02

(0.01~0.07)

0.033±0.034

(0.002~0.095)

0.262±0.106

(0.100~0.450)

B

B1
4.72±1.73

(2.77~6.95)

45.1±20.1

(18.0~76.6)

0.05±0.04

(0.01~0.11)

0.007±0.007

(0.003~0.022)

0.598±0.231

(0.300~0.900)

B2
5.28±1.25

(2.89~6.44)

34.2±13.9

(15.0~54.0)

0.03±0.01

(0.01~0.05)

0.014±0.009

(0.003~0.030)

0.088±0.033

(0.010~0.130)

B3
4.66±0.52

(4.10~5.68)

48.9±12.7

(22.0~63.0)

0.05±0.01

(0.03~0.06)

0.035±0.010

(0.020~0.047)

0.540±0.117

(0.440~0.780)

average
4.89±1.25

(2.77~6.95)

42.7±16.6

(15.0~76.6)

0.04±0.03

(0.01~0.11)

0.019±0.015

(0.003~0.047)

0.405±0.272

(0.010~0.900)

C

C1
4.34±0.88

(2.98~5.56)

61.6±15.8

(47.0~92.0)

0.04±0.01

(0.03~0.06)

0.044±0.012

(0.017~0.055)

0.353±0.179

(0.183~0.725)

C2
5.52±0.90

(4.28~6.92)

29.8±12.9

(13.0~51.0)

0.03±0.01

(0.02~0.05)

0.047±0.021

(0.017~0.068)

0.392±0.079

(0.260~0.480)

C3
8.17±1.75

(5.39~11.00)

65.1±19.3

(31.0~83.0)

0.06±0.02

(0.02~0.07)

0.042±0.020

(0.018~0.076)

0.296±0.073

(0.200~0.420)

average
6.01±2.02

(2.98~11.00)

52.1±22.5

(13.0~92.0)

0.04±0.02

(0.02~0.07)

0.044±0.017

(0.017~0.076)

0.347±0.123

(0.183~0.725)

p-value† 0.115 0.032 0.221 0.000 0.089

Table 10. Traffic-related air pollutant concentration of study schools

†Kruskal-wallis H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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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

-up
School

Distance

from

school

(km)

Concentration at monitoring site

PM10

(㎍/㎥)

NO2

(ppm)

O3

(ppm)

CO

(ppm)

A

A1 2.31
50.2±6.3

(40.0~57.0)

0.04±0.01

(0.03~0.06)

0.052±0.038

(0.006~0.100)

0.589±0.196

(0.400~0.900)

A2 1.75
97.6±13.6

(82.0~120.0)

0.02±0.01

(0.02~0.03)

0.042±0.013

(0.019~0.056)

0.411±0.033

(0.400~0.500)

average -
73.9±26.4

(40.0~120.0)

0.03±0.01

(0.02~0.06)

0.047±0.028

(0.006~0.100)

0.500±0.164

(0.400~0.900)

B

B1 1.88
27.9±11.7

(0.0~38.0)

0.03±0.02

(0.00~0.04)

0.013±0.014

(0.000~0.036)

0.356±0.230

(0.000~0.600)

B2 2.84
23.2±4.8

(14.0~30.0)

0.04±0.01

(0.02~0.04)

0.017±0.006

(0.009~0.024)

0.411±0.033

(0.400~0.500)

B3 2.32
36.2±11.3

(21.0~54.0)

0.02±0.00

(0.02~0.02)

0.027±0.012

(0.016~0.048)

0.400±0.050

(0.300~0.500)

average -
29.1±10.9

(0.0~54.0)

0.03±0.01

(0.00~0.04)

0.019±0.012

(0.000~0.048)

0.389±0.134

(0.000~0.600)

C

C1 4.16
42.0±17.4

(0.0~57.0)

0.01±0.00

(0.01~0.02)

0.045±0.029

(0.000~0.073)

0.289±0.060

(0.200~0.400)

C2 1.15
10.8±3.9

(3.0~16.0)

0.01±0.00

(0.01~0.02)

0.033±0.010

(0.019~0.046)

0.322±0.044

(0.300~0.400)

C3 1.90
57.2±9.9

(44.0~77.0)

0.03±0.01

(0.03~0.04)

0.042±0.026

(0.013~0.079)

0.322±0.097

(0.200~0.500)

average -
36.7±22.7

(0.0~77.0)

0.02±0.01

(0.01~0.04)

0.040±0.023

(0.000~0.079)

0.311±0.070

(0.200~0.500)

p-value† - 0.000 0.001 0.000 0.000

Table 11. Traffic-related air pollutant concentration of monitoring site

†Kruskal-wallis H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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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측정된 교통관련

오염물질과 자동측정망으로 측정된 오염물질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오존(O3)은 자동측정망에서

측정된 농도와 상관관계가 각각 0.60, 0.33, 0.6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p<0.01)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산화탄소

(CO)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2).

교통관련 오염물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산화질소

(NO2)와 일산화탄소(CO)간의 상관관계가 0.3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p<0.01)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블랙카본(BC)와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간의 양의 상

관관계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오존의 경우에는

모든 물질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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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PM10 NO2 O3 CO
Monitoring

PM10

Monitoring

NO2

Monitoring

O3

Monitoring

CO

BC 1.00 0.12 0.19 -0.20 -0.01 0.07 0.26* -0.21 0.04

PM10 0.12 1.00 0.11 -0.10 0.02 0.60** -0.08 0.26* -0.07

NO2 0.19 0.11 1.00 -0.02 0.38** 0.06 0.33** -0.05 0.28*

O3 -0.20 -0.10 -0.02 1.00 -0.07 -0.10 -0.26* 0.66** -0.24*

CO -0.01 0.02 0.38** -0.07 1.00 -0.15 -0.26* -0.21 -0.09

Monitoring

PM10
0.07 0.60** 0.06 -0.10 -0.15 1.00 0.18 0.36** 0.18

Monitoring

NO2
0.26* -0.08 0.33** -0.26* -0.26* 0.18 1.00 -0.18 0.78**

Monitoring

O3
-0.21 0.26* -0.05 0.66** -0.21 0.36** -0.18 1.00 -0.17

Monitoring

CO
0.38 -0.07 0.28* -0.24* -0.09 0.18 0.78** -0.17 1.00

Table 12.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easured data and monitoring data

†Pearson correlation test (p<0.05)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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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로 교통량과 오염물질 간의 상관성 분석

도로교통량이 교통관련 오염물질의 농도 분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해 연구대상 초등학교 반경 100m 이내에 위

치한 주요도로의 교통량과 교통관련 오염물질 농도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블랙카본(BC)과 일산화탄소(CO)의 경우 교통

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p<0.01)를 나타냈으나 미세

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오존(O3)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블랙카본(BC)의 경우 합계 교통량에서 상관계수가 0.407

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디젤 교통량 0.401, 가솔린 교통

량 0.398 순으로 나타났다. 오존(O3)의 경우 가솔린 교통량과의 상

관계수가 0.324로 가장 큰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합계 교통량

0.318, 디젤 교통량 0.284 순으로 나타났다.

Total Gasoline Diesel

BC 0.407** 0.398** 0.401**

PM10 -0.171 -0.122 -0.140

NO2 0.195 0.216 0.193

O3 0.127 0.115 0.115

CO 0.318** 0.324** 0.284**

Table 1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raffic volume and air

pollutant concentration

†Pearson correlation test (p<0.05)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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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량과의 상관관

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블랙카본(BC)의 농도 분포를 1시간 간격으

로 측정된 도로교통량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에서 교통량과 블랙카본(BC) 농도 변화가 유사한 양상으로 조사되

었다. 출근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교통량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블랙카본(BC) 농도 또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점차 높

아지다가 교통량이 감소하는 오전 10시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였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후 1시부터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2. Temporal BC concentration and Traffic volume of grou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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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emporal BC concentration and Traffic volume of grou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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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emporal BC concentration and Traffic volume of group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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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연료별 교통량에 따른 교통관련 오염물질 농도 변화를 분석

한 결과, 미세먼지(PM10)를 제외한 모든 교통관련 오염물질에서 디

젤 교통량이 농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블랙카본(BC)의 경우, 디젤 교통량에 따른 농도 변화가 다른

교통관련 오염물질보다 크게 나타났다(Fi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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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lack Carbon b) PM10

c) NO2 d) O3 e) CO

Figure 15. Scatter plot of traffic volume and air pollutant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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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ultiple regression

B β t p-value

BC

Gasoline -0.1×10-5 -0.001 -0.002 0.999

Diesel 0.001 0.402 0.468 0.641

F value 6.611**

Adjusted R2 0.136

PM10

Gasoline 0.018 1.051 1.141 0.258

Diesel -0.030 -1.182 -1.283 0.204

F value 1.355

Adjusted R2 0.010

NO2

Gasoline -0.2×10-4 1.519 1.682 0.097

Diesel -0.3×10-4 -1.314 -1.455 0.150

F value 2.801

Adjusted R2 0.048

O3

Gasoline 0.1×10-5 0.063 0.067 0.946

Diesel 0.1×10-5 0.053 0.056 0.955

F value 0.465

Adjusted R2 0.013

CO

Gasoline 0.000 2.608 3.089 0.003

Diesel -0.001 -2.302 -2.727 0.008

F value 8.212**

Adjusted R2 0.169

Table 1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air pollutant concentration and

traffic volume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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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흡기질환 발생률 조사 결과

4.1. 연구 대상자의 호흡기질환 설문 결과

연구 대상학교 8개교에 재학 중인 2학년~6학년 학생 4,877명을

대상으로 천식질환 유병률을 ISAAC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조

사항목은 ‘평생 천식 유병’, ‘12개월 천식 유병’, ‘평생 천식 진단’,

‘12개월 천식 치료’, ‘운동유발성 기침’, ‘야간 기침’으로 총 6개 항목

을 조사하였다(Table 15).

세 그룹간의 천식질환 유병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

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 모든 설문 항목에서 3개 그룹 간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생천식진단, 야간기

침의 경우 교통량이 가장 많은 C그룹에서 각각 7.6%, 11.7%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생 천식 유병, 12개월 천식 치료, 운동유발

성 기침은 B그룹에서 각각 12.0%, 2.4%, 2.1%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C그룹에서 각각 11.1%, 2.3%, 1.7% 으로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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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otal A Group B Group C Group

N 4,877 1,007 1,529 2,341

Asthma

Lifetime prevalence 549(11.3) 106(10.5) 184(12.0) 253(11.1)

p-value 0.461

Last 1-year Prevalence 181(3.7) 39(3.9) 55(3.6) 87(3.7)

p-value 0.937

Lifetime diagnosed 356(7.3) 70(7.0) 109(7.1) 177(7.6)

p-value 0.786

Last 1-year treatment 111(2.3) 21(2.1) 34(2.4) 53(2.3)

p-value 0.857

Exercise induced asthma 90(1.8) 18(1.8) 32(2.1) 40(1.7)

p-value 0.678

Night cough 547(11.2) 95(9.4) 177(11.6) 275(11.7)

p-value 0.130

Table 15. Prevalence of asthma diseases of study subjects (Unit : %)

†Chi-square independence test (p<0.05)

ISAAC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 대상 초등학생의 천식 질환 유병

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을 조사하였다(Table 16). 천

식 질환 위험인자들 중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한

국소아 신장별 체중 백분위수를 바탕으로 백분위수 85~95 퍼센타일

을 과체중으로 하였고, 95 퍼센타일 이상을 비만으로 하였다. 환기

횟수(Ventilation)의 경우 1일 동안 창문을 통해 환기를 실시한 횟

수로서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인원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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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otal
A

Group

B

Group

C

Group

N 4,877 1,007 1,529 2,341

Body Mass Index
Overweight

(85~95percentile)
508(10.4) 117(11.6) 144(9.4) 247(10.6)

Obesity

(>95percentile)
241(4.9) 47(4.7) 83(5.4) 111(4.7)

Ventilation Never 42(0.9) 3(0.3) 20(1.3) 19(0.8)

Indoor smoke Yes 929(19.0) 236(23.4) 252(16.5) 441(18.8)

Move(Lifetime) Yes 1935(39.7) 321(31.9) 702(45.9) 912(39.0)

With-year after birth

Move Yes 582(11.9) 109(10.8) 185(12.1) 288(12.3)

Exist mold Yes 528(10.8) 130(12.9) 172(11.2) 226(9.7)

Use carpet Yes 633(13.0) 79(7.8) 240(15.7) 314(13.4)

Have Pet Yes 130(2.7) 26(2.6) 42(2.7) 62(2.6)

Last 1-year

Exist mold Yes 1038(21.3) 259(25.7) 357(23.3) 422(18.0)

Use carpet Yes 803(16.5) 118(11.7) 255(16.7) 430(18.4)

Have Pet Yes 377(7.7) 77(7.6) 127(8.3) 173(7.4)

New house < 2-year 188(3.9) 31(3.1) 57(3.7) 100(4.3)

Water leak Yes 763(15.6) 192(19.1) 233(15.2) 338(14.4)

Monthly Income < 2 million 372(7.7) 108(10.7) 129(8.4) 135(5.8)

2 million

~ 4 million
1804(36.9) 420(41.7) 512(33.5) 872(37.2)

> 4 million 2293(47.0) 215(21.3) 828(54.2) 1250(53.4)

Birth weight < 2.5kg 173(3.5) 31(3.1) 58(3.8) 88(3.8)

Table 16. Prevalence of personal risk factor for asthma of study subjects

(Un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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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통량에 따른 호흡기질환 Odds Ratio 비교

교통량에 따라 구분한 세 개 그룹간의 호흡기질환 교차비(Odds

Ratio ,OR)를 비교하기 위해 세 개 그룹과 호흡기질환 관련 위험인

자를 독립변수로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단변량 분석

결과, 성별, 이사, 출생 후 곰팡이 유무, 최근 1년동안 곰팡이 유무.

출생 후 카펫(진드기) 유무, 건축 년수, 출생체중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근 1년동안 천식 유병, 평생 천식 진단 항목

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C그룹의 보정교차비(Adjusted Odds

Ratio)가 각각 1.052(0.688-1.657), 1.099(0.796-1.516)으로 높게 나타

났다(Table 17). 또한 평생 천식 유병, 최근 1년 천식 치료, 운동유

발성 기침, 야간기침에서 교통량이 적은 A그룹에 비해 B그룹에서

보정교차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야간기침의 경우, 교통량에 따라

구분된 3개 그룹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호흡기질환 관련 위험인자들 중 성별의 경우 남학생일 때 호흡기

질환 유병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평생 천식 유병, 평생 천식 진단,

야간 기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이사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평생 천식 유병, 운동유발

성 기침에서 보정교차비가 각각 1.439(1.178-1.757),

1.728(1.041-2.867)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출

생 후 1년 동안 또는 최근 1년 동안 집의 벽면에 곰팡이가 존재하

는 학생에서 평생 천식 유병, 운동유발성 기침, 야간기침의 보정교

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출생 후 1년 동안 집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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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펫이 있던 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호흡기질환 증상에서 보정교차

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구대상 초등학생의 출생 당시 체중

의 경우 평생 천식 유병에서 보정교차비가 0.756(0.611-0.935)로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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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Adjusted Odds Ratio (95% CI)

Lifetime

prevalence

Last 1-year

prevalence

Lifetime

diagnosis

Last 1-year

treatment

Exercise

induced asthma

Night cough

prevalence

Group B† 1.040(0.780-1.384) 0.871(0.528-1.434) 0.989(0.698-1.402) 1.074(0.584-1.978) 1.052(0.509-2.174) 1.368(1.005-1.862)*

Group C† 1.009(0.770-1.321) 1.052(0.668-1.657) 1.099(0.796-1.516) 0.987(0.530-1.763) 1.033(0.520-2.051) 1.343(1.003-1.797)*

Sex(male) 0.737(0.566-0.961)* 0.992(0.619-1.591) 0.703(0.513-0.964)* 0.732(0.418-1.279) 0.876(0.448-1.713) 0.748(0.568-0.985)*

Move(+) 1.439(1.178-1.757)** 1.023(0.721-1.450) 1.212(0.954-1.539) 1.318(0.858-2.022) 1.728(1.041-2.867)* 1.110(0.904-1.364)

Exist mold(birth)(+) 1.503(1.127-2.005)** 1.200(0.723-1.994) 1.144(0.791-1.655) 0.837(0.414-1.691) 1.036(0.484-2.217) 1.462(1.084-1.973)*

Exist mold(last)(+) 1.514(1.176-1.948)** 1.746(1.143-2.667)** 1.219(0.890-1.669) 1.553(0.909-2.655) 1.999(1.085-3.682)* 1.260(0.965-1.647)

Carpet(+) 1.662(1.292-2.140)** 1.973(1.302-2.989)** 1.790(1.329-2.409)** 1.623(0.950-2.773) 1.971(1.082-3.588)* 1.512(1.164-1.964)**

Birth Weight(per 1 kg) 0.756(0.611-0.935)** 0.677(0.470-0.975) 0.880(0.681-1.138) 0.943(0.593-1.497) 1.125(0.648-1.953) 0.900(0.722-1.122)

Table 17. Multi-variate r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variable related to asthma disease

†Reference variables : A group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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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fetime asthma prevalence
b) Last 1-year asthma

prevalence

c) Lifetime asthma diagnosis d) Last 1-year treatment

d) Exercise induced asthma e) Night cough prevalence

*p<0.05, **p<0.01

Figure 16. Compared to adjusted odds ratio of 3 group(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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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환경 요인

분석

호흡기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환경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교통관련 오염물질 농도에 따른 보정

교차비를 산출하였다. 이 때 호흡기질환 위험요인 중 성별, 키, 몸

무게, BMI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은 모형에 포함되지 않게 보정하

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블랙카본(BC)의 경우 평생 천식 증상,

최근 1년 동안 천식 증상, 평생 천식 진단 항목에서 1㎍/㎥ 씩 증가

할수록 보정교차비가 1.090(0.906-1.312), 1.123(0.812-1.554),

1.246(1.009-1.538) 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18, Fig

17). 특히, 평생 천식 진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미세먼지(PM10)의 경우 평생 천식 증상에서 농도가 10㎍/㎥ 씩 증

가할수록 보정교차비가 1.026(0.883-1.193) 씩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대상 초등학생의 호흡기질환 관련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한 결과, 평생 천식 증상 항목의 경우 블랙카본(BC)과 일

산화탄소(CO)에서 보정교차비가 1.090(0.906-1.312),

1.090(0.913-1.302)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세먼지

(PM10)의 보정교차비가 크게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천식 증상의

경우 블랙카본(BC)에서 보정교차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오존(O3)에서 크게 나타났다. 평생 천식 진단의 경우 블랙카본

(BC) 1.246(1.009-1.538) > 일산화탄소(CO) 1.236(0.994-1.537) > 오

존(O3) 1.050(0.931-1.184)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블랙카본(BC)

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최근 1년 동안 천식 치료, 운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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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 기침, 야간기침 항목의 경우 이산화질소(NO2)에서 보정교차비

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야간기침의 경우 이산화질소

(NO2)의 보정교차비가 1.249(1.062-1.470)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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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Adjusted Odds Ratio (95% CI)

Lifetime

prevalence

Last 1-year

prevalence

Lifetime

diagnosis

Last 1-year

treatment

Exercise induced

asthma

Night cough

prevalence

BC

per 1㎍/㎥
1.090(0.906-1.312) 1.123(0.812-1.554) 1.246(1.009-1.538)* 0.709(0.494-1.020) 0.858(0.540-1.362) 0.901(0.742-1.093)

PM10

per 10㎍/㎥
1.026(0.883-1.193) 0.729(0.547-0.971)* 0.939(0.780-1.131) 0.784(0.562-1.095) 0.765(0.507-1.155) 0.958(0.819-1.122)

NO2

per 0.01ppm
0.919(0.789-1.070) 0.806(0.598-1.087) 0.879(0.728-1.062) 1.030(0.709-1.495) 1.044(0.665-1.639) 1.249(1.062-1.470)**

O3

per 0.01ppm
1.012(0.918-1.117) 1.107(0.942-1.302) 1.050(0.931-1.184) 0.982(0.814-1.185) 1.005(0.804-1.256) 0.977(0.882-1.083)

CO

per 0.1ppm
1.090(0.913-1.302) 0.721(0.487-1.068) 1.236(0.994-1.537) 0.640(0.384-0.949) 0.614(0.352-1.069) 0.892(0.743-1.071)

Gasoline 0.996(0.969-1.024) 1.078(1.011-1.150)* 0.996(0.961-1.032) 1.068(0.991-1.150) 1.064(0.972-1.165) 1.001(0.973-1.030)

Diesel 1.006(0.964-1.049) 0.893(0.812-0.983)* 1.003(0.950-1.053) 0.911(0.816-1.017) 0.913(0.798-1.045) 1.005(0.958-1.044)

Table 18. Multi-variate r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measured air pollutant concentration and traffic volume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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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fetime asthma prevalence
b) Last 1-year asthma

prevalence

c) Lifetime asthma diagnosis d) Last 1-year treatment

d) Exercise induced asthma e) Night cough prevalence

*p<0.05, **p<0.01

Figure 17. Compared to adjusted odds ratio of measured air pollu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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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에 따라 측정된 교통량과 호흡기질환과의 관련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조사한 결과, 평생 천식 증상, 평생 천식 진단, 야간

기침 유병률에서 디젤 차량이 100대 씩 증가할수록 보정교차비가

각각 1.006(0.964-1.049), 1.003(0.950-1.053), 1.005(0.958-1.044)으로

가솔린 차량의 보정 교차비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Table 18, Fig

18). 반면 최근 1년 동안 천식 증상, 최근 1년 동안 천식 치료, 운동

유발성 기침의 경우 가솔린 차량이 100대 씩 증가할 때 보정교차비

가 디젤 차량의 보정교차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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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fetime asthma prevalence
b) Last 1-year asthma

prevalence

c) Lifetime asthma diagnosis d) Last 1-year treatment

d) Exercise induced asthma e) Night cough prevalence
*p<0.05, **p<0.01

Figure 18. Compared to adjusted odds ratio of traffic volume according to

type of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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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대상 초등학생의 주거

지역에 위치한 대기오염측정소의 5년 동안의 자동측정망 자료를 수

집하여 연구 대상자의 호흡기질환 유병률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평생 천식 증상 항목의 경우,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

소(NO2)의 보정교차비가 각각 1.024(0.972-1.079), 1.024(0.865-1.212)

으로 조사되었으며 오존(O3)의 경우 1.017(0.779-1.327)로 분석되었

다. 최근 1년 동안 천식 증상 항목에서는 오존(O3) > 일산화탄소

(CO) > 이산화질소(NO2) > 미세먼지(PM10)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 운동유발성 기침 항목의 경우 오존(O3)에서 1.114(0.563-2.204)로

보정교차비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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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Adjusted Odds Ratio (95% CI)

Lifetime

prevalence

Last 1-year

prevalence

Lifetime

diagnosis

Last 1-year

treatment

Exercise

induced asthma

Night cough

prevalence

PM10

per 10㎍/㎥
1.024(0.972-1.079) 1.020(0.933-1.115) 0.991(0.930-1.055) 1.008(0.901-1.128) 1.051(0.920-1.200) 1.039(0.984-1.097)

NO2

per 0.01ppm
1.024(0.865-1.212) 1.182(0.893-1.566) 0.945(0.768-1.163) 1.054(0.736-1.510) 1.080(0.712-1.639) 0.913(0.763-1.092)

O3

per 0.01ppm
1.017(0.779-1.327) 1.325(0.827-2.123) 0.787(0.575-1.078) 1.114(0.633-1.959) 1.114(0.563-2.204) 0.759(0.575-1.004)

CO

per 0.1ppm
0.971(0.800-1.179) 1.239(0.886-1.732) 0.837(0.663-1.056) 0.908(0.600-1.375) 1.004(0.614-1.640) 1.003(0.820-1.228)

Table 19. Multi-variate r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monitoring air pollutant concentration and traffic volume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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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

로 알려져있다. 자동차 종류 중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NO2와 입자상물질(PM) 및 블랙카본(BC)은 대기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상당히 높다(류정호 등, 2003). 특히 블랙

카본(BC)의 경우 세포 및 생체 실험에 의해 심장과 폐질환에 영향

을 미친다고 밝혀지고 있으며(Alessandrini et al., 2009; Soto et al.,

2008; Pope and Dockery, 2006), 역학연구에서는 민감계층의 천식

과 같은 만성 폐질환을 증가시키고 폐기능을 저하시킨다고 밝히고

있다(Suglia et al., 2008).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료비 절감 등의 이유로 선진국에 비해 경

유 차량의 보유비율이 높고(류정호 등, 2003) 최근에는 여가 활동

증가 및 지속되는 고유가 등의 이유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어 경유엔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많은 선행 연구 결과 자동차로 인해 도로로부터 직접 발생된 오

염원은 폐기능과 천식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으며(Anderson

et al., 2011; Clark et al., 2010; HEI, 2009), 도로 근처에 위치한

집, 학교, 회사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잠재적인 악영향

을 줄 수 있다(Vette et al., 2013). 도로로부터 발생한 오염물질은

교통량, 교통빈도, 도로의 종류, 기상요인, 배경농도 등과 관련이 있

으며 바람으로 인해 최소 200m에서 몇 백 미터까지 이동할 수 있

다고 밝혀지고 있다(Vette et al., 2013). 본 연구에서 조사된 8개의

초등학교는 주요도로로부터 약 100m 이내에 위치해있으며, 교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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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오염농도가 블랙카본(BC)의 경우 약 4~8㎍/㎥의 범위로 교통량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김영성(2012)의 연구 결과인

2002년 이후 우리나라 수도권 평균 블랙카본(BC) 농도인 약 1.2~4.4

㎍/㎥ 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먼지

(PM10),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및 일산화탄소(CO)도 마찬가지

로 2012년도 국내 수도권 평균 농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높은 교통관련 오염물질의 농도는 주요도

로의 많은 교통량과 100m 이내의 짧은 이격거리로 인한 결과로 사

료된다.

본 연구는 교통량에 따라 교통관련 오염물질의 농도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

도로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측정된 합계 교통량이 10,000

대 이하인 A그룹에서 교통관련 오염물질 중 블랙카본(BC), 이산화

질소(NO2) 및 일산화탄소(CO)의 농도가 다른 B, C그룹에 비해 낮

게 나타났으며 특히 블랙카본(BC)과,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의

경우 교통량이 가장 많은 C그룹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세먼지

(PM10)의 경우 교통량이 가장 적은 A그룹에서 6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세먼지(PM10)의 경우 대부분이 토양물질에

기원되어 발생하며 배출의 형태가 다양하여(김영성, 2012) 교통량과

유의하지 않고 본 연구의 측정기간이 짧은 이유로 인해 나타난 결

과로 사료된다. Invernizzi et al.(2011)이 Italy Milan 지역에 위치한

교통량이 다른 3개의 도로에서 블랙카본(BC)과 미세먼지(PM10,

PM2.5)농도를 측정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Invernizzi et al.(2011)의

연구 결과, 블랙카본(BC)의 경우 주요 배출원이 자동차인데 비해

미세먼지(PM10, PM2.5)의 경우 배출원이 다양하여 교통량에 따른 유

의한 농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역

시 미세먼지(PM10)농도의 경우 주요도로의 교통량 뿐만 아니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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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당시 측정지점 주변의 학생들의 움직임, 바람에 의한 비산먼지

등의 영향이 다소 큰 것으로 사료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유 차량은 주요 배출물질인 NOx와

입자상물질(PM), 및 블랙카본(BC) 등으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위

해성이 상당히 높다. 최근 LA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유해대기 오염물질에 의한 추가 발암 위해성의 83%가 경유차 배출

입자(Diesel Particulate Matter, DPM)로 밝혀졌다(SCAQMD,

2008).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입자 중 약 75%는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EC)가 차지하고 있으며 원소탄소(EC)는 많은 역학연구에

의해 BC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블랙카본(BC)과 용어를 혼

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차량 배출 비중이 큰 대도시 같은 경우 블

랙카본(BC)는 경유차 배출의 지표로 사용된다(김영성, 2012). 본 연

구에서는 위와 같은 경유차의 배출특성을 근거하여 주요도로에서의

교통량과 측정된 교통관련 오염물질의 농도간의 상관성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블랙카본(BC) 및 일산화탄소(CO)에서 교통량과

교통관련 오염물질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얻었으며,

특히 블랙카본(BC)의 경우 가솔린 엔진 차량보다 디젤 엔진 차량에

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오염물질에

서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디젤 엔진 차량과 교통관련 오염

물질간의 유의한 상관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유의한 상관관

계를 얻지 못한 것은 연구 기간이 짧고, 도로 교통량을 기계식 조

사가 아닌 인력식 조사를 통해 측정하였기 때문에 기계식 조사에

비해 측정값의 정확도가 다소 낮아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주요도로에서의 교통량과 정문지점에서 측정한 교통관련 오염물

질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오염

측정소의 자동측정망 상의 교통관련 오염물질 농도는 주요도로에서



- 59 -

측정한 교통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대기오염측정소와 연구 대상 초등학교 간의 이격거리가

약 1km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도로의 교통상황을 반영

할 수 없으며, 대기오염측정소와 인접한 도로 교통 상황을 반영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대기오염측정소의 결과로 예측할

수 있는 대기오염 농도는 국한된 지역에서 가능하다 생각되며 이런

이유로 초등학교 주변 대기오염 농도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선 추가

적인 모니터링 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선행연구로부터 확인된 교통관련 오염물질과 어린이 천식 유병률

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AAC(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대상 초등학생의 천식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ISAAC 설문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천식 및 알레르

기성 질환의 유병률과 중증도를 조사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ISAAC 협력위원회에서 개발된 영문판 설문지를 기본으로 하여 참

여하는 나라마다 자국 언어로 된 설문지를 공통된 지침에 따라서

개발하며, 이 설문지들은 표준화가 이루어져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

국제적으로 조사를 수행하는데 사용되었다(Shaw et al., 1995).

ISAAC 설문지는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어 쉽게 적용될 수 있고 비

용이 적게 들며, 민감도와 특이도가 좋은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

고 있다(Asher et al., 1995; Vanna et al., 2001; Asher et al.,

2006). ISAAC 설문지로 얻을 수 있는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중에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블랙카본(BC)과 관련성이

깊은 천식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8개교 학생의 천식 관련

증상인 평생 천식 유병, 최근 1년 동안 천식 유병, 평생 천식 진단,

최근 1년 동안 천식 치료, 운동유발성 기침, 야간기침의 유병률 각

각 11.3%, 3.7%, 7.3%, 2.3%, 1.8%, 11.2%로 나타났다. 특히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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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진단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2011년 국민건강통계의 6.4%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의 항목들은 선행연구들과 유사하

거나 약간 높은 수준 이었다. 이 결과 또한, 연구대상 초등학생들이

도로로부터 이격거리가 가까운 초등학교 및 집에서 생활함으로 인

해 얻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 초등학생의 호흡기질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교통

량으로 분류한 그룹(Group A, B, C), 성별(남자), 이사경험(+), 출생

후 1년 동안 곰팡이(+) 및 진드기(+), 출생체중(-)이 있었으며, 교

통·환경 요인으로는 블랙카본(BC),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이

산화탄소(CO) 가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는 연구 대상 초등학생의

개인노출 농도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 농도로서 고려한 결과이기 때

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 호흡기질

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후 개인노출농도

및 교통 관련 위험 인자에 노출되는 노출빈도 등을 분석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도로와 인접한 초등학교 8개교의 대기오

염 측정 결과가 장기간의 결과가 아니며 동시에 측정을 할 수 없었

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변이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측정값의 신

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도로교통량 조사의 경우 기계식이 아닌

인력식 조사 방법을 수행하여 정확성이 다소 낮았으며, 연료별 교

통량 산출 시 통계자료에 인한 계산방식으로 얻어진 대수이기 때문

에 신뢰도가 낮다. 이로 인해 교통관련 오염물질과 도로교통량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그 크기가 다소 낮게 나

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대상 초등학생의 호흡기 질환에 영향

을 주는 개인적 변수를 보정한 후 결과를 확인하였지만, 보정 된

변수 이외의 개인 및 유전적 소인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기 때문에 질환의 증가 및 발병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부족하



- 61 -

다. 또한, 교통 및 환경 관련 요인들이 일부 호흡기 질환 발생에 위

험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개인노출농도를 측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아니므로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차량의 교통량만을 변수로 하여 호흡기 질환과의 관련

성을 분석한 기존의 다른 연구와 달리 사용 연료에 따른 교통량이

대기오염농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어린이 호흡기 질환 증상

을 비교 연구하였다. 하지만 짧은 측정기간, 도로교통량 산출 등 많

은 제한점이 존재하므로 향후 도로교통량에 따른 교통관련 오염물

질 농도 분포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인체 건강영향 등을 객관적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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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주거지역 내 위치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요도로의 교통량과 블랙카본(BC) 농도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고

어린이 호흡기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환경요인을 분석하

였다. 연구대상 학교를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도로의 교통량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대기 중 교통관련 오염물질의 농

도 및 상관관계, 교통량과 교통관련 오염물질 농도에 따른 호흡기

질환 증상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관련 오염물질 블랙카본(BC), 미세먼지(PM10), 이산화

질소(NO2), 일산화탄소(CO) 측정 결과, 블랙카본(BC), 이산화질소

(NO2). 일산화탄소(CO)가 4차선 이상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통량의 합계가 40,000대 이상인 C그룹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며 특히 블랙카본(BC)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 초등학교 정문지점에

서 측정된 교통관련 오염물질의 농도와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오염

측정소의 자동측정망 결과 일산화탄소(CO)를 제외한 모든 물질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젤 차량의 중요 지표물질인 블랙카본(BC)의 경우 본 연

구의 측정시간 동안 농도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주요도로에

서의 시간대 별 교통량과 유사한 분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요도로에서의 교통량과 교통관련 오염물질 간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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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블랙카본(BC) 및 일산화탄소(CO)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p<0.01), 특히 블랙카본(BC)의 경우

전체 교통량(0.407) > 디젤 교통량(0.401) > 가솔린 교통량(0.398)

으로 나타나 디젤 교통량과의 상관성이 가솔린 교통량과의 상관성

보다 약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산화질소(NO2), 오존(O3)의 경

우 가솔린 교통량의 증가에 비해 디젤 교통량의 증가에 농도가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차이가 미비했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호흡기질환 설문조사 결과, 평생 천식 진단, 야간기침 항목

에서 4차선 이상 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합계 교통량이 40,000대 이

상인 C그룹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생 천식 유병,

12개월 천식 치료, 운동유발성 기침 항목의 유병률은 합계 교통량

이 20,000대 이상, 40,000대 미만인 B그룹 > C그룹 > A그룹 순으

로 나타났다. 호흡기 질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

험인자는 성별(남자), 이사경험(+), 출생 후 1년 동안 곰팡이(+), 최

근 1년 동안 곰팡이(+), 출생 후 1년 동안 진드기(+), 출생체중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최근 1년 동안 천식 유병, 평생 천식 진단 항목에서 C그

룹의 odds ratio가 각각 1.052(0.688-1.657), 1.099(0.796-1.51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야간기침 항목의 경우 odds ratio가

1.343(1.003-1.79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교통관

련 오염물질과 호흡기질환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블랙카본

(BC)이 평생 천식 유병, 최근 1년 동안 천식 유병, 평생 천식 진단

항목에 대해 가장 높은 odds ratio를 가졌으며, 평생 천식 진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또한, 호흡기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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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증상에서 미세먼지(PM10)와 유사하거나 더 큰 odds ratio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연료에 따른 교통량과 호흡기질환

과의 상관성 분석 결과 디젤 차량과 가솔린 차량과의 뚜렷한 odds

ratio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교통관련 오염물질 중 특히

블랙카본(BC) 농도의 증가가 호흡기질환 중 평생 천식 진단율 등

일부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세먼지(PM10),이산화

질소(NO2), 오존(O3)과 마찬가지로 천식에 대한 지표물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통관련 오염물질에 영향

을 주는 교통량 역시 영향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

구에서는 도로교통량 및 교통관련 오염물질과 어린이 건강영향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량의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고려하

여야 할 것이며, 블랙카본(BC)이 어린이 천식 질환에 지표물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블랙카본(BC)

과 어린이 천식 질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장기적이고 다양한 연

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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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spiratory Disease Symptom

According to Road Traffic Volume at

Elementa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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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Dong-Chun Shin, M.D, Ph. D.)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is adjacent

to the main road for the sake of convenience. In recent years, a

number of studies have shown that exposure to air pollutants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large roadways is associated with a

range of health effects, including adverse respiratory effects.

Especially black carbon is an indicator of diesel vehicle and a

potential factor of asthma in children. However, there is limited

study about adverse health effect of black carb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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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at black carbon

which is an indicator of diesel vehicle is an additional factor of

respiratory disease in children. Therefore we evaluated the

relevance of road traffic and air pollutants concentration

especially black carbon and respiratory disease. Traffic related

air pollutants(Black Carbon, PM10, NO2, O3, CO) and road traffic

were measured using real-time equipment from 8 am to 5 pm at

eight elementary schools in Seoul, Korea. Eight elementary

school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The ISAAC questionnaire was used to estimate asthma

prevalence for 4,877 participated students. This questionnaire

drew up by student’s parents.

Black Carbon(BC), NO2, O3 was measured the highest

concentration(6.01㎍/㎥, 0.04ppm, 0.044ppm) at C group which

had above 40,000 road traffic per day. Significantly positive

associations were found between road traffic and air pollutant

concentration especially BC(p<0.05). Furthermore, diesel traffic

and BC and CO were estimated to have positive

association(p<0.05). Using logistic regression model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BC and Lifetime diagnosis was found with

adjusted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s] of

1.246[1.009-1.538] per 1㎍/㎥.

From the results above, Black Carbon may be an additional

factor of respiratory disease in children.

Key words : Black Carbon, Traffic Volume, Asthma disease,

ISAAC, Dies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