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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대기오염 물질 중 주요 오염원이며,인체 영향이 큰 미세먼지를 대상으로 하여
입자의 크기별(PM10,PM2.5)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미세먼지와 급성사망과
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이에 대한 농도-반응 함수를 유도하여 현 오염수준에서의
초과사망자수를 산출하였으며,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추정하여 규제 기준 관
리에 대한 경제적 손실비용을 산출하였다.
우선 미세먼지와 사망과의 관련성 파악을 위하여,2002년 1월 1일 0시부터

2005년 12월 31일 23시 까지 4년간 서울시 PM10과 PM2.5시간별 모니터링 데이
터와 동일 기간의 서울시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PM10의 경우 IQR (30.1㎍/㎥)증가시,전체사망의 상대위험도는

1.008(95%CI=0.873-1.039),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경우 1.045(95%CI=0.980-1.063),
심혈관계 질환 사망의 경우 1.031(95%CI=1.028-1.063)로 나타났다.
PM2.5의 경우 IQR (17.3㎍/㎥)증가시,전체 사망의 상대위험도는 1.045

(95%CI=1.028-1.069),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경우 1.084(95%CI=1.033-1.106),심혈
관계 질환 사망의 경우 1.062(95%CI=1.021-1.113)로 나타났으며,모든 사망 위해에
대하여 PM2.5의 상대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추정된 PM10과 PM2.5에 대한 상대위험도를 통해 농도-반응 함수를 유도하기

위하여,본 연구에서는 log-linearC-Rfunction을 사용하였다.
PM10의 구별 평균 오염도와 노출 인구수를 토대로 농도-반응 함수에 대입하여

전체 사망자수를 추정한 결과 서울시 전체에서 연간 약 306명의 초과사망자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경우 연간 약 92
명,심혈관계 질환 사망의 경우 연간 약 282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PM2.5의 경우 전체 사망자수를 추정한 결과 서울시 전체에서 연간 약 1,488명

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호흡기계 질환 사망
의 경우 연간 약 146명,심혈관계 질환 사망의 경우 연간 약 486명의 초과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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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현 수준의 PM10에 비하여 PM2.5의 사
망 위해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PM 노출로 인한 사망영향의 경제적 손실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3년간 총

2,635명을 대상으로 사망위해도 저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산출하였으며,서울 지역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지불의사금액(WTP)은
23,544(원/월)로 추정되었고,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VSL)은 565,056,000원으로
추정되었다.
PM10의 경우,전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1,731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호흡기계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517억,심혈관
계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1,595억으로 추정되었으며,PM2.5에 대한
경제적 손실비용을 추정한 결과,전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8,408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호흡기계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823억,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2,744억으로 추정되었다.
PM10과 PM2.5의 관리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현 수준에서의 경제

적 손실 비용과 규제기준 변경에 대한 경제적 손실 비용의 차이를 산출한 결과,
PM10의 기준을 현 수준에서 40㎍/㎥으로 감소시킬 경우 편익은 약 522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PM2.5의 기준을 PM10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현 수준에서 25
㎍/㎥로 감소시킬 경우 편익은 약 1,216억원으로 산출되어 PM2.5의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단,호흡기계 질환 사망과 심혈관계 질환 사망의 경우 PM10의
기준을 현 수준에서 40㎍/㎥으로 감소시킬 경우의 편익이 PM2.5를 동일한 비율로
감소시킬 때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PM 기준 수용 및 모니터링 관리에 대한 국

민보건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입자의 크기별 인체영향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기질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게 사료된다.

핵심어:미세먼지,시계열 연구,농도-반응 함수,통계적 생명가치액,편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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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대기오염은 인간에게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폭로 대상 인구가
가장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수질오염이나,폐기물오염과 같은 기타 오염에 비하여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특히,대기 중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부유하
는,매우 복잡한 성분을 가진 물질이며,대부분 자동차 배기가스,도로의 먼지 등
으로부터 발생한다.미세먼지의 크기와 성분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데,입자의
크기,표면적,화학적 조성이 건강영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입자는 직경이 0.1~10㎛이며,극미세입자는 직경이 0.1㎛

미만인 물질을 의미한다.대부분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데,연소입자는
탄소성분을 유기탄화수소,질산염,금속,황산염 등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가지
며,이 모든 성분이 입자의 독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조성은 발생원에 따라 다르다.모래먼지 등 흙에서 발생한 먼지는

무기물질,미네랄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연소에 의해 발생된 먼지는 타다
남은 연료,검댕,황 화합물,미네랄성분,유기탄소,미량의 중금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수도권의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만들어지는 황산염과 질산염,그리고 중국에서 날아온 2차생성물 등
이 주요성분인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의 미세먼지(PM2.5)평균 성분 조성은 유
기탄소 24%,황산염 21%,질산염 14%,원소탄소 10%,금속산화물 8%,기타 24%
로 나타났으며,PM10의 경우 PM2.5에 비하여 유기탄소와 원소탄소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금속산화물이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다양한 배출원
중 자동차의 경우 총 기여율이 22.3%로 2차 미세먼지 31.4% 다음으로 높은 기여
율을 보였으나 1차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배출된 가스상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율을 고려하면 자동차에 의한 기여율은 클
것으로 예상되며,특히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입경이 작고 벤조(a)
피렌 등 각종 발암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단위중량당 위해도가 다른 배출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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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대적으로 매우 크므로 우선적으로 저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부유하면서 빛을 흡수,산란시키기 때문에 시야

를 악화시키기도 하고,식물의 잎 표면에 쌓여 광합성 동화작용,호흡작용과 증산
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특히,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
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 원인이 되며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미세먼지의 호흡기 영향은 주로 세기관지에서 염증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발생

하는데,이러한 작용은 천식,만성기관지염,기도폐쇄 등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또한 미세먼지는 폐 조직에서 박테리아의 불활성화 혹은 제거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호흡기계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심
근경색,뇌졸중,심박동수 이상,급사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미세먼지의 인체영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만,대중의 주목

을 받게 된 것은 Dockery등(1993)이 발표한 ‘미국 6개 도시에서의 대기오염과 사
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이 연구에서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도 미세
먼지가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보건학적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최근에는 Pope등(2002)이 미세먼지 장
기 노출과 폐암 및 심혈관질환 사망률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미
세먼지의 보건학적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미국 암예방
연구(CancerPreventionStudyII)의 대상자 120만명을 전향적으로 추적한 결과 미
세먼지가 10㎍/㎥ 증가할 때마다 전체 만성 사망위험은 4% 증가하고,심혈관계
사망은 6%,암으로 인한 사망은 8%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사망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미세먼지가 10㎍/㎥ 증가할 때마다 일일 사망률은 0.8% 증가하는 것으로 보
고하였으며,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증가할수록 허혈성
심장 질환 및 급성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세먼지에 노출된 어린이에게서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며,미세먼지가 42.9㎍/㎥ 증가하는 경우에 영아 사망률이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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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가하는 것을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이러한 연구결과는 대기오염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와 같이 민감한 집단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보건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선진 각국의 경우는 장기적 계획을 통해 미세 먼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에 대

한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위해성 평가 및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특히 미세 먼
지로 인한 모니터링,위해성 평가,사회적 비용 산출 및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규
제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존의 규제기준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고,규제 기준을 달
성하기 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공학적 처리 대안을 모색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
중이다(USEPA,2001,EC,1997).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 먼지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관리

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위해도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위해도 지
표(인체,생태,인지 또는 경제 위해도 등)에 근거한 우선적으로 비용을 투자할 지
역에 대한 선정이 필요하고,우선 순위 지역에 대한 위해도 감소를 위해 원인 배
출원을 규명하고 공학적 처리를 통해 배출원 차단 또는 억제 또는 규제기준 강화
등과 같은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 중 규제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미세 먼지에 위해성 평가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다.즉,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오염도 자료,미세먼지와 인체영향간의 용량-반응 평가 자료 등이 필
요하고,손실 비용 평가를 위해서는 인체 위해도,위해도 감소를 위한 지불의사금
액 등에 대한 기본 자료들이 필요하다.여기서 특히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하기 위
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방법론도 고도의 통계적 기법을 요한다.
손실 비용과 같은 경제성 평가는 우선 순위 선정에 하나의 지표로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실제 감소 전략에 투자 비용에 대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더 나아가 비용-편익 분석에서도 정보가 활용되고 결국 이는 환경 오염
의 최적 감소 전략(optimalreductionstrategy)선택이나 최적 관리 수준(optimal
controllevel)의 결정,특정 전략에 대한 효율성 평가,투자 결정의 지침,가격 정
책 설계 등에 아주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USEPA,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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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내에서 행해진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기오염의 피
해를 독성학적 관점에서 평가한 경우가 많았으며,경제학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는
소홀하였다.최근에 대기오염의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한 연
구가 시작되었고,대기오염 개선에 따른 사회적 편익에 대한 연구(엄영숙,1998;
조준모 등,1998;김태유 등,1998;유승훈 등,1999;신영철,2002)가 일부 수행된
적이 있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환경정책을 결정하기에

는 부족함을 느끼고,생태계나 재산 피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가치에
대한 측면들도 함께 고려해야함을 강조하였다(U.SEPA,1993).경제 위해도 분석
(economicorwelfareriskanalysis)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
해비용을 산정하는 영역으로 건강 손실비용 뿐만 아니라,자원재 및 건축물 손상,
농작물 수확량의 감소에 대한 비용 등을 포함하며,이 중 건강 손실비용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손실 피해를 화폐가치로 표현함으로써 확률로 표현되는 인체 위해
도와 같은 다른 지표보다 정책결정자나 일반인들이 피해규모를 가늠하기가 더 용
이하다는 장점이 있다(U.SEPA,2000).
최근 이러한 환경 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평가하는 연구는 선진국에서

많이 시도되었다(Alberinietal.,1997;Krupnick etal.,2000;Brethourand
Weersink,2001).대부분의 연구는 환경재의 비시장 재화성 특징으로 인하여 그
재화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을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인데 그 대표적
인 것이 가상 가치평가법(contingentvaluationmethod;이하 CVM)이다(Mitchell
etal.,1989,Arrow etal.,1993).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대한 평가는 PM10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PM2.5에 대한 국가 수준의 모니터링을 결과들을 동시에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또한,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진국에서는 많은 비용
을 들여,미세먼지와 사망률 증가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장기간의 역학연
구에 투자하고 있다.반면,우리나라의 경우는 미세먼지로 인한 급성 영향에 대한
연구이외에 만성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장기적 코호트를 구성하여 환경오염과 만성 사망에 대한 용량-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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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상관관계를 규명하거나 국내에 적용이 가능한 또는 전문가적 합의를 통한 용
량-반응 함수를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위해성 평가나 경제성 평가에 대한 방법론을 개선․보

완하여,도출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우선순위
가 높은 지역에 대한 위해성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을 모델로 하여 미세 먼지에 대한 급성 사망

의 관련성 규명을 통해 위해성을 평가하고 손실 비용을 추정하여,이들 두 가지
지표에 근거하여 미세먼지의 입경별 우선 관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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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미미미세세세먼먼먼지지지의의의 건건건강강강영영영향향향

2003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서울
을 비롯한 수도권 대기환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이 법에 의거한 기본 계획
에 의하면 서울시는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 농도를 2014년에 각각 40㎍/
㎥와 22ppb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환경부,2005).이러한 미세먼지는 인
체 위해성이 높고,스모그,시정장애,지구온난화 등 여러 영향을 미치므로,중요
한 저감대상물질이다.우리나라는 과거 2000년까지 총부유분진(totalsuspended
particle;TSP)을 대기환경기준으로 사용하다가,2001년부터 PM10에 대한 기준으로
변경하였다.하지만,선진국에서는 PM10보다 입경이 작은 PM2.5에 대한 관리 기
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
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입자상 물질은 인체의 호흡기와 심혈관계에 악영향

을 미치며,이러한 악영향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일별 및 연 사망률
증가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또한 입경이 작은 미세입자 일수록 입자상 물질 농도
에 의한 초과사망자 수는 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증가율을 나타낸다(Schwartz
etal.,1996;DockeryandPope,1994;Dockeryetal,1993,1992).이와 관련하여
미국 EPA는 1997년 7월 입자상 물질에 대한 수정된 환경기준을 공표하였는데,기
존의 PM10에 대한 일 최대 및 연평균 농도에 관한 기준치는 존속시키면서 새로
운 기준치로서 PM2.5에 대한 규제치를 새로 제안하였다.
생물학적 기전에 의한 연구에 의하면,입자상 물질 자체 또는 가스상 물질인

SO2,NO2,O3,CO 및 VOCs와의 반응 생성물이 인체의 폐포 상피세포와 자율신
경계 등에 자극을 주어 폐기능을 저하시키며,입경이 작은 미세입자의 경우 폐포
모세혈관으로 유입되어 폐포 외 조직인 간,골수,신장 등으로 이동하여 기관 장
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Lightetal.,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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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호흡기 영향은 주로 세기관지에서 염증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발생
하는데,이러한 작용은 천식,만성기관지염,기도폐쇄 등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또한,미세먼지는 폐 조직에서 박테리아의 불활성화 혹은 제거
작용을 방해함으로서 호흡기계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심
근경색,뇌졸중,심박동수 이상,급사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세먼지의 인체영향에 대한 기전은 현재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는데,염증

반응,사이토카인(cytokine)및 케모카인(chemokine)의 분비,백혈구수 증가,폐에
서 활성산소의 생성,엔도톡신(endotoxin)에 의한 세포 및 조직의 반응 등이 대표
적이다.
미세먼지의 인체 영향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도의 염증반응이다.인간과 동

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세먼지의 흡입은 상부와 하부기도에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특히,활성산소와 산화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미세먼지 중 어떠한 물질이 활성산소를 생성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

의 여지가 있지만,PAHs,퀴논,구리,크롬,니켈,철 등의 금속물질이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또한,기도의 상피세포와 대식세포 등이 활성산소를 생
성하기도 하는데,활성산소는 세포의 단백질,지질,세포막,DNA를 손상시키며,
국소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따라서 항산화 작용
과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에 의한 염증반응,
천식증상,알레르기성 반응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특히,만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산화스트레스와
염증반응이 이들 질환의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
질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상승작용에 의해 낮은 농도에서도 건강영향이 발생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미세먼지에 의한 심혈관질환의 발생은,비록 산화스트레스 및 염증반응의 증가

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자율신경계의 장애와 혈액의 응고능력의 변화와
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하지만,자율신경계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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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응고능력의 변화는 미세먼지를 흡입할 경우에 폐
혹은 혈관에서 유리되는 사이토카인이 응고인자와 간에서 항응고효소의 생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특히,크기가 작을수록 폐포를 직접 통과해
서 혈액을 통해 전신적인 순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직
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미세먼지의 인체영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만,대중의 주목

을 받게 된 것은 1993년에 Dockery등이 ‘New EnglandJournalofMedicine’에
발표한 ‘미국 6개 도시에서의 대기오염과 사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도 미세먼지가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면서,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보건학적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
다.Samet등(2000)이 미국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1987년부터 1994년까지 미세먼
지와 사망률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New EnglandJournalofMedicine’
에 발표하였는데,미세먼지의 농도가 10㎍/㎥ 증가할수록 전체 사망률은 0.51% 증
가하였고,심장혈관 및 호흡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0.68% 증가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최근에는 Pope등(2002)이 미국의학협회지(JAMA)에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폐

암 및 심혈관질환 사망률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의 보건
학적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이 연구에서 Pope등은 미국 암 예방연구
(CancerPreventionStudyII)의 대상자 120만명을 전향적으로 추적한 결과 미세먼
지(PM2.5)가 10㎍/㎥ 증가할 때마다 전체 사망 위험은 4% 증가하고,심혈관계 사
망은 6%,암으로 인한 사망은 8%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러한 역학연구
결과는 미세먼지의 노출은 단순히 호흡기계의 영향 뿐 아니라,암과 심혈관계 질
환 등과 같은 전신적인 질환과도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 일부 의학자와 보건학자에 의해 미세먼지의 건

강영향에 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기 시작하였으며,최근에는 고령자와 영․유아
등 민감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도시에서 TSP,PM10,O3,SO2,CO,NO2농도에 대해서 일별

사망건수와의 연관성이 평가된 연구들이 있었으며(Leeetal.,2000,1999),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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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사망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미세먼지 10㎍/㎥ 증
가할 때마다 전체 사망률은 0.8%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미세먼지 외
에도 대기 중의 NO2,SO2,CO가 사망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Hong
etal.,1999).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에서는 대기 중의 미세먼지,NO2,
SO2,CO,오존 농도가 증가할수록 급성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특히 노령인구와 여성이 대기오염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홍
윤철 등,2002).서울시 TSP,SO2,O3농도 및 일별 사망자수를 메타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에 의하면,TSP농도가 100㎍/㎥ 증가할 때 마다 3%의 초과사
망율이 발생하며,SO2와 O3농도가 각각 50ppb증가함에 따라 초과사망율은 각
각 5%와 3%씩 증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Leeetal.,1999).또한 설문지를 통한
대기오염에 따른 호흡기계 증상과의 관련성을 평가한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Kwonetal.,1994).하지만,대기환경 중 PM2.5농도는 TSP,PM10보다 더 인체
의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및 사망률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환경적인 측면에
서도 산성비,시정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이다.이와 관련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 하에 광범위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 및 지원은 아직 미미한 실
정이다.특히,서울시 PM2.5농도가 외국의 주요 대도시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
란 것을 고려할 때 PM2.5농도에 의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초과 사망률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되어 진다.
따라서 대기 중 PM10과 PM2.5농도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사망건수와의

연관성 연구는 앞으로 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10-

222...대대대기기기오오오염염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경경경제제제적적적 손손손실실실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환경재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저감하
고 환경질을 개선․유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러한 큰 흐름에 따라
정부도 더 이상 환경에 대한 영향을 무시한 채 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실제로 환경제도를 개선하거나,공공투자를 하는 등 환경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김광임 등,1999).
환경재는 일반 재화와는 달리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평가되는데,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이론적,실증적으로 검증된
여러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환경재 평가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족한 실정인 우리나라에는 맞지
가 못하다.또한 각 나라의 생활수준이나 가치관 등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평가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결과를 차용해서 쓰는 데에도 한
계가 있다(김광임 등,1999).그러므로 앞으로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인 연구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법론 구축을 위한 연구 등 환경재의 편익을
평가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엄미정,1999).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 중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 영향의 경제적 손실을 평가

하기 위한 사망에 따른 손실 비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추
정하는 가상 가치평가법(CVM)을 사용하였다.
가상가치 평가법(Contingentvaluationmethod,CVM)은 건강 상태 변화 또는

환경질의 변화 등과 같은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불의사 금액(willingness
topay)을 직접적으로 조사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즉 이 방법은 어떤 변화에 대
한 사람들의 WTP를 알고 싶다면,그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에 기초
한다.이 방법을 ‘가상적인(contingent)'평가법이라 하는 이유는,만약 사람들이 어
떤 우연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구하기 때문
이다.환경재와 같이 실제 시장(market)에 존재하지 않는 재화를,사람들에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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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시장에 있는 것이라면...?'이라는 가정 하에 질문을 하는 것이다(US EPA,
2000).

평가대상 환경재 설정
�

가치를 측정할 환경개선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묘사할 수 있는 가상적인 시나리오 작성

�

각종 편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문지 보완
�

실제 설문을 통한 응답자로부터의 가치 유도
�

평가 가치 유도

Fig.1.Frameworkofcontingentvaluationmethod

가상가치 평가법은 Fig.1과 같은 5단계를 걸쳐 진행된다.먼저 1단계에서는 연
구대상 환경재를 설정하고,2단계에서는 설정된 환경재에 대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면서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묘사할 수 있는 시나리오
를 작성한다.3단계에서는 가상가치 평가법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bias)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보완하는 단계로서,소규모 그룹에 대한
여러 차례의 설문과 실험조사 등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4단계는 직접 현장에 나
가 설문을 시행하는 단계로 충분히 교육받은 설문조사원의 역할이 강조된다.물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표본추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무작위(random)표본추출
방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그리고 설문방법을 선택하는데,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개인면접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다.마지막
단계에서는 설문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취합․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끌어
내며,통계분석 및 계량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가치가 통계적으로,이론적으로 유
의한지를 검증한다(이충선,1999;USEPA,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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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사망자수를 추정하여 그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은 그 방법이 매우 다양
하고 복잡하며,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특히,환경 중 위해도 변화에 따른
생명의 가치를 화폐가치로 전환하는 것은 환경/보건과 같은 무형의 상품에 대한
시장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불확실성과 방법상 어려운 점이 많다.
하지만,이러한 가상 시장에 대한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1947년

Ciriacy-Wantrup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가상 가치평가법은,환경분야에서 1989
년 미국의 엑손발데스 유조선 사고를 계기로 NOAA(미해양기상청)에서 환경재의
가치측정법으로 충분히 믿을만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Arrow etal.,
1993),Jones-lee와 같은 경제학자들이 보건학 분야의 비용-편익분석에서 가상 가치
평가법(CVM)을 통하여 사망 위해도에 대한 변화의 지불의사금액(WTP)을 산출하
여 사람의 생명가치를 추정하는 연구(Jones-Leeetal,1985)가 수행되면서 새로운
가치 평가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평가하는 가상 가치평가법(CVM)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각 개인이 환경재의 이용이나 건강 개선을 위한 투자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여야할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이러한 상황 하에서 각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적 인간생명의 가치는 극히 작은 확률(예를 들어,1/10,000)의 사망가능 성

감소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제시한 확률로 나누면 얻어지는데,이는 사망확
률이 1인 경우의 지불의사금액이다.개인의 관점에서 사망가능성이 1이 된다는 것
은 그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이러한 상태를 막기 위한 지불의사
금액은 그의 생명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비록 한 사람의 생사에 관련된 인간생
명의 가치와는 다르지만,특정 정책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감소의 확률을 합한 값
이 1,즉 개인에게 적용될 경우 사망을 의미하는 값과 같아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때의 값을 통계적 인간생명의 가치라고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의 입경별 위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기 위하

여 가상가치평가법을 사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산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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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내내내용용용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내내내용용용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대기 중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
악하는 ‘위해성 평가 부문’과 미세먼지로 인해 유발된 건강손실비용을 산출하는
‘경제성 평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위해성 평가 부문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급성사망에 대하여 역학적 관련성

규명을 통해 단위 농도 증가에 따른 상대위험도를 산출하고,이를 통해 농도-반응
함수(concentration-responsefunction)를 log-linearmodel로 산출하여 서울시에 대
한 PM10과 PM2.5의 초과 사망자수를 추정한다.
경제성 평가 부문의 경우,미세먼지로 인한 위해성 평가 결과의 최종 산물은

이론적 사망자수 이기 때문에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망 위
해도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는 가상 가치평가법(CVM)을 사용
하였다.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손실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PM10과

PM2.5의 초과 사망자수에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를 고려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
강손실비용을 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입경별 위해 저감 효과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저

감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손실비용 차이를 편익으로 하여,미세먼지 관
리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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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Frameworkof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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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가가가...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연구 대상 지역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한 서울을 대상으로
하였다.미세먼지는 자료가 가용한 PM10과 PM2.5에 대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PM10)와 서울시(PM2.5)에 대한 자동측정망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Fig3).
인체 위해성 평가에서 이론적 사망자수를 추정하기 위하여,연구 대상 노출인

구는 서울시 전체 인구 10,381,711명으로 정하였다.또한,경제성 평가에서 설문조
사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성,연령에 비례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2005년 200
명,2006년 1,435명,2007년에 1,000명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Fig.4).

Fig.3.PM monitoringstationinSeoul Fig.4.WTPsurvey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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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인인인체체체 위위위해해해성성성 평평평가가가

인체 위해성 평가란 ‘어떤 독성 물질이나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나타날 수 있
는 개인 혹은 집단의 건강 피해 확률을 추정하는 과학적인 과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즉,사람이 환경적 위험(environmentalhazard)에 노출되었을 경우,발생 가
능한 영향을 정성 또는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이다.유해 물질에 대한 역학적,
임상적,독성학적 및 환경학적 연구 결과로부터 모델을 이용한 외삽(extrapolation)
을 통해,주어진 노출 조건하에서 인간에 미칠 수 있는 건강 위해범위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다.이러한 평가는 위험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노출평가
(exposureassessment),용량-반응 평가(dose-responseassessment)및 위해도 결정
(riskcharacterization)의 주요 4단계를 통해 수행된다(USEPA,1993).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M10과

PM2.5노출에 대한 급성 사망의 역학적 상관성 규명을 통해 상대위험도를 산출하
고 이에 따른 농도-반응 함수를 산출하여 서울 지역의 급성 사망 위해도를 산출하
였다.

111)))미미미세세세먼먼먼지지지 노노노출출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상상상대대대위위위험험험도도도 산산산출출출

가가가)))연연연구구구자자자료료료

본 연구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사망원인통계자료와 환경부에서 입수한
PM10,O3,SO2,NO2,CO의 오염도 자료와 서울시에서 입수한 PM2.5오염도 자
료,그리고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서울시 일평균 온도와 상대습도,평균 풍속 자료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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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망자료

연구대상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로 정하였으며,이 기간
동안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사망 자료를 통계청 원시정보제공시스템
을 통해 확보하였다.본 자료는 사망일과 사망시점에서의 거주지,사망 장소와 사
망자의 직업, 사망진단자, 사망자의 교육/혼인상태, 그리고 국제질병분류법
(InternationalClassificationofDisease,ICD-10)에 따른 사망원인 등의 항목이 포
함되어 있다.
본 자료 중에서 최종적으로 통계분석에 사용된 사망 자료는 서울시 거주자 중

사망 장소가 서울 시내인 경우만 선택하였으며,또한 서울시 거주자가 서울시 외
부에서 사망한 경우와 외부인이 서울시에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을 추정하기 위하여,일별 사망자수 집

계에서 운수사고,추락사고,자살 등 사망의 외인(ICD-10:V01-Y89)은 제외하고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M으로 인한 사망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망외인을 제외한 전체

사망(allcausemortality)외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요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있
는 호흡기계 질환 사망(ICD-10:J00-J98)과 심혈관계 질환 사망(ICD-10:I00-I98)을
구분하여 사망자수를 산출하였다.

(2)대기오염자료

대기오염자료는 2002년 1월 1일 0시부터 2005년 12월 31일 23시까지 서울시의
27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자료에서 측정하고 있는 PM10,O3,SO2,NO2,CO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PM2.5는 환경부 자료로서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
시에 의뢰하여 21개 구별 자료를 확보하였다.
모든 오염도 자료는 시간대별 측정 자료로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각

시간대별로 27개 지점의 측정치를 평균하여 시간당 평균치를 구하고,각 시간 평
균치를 이용하여 일별 평균치를 구하였다.일별 평균치 산출은 날짜별 24시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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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평균값과 이동평균산출법을 병행하여 적용시키고 각각 결과를 비교하였다.
PM에 대한 다른 오염물질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측정망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타 물질의 오염농도를 동일 방법으로 평균을 구하였으며,오존의 경우 최대치에
대한 고려를 위해 측정 지점별 시간당 평균치중 최대치를 선정하여 그 값을 해당
측정지점에서의 시간최대치로 정하고 각 지점에서 측정한 시간최대치의 평균값을
당일 오존 최대치로 하였다.

(3)기타 자료

기상자료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상청 자료를 사용하였
다.기상자료 중 기온과 상대습도자료,강수량 및 풍속 자료를 사용하였으며,기온
과 상대습도 자료의 경우 3시간에 한번씩 평균치가 측정되는데 이에 대한 일 평
균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해 PM 노출인구수 산출을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사용하였으며,구별로 노출인구수를 구분하여 초과사
망자수를 산출하였다.

나나나)))상상상대대대위위위험험험도도도 산산산출출출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수를 전체 인구 집단으로 볼 때,매우 드문 사건으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포아송 분포를 따르는 치우친 형태를 보이게 된다.따라
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귀모형은 각 날짜에 대하여 포아송 분포를 가정하여 분
석하였다.포아송 분포에서는 대상인구 집단이 동일한 위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게 되고 이러한 가정 하에서 일별 사망자수에 대한 기대치를 μ라고 하면
특정일에 y명이 죽을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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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아송분포는 시간에 따라서 정상성을 띄지 않을 수 있다.즉 위해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예측변수에 따라 같이 변화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예측변수를
이용하여 포아송 분포를 예측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

시계열 자료의 분석에서 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고려해야할 변
수는 장기적인 추세변동과 계절변동 요인이다.시계열 자료에서는 장기적 추세를
보이는 두 변수는 반드시 상관관계를 나타내게 된다.따라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한다.일별 사망자수는 일
반적으로 계절적 변동을 보이고 이러한 변동의 주요한 오염이 대기오염이 아니기
때문에,계절적 변동을 초래한 요인은 대기오염과 일별 사망건수의 관계를 보는데
있어 중요한 혼란변수로 작용하게 된다.비록 기온이나 상대습도와 같은 기상요인
이 이러한 계절적 변동요인의 일부를 설명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
으로 생각되고 있다.따라서 안전한 방법은 자료에서 이러한 변동요인을 제거한
후에 대기오염과 질환 사망자수의 관련성을 보는 것이다(Schwartzetal.,1996).
또한 변동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자료에 존재하는 특정 패턴을 적합 시키기에
충분히 유연해야 한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석방법 중 하나가
generaladditivemodel이다(HastieandTibshirani,1990).
GAM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함수(smoothfunction)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간의 교호작용을 보는데 장점이 있는 비모수적인 방
법인 Loess(Cleveland& Devlin,1979)를 사용하였다.이 방법을 사용하여 시간 변
수를 유연화하여 모델에 포함시키면 추세변동 및 계절변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Kwonetal,1999).
대기오염과 사망자 수의 관련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추세

변동,계절변동,기온,상대습도,요일,강수량,풍속 등을 포함한 기본모델은 아래
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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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일별 사망자수의 기대치)= α +Loess(시간)+Loess(기온)+Loess(상대습
도)+요일변수 +Loess(강수량)+Loess(풍속)+ ε

이러한 기본모델에 적합성을 평가한 후,PM10과 PM2.5농도 변수를 포함시킨
단일오염물질 모형(one-pollutantmodel)을 만들었다.질환에 의한 사망건수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는 즉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지연효과(lageffect)를 보
일수도 있다.따라서 PM의 5일 전까지의 농도를 차례로 넣어 지연효과를 확인하
였다.또한 대기오염물질은 단일하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대기오염물질
(O3,SO2,NO2,CO)과의 복합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오염물질의
영향을 제어한 상태에서 각 오염물질의 독립적인 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일 오염물질 모형에서 유의성이 인정된 변수에 대하여 기타 다
른 오염물질을 포함시킨 이중 오염물질 모형(two-pollutantmodel)을 만들어 유의
성을 판단하였다.
이러한 모델로부터 PM의 단위 증가에 따른 상대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2002

년부터 2005년까지 시간대별 자료로부터 PM10과 PM2.5의 IQR(interquartile
range)를 구하고,이에 대한 상대위험도를 모델에서 PM10과 PM2.5의 coefficient,
β에 대해 EXP(β)를 취하여 산출하였다.

222)))농농농도도도---반반반응응응 함함함수수수 (((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rrreeessspppooonnnssseeefffuuunnnccctttiiiooonnn)))

PM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수 추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도-반응 함수(C-R
function)를 유도하였다.농도-반응 함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체 사망률 변화
를 exponentialdistribution으로 규명한 Gompertzformula를 적용한 Rabl(1998)의
log-linearC-Rfunction을 사용하였다.
Log-linearC-Rfunction은 USEPA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농도-반응 함수로

서,이때 이론적 기본이 되는 공식이 18세기 수학자인 BenjaminGompertz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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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 대한 일반적 모형이다.

Gompertz는 각 연령대에서의 기대여명의 변화 관찰을 통해 사망률은 일반적
으로 exponentialmodel을 따른다는 것을 제시하였다.이를 기초로 하여,PM 오
염도 변화에 대한 사망률은 (1)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이때 초과사망률은
오염도 변화 후 농도와 변화전 baseline농도 차에 대한 사망률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2)식과 같이 정리된다.이때,상대위험도는 baselinemortality와 개입으
로 인한 사망률 변화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를 (2)번 식과 정리를 하면 농도 변화
분에 대한 ConcentrationResponsecoefficient는 (4)번 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사고사를 제외하고 PM 변화량에 대한 사망자수 또는 유병자수의 증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33)))불불불확확확실실실성성성 분분분석석석

USEPA에서 제안하고 있는 위해도는 변수들의 평균값 또는 최대값을 취하게
된다.그러나 변수들은 변이요소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기에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게 된다.따라서 변수들의 최대,최소,평균값을 포함한 확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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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개념인 PDF(probabilitydensityfrequency)를 이용한 Monte-Carlosimulation
기법이 위해성 평가에 적용되고 있다.Monte-Carlo접근법을 통한 위해성 평가는
각각의 변수에 대한 확률분포를 일정한 수식에 의해 입력하고 Monte-Carlo
simulation에 의해 추계하고자 하는 출력변수의 확률분포를 형성하여 각
percentile에서의 위해도로써 값을 구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PM10과 PM2.5의
환경 중 농도를 평균값의 단일값으로 정하지 않고,측정시간대별 자료의 분포를
검토하여 위해도를 추정하였으며,상대위험도는 uniform distribution에 fitting하
여,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이론적 사망자수에 대한 출력분포에서 5percentile,산술
평균(mean),95percentile을 도출하고,산술평균값(mean)을 이론적 사망자수의 대
표값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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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경경경제제제성성성 평평평가가가

대기오염은 인간에게 생물학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도 유발한다.경제
적 피해 중에는 건물의 부식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하락,식량생산의 감소 등과 같
이 인간의 건강과 무관한 것도 있지만,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되어 한
사람의 경제적인 가치가 상실되는 경우나,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처럼 건강과 직접
적 연관을 맺고 있는 것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 영향의 경제적 손실을 평가하기 위한

사망 손실 비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추정하는 가상 가치
평가법(CVM)을 사용하였다.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가상 시장을 설정하고,특정 위해도

변화치(연간 5/10,000감소)에 대한 지불의사를 추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여,추정된 지불의사금액을 토대로 개인의
통계적 생명가치를 산출하였다.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서울 지역에서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2중 양분선택형 질
문방식(double bounded dichotomouschoice,이하 DBDC)의 가상가치 평가법
(CVM)을 이용하였다.그리고 표본은 서울시를 4대권역으로 구분하여,성별,연령
별로 동일한 구성비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2005년 200명,2006년 1,435명,2007년
1,000명의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이때 연도별 지불의사금액의 차이를 보정
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할인율인 6.5%를 2005년과 2006년
에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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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설설설문문문지지지 개개개발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10년간 5/1,000(년간 5/10,000)감소되는 상
황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하여,서울 시민 총 2,635명을 대상으로 개
인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지 구성은 총 6개 영역으로 지불 의사
금액을 묻는 부분이외에 5개 세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PartA:건강상태 및 삶의
질 조사,PartB:확률에 대한 이해도,PartC:지불의사금액 유도질문,PartD:설
문문항의 이해도,PartE:환경 위해도 인식,PartF:기타 정보)(그림 6).

Part A ; 건강상태 및 삶의질

A-1.~A-10. : 건강상태 (일반건강, 정신건강, 육체적건강, 개인/가족 병력)

A-11. : 삶의 질

Part B ; 확률에 대한 이해도

B-1.~B-3. : 일반 확률에 대한 개념

B-4.~B-9. : 사망 확률(위해도)에 대한 개념

Part C ; 지불 의사 금액

*조사자 카드 제시 : 사망 감소를 위한 조치 설명

C-1.~C-5. : 제품 A (10년 동안 암 사망 확률 5/1,000 감소) 

*조사자 보기 카드 제시

C-6.~C-10. : 제품 B (10년 동안 암 사망 확률 1/1,000 감소) 

*조사자 보기 카드 제시

C-11.~C-15. : 제품 C (10년 동안 지불한 후, 70~80세에 암 사망 확률 5/1,000 감소) 

*조사자 보기 카드 제시

C-16.~C-20. : 제품 D (10년 동안 (암을 포함한) 전체 사망확률 5/1,000 감소) 

*조사자 보기 카드 제시

Part D ; 설문 문항의 이해도

D.1)~D.9) : 확률의 개념이해와 가상제품에 대한 신뢰성, 지불의사금액 답변시, 

                 실 지불능력과 미래 사망확률에 대한 고려 여부 조사

Part E ; 환경 위해도 인식

E-1. : 환경 오염 전체에 대한 위해도 인식

E-2.~E-3. : 개별 환경 문제에 대한 위해도 인식

기타

소득,  교육수준,  직업,  결혼,  가족구성원수,  보험가입. 등

Fig.5.Questionnairesurveyofwillingness-to-pay



-25-

위해도 감소 시나리오는 (1)암으로 인한 사망 위해도의 연간 5/10,000감소
(currentrisk)에 대한 지불의사를 기본으로 하여,(2)암 사망 위해도를 1/10,000으
로 감소(currentrisk)시킨 경우,(3)지불은 현재부터 10년간 지불하지만 위해도 감
소는 70~80세에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futurerisk),그리고 (4)암으로 인한 사망
을 포함한 전체 사망에 대한 위해도 감소치를 5/10,000으로 하였을 경우의 지불의
사금액을 각각 유도하였다.또한,조사대상을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현재 위해도
(currentrisk)감소치에 대하여 초기 제시 위해도 감소치를 서로 바꾸어 제시하여
지불의사금액의 internalscopetest를 수행하였다(그림 5).

③③③③③③③③
암으로암으로암으로암으로암으로암으로암으로암으로 인한인한인한인한인한인한인한인한 사망사망사망사망사망사망사망사망

((((((((암을암을암을암을암을암을암을암을 포함한포함한포함한포함한포함한포함한포함한포함한) ) ) ) ) ) ) ) 전체전체전체전체전체전체전체전체 사망사망사망사망사망사망사망사망

사망확률사망확률사망확률사망확률사망확률사망확률사망확률사망확률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

사망확률사망확률사망확률사망확률사망확률사망확률사망확률사망확률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 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10~10~10~10~10~10~10~10년동안년동안년동안년동안년동안년동안년동안년동안

7070707070707070세세세세세세세세~80~80~80~80~80~80~80~80세세세세세세세세 동안동안동안동안동안동안동안동안

사망확률사망확률사망확률사망확률사망확률사망확률사망확률사망확률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

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10~10~10~10~10~10~10~10년동안년동안년동안년동안년동안년동안년동안년동안

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10~10~10~10~10~10~10~10년동안년동안년동안년동안년동안년동안년동안년동안

①①①①①①①①

②②②②②②②②

④④④④④④④④

위해도위해도위해도위해도위해도위해도위해도위해도 감소치감소치감소치감소치감소치감소치감소치감소치 위해도위해도위해도위해도위해도위해도위해도위해도 감소기간감소기간감소기간감소기간감소기간감소기간감소기간감소기간

*초기제시금액(P)은 4,000/10,000/20,000/40,000원 ;대상 집단 균등 분할
**조사대상지역을 2개 균등한 인원수로,하지만 지역내에서는 random하게 나누어

A 그룹의 경우,①→②→③→④의 순서로 지불의사금액 유도
B그룹의 경우,②→①→③→④의 순서로 지불의사금액 유도

Fig.6.Riskreductionscenarioforwillingness-to-pay

각각의 지불의사금액 유도를 위한 문항에서는 조사자에게 보기카드를 제시하
여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지불수단을 기부금으로 하였을 때,지불 거부반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위해도를 감소시키는 가상의 새로운 제품을 제시하고 그 제품의 상품 가
격을 지불수단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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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nitialbid Secondbid
(if,yes)

Secondbid
(if,noornotsure)

I 4,000 10,000 2,000
II 10,000 20,000 4,000
III 20,000 40,000 10,000
IV 40,000 70,000 20,000

Table1.Bidamountforwillingness-to-pay
(unit:￦)

333)))지지지불불불의의의사사사금금금액액액추추추정정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통통통계계계 분분분석석석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중 양분선택형(DBDC)질문방식
을 사용하였다.2중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은 가상 가치평가법(CVM)을 통한 환경재
의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 최대 지불의사액(willingness-to-pay;이하 WTP)을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끌어내는데 사용되는 접근법 중 비교적 편의(bias)가 적은 방법이
라고 알려져 있다.DC(dichotomouschoice)질문법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
된 표본의 응답자에게 환경자원의 보존을 위해 또는 환경재의 공급을 위해 미리
정해진 특정 금액을 기꺼이 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형태로서,특히
DC 질문유형에서도 한 번의 질문만 하는 단일경계 양분선택형(single-bounded
dichotomouschoice)보다는 Hanemann(1985)에 의해 제안된 이중경계 양분 선택
형(DBDC)질문유형이 실제 CVM 연구에 널리 사용된다.
DBDC질문에서는 각 응답자에게 두 개의 금액을 차례로 제시하게 된다.먼저

자신의 지불의사금액(WTP)이 첫 번째 제시된 금액보다 크거나 같은지에 대하여
‘예’또는 ‘아니오’의 응답을 요구한다.
두 번째 제시되는 금액은 첫 번째 제시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이 ‘예’이면 이보다 큰 금액을 제시하고 ‘아니오’이면 이보다
작은 금액을 제시하여 이 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물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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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i는 다음 중 한 case에 속하게 된다.

1.i∈ YY( 예 / 예 )→ t2i≤ WTPi
2.i∈ YN ( 예 /아니오)→ t1i≤ WTPi≤ t2i
3.i∈ NY(아니오 / 예 )→ t2i≤ WTPi≤ t1i
4.i∈ NN (아니오 /아니오)→ WTPi≤ t1i

where,t1i:초기 제시금액,t2i:두 번째 제시 금액

이러한 두 번의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에서 응답자의 내재 지불의사금액이 동
일하다고 보는 경우는 일변량 분석모형이 된다.이때는 응답자의 내재 지불의사금

액을 하나의 값으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응답자의 내재 지불의사금액을 y*i라 하
면,

y*i = x'iβ + εi,

응답자가 첫 번째 제시금액(t1i)지불을 긍정하고 첫 번째 금액보다 큰 두 번째
제시금액(t2i)지불에 대해서도 긍정하는 경우(즉,y1i=1이고 y2i=1인 경우)에
응답자의 내재 지불의사금액이 관찰될 확률은,

Pr(y1i=1,y2i=1)= Pr(y*i ≥ t2i)
= Pr(x'iβ + εi≥ t2i)
= Pr(εi≥ t2i- x'iβ)

= Pr(zi≥ (t2i- x'iβ)
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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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첫 번째 제시금액(t1i)지불을 긍정하고 첫 번째 금액보다 큰 두 번째
제시금액(t2i)지불을 거절하는 경우(즉,y1i=1이고 y2i=0인 경우)에 응답자의
내재 지불의사금액이 관찰될 확률은,

Pr(y1i=1,y2i=0)= Pr(t1i≤ y*i <t2i )
= Pr(t1i≤ x'iβ + εi <t2i)
= Pr(t1i- x'iβ ≤ εi< t2i- x'iβ)

= Pr((t1i- x'iβ)
σ ≤ zi< (t2i- x'iβ)

σ )

또한 첫 번째 제시금액(t1i)지불을 거절하고 첫 번째 금액보다 작은 두 번째
제시금액 지불(t2i)을 긍정하는 경우(즉,y1i=0이고 y2i=1인 경우)에 응답자의
내재 지불의사금액이 관찰될 확률은,

Pr(y1i=0,y2i=1)= Pr(t2i≤ y*i <t1i )
= Pr(t2i≤ x'iβ + εi <t1i)
= Pr(t2i- x'iβ ≤ εi< t1i- x'iβ)

= Pr((t2i - x'iβ)
σ ≤ zi< (t1i- x'iβ)

σ )

한편 첫 번째 제시금액(t1i)및 첫 번째 제시금액보다 작은 두 번째 제시금액(t2i)
지불을 모두 거절하는 경우(즉,y1i=0이고 y2i=0인 경우)에 응답자의 내재 지
불의사금액이 관찰될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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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y1i=0,y2i=0)= Pr(y*i <t2i )
= Pr(x'iβ + εi <t2i)
= Pr( εi< t2i- x'iβ)

= Pr(zi < (t2i- x'iβ)
σ )

그러므로 bid1i= (t1i- x'iβ)
σ

,bid2i= (t2i- x'iβ)
σ

라 하면,

Pr(y1i=1,y2i=1)= exp[- (bid2i/σ)θ],
Pr(y1i=1,y2i=0)= exp[- (bid1i/σ)θ]-exp[- (bid2i/σ)θ],
Pr(y1i=0,y2i=1)= exp[- (bid2i/σ)θ]-exp[- (bid1i/σ)θ],
Pr(y1i=0,y2i=0)= 1- exp[- (bid2i/σ)θ]

이 때 로그우도함수는

logL = ∑i ((y1iy2i)log{exp[- (bid2i/σ)θ]}

+ (y1i)(1-y2i)log{exp[- (bid1i/σ)θ]-exp[- (bid2i/σ)θ]}

+ (1-y1i)(y2i)log{exp[- (bid2i/σ)θ]-exp[- (bid1i/σ)θ]}
+ (1-y1i)(1-y2i)log{1- exp[- (bid2i/σ)θ]})

이 모형은 일반적 최우추정기법에 의해 계수 벡터 β와 표준편차 σ에 대해 이
함수값을 극대화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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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11인인인의의의 통통통계계계적적적 생생생명명명가가가치치치 추추추정정정

통계적 생명가치액(VSL)은 개인이 스스로 인지하는 위해도에 대해 그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위해도 변화분에 상응하는 값으로 전환한 이론적 수치로서 지불의
사금액을 위해도 감소분으로 나누어 산출하게 된다.이는 개인의 생명가치액을 정
확히 대변한다고 말할 수 없으나,효율적인 환경관리 및 정책결정을 위한 손실비
용 또는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환경 오염으로 인한

위해도 감소를 위한 지불의사금액을 위해도 감소분(△P;본 연구에서는 연간
5/10,000)으로 나누어서 산출하였다.

▣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 =
집단의 평균 지불의사금액(WTP)÷△P(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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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위위위해해해 저저저감감감 시시시나나나리리리오오오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편편편익익익 평평평가가가

본 연구에서는 PM10과 PM2.5에 대한 위해 저감 시나리오로서 관리 기준 강화
를 통한 위해 저감을 제시하여 두 물질에 대한 관리의 경제적 편익을 비교하였다.
가정된 시나리오는 PM10의 경우 수도권 대기 특별법 감소 목표인 40㎍/㎥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30/20㎍/㎥으로 감소시켰을 때 저감 편익과,PM2.5의 경우
PM10과 동일한 수준의 감소효과 비교를 위하여 본 연구 자료에서 계산된 2002년
부터 2005년 PM10/PM2.5ratio인 ‘0.69’를 적용하여 각각 25/20/15㎍/㎥으로 감
소시켰을 때의 저감 편익을 산출하여 비교하였으며,PM2.5의 미국 EPA 규제기준
인 15㎍/㎥ 를 고려하였다.
이때 감소된 위해에 대한 편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M10의 위해 저감 편익 =현 수준에서의 PM10의 경제적 손실 비용
- PM10(저감시나리오 40/30/20㎍/㎥)의 경제적 손실 비용

*PM2.5의 위해 저감 편익 =현 수준에서의 PM2.5의 경제적 손실비용
- PM2.5(저감시나리오 25/20/15㎍/㎥)의 경제적 손실 비용

위해 저감 시나리오에 따른 PM10과 PM2.5의 편익을 비교하여 향후 기준 설정
에 대한 관리의 경제성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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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인인인체체체 위위위해해해성성성 평평평가가가

가가가...미미미세세세먼먼먼지지지 노노노출출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상상상대대대위위위험험험도도도 산산산출출출

111)))사사사망망망자자자료료료 및및및 대대대기기기오오오염염염도도도

서울시에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총 연구기간 (총 1,460일)중 전체 사망(사망외
인 제외)에 대한 사망건수는 135,421건 이었다.이 중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
망건수는 7,867건이었으며,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건수는 37,947건이었다.
호흡기계 질환 중 폐렴으로 인한 사망건수는 1,522건 이었으며,COPD로 인한

사망건수는 1,946건 이었으며,천식으로 인한 사망 건수는 1,317건 이었다.심혈관
계 질환 중 울혈성심부전증의 경우 1,596건,급성심근경색의 경우 3,961건이었다.

Variable Numberofdeath
All-causemortality* 135,421
Respiratorymortality 7,867
Pneumonia 1,522
COPD 1,946
Asthma 1,317

Cardiovascularmortality 37,947
congestiveheartfailure 1,596
acutemyocardialinfarction 3,961

Table2.Numberofdeathinstudyperiods(2002~2005)

*exceptICD-10,V01-Y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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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의 경우 유효 관측 일수는 모니터링 사이트별로 340~365일/년 이었으
며,PM10의 경우 평균 62.4㎍/㎥ (range:4.7~469.1㎍/㎥),PM2.5의 경우 평균
43.5㎍/㎥ (range:1.0~279.7㎍/㎥)로 나타났다.O3,SO2,NO2,CO의 평균은 각각
34.1ppb,6.9ppb,42.1ppb,7.9ppm으로 나타났으며,이들 농도의 분포는 모두 오른
쪽으로 치우친 분포(right-skewed)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기간 중 평균온도는 12.9℃(range:-15.2~33.8℃)이었으며 계절적 변이가 뚜

렷이 나타났고,상대습도는 61.1%(19.8~95.3%)로 나타났다.

Variables Mean Min
Percentile

Max
25th 50th 75th

PM10(㎍/㎥) 62.4 4.7 31.6 54.1 70.8 469.1
PM2.5(㎍/㎥) 43.5 1.0 18.1 30.9 32.8 279.7
O3(ppb) 34.1 1.8 15.2 29.4 41.3 186.8
SO2(ppb) 6.9 1.3 2.7 6.1 8.9 39.8
NO2(ppb) 42.1 6.9 24.8 30.1 49.1 92.9
CO (ppm) 7.9 1.8 4.9 6.1 13.7 36.1
Temp.(℃) 12.9 -15.2 1.9 15.6 26.1 33.8

RelativeHumidity(%) 61.1 19.8 50.6 63.7 73.9 95.3

Table3.AirpollutionandweatherinSeoulduringstudyperiod



-34-

Fig.7.TimeseriesofdailyPM10/PM2.5,temp.,humidityinSeoul,2002

Fig.8.TimeseriesofdailyPM10/PM2.5,temp.,humidityinSeoul,2003



-35-

Fig.9.TimeseriesofdailyPM10/PM2.5,temp.,humidityinSeoul,2004

Fig.10.TimeseriesofdailyPM10/PM2.5,temp.,humidityinSeoul,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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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오염자료와 사망자수(전체),온도,습도에 대한 단순상관관계
를 살펴보면,오존은 온도와 높은 상관관계(0.621)를 보이고 있으며,물질 간에는
PM10과 PM2.5는 0.958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고,PM과 SO2,NO2
간에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망률과의 관련성을 보면 PM2.5가 전체 사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

며,이어 PM10과 SO2역시 0.519,0.243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Death Temp. Hu. O3 NO2 SO2 PM10 PM2.5
Death(total) 1 -0.918 -0.915 -0.107 0.120 0.243 0.519* 0.618*
Temp. 1 0.561 0.621* -0.398 -0.543 -0.108 -0.079
Humidity 1 -0.098 -0.111 -0.159 -0.013 -0.009
O3 1 -0.008 -0.410 -0.096 -0.107
NO2 1 0.896* 0.611* 0.598*
SO2 1 0.482* 0.643*
PM10 1 0.958*
PM2.5 1

Table4.Pearsoncorrelationcoefficientforvariablesinanalysis

*p<0.05

222)))미미미세세세먼먼먼지지지로로로 인인인한한한 상상상대대대위위위험험험도도도

(((가가가)))단단단일일일 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 모모모형형형

미세먼지로 인한 상대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우선 단일 오염물질 모형
(one-pollutantmodel)의 전체 사망과 호흡기계 질환 사망,심혈관계 질환 사망에
대하여 지연시간(lag time)과 3일/5일 이동평균에 따른 PM10과 PM2.5의 IQR
(PM10:30.1㎍/㎥,17.3㎍/㎥)농도 증가에 따른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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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day

All-cause Respiratory Cardiovascular
PM10† PM2.5‡ PM10 PM2.5 PM10 PM2.5

0 0.01094
(0.00036)

0.04688
(0.00302)

0.06204
(0.00701)

0.07511
(0.00813)

0.04210
(0.00369)

0.04974
(0.00369)

1 0.00797
(0.00012)

0.04402
(0.00311)

0.04413
(0.00317)

0.08066
(0.00704)

0.06204
(0.00598)

0.07511
(0.0318)

2 0.01292
(0.00155)

0.02859
(0.00289)

0.03826
(0.00303)

0.06672
(0.00522)

0.02859
(0.00147)

0.04688
(0.00261)

3 0.02372
(0.00244)

0.02078
(0.00161)

0.04210
(0.00501)

0.05259
(0.00431)

0.03440
(0.00316)

0.04784
(0.00369)

4 0.03730
(0.00218)

0.03053
(0.00291)

0.04974
(0.00612)

0.05827
(0.00397)

0.02274
(0.00181)

0.03633
(0.00698)

5 0.01980
(0.00101)

0.02762
(0.00273)

0.03247
(0.00311)

0.03633
(0.00198)

0.03826
(0.00263)

0.04306
(0.00333)

3day
moving

0.04402
(0.00598)

0.06110
(0.00654)

0.03440
(0.00298)

0.04114
(0.00331)

0.02859
(0.00396)

0.02956
(0.00184)

5day
moving

0.06579
(0.00796)

0.07881
(0.00838)

0.06391
(0.00731)

0.07511
(0.00369)

0.04688
(0.00697)

0.05069
(0.00416)

Table5.CoefficientofPM increaseformortalityrisk(one-pollutantmodel)

†PM10IQR=30.1㎍/㎥ /‡PM2.5IQR=17.3㎍/㎥
numberinparenthesisisstandarderror

지연시간과 전체사망에 대한 관련성을 보면,PM10과 PM2.5의 경우 상이한 패
턴을 보였으며,PM10은 Lag-4day에서 사망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PM2.5의 경우 Lag-0day에서 가장 많은 증가가 나타났다.이동 평균의 경우,
PM10과 PM2.5모두 3일 보다는 5일의 이동평균에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Fig.
12).
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경우 PM10과 PM2.5모두 노출 초기에 사망건수가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이동 평균은 전체 사망과 마찬가지로 3일 보다는 5일의
이동평균에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Fig.13).
심혈관계 질환 사망은 PM10과 PM2.5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L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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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에서 가장 많은 사망건수 증가가 나타났고,지연기간이 길수록 감소하는 패턴
을 나타냈다.

Fig.11.Estimatedcoefficientforall-cause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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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Estimatedcoefficientforrespiratory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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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의 IQR 증가에 따른 coefficient를 통해,상대 위험도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posure
day

All-cause Respiratory Cardiovascular
PM10† PM2.5‡ PM10 PM2.5 PM10 PM2.5

0 1.011
(0.961-1.069)

1.048*
(1.030-1.073)

1.064*
(1.011-1.089)

1.078
(0.903-1.220)

1.043
(0.991-1.069)

1.051
(0.961-1.088)

1 1.008
(0.873-1.039)

1.045*
(1.028-1.069)

1.045
(0.980-1.063)

1.084*
(1.033-1.106)

1.031*
(1.028-1.063)

1.062*
(1.021-1.113)

2 1.013
(0.954-1.047)

1.029
(0.987-1.049)

1.039
(0.991-1.051)

1.069
(0.999-1.090)

1.029
(0.913-1.048)

1.048
(0.871-1.136)

3 1.024*
(1.008-1.043)

1.021
(0.697-1.061)

1.043
(0.813-1.071)

1.054
(0.791-1.094)

1.035
(0.946-1.076)

1.049
(0.807-1.101)

4 1.038*
(1.011-1.057)

1.031
(0.913-1.044)

1.051*
(1.024-1.079)

1.060
(0.969-1.071)

1.023
(0.881-1.063)

1.037
(0.869-1.091)

5 1.020
(0.816-1.068)

1.028
(1.000-1.079)

1.033
(0.906-1.074)

1.037
(0.913-1.065)

1.039
(0.918-1.055)

1.044
(0.957-1.155)

3day
moving

1.045
(0.913-1.079)

1.063
(0.893-1.161)

1.035
(0.831-1.097)

1.042
(0.948-1.081)

1.029
(0.994-1.042)

1.030
(0.827-1.081)

5day
moving

1.068
(0.719-1.139)

1.082
(0.896-1.111)

1.066
(0.916-1.101)

1.078
(0.869-1.120)

1.048
(0.899-1.098)

1.052
(0.899-1.163)

Table6.MortalityrelativeriskforPM increase

†PM10IQR=30.1㎍/㎥ /‡PM2.5IQR=17.3㎍/㎥ /*statisticallysignificant
numberinparenthesisis95% CI

전체 사망의 경우 PM10은 3일전과 4일전 노출될 때,PM2.5는 당일과 1일전
노출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대위험도가 증가하였고,전반적으로 IQR에 대
한 PM2.5의 상대위험도가 PM10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계 사망의 경우 PM10의 경우 당일 노출이 유의하게 상대위험도가 증가

하였고 PM2.5의 경우 1일전 노출이 유의하게 상대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심혈관계 사망의 경우 PM10와 PM2.5모두 1일전 노출에 대하여 유의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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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률이 증가하였다.
이동평균값을 사용한 경우 PM10과 PM2.5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나나나)))이이이중중중 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 모모모형형형

대기오염물질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단일 오염물질 모형(PM10,PM2.5
one-pollutantmodel)에 다른 오염물질(SO2,NO2,CO,O3)을 추가하였을 때 PM
농도 증가에 대한 사망영향을 검토하였다.
물질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PM10,PM2.5단일 모형(전체사망)에 나

머지 물질을 위장변수로 만들어 모형에 추가한 결과,PM10모형에 CO와 O3을 각
각 추가한 경우에는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SO2,NO2를 각각 추가한 경
우에는 PM 농도 증가에 따라 사망의 상대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PM2.5의 경우,SO2를 추가한 경우에만 상대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7).
본 연구에서는 이중 모형(two-pollutantmodel)외 다중 모형(ex,PM withSO2

+CO +O3)에 대해 분석하였으나,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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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Coefficient
(Std.error)

RR
(95% CI)

PM10onepollutantmodelwithSO2 0.03053
(0.00013)

1.031*
(1.013-1.059)

PM10onepollutantmodelwithNO2 0.02762
(0.00021)

1.028*
(1.009-1.041)

PM10onepollutantmodelwithCO 0.02469
(0.00105)

1.025
(0.987-1.066)

PM10onepollutantmodelwithO3 0.01094
(0.00369)

1.011
(0.964-1.084)

PM2.5onepollutantmodelwithSO2 0.04497
(0.00089)

1.046*
(1.023-1.071)

PM2.5onepollutantmodelwithNO2 0.03826
(0.00472)

1.039
(0.988-1.061)

PM2.5onepollutantmodelwithCO 0.03343
(0.00618)

1.034
(0.874-1.155)

PM2.5onepollutantmodelwithO3 0.02274
(0.00449)

1.023
(0.919-1.083)

Table7.All-causemortalityriskforPM concentrationwithotherpollutants

†PM10IQR=30.1㎍/㎥ /‡PM2.5IQR=17.3㎍/㎥ /*statistically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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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농농농도도도---반반반응응응 함함함수수수 (((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rrreeessspppooonnnssseeefffuuunnnccctttiiiooonnn)))

추정된 PM10과 PM2.5에 대한 상대위험도를 통해 농도-반응 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본 연구에서는 log-linearC-Rfunction을 사용하였다.이때 농도-반응함수
에 사용된 PM10과 PM2.5의 사망원인별 상대위험도는 입경별 동일한 노출기간을
적용시켜서 비교를 하기 위해 지연기간을 통일하여 적용하였으며,이때 지연시간
에 따른 유의성이 가장 높은 Lag-1day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값을 적용하였다.

All-cause Respiratory Cardiovascular
PM10† PM2.5‡ PM10 PM2.5 PM10 PM2.5

Relative
risk

1.008
(0.873-1.039)

1.045*
(1.028-1.069)

1.045
(0.980-1.063)

1.084*
(1.033-1.106)

1.031*
(1.028-1.063)

1.062*
(1.021-1.113)

Table8.Mortalityrelativeriskforconcentration-responsefunction

†PM10IQR=30.1㎍/㎥ /‡PM2.5IQR=17.3㎍/㎥

Log-linearC-R function의 경우,농도 변화 분,△PM에 따른 상대위험도값을

사용하여 C-Rfunction의 β-coefficient( 

∆

 )를 산출하여야 한다.

산출된 β-coefficient는 다음과 같다.

All-cause Respiratory Cardiovascular
PM10† PM2.5‡ PM10 PM2.5 PM10 PM2.5

β 0.00026 0.00254 0.00146 0.00466 0.00101 0.00347

Table9.β-coefficientforconcentration-responsefunction

산출된 β와 서울시 각 구별 오염도 자료를 사용하여 초과사망자수를 산출하였
다.이때,기저사망율은 2005년 서울시 사망률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전체사망은
3.83E-3,호흡기계 질환사망은 2.11E-4,심혈관계 질환사망은 9.28E-4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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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미미미세세세먼먼먼지지지로로로 인인인한한한 초초초과과과 사사사망망망자자자수수수

2005년 서울시 PM10과 PM2.5에 대한 전체 사망,호흡기계 사망,심혈관계 사
망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District PM10
(㎍/㎥)

All-cause
(person)

Respiratory
(person)

CVD
(person)

JongroGu 51.7 5.31 1.59 4.91
ChungGu 73.0 5.13 1.52 4.70
YongsanGu 63.5 8.32 2.48 7.65
SungdongGu 62.4 11.09 3.31 10.20
KwangjinGu 68.0 13.23 3.93 12.14

Dongdaemoom Gu 47.1 11.92 3.59 11.03
JungrangGu 58.5 11.49 3.43 10.58
SungbukGu 51.4 12.86 3.86 11.87
KangbukGu 55.6 10.82 3.24 9.97
DobongGu 72.3 14.62 4.33 13.40
NowonGu 53.1 14.21 4.26 13.11
EunpyungGu 69.8 14.07 4.18 12.90
SeodaemoonGu 57.6 12.11 3.62 11.15
MapoGu 43.4 9.45 2.85 8.75
YangchunGu 56.7 14.82 4.43 13.66
KangseoGu 62.3 17.58 5.24 16.17
KuroGu 63.0 15.87 4.73 14.59

KeumchunGu 55.5 13.22 3.96 12.19
YoungdungpoGu 52.8 16.98 5.09 15.67
DongjakGu 56.7 14.03 4.20 12.93
KwanakGu 53.2 10.99 3.30 10.15
SeochoGu 61.3 20.78 6.20 19.12
Kangnam Gu 45.4 8.94 2.69 8.27
SongpaGu 56.1 10.46 3.13 9.64
KangdongGu 59.3 8.10 2.42 7.46

Total 306.41 91.56 282.20

Table10.AttributablenumberofdeathforPM10

PM10의 구별 평균 오염도와 노출 인구수를 토대로 농도-반응 함수에 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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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망자수를 추정한 결과 서울시 전체에서 연간 약 306명의 초과사망자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경우 연간 약 92
명,심혈관계 질환 사망의 경우 연간 약 282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District PM2.5
(㎍/㎥)

All-cause
(person)

Respiratory
(person)

CVD
(person)

JongroGu 26.3 25.71 2.53 8.41
ChungGu 26.1 17.49 1.72 5.72
YongsanGu 25.9 32.35 3.18 10.58
SungdongGu 33.2 55.73 5.44 18.17
KwangjinGu 42.1 76.55 7.41 24.86

Dongdaemoom Gu 23.4 56.55 5.58 18.52
JungrangGu 28.7 53.53 5.25 17.49
SungbukGu 29.3 69.44 6.81 22.68
KangbukGu 26.1 48.36 4.76 15.82
DobongGu 41.9 79.24 7.67 25.73
NowonGu 24.6 62.78 6.18 20.55
EunpyungGu 29.4 56.33 5.52 18.40
SeodaemoonGu 30.1 59.97 5.87 19.58
MapoGu 16.4 34.35 3.41 11.28
YangchunGu 29.9 74.06 7.26 24.18
KangseoGu 31.1 83.19 8.14 27.15
KuroGu 42.4 99.71 9.65 32.37

KeumchunGu 30.6 69.01 6.76 22.53
YoungdungpoGu 25.7 78.78 7.75 25.77
DongjakGu 34.9 81.34 7.93 26.50
KwanakGu 24.3 47.94 4.72 15.69
SeochoGu 29.3 94.23 9.24 30.77
Kangnam Gu 23.2 43.57 4.30 14.27
SongpaGu 22.8 40.65 4.01 13.31
KangdongGu 36.8 47.23 4.60 15.37

Total 1488.06 145.68 485.70

Table11.AttributablenumberofdeathforPM2.5

PM2.5의 경우 전체 사망자수를 추정한 결과 서울시 전체에서 연간 약 1,4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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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호흡기계 질환 사망
의 경우 연간 약 146명,심혈관계 질환 사망의 경우 연간 약 486명의 초과사망자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현 수준의 PM10에 비하여 PM2.5의 사
망 위해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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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경경경제제제성성성 평평평가가가

가가가...설설설문문문 조조조사사사 결결결과과과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하여,서울 시민 2,635명을 대상으로 추출하고,이
를 A 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응답자의 평균 연령
은 41.4세이며,여성이 전체 응답자의 48.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월 가구 소득은
약 257.42만원이었다.평균 가족수는 3.79명이며,교육수준은 17.8%가 대졸이상으
로 조사되었다.응답자의 22.9%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었으
며,가족 중에서 만성질환 보유자가 있는 경우가 약 48.5%를 차지하였으며,응답
자의 0.6%가 암 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9.2%가 흡연자였다(Table
12).

Variables GroupA
(n=1,316)

GroupB
(n=1,319)

Total
(n=2,635)

Age 41.2 41.5 41.4
Sex(female%) 47.8 49.8 48.8
Marriage(%) 87.6 91.6 89.6

Familyincome(￦) 2,625,500 2,522,900 2,574,200
#offamily(person) 3.75 3.83 3.79
Period(year) 21.5 18.6 20.1

Education(College%) 12.8 22.7 17.8
Chronicdisease(%) 33.0 12.8 22.9
Chronicdisease(%) 53.6 43.4 48.5

Cancer(%) 0.8 0.4 0.6
Smoking(%) 29.7 28.7 29.2
Residence(%) 74.3 67.7 71.0

Table12.Generalcharacteristicofrespondents

응답자의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SF-36설문조사방법(Ware
등,1997)과 WHOQOL설문조사방법(WHOQOLgroup,1998)을 사용하였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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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건강수준의 경우,100점 만점에 약 56.8점으로 조사되었으며,육체적 건강이
88.9점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정신적 건강은 75.4점으로 조사되었
다.

삶의 질의 경우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일반적인 삶의 질과 육체적 삶의 질
이 3.5점 이상으로 높게 조사된 반면,정신․사회․후생적인 삶의 질이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Table13).

Variable GroupA
(n=1,316)

GroupB
(n=1,319)

Total
(n=2,635)

SF-36
Generalhealth 58.2 55.3 56.8
Physicalhealth 91.8 85.9 88.9
Mentalhealth 75.3 75.4 75.4
Average 75.1 72.2 73.7
WHOQOL
GeneralQOL 3.49 3.56 3.52
PhysicalQOL 3.86 3.76 3.81
MentalQOL 3.52 3.45 3.48
SocialQOL 3.46 3.36 3.41
WelfareQOL 3.50 3.26 3.38
Average 3.56 3.47 3.51

Table13.Respondent'shealthstatusandqualityoflife

나나나...지지지불불불의의의사사사금금금액액액 모모모형형형 추추추정정정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16개의 변수를 선택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변수 선택은 일반적으로 연구자의 경험적 판단이나,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선택하거나,통계적인 처리를 통해 유의한 변수들만 추출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있
는데,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판단 및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변수들을 선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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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된 변수는 ① 분석 집단의 dummy변수(typea),② 연령(AGE),③ 연령의

제곱값(agesq),④ 성별의 dummy변수(dmale),⑤ 만성질환 유무의 dummy변수
(dmb),⑥ 암 치료 경험 유무의 dummy변수(dcancer),⑦ 기대여명(explife),⑧
흡연 유무의 dummy변수(dsmoke),⑨ 가구소득(cinc),⑩ 가족수(FAM),⑪ 교육
수준(EDU),⑫ 결혼 유무의 dummy변수(dmar),⑬ SF-36의 일반적 건강 점수
(scoregh),⑭ SF-36의 정신적 건강 점수(scoremh),⑮ 일반 삶의 질 점수(scglifq),
16사회적 삶의 질 점수(sclifeq)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TP추정을 위해 weibull분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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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bull모형을 적용하여 최우추정기법(maximum likelihoodestimate)에 의해
변수들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Variable SeoulA (n=1,316) SeoulB(n=1,319)
Estimate Pr>ChiSq Estimate Pr>ChiSq

Intercept 2.7731 0.0185 2.7529 0.0526
typea 0.3289 <.0001 0.2971 <.0001
AGE 0.0353 0.3647 0.0694 0.1064
agesq -0.0002 0.6033 -0.0010 0.0382
dmale 0.0690 0.4817 -0.0006 0.9950
dmb 0.3686 0.1746 0.4116 0.9484
dcancer 0.0052 0.9874 -0.3818 0.2513
explife -0.0327 0.6011 -0.1245 0.0353
dsmoke 0.1228 0.1301 0.1006 0.2788
cinc 0.0879 0.0084 0.0135 0.0126
FAM 0.0245 0.5438 -0.0469 0.3018
EDU 0.1119 0.0039 -0.0401 0.3304
dmar -0.0871 0.5321 -0.2596 0.1238
scoregh 0.0798 0.1848 0.0041 0.9484
scoremh 0.0182 0.7591 0.0276 0.6590
scglifq -0.0879 0.1746 0.0428 0.5334
sclifeq 0.1572 0.0118 -0.0327 0.6267

Loglikelihood -568.419 -670.222

Table14.VariableestimationforWTPinSeoul

분석 결과,우선 사망위해도 감소를 크게 물어본 A 그룹의 경우,분석집단 별
로 유의하게 지불의사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냈으며,가구수입이 클수록,교육
수준이 높을수록,사회적/환경적 삶의 질이 높을수록,지불의사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사망위해도 감소를 작게 물어본 B그룹의 경우,A 그룹과 마찬가지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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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집단별 지불의사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연령에 유의하게 지불
의사가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기대여명이 적을수록,가구수입이 많을수록 지
불의사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지불의사금액 모형을 유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Variable Seoultotal(n=2,635)
Estimate Pr>ChiSq

Intercept 8.0632 <.0001
typea 0.0059 0.3753
AGE 0.0283 0.3494
agesq -0.0003 0.3894
dmale 0.0560 0.4595
dmb 0.2489 0.8942
dcancer 0.0405 0.8629
explife -0.0704 0.1461
dsmoke 0.0877 0.1979
cinc 0.0025 0.0484
FAM 0.0207 0.5383
EDU 0.0283 0.3525
dmar -0.0677 0.5492
scoregh -0.0060 0.9007
scoremh 0.0010 0.9831
scglifq -0.0573 0.2496
sclifeq 0.0612 0.2093

Loglikelihood -1321.828

Table15.WTPmodelinSeoul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가구 소득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지불의사금액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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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7년 설문조사시,대기오염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조사와
더불어 대기오염의심각도와 원인,자동차 오염원,자동차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인
식도 조사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대기오염,자동차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동일한 모형 추정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① 대기오염관심 (air_concern), ② 대기오염정도

(air_contami),③ 자동차오염 규제정도 (car_regul),④ 자동차 배출가스의 건강영
향 (car_health),⑤ 자동차 배출가스의 생태영향 (car_eco),⑥ 매연저감장치에 대
한 지식 (DPF_know),⑦ 매연저감장치의 인지도 (DPF_perceive),⑧ 서울시 DPF
부착사업에 대한 지식 (DPF_Seoul),⑨ 부착사업에 대한 인지도 (DPF_project),⑩
매연저감장치의 효과 (DPF_effect)로,이들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Variable SeoulA (n=500) SeoulB(n=500)
Estimate Pr>ChiSq Estimate Pr>ChiSq

Intercept 10.6646 <.0001 11.8382 <.0001
air_concern -0.1622 0.1367 0.1217 0.3052
air_contami 0.3301 0.0269 0.3499 0.0075
car_regul 0.0809 0.5605 0.1272 0.4213
car_health 0.0866 0.5731 0.2778 0.0746
car_eco -0.0954 0.5249 -0.5170 0.0007
DPF_know 0.0781 0.6232 -0.1323 0.3729
DPF_perceive -0.0655 0.6952 -0.0222 0.9023
DPF_Seoul -0.1636 0.1315 0.0538 0.6046
DPF_project -0.0363 0.8204 0.1379 0.3038
DPF_effect 0.0789 0.5807 0.4406 0.0001
Loglikelihood -200.499 -247.857

Table16.WTPmodelforconcernofairpollutionandvehicle

위해 감소폭이 큰 A 그룹에서는 대기오염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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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지불의사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위해 감소폭이 작은 B그룹에서는
역시 대기오염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자동차오염이 환경생태계
에 영향을 적게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매연저감장치(DPF)가 자동차 오염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지불의사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그룹 전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Variable Total(n=1,000)
Estimate Pr>ChiSq

Intercept 11.1389 <.0001
air_concern 0.0149 0.8541
air_contami 0.2951 0.0040
car_regul 0.0514 0.6252
car_health 0.2049 0.0661
car_eco -0.3383 0.0019
DPF_know -0.0626 0.5732
DPF_perceive 0.0013 0.9919
DPF_Seoul -0.0423 0.5878
DPF_project 0.1069 0.3227
DPF_effect 0.2477 0.0075
Loglikelihood -459.346

Table17.WTPmodelforconcernofairpollutionandvehicle(total)

대상자 전체를 분석한 결과,대기오염정도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동차오염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자동차 오
염을 줄이기 위해 매연저감장치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지불의사금
액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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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지지지불불불의의의사사사금금금액액액 및및및 통통통계계계적적적 생생생명명명가가가치치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시나리오에서 질문순서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
기 위하여 두 개의 그룹을 서로 나누어 지불의사금액과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추
정하였다.
추정 결과,서울지역에서 모두 연간 암 사망 위해도 5/10,000감소에 대한 지

불의사금액은 A 그룹과 B그룹이 서로 질문 순서가 다르지만,Waldtest결과를
볼 때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즉,그룹을 두 개로 나누어 지불의사금액을 추
정하였지만,결과 해석에 대하여 그룹 구분의 영향이 없으므로 지불의사금액을 분
석할 때,자료를 같이 분석해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WTP/VSL Estimation SE 95% LCI 95% UCI
TypeA
5/10,000

WTP/month 24,854 3,156 16,174 35,574
VSL 596,496,000 75,744,000 388,176,000 853,776,000

TypeB
5/10,000

WTP/month 22,485 2,654 14,846 29,748
VSL 539,640,000 63,696,000 356,304,000 713,952,000

WaldTest Wald's
Statistic 0.01 *nullhypothesiswillnotberejected

Table18.WTPcomparisonforquestionorder

같은 그룹 내에서의 위해도 변화에 대한 차이를 보기 위하여 내적 범위효과
검토(internalscopetest)를 수행한 결과,A 그룹의 첫 번째 질문인,연간 암 사망
위해도 5/10,000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두 번째 질문인,연간 암 사망 위해
도 1/10,000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과 다르게 조사되었다.그러므로 서울 지역
에서 A 그룹의 설문은 내적 범위 효과를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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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P/VSL Estimation SE 95% LCI 95% UCI

TypeA
5/10,000

WTP/month 24,854 3,156 16,174 35,574
VSL 596,496,000 75,744,000 388,176,000 853,776,000

TypeB
5/10,000

WTP/month 9,485 1,844 7,813 10,795
VSL 1,138,200,000221,280,000 937,560,000 1,295,400,000

WaldTest Wald's
Statistic 54.48 *nullhypothesiswillberejected

Table19.InternalscopetestforWTPestimation

마지막으로 A 그룹의 첫 번째 질문인,연간 암 사망 위해도 5/10,000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B그룹의 첫 번째 질문인 연간 암 사망 위해도 1/10,000감
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외적 범위 효과를 만족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P/VSL Estimation SE 95% LCI 95% UCI

TypeA
5/10,000

WTP/month 24,854 3,156 16,174 35,574
VSL 596,496,000 75,744,000 388,176,000 853,776,000

TypeB
5/10,000

WTP/month 9,156 1,756 7,098 10,789
VSL 1,098,720,000 210,720,000 851,760,000 1,294,680,000

WaldTest Wald's
Statistic 36.20 *nullhypothesiswillberejected

Table20.ExternalscopetestforWTPestimation

통계 분석결과,외적 범위 효과와 내적 범위 효과를 만족하고 있으며,질문순
서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차이가 없으므로 TypeA,B형 자료를 함께 분석하였
다.추정된 지불의사금액 모형을 토대로 서울 지역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를 살펴보면,지불의사금액(WTP)은 23,544(원/월)로 추정되었으며,1인의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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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가치액(VSL)은 565,056,000원으로 추정되었다.

WTP/VSL Estimation SE 95% LCI 95% UCI
A&B

5/10,000
WTP/month 23,544 2,948 15,549 33,685
VSL/year 565,056,000 70,752,000 373,176,000 808,440,000

Table21.WTPandVSLforairpollutioni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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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미미미세세세먼먼먼지지지 저저저감감감 시시시나나나리리리오오오의의의 경경경제제제적적적 편편편익익익

가가가...미미미세세세먼먼먼지지지로로로 인인인한한한 경경경제제제적적적 손손손실실실비비비용용용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급성 사망의 경제적 손실비용 산출을 위해 PM10과
PM2.5의 상대위험도를 산출하고,이에 대한 농도-반응 함수를 유도하여 서울시에
서의 초과사망자수를 추정하고,위해 저감에 대한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산
출하여 각각의 현재 노출수준에 대한 경제적 손실비용을 추정하였다.
PM10의 경우,전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1,731억으로 추

정되었으며,호흡기계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517억,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1,595억으로 추정되었다(표 21).
같은 방법으로 PM2.5에 대한 경제적 손실비용을 추정한 결과,전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8,408억으로 추정되었으며,호흡기계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823억,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
은 약 2,744억으로 추정되었다(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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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All-cause
(billion￦)

Respiratory
(billion￦)

CVD
(billion￦)

JongroGu 3.00 0.90 2.77
ChungGu 2.90 0.86 2.65
YongsanGu 4.70 1.40 4.32
SungdongGu 6.27 1.87 5.76
KwangjinGu 7.47 2.22 6.86

Dongdaemoom Gu 6.74 2.03 6.23
JungrangGu 6.49 1.94 5.98
SungbukGu 7.26 2.18 6.71
KangbukGu 6.11 1.83 5.64
DobongGu 8.26 2.45 7.57
NowonGu 8.03 2.41 7.41
EunpyungGu 7.95 2.36 7.29
SeodaemoonGu 6.84 2.04 6.30
MapoGu 5.34 1.61 4.94
YangchunGu 8.37 2.50 7.72
KangseoGu 9.93 2.96 9.14
KuroGu 8.96 2.67 8.24

KeumchunGu 7.47 2.24 6.89
YoungdungpoGu 9.59 2.88 8.85
DongjakGu 7.93 2.37 7.31
KwanakGu 6.21 1.86 5.73
SeochoGu 11.74 3.50 10.80
Kangnam Gu 5.05 1.52 4.67
SongpaGu 5.91 1.77 5.45
KangdongGu 4.58 1.37 4.21

Total 173.12 51.73 159.45

Table22.Mortalitydamagecostfor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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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All-cause
(billion￦)

Respiratory
(billion￦)

CVD
(billion￦)

JongroGu 14.53 1.43 4.75
ChungGu 9.88 0.97 3.23
YongsanGu 18.28 1.80 5.98
SungdongGu 31.49 3.07 10.27
KwangjinGu 43.25 4.19 14.05

Dongdaemoom Gu 31.95 3.15 10.46
JungrangGu 30.25 2.97 9.88
SungbukGu 39.23 3.85 12.81
KangbukGu 27.32 2.69 8.94
DobongGu 44.77 4.33 14.54
NowonGu 35.47 3.49 11.61
EunpyungGu 31.83 3.12 10.39
SeodaemoonGu 33.88 3.32 11.06
MapoGu 19.41 1.93 6.38
YangchunGu 41.85 4.10 13.66
KangseoGu 47.00 4.60 15.34
KuroGu 56.33 5.45 18.29

KeumchunGu 38.99 3.82 12.73
YoungdungpoGu 44.51 4.38 14.56
DongjakGu 45.96 4.48 14.97
KwanakGu 27.08 2.67 8.87
SeochoGu 53.24 5.22 17.39
Kangnam Gu 24.62 2.43 8.06
SongpaGu 22.97 2.27 7.52
KangdongGu 26.69 2.60 8.69

Total 840.76 82.31 274.42

Table23.Mortalitydamagecostfor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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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위위위해해해 저저저감감감 시시시나나나리리리오오오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경경경제제제적적적 편편편익익익 비비비교교교

본 연구에서는 PM10과 PM2.5의 관리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현
수준에서의 경제적 손실 비용과 규제기준 변경에 대한 경제적 손실 비용의 차이
를 산출하여 효율적 관리 대안을 제시하였다.
가정된 시나리오는 PM10의 경우 수도권 대기 특별법 감소 목표인 40㎍/㎥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30/20㎍/㎥으로 감소시켰을 때 저감 편익과,PM2.5의 경우
PM10과 동일한 수준의 감소효과 비교를 위하여 본 연구 자료에서 계산된 2002년
부터 2005년 PM10/PM2.5ratio인 ‘0.69’를 적용하여 각각 25/20/15㎍/㎥으로 감
소시켰을 때의 저감 편익을 산출하여 비교하였으며,PM2.5의 미국 EPA 규제기준
인 15㎍/㎥ 를 고려하였다.
각 시나리오별 초과사망자수와 손실비용은 다음과 같다.

Scenarios
All-cause Respiratory CVD

Death
(person)

DC*
(billion￦)

Death
(person)

DC
(billion￦)

Death
(person)

DC
(billion￦)

SC-I
PM10->40㎍/㎥ 214.0 120.9 64.7 36.5 198.5 112.1

SC-II
PM10->30㎍/㎥ 160.7 90.8 48.8 27.6 149.6 84.5

SC-III
PM10->20㎍/㎥ 107.3 60.6 32.8 18.5 100.2 56.6

SC-IV
PM2.5->25㎍/㎥ 1272.8 719.1 125.3 70.8 416.5 235.3

SC-V
PM2.5->20㎍/㎥ 1024.7 578.9 101.4 57.3 336.1 189.9

SC-VI
PM2.5->15㎍/㎥ 773.4 436.9 76.9 43.5 254.2 143.6

Table24.Attributableriskanddamagecostforeachreductionscenarios

†DamageCost



-61-

서울시에서 PM10의 기준을 40㎍/㎥으로 유지할 때 발생 가능한 전체 사망자
수는 약 214명에 손실비용은 약 1,209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20㎍/㎥로 유지할
경우 발생가능한 전체 사망자수는 약 107명,손실비용은 약 606억원으로 산출되었
다.
PM2.5의 경우,25㎍/㎥로 기준을 유지할 때 발생가능한 전체 사망자수는 약

1,273명,손실비용은 약 7,191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15㎍/㎥으로 기준을 설정할
때 전체 사망자수는 약 773명,손실비용은 약 4,369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저감 시나리오에 대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현 수준에서의 경제적 손실비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감시 경제적 손실비용을 추정하고,현 수준에서의 손실비용과
의 차를 구하여 각 저감 시나리오의 경제적 편익을 산출하였다.

저감 시나리오의 경제적 편익 =
현 수준에서의 경제적 손실비용 -관리 목표 기준 적용시 경제적 손실비용

현 수준에서 각 시나리오별로 기준을 관리할 때 얻어지는 편익에 대하여 계산
한 결과 PM10의 기준을 현 수준에서 40㎍/㎥으로 감소시킬 경우 편익은 약 522
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PM2.5의 기준을 PM10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현 수
준에서 25㎍/㎥로 감소시킬 경우 편익은 약 1,216억원으로 산출되어 PM2.5의 편
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호흡기계 질환 사망과 심혈관계 질환 사망의 경우 PM10의 기준을 현 수준

에서 40㎍/㎥으로 감소시킬 경우의 편익이 PM2.5를 동일한 비율로 감소시킬 때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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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All-cause Respiratory CVD

CurrentPM10DC* 173.1 51.7 159.4

Benefit

SC-I
PM10->40㎍/㎥ 52.2 15.2 47.3

SC-II
PM10->30㎍/㎥ 82.3 24.1 74.9

SC-III
PM10->20㎍/㎥ 112.5 33.2 102.8

CurrentPM2.5DC 840.8 82.3 274.4

Benefit

SC-IV
PM2.5->25㎍/㎥ 121.6 11.5 39.1

SC-V
PM2.5->20㎍/㎥ 261.8 25.0 84.5

SC-VI
PM2.5->15㎍/㎥ 403.8 38.8 130.8

Table25.EconomicbenefitofriskmanagementinPM
(unit:billion￦)

†Damage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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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 찰찰찰
111...인인인체체체 위위위해해해성성성 평평평가가가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PM10과 PM2.5의 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해 시계열자료
분석을 수행하였으며,이 분석에서 추정된 노출-사망 관계를 농도-반응 함수로 변
환하여 초과사망자수를 산출하였다.
시계열 연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영향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방법론이다(SchwartzandMarcus,1990).대기오염 물질과 사망
자수의 일별 변동과 같은 시계열 자료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장기적인
추세변동이나 계절변동,기상요인,요일 등의 영향으로 인한 교란 작용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KwonandCho,1999).본 연구에서는 포와송 회귀
분석을 이용한 일반화 부가 모형(GAM)을 사용하여 PM10과 PM2.5의 전체사망과
호흡기계 질환사망,심혈관계 질환사망에 대한 관련성을 확인하고 정량적인 농도-
반응 함수를 유도하였다.또한,대기오염과 사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일,계
절,기상자료 등 변수를 평활화(smoothing)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PM 외 상관
관계가 높은 다른 오염물질을 통제하여 PM의 독립적인 영향을 검토하였다.
PM 노출에 영향을 받는 일별 사망자수는 서로 간에 자기상관성이 있고,이러

한 현상은 서울시의 사망 자료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특정
일의 사망자 수가 그 전날이나 다음날의 사망자 수와 인과적으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자기 상관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KwonandCho,1999).기온은 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온은 어제 오늘의 상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에 영향을 받는 사망자수 역시 상관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잘 통제한 모델에서는 사망자 수의 자기상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영향 변수를 평활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출자료는 환경부 자동측정망에서 매 시간 측정되고 있

는 PM10자료와 서울시 자동측정망에서 측정되고 있는 PM2.5의 자료를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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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과거 PM10에 대한 역학연구의 경우 자료의 방대함과 공개성 때문에 많은 연
구가 이루어져왔으나,PM2.5의 경우 측정 자료의 공개가 극히 미뤄져 왔기 때문
에 보건학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판단되는 PM2.5의 역학연구가 부족했다.또한,일
부 수행된 연구의 경우,공인된 모니터링 자료가 아닌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진 소
규모 연구이기 때문에 자료 해석에 제한점으로 작용했었다.본 연구에서는 2002년
부터 2005년까지 서울시 21개구의 시간별 PM2.5모니터링 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사망원인별 영향을 규명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 자료는 일반적으로 24시간 평균의 자료를 사용하는데,일반적으로 자

동측정망 자료의 경우 일부 결측값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시간대별로 측정소의 평균값을 구한 후에 24시간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적용하였
다(Moolgavkaretal.,1996).또한,PM의 사망영향에 대한 지연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0~5일의 lag-day에 대한 각각 누적 평균값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EPA에
서 대기지수결정에 사용되는 이동평균법을 -3~+3일,-5~+5일에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전체 사망의 경우,지연효과에 대한 영향이 PM10과 PM2.5에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으나,호흡기계 질환 사망과 심혈관계 질환 사망에서는 일정
한 패턴을 보였다.하지만 이동평균법을 사용한 경우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
다.이동평균법의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였기 때문에,‘유병’이 아
닌 ‘사망’이라는 자료 절단에 대한 사항을 비교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PM1010㎍/㎥ 증가시 약 0.8%의 전체사망 증가,4.5% 호흡기

계 질환 사망 증가,3.1% 심혈관계 질환 사망 증가되는 결과를 보였으며,PM2.5의
경우 10㎍/㎥ 증가시 약 4.5%의 전체사망 증가,8.4%의 호흡기계 질환 사망 증가,
6.2%의 심혈관계 사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을 국외 연구와 비교해보면 1985년부터 1990년 사이 미국 시카고

에서 이뤄진 styer등의 연구(1995)에서는 PM10이 10㎍/㎥ 증가할 때 외인사를
제외하고 전체사망이 약 0.3% 증가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며,
Laden등(2000)은 PM2.5의 10㎍/㎥ 증가시 일별 사망 3.4% 증가와 관련된 결과를
얻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또한,유럽국가의 결과를 메타분석한
APHEA project(AirPollutionandHealth:aEuropeanApproach)에서는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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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가시 외인사를 제외하고 총사망율이 0.2% 증가하는 결과가 있었다.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기계 질환의 상대위험도가 전체사망보다 높은 결과를 얻

었는데,이는 Samet등(2000)이 수행한 NMMAPS(NationalMorbidity,Mortality,
andAirPollutionStudy)에서 PM10이 10㎍/㎥ 증가시 총사망이 0.5% 증가하는
결과가 있었으며,동 연구에서는 총사망보다 심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일 때 사망률
증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PM10의 5일 평균농도가 10㎍/㎥ 증가할 때 인천시의 전체

사망률이 약 1.2% 증가되는 연구가 있었고(홍윤철 등,1999),환자-교차연구
(case-crossoverdesign)를 통해 PM10이 42.1㎍/㎥ 증가할 때 전체 사망률이 1.4%
증가하는 결과를 얻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일별 사망 자료의 경우 드문 현상의 발생으로 이론적으로
포와송 분포를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GAM을 사용한 포와송 회귀 분석은 각국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비교적 일

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그러나 대기오염과
인체 영향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역학적 인과관계를
유추하기 위해 통계적인 모형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
다(Moolgavkaretal.,1995).
이러한 지적들에 대한 대안으로 환자 교차 연구가 제안되었다.환자 교차연구

는 환자-대조군 연구와 교차연구를 섞어 높은 것으로 한 개인에서 사건이 일어난
날의 노출과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날의 노출을 비교하는 방법이다(Maclure,
1991).초기에는 대조군 일(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날)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 방법들이 제안되었으나 대기오염 역학에서는 시간의 효과,요일의 효과
등을 고려해서 사건의 전후와 같은 요일을 선택하는 양방향 선책(bi-directional
reference selection)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제안되었다(Bateson and Schwartz,
1999).많은 연구들에서 GAM 모형으로 추정한 효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
으며,GAM 모형에서의 과대평가를 보정할 수 있는 연구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66-

환자-교차 연구는 이론적으로 동일한 개인이 환자군과 대조군으로서 정보를 제
공한다고 정리되는 까닭에 시간적으로 변화 양상이 적거나 혹은 없는 개인 특성
의 경우 짝짓기 환자-대조군 연구에서와 같은 효과로 통제되기 때문에 시계열적
분석 방법에 비하여 장점을 지니고 있다(Pope,1999).또한 시계열적 분석 방법의
경우에 비하여 환자-교차 분석에 의하면 사망이나 질병발생의 위해도가 직접적으
로 산출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환자 교차 연구는 대조군의 영향이나 샘플수,기간의 선택에 많은 bias

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Janesetal.,
2005).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일 오염물
질 모형에 기타 오염물질 변수를 모델에 추가했을 때 기존의 사망건수에 대한 단
일 PM 농도의 영향 정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PM10모형에 CO와 O3을 각각 추가한 경우에는 특별한 변화를 보

이지 않았지만,SO2,NO2를 각각 추가한 경우에는 PM 농도 증가에 따라 사망의
상대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M2.5의 경우,SO2를 추가한 경우
에만 상대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타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앞서 소개한 NMMAPS 연구의

revisedstudy(HEI,2003)에서 SO2를 기본 모델로 하고,타 오염물질을 추가하는
경우,PM과는 유의하게 상대위험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으나,3종 이상의 물
질을 함께 고려했을 때는 사망률의 증가가 유의하지 않았다(Fig.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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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4.Multi-pollutanteffectsinRevisedNMMAPS(HEI,2003)

국내에서도 강충민 등의 연구(2006)에 의하면,호흡기질환 사망건수에 대한
PM2.5농도의 영향은 PM10,O2,SO2,NO2가 포함된 두 오염물질 모형에서 큰 변
화를 보이지 않았지만,CO가 포함된 두 오염물질 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
실하였으며,2종 이상의 다중 오염물질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Table
27).

Table26.Mortalityriskintwo-pollutantmodel(Kangetal.,2006)

Schwartz 등(1996)이 미국 6개 도시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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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와 PM2.5-10이 건강피해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은 PM2.5가 높았다.PM2.5
가 25㎍/㎥ 증가하는 경우 사고사를 제외한 급성 사망률은 1.5% 증가한 반면,
PM2.5-10의 경우는 0.4% 증가했다.
NMMAPS연구(2000)에서도 PM10이 50㎍/㎥ 증가하는 경우 사고사를 제외한

급성 사망률은 2.3% 증가했다.PM2.5의 경우는 25㎍/㎥ 증가하는 경우 사고사를
제외한 급성 사망률은 2.0%~8.5% 증가하고,PM2.5-10의 경우는 0.5~6.0%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USEPA,2001,Fig.15).
본 연구의 최종 결과에서도 PM10의 상대위험도 보다는 PM2.5의 위해성이 훨

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노출 자료를 사용한 위해성 평가와 편익 산출에 있어서
도 PM2.5의 위해도와 편익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15.Percentexcessdeathper25㎍/㎥ increaseinPM2.5orPM2.5-10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반화 부가모형과 같은 시계열 분석에서는 성인 흡연율
및 호흡기 질환 사망건수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다.또한 흡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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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성별에 따른 다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몇몇 가설이 제안될 수 있다.우선
남성은 여성보다 많은 시간을 실외에서 보내며,환경 대기 중 PM에 더 많이 노출
될 수 있다.반면,여성의 경우 실내에서의 타 노출원에 대한 PM 노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내 PM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둘째,남성은 여성에
비해 PM 농도에 민감한 어떤 생물학적인 차이점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에 관
련된 가설을 확인할 문헌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일정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인구집단에게 일괄적으로 대기오염 노출수

준을 적용하는데 정보에 대한 bias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또한 앞서 언급하였지
만,이러한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대기오염 자료의 경우,대부분이 실외공기에
대한 자료로서 실내공기 오염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점도 주요한 문제점이다.
하지만,시계열적 연구는 생태학적 연구나 단면적 연구보다도 인과론적 추론에

서 훨씬 상위에 있는 연구방법론으로서(Last,1995),여기서 산출된 결론을 인과적
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른 연구 형태에 비해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위험도를 통해 PM과 사망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이에 대한
정량적인 농도-반응 함수를 유도하여 초과사망자수를 추정하였다.농도-반응 함수
는 역학 연구 자료를 통해 밝혀진 위험의 증가 가능성을,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지역이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발생 가능한 위해를 미리 예측해보고자 하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log-linearC-R function을 사용하여 환경 중

농도 변화에 따른 사망/유병자 수를 산출하지만,일부 연구자들은 log-linear
function이 갖는 저평가(under-estimated)문제 때문에 단순하게 linearfunction으
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Kunzil등(2000)에 의하면 농도-반응 함수는 일반적으로 log-linear한 형태를

띠지만,저농도에서는 log-linear와 linear함수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Kunzlietal,2000).이 연구에서는 타 연구에서 수행된 역학 연구 결과를
적용시키기 위하여,적용 대상 지역의 기저사망율(baselinerisk)을 시작점으로 하
여,대상 상대위험도 변화에 대한 증가분을 노출자료에 적용하여 사망자수/유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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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산출하였다(Fig.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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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6.Modeltoderivetheoreticalmortalityrisk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linear모형을 사용하여 초과사망자수를 추정하여 보았
다.이때 기대되는 최저 농도에서의 사망률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보통 10㎍/㎥ 이하에
서의 사망률을 바탕 위해도로 간주하나,우리나라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
문에,국내 배경측정망 지역 중 최근 super-site로 선정된 제주 고산 지역을 baseline
risksite로 설정하여 농도-반응 함수를 유도하였다.
Linear함수를 사용하여 추정된 초과사망자수와 Log-linear함수를 사용하여 추

정된 초과사망자수를 비교한 결과,Linear함수의 경우 추정치가 log-linear함수에
비해 3~5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Table28).
아직 C-Rfunction에 대한 비교 고찰 문헌이 없기 때문에 두 모형에 대한 정확

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본 연구에서 급성 사망에 대한 추정을 위해서는 실제 사
망에 관련된 Gompertzformula를 사용한 log-linear모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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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ll-cause Respiratory CVD

Log-linear
PM10 306.41 91.56 282.20
PM2.5 1488.06 145.68 485.70

Linear
PM10 1033.2 165.5 694.0
PM2.5 3486.3 590.8 880.4

Table27.AttributablenumberofdeathforPM10

222...경경경제제제성성성 평평평가가가

PM의 급성 사망 영향에 따른 손실 비용을 조사하기 위하여,통계적 생명가치
액(VSL)을 추정하는 가상 가치평가법(CVM)을 사용하였으며,가상 가치평가법 중
비교적 편의(bias)가 적은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BDC)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DBDC 설문을 위한 제시 금액은 사전 조사(pretest)를 통하여 4,000원,10,000원,
20,000원,40,000원으로 정하였다.사전 조사시에는 10,000원,20,000원,40,000원,
60,000원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나,응답결과를 검토한 결과,최대 금액 기피경향
이 매우 높아서 조정하였다.
위해도 감소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을 유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격자형 카드를 제시하여 설문을 수행하였다.기본 위해도를
년간 만명당 1명과 만명당 5명의 위해도 변화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응답자의 지
불의사를 조사하였다.이러한 연구방법은 Krupnick등의 연구(2000)에서 적용된
바 있는데,Krupnick등은 응답자들이 위해도 변화 또는 감소치에 대한 이해도 부
족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게 되었다.Krupnick의 연구에서 사망 확률에 대
한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0개의 격자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문하였다.
흰색의 격자는 살아있음을 나타내며 붉은색은 사망으로,위해도의 변화는 붉은색
을 푸른색으로 표기하여 위해도의 감소를 나타내었다.이 연구에서는 연간 위해도
변화치를 10-4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10년간 위해도의 10-3의 변화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위해도 변화기간을 10년으로 산정한 이유는 우선,응답자들에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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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위해도가 앞으로 12개월(1년)동안 본인이 사망할 위해도라고 제시할 경우,
제시되는 위해도가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따라
서 1년의 위해도를 제시하기보다는 더 긴 기간에 대한 위해도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또한,1,000개의 격자 그래프가 훨
씬 응답자를 이해시키기가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선택하였다.만약 10,000개나
100,000개의 격자를 사용할 경우 매우 혼동될 소지가 크고,위해도의 변화가 상대
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00개의 격자 그래프를 사용하였다.
또한,Krupnick의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향후 12개월 동안 그들의 baseline

risk가 어떠할 것인지를 설문하였을 때,응답자들이 이러한 위해도가 응답자 본인
들에게는 해당이 안될 것이라고 믿는 점을 발견하였다.즉,짧은 기간 동안의 위
해도 변화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았으며,이 연구에서 제시한 10년 동안의 위해
도 변화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았다.따라서 1년의 단기간동안의 위해도 변화에
대한 추정보다 장기간의 위해도 변화에 대한 추정이 훨씬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해도 감소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서,가상의 제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구입의사를 조사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하지만 가상의 제품
을 자세한 설명이 없이 제시할 경우,정량적 위해도 변화의 화폐적인 가치에 대한
응답자들의 개념이 부족하여,위해도 개선을 위해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
정을 유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응답자
들에게 익숙한 검진결과나 제품(예를 들어,유방암 진단 결과,암 조직검사결과,
또는 혈압약 등)과 관련된 정량적인 위해도 감소를 설명한 후에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수행
하였다.
기존의 VSL 추정 과정에서는 응답자의 소득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Jones-Leeetal.,1985)되었지만,최근의 연구에서 연령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대한 구분 없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제시하는 기본 위

해도는 일반적인 사망 위해도를 제시하여 감소에 대한 변화의 지불의사를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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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하지만,Alberini등의 연구(2002)에 의하면,연령에 따른 WTP/VSL이 유의
한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하였다.Alberini등은 1999년 Canada Ontario의
Hamilton지역에서 40세에서 79세사이의 성인 930명을 대상으로 WTP추정 연구
를 수행하였다.설문조사후,연령을 10세 구간으로(40-49,50-59,60-69,70-79)나눈
후,각 연령 집단의 WTP와 VSL을 유도하였다.40-49세를 기준으로 하고,나머지
집단을 dummy처리하여 집단간 비교한 결과,70세 집단이 유의수준 0.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개인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지 조사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QualityMetric사의 SF-36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www.qualitymetric.com).SF-36은 총 36개의 문항으로 개인의 일반,신체적,정신
적 건강상태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설문 방법이다.SF-36외에 응답자,응답자
가족의 만성질환 경험 유/무,암 치료 경험 유/무,응답자의 흡연 유/무 등을 함
께 조사하여,지불의사금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조사하였다.지불의사모형
추정 결과,건강에 대한 변수들 중 암 치료 경험 유/무 항목을 제외하고,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하지만,각 변수의 지불의사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흡연자일수록,지불의사금액에 적었으며,정신 건강 점수가 높을수록 지
불의사금액이 높았고,암 치료 경험이 있을수록 지불의사금액이 높았다.Alberini
등의 연구에서는 암을 제외한 만성질환의 응답자,응답자 가족의 경험이 있을수록
유의하게 지불의사금액을 증가시켰으나,암 치료 경험의 경우,경험이 있을수록
지불의사금액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지불의사금액과 통계적 생명가치액은 개인 또는 가구

의 수입뿐만 아니라,연령과 건강상태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따
라서 비용-편익 분석에서 기존의 VSL을 그대로 유도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건강
상태와 기대여명을 보정한 QALY(Quality Adjusted Life Year)개념을 합친
VSLY(ValueperStatisticalLifeYear)을 연령대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망에 대한 경제학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연령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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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영향을 받는다.본 연구와 같은 시계열 분석의 경우 연령에 대한 분리 검토
가 가능하지만,cohort연구의 경우,관찰에 따른 발생수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연
령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경제학적 평가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본 연구와 같
은 시계열 분석을 활용한 경제성 평가에서는 연령대별 relativerisk를 재분석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환경 위해로 인한 인체 건강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는 과정은 환경문제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의사결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필수적인 항목이 되고 있다.환경문제의 경제적인 가치 평가는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정책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정책결정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 /비용-효용분석 등의 합리적인 근거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경제비용으로 평가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있다.
하지만,평가방법 자체의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ex,Exxon사의 유조선

원유유출에 따른 배상비용의 결정 과정 등)비용-편익분석의 결과가 연구자의 견
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문제 등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로 지
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다양한 연구분야,자료,분석모형이 활용된 연구에서는 불

확실성의 크기와 방향을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그러나 향후의 분석을 위해
서,이러한 불확실성의 소재와 그 방향(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PM에 대한 위해성 평가 부분의 경제성 평가 적용에 국한한다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불확실성의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PM의 인체 사망 영향은 시계열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도출된 초과사망의 위험도가 사회적인 비용 추정을 위해서 적용
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이 높은 날 2-3일에 걸쳐서 초과사망이 관찰되지만,그 이
후에는 오히려 사망이 감소되는 효과(harvestingeffect)를 고려해야 한다.일부 시
계열 연구결과를 통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지적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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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사망과 호흡기계/심혈관계 사망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하였

다.전반적인 건강영향 중에서 일부만 평가되었기 때문에 실제 PM으로 인한 실
경제적 손실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망에 대한 피해만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평가되었다.사

망 외 질병으로 인한 피해나 가시거리 등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이 평가에서
제외되었다.이러한 부분의 평가방법과 화폐가치 평가 등은 더욱 어려울 수 있지
만,총체적인 평가를 위해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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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 론론론

대기오염 물질 중 주요 오염원이며,인체 영향이 큰 미세먼지를 대상으로 하여
입경별(PM10,PM2.5)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PM과 급성사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이에 대한 농도-반응 함수를 유도하여 현 오염수준에서의 초과사망자수
를 산출하였으며,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추정하여 규제 기준 관리에 대한 경
제적 편익을 산출하였다.
우선 미세먼지와 사망과의 관련성 파악을 위하여,2002년 1월 1일 0시부터

2005년 12월 31일 23시 까지 4년간 서울시 PM10과 PM2.5시간별 모니터링 데이
터와 동일 기간의 서울시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서울시에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총 연구기간 (총 1,460일)중 전체 사망(사망외

인 제외)에 대한 사망건수는 135,421건 이었다.이 중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
망건수는 7,867건이었으며,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건수는 37,947건이었다.
대기오염의 경우 유효 관측 일수는 모니터링 사이트별로 340~365일 이었으며,

PM10의 경우 평균 62.4㎍/㎥ (range:4.7~469.1㎍/㎥),PM2.5의 경우 평균 43.5㎍/
㎥ (range:1.0~279.7㎍/㎥)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로 인한 상대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우선 단일 오염물질 모형

(one-pollutantmodel)의 전체 사망과 호흡기계 질환 사망,심혈관계 질환 사망에
대하여 지연시간(lag time)과 3일/5일 이동평균에 따른 PM10과 PM2.5의 IQR
(PM10:30.1㎍/㎥,17.3㎍/㎥)농도 증가에 따른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지연시간과 전체사망에 대한 관련성을 보면,PM10과 PM2.5의 경우 상이한 패

턴을 보였으며,PM10은 Lag-4day에서 사망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PM2.5의 경우 Lag-0day에서 가장 많은 증가가 나타났다.이동 평균의 경우,
PM10과 PM2.5모두 3일 보다는 5일의 이동평균에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경우 PM10과 PM2.5모두 노출 초기에 사망건수가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이동 평균은 전체 사망과 마찬가지로 3일 보다는 5일의
이동평균에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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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질환 사망은 PM10과 PM2.5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Lag-1
day에서 가장 많은 사망건수 증가가 나타났고,지연기간이 길수록 감소하는 패턴
을 나타냈다.
상대위험도에서,전체 사망의 경우 PM10은 3일전과 4일전 노출될 때,PM2.5는

당일과 1일전 노출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대위험도가 증가하였고,전반적으
로 IQR에 대한 PM2.5의 상대위험도가 PM10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계 사망의 경우 PM10의 경우 당일 노출이 유의하게 상대위험도가 증가

하였고 PM2.5의 경우 1일전 노출이 유의하게 상대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심혈관계 사망의 경우 PM10와 PM2.5모두 2일전 노출에 대하여 유의하게 사

망률이 증가하였다.
이동평균값을 사용한 경우 PM10과 PM2.5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추정된 PM10과 PM2.5에 대한 상대위험도를 통해 농도-반응 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본 연구에서는 log-linearC-Rfunction을 사용하였다.
PM10의 구별 평균 오염도와 노출 인구수를 토대로 농도-반응 함수에 대입하여

전체 사망자수를 추정한 결과 서울시 전체에서 연간 약 306명의 초과사망자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호흡기계질환 사망의 경우 연간 약 92
명,심혈관계질환 사망의 경우 연간 약 282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PM2.5의 경우 전체 사망자수를 추정한 결과 서울시 전체에서 연간 약 1,488명

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호흡기계질환 사망
의 경우 연간 약 146명,심혈관계질환 사망의 경우 연간 약 486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현수준의 PM10에 비하여 PM2.5의 사망
위해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PM 노출로 인한 사망영향의 경제적 손실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3년간 총

2,635명을 대상으로 사망위해도 저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산출하였다.
서울 지역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지불의사금액(WTP)은

23,544(원/월)로 추정되었으며,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VSL)은 565,056,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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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었다.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급성 사망의 경제적 손실비용 산출을 위해 PM10과

PM2.5의 상대위험도를 산출하고,이에 대한 농도-반응 함수를 유도하여 서울시에
서의 초과사망자수를 추정하고,위해 저감에 대한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산
출하여 각각의 현재 노출수준에 대한 경제적 손실비용을 추정하였다.
PM10의 경우,전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1,731억으로 추

정되었으며,호흡기계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517억,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1,595억으로 추정되었다.
같은 방법으로 PM2.5에 대한 경제적 손실비용을 추정한 결과,전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8,408억으로 추정되었으며,호흡기계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823억,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
은 약 2,744억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M10과 PM2.5의 관리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현

수준에서의 경제적 손실 비용과 규제기준 변경에 대한 경제적 손실 비용의 차이
를 산출하여 효율적 관리 대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에서 PM10의 기준을 40㎍/㎥으로 유지할 때 발생가능한 전체 사망자수

는 약 214명에 손실비용은 약 1,209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20㎍/㎥로 유지할 경
우 발생가능한 전체 사망자수는 약 107명,손실비용은 약 606억원으로 산출되었
다.
PM2.5의 경우,25㎍/㎥로 기준을 유지할 때 발생가능한 전체 사망자수는 약

1,273명,손실비용은 약 7,191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15㎍/㎥으로 기준을 설정할
때 전체 사망자수는 약 773명,손실비용은 약 4,369억원으로 산출되었다.
현 수준에서 각 시나리오별로 기준을 관리할 때 얻어지는 편익에 대하여 계산

한 결과 PM10의 기준을 현 수준에서 40㎍/㎥으로 감소시킬 경우 편익은 약 522
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PM2.5의 기준을 PM10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현 수
준에서 25㎍/㎥로 감소시킬 경우 편익은 약 1,216억원으로 산출되어 PM2.5의 편
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호흡기계 질환 사망과 심혈관계 질환 사망의 경우 PM10의 기준을 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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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40㎍/㎥으로 감소시킬 경우의 편익이 PM2.5를 동일한 비율로 감소시킬 때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PM 기준 수용 및 모니터링 관리에 대한 비

용적 측면을 제외하고 국민보건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PM10기준에 대한 강화나
유지 보다는 인체 위해도가 높으며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PM2.5에 대한 기준
설정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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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University

A cost–benefitanalysis ofair pollution controlpresupposes a policy
decisionaboutwhatistobevalued.Cost-benefitanalysisisverycomfortable
toolstobemosteconomicalconsideringtogetherconvenienceaboutexpenseby
thisdevelopment/regulation and environmentquality improvementand help
though do decision-making efficiently. These cost-benefit analysis for
environmentisverydifficultbecauseofcharacteristicsofproductthatthereis
nomarketforenvironmentquality.
Quantitative health risk assessment achieved to presume benefit from

improvingPM10and PM2.5qualityinthisresearch,and willingnesstopay
amountoflocalresidentsestimatedtocalculateavalueofstatisticallife.
And synthesizingresultofhealth riskassessmentand resultofeconomic

assessment,Iassumedenvironmentbenefitsthatbasedonriskmanagement.
Toevaluatetherelationship between PM exposureand dailymortality,I

studied time-seriesanalysisofthem.Numerousepidemiologicalstudies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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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nstrongerassociationsbetweenPM2.5andbothmortalityandmorbidity
thanPM10.TheassociationofPM10/PM2.5withdailymortalitywasexamined
inSeoul,duringtheperiodof2002~2005.GeneralizedadditivePoissonmodels
controllingforconfounderswereusedtoevaluatetheacuteeffectsofparticle
exposuresontotal,respiratory,andcardiovascularmortality.AnIQR increase
ofPM10(30.1㎍/㎥)wasassociatedwith1.008(95% CI:0.873-1.039)increase
intotalmortalityandPM2.5(17.3㎍/㎥)wasassociatedwith1.045(95% CI:
1.028-1.069)increaseintotalmortality.
I used the log-linear concentration-response function to evaluate the

attributablenumberofdeathfrom PM10andPM2.5.
PM10causedmorethan306attributablenumberofall-causemortalityper

year and 92 / 282 attributable number of respiratory mortality and
cardiovascular mortality,respectively.And PM2.5 caused more than 1,488
attributablenumberofall-causemortalityperyearand146/486attributable
numberofrespiratorymortalityandcardiovascularmortality,respectively.
ForthebenefitcomparisonbetweenmanagingPM10andPM2.5,Iestimated

avalueofstatisticallifetopresumethetheoreticalmortalityrate'sbenefitthat
isresultorhealthriskassessment,andusedcontingentvaluationmethodto
investigateawillingness-to-paytoproduceavalueofstatisticallife.
ThemonthlyaverageWTPfor5/1,000mortalityreductionovertenyears

was￦23,544 permonth and the implied value-of-statistical-life (VSL)was
￦565,056,000peryear.
Icombined the annualattributable numberofdeath and the value of

statisticallifetocalculatethedamagecost.ThetotaldamagecostofPM10in
ambientairwas173.1millionWonandtotaldamagecostofPM2.5was840.8
millionWon.
Idesigned thescenarioformanagingtheenvironmentalcriteriaofPM10

andPM2.5.Inthesescenarios,annualPM10standardwas4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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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PM2.5was25/20/15㎍/㎥.
ThebenefitofmanagingPM10was52.2billionWonforreducingcurrent

airqualityto40㎍/㎥ level.IncaseofPM2.5,thebenefitwas121.6billion
Wonforreducingcurrentairqualityto25㎍/㎥.Itwasmoreeconomicto
managethePM2.5criteriathanPM10.
TherewerelotsofuncertaintyforvaluingthebenefitofPM management

anditsreductionscenarios.ButIdeterminedthatthebenefitsofPM2.5criteria
establishmentmaybegreaterthanreducingthePM10criteria.

Keywords:ParticulateMatter,Time-SeriesStudy,Concentration-Response
Function,Value-of-StatisticalLife,Benefit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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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경제성 평가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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