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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논문은 겨울철 서울 수도권 지역을 심으로 기후 정보를 분석하여

기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른 단기 건강 향으로서 알 르기성 결막염으

로 인한 외래 방문 환자수에 한 평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하여 국내 기 환경 기 에 해 살펴보고 인구의 집도가 높고 꽃가루

향이 은 겨울철 서울 수도권 지역을 심으로 4년 간(2011-2014년)

기 오염물질 황에 한 검토를 하 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성 질환에

한 국민 심도가 높으며 순환기계 호흡기계와 동일한 막 조직

으로 이루어진 결막에서 외부 자극에 의하여 발생하는 알 르기성 결막

염으로 인한 외래 방문 환자수를 상으로 기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른

향 연구와 상 성을 보고자 하 다.

기환경지수에서 선정하고 있는 6가지 기오염물질 24시간 환경

기 치를 과하고 있는 , ,  의 3가지 항목에 하여 성

건강 향으로서 알 르기성 결막염에 한 상 성 GAM 모형을 통한

시계열 분석을 시행하 다. 혼란 변수로서 기후 인자인 기온과 습도, 풍속

을 통제하고 요일을 더미 변수로 지정하여 GAM 모형을 만든 결과, 날

에 에 의하여 양의 연 성이 보 으며, 5일 과 6일 의 수치에서

양의 연 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에서도 동일한 날에서 양의

연 성이 나타났으며, 2일 수치에 의해서도 역시 양의 상 성이 나타났

다. 에 의해서도 2일 수치에 의하여 양의 상 성이 나타났으며, 5

일 수치에 의하여도 양의 상 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

반 인 상 계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기오염물질의 지연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single 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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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어 : 알레르기성 결막염, 대기 오염물질, , , , 시계열분석

cumulative lag을 수행하 으며 이에 유의한 상 성을 나타낸 는

lag0-1에 해 cumulative lag를 분석하 고 과 미세먼지()

에 해서도 동일하게 분석하 다. 세부 분석으로 연령과 성별로 층화 분

석하여 기오염물질의 농도 증가로 인한 험도로 나타내었다. relative

risk는 알 르기성 결막염에 한 각 기오염물질의 1 표 편차 당 상

인 험도와 95% 신뢰구간으로 표 된다. 알 르기성 결막염으로 인한

외래 방문 환자수의 adjusted relative risk는 에 해서 1 표 편차

당 약 2배의 험도가 나타나 알 르기성 결막염 질환과의 향을 확인하

고 과 미세먼지()의 향은 상 으로 미미했다. 의

향으로 연령 분류에서 65세 이상인 군과 성별 분류에서 여성 군에서 유

의한 상 성으로 높은 험도를 나타냈다.

결론 으로 차후 병리학 연구를 통해 와 알 르기성 결막염 간

인과 계의 연구가 필요하며 더욱 오랜 기간 동안 일별 자료를 축 하여

세부 병명에 따라 GAM에 의하여 향 계를 찾을 필요가 있고 이에

한 새로운 연 성을 보는 모형에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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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yr 2009yr 2010yr 2011yr 2012yr 2013yr

male 48.0% 48.9% 41.7% 40.2% 38.4% 38.8%

female 39.5% 40.7% 33.6% 33.5% 28.2% 31.5%

Table 1.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with good subjective health status

by gender in Korea

Ⅰ. 서 론

2015년 발표된 한국인의 기 수명은 2013년에 태어난 남녀 평균 기

수명은 81.8년(남성 78.5세, 여성 85.1세)으로서 OECD 회원국의 기 수명

인 80.5년을 상회한다. 인간의 기 수명은 생활수 과 생활양식 교육수

의 향상, 의료서비스의 근성 향상과 의약품의 효율성 개선 등으로 꾸

히 증가하 으나 수면 연장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한국인 15세 이상 연령

에서 주 인 건강 상태의 평가가 양호하다고 답변한 사람의 비율은 남녀

모두 5년 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source : 보건복지부, OECD Health Data 2015, 2015)

이와 같은 결과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치인 69.2%와 비교하 을 때

우리나라는 평균 35.1%로 상당히 낮은 수치로서, 이는 사회문화 인 요인

에 기인할 수 있겠으나 객 인 건강상태에 비하여 상 으로 부정 인

시각과 건강에 한 사회 심이 반 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보건복

지부, 2015).



- 2 -

(unit : %)

Figure 1.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with good subjective health

status(total) in 2013.

(source : 보건복지부, OECD Health Data 2015, 2015)

주 1. OECD: 최근 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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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간은 건강한 삶을 오래 리고자 하며 자연스럽게 질병에 한

심으로 이어지며 일생동안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노출됨으

로써 건강 향을 받게 되는 환경성 질환에 한 심도 증 되었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15년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포털을 통

해 확 공개한 국민 심질병 행 통계 총 150항목 환경성질환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성 질환은 역학 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

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환경보건법」 제 2조 2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동 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하면 환경성질환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

집단에서 발생하는 ㈀ 「수질 수생태계 보 에 한 법률」제 2조 제 7

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 리법」 제 2조

제 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독증, 신경계 생식기계 질환, ㈂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다 이용시

설 등의 실내공기질 리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오염물질 「 기환

경보 법」제 2조 제 1호에 따른 기오염 물질과 련된 호흡기 알

르기 질환으로서 감염 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박종원, 2013).

환경성질환은 원인 인자의 개별 이고 복합 인 노출과 유 소인

생활 습 등 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질환에

한 명확한 발생원인 기 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치료나 방

책에 하여도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질병 발생에 향을 수 있는 요

인에 한 상 성과 향 계를 악함으로써 노출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련 물질을 규제하는 등 국가가 개입하여 효과 인 리를 필요로 한다

(국립환경연구원, 2009).

환경성질환 에서 건강 향을 미칠 수 있는 기 환경의 오염은, 인

간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24시간 호흡하며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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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ppb) 37.7 35.3 33.6 32.8 30.3 33.2 33.4

(㎍/㎥) 54.9 54.0 49.0 46.9 41.1 44.6 45.8

(㎍/㎥) 25.6 26.1 24.8 24.2 22.5 24.9 23.9

Table 2. Annual air pollutant concentration of ,  and 

in Seoul

장·단기 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총 인구의 약 45% 이상이 수도권에 집 되어 있으며 자동차

등록 수도 2014년 기 총 2천 만 를 과함에 따라 이로 인해 도시

에 집되어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기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향은

단히 요하다(김용기, 2011).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제 1차 수도권

기환경 리 기본계획’을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

지 등 오염도를 감하고자 분야별로 다양한 감 책을 시행하 다. 자동

차는 분야에서는 특정 경유차 배출가스를 감하고 사업장에서는 

 총량제와 최 방지시설 기 등을 강화하면서 2014년까지 기 환경

을 OECD 선진국 수 으로 개선 목표를 설정하 다. 특히 서울시 2014년

기 개선 목표 물질로서 은 40㎍/㎥, 는 22ppb수 으로 목표를

설정하 다. 이에 수도권 서울 지역의 기 환경은 지속 으로 개선되어

미세먼지는 2008년 연평균 54.9㎍/㎥, 2011년 46.9㎍/㎥, 2014년 45.8㎍/㎥을

기록하여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 으나, 국내 환경기 인 5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질소산화물의 경우 2008년 37.7ppb, 2011년 32.8ppb,

2014년 33.4ppb로 다소 감소하 으나 연간 기환경기 30ppb보다 높은

경향을 보 다.

(source : 에어코리아, 기환경 연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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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리에도 불구하고 기환경은 오염물질 배출원에 한 제한뿐만

아니라 지속 인 개발에 한 고려와 녹지 설치 확 복합 인 기

오염의 감축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 환경은 날씨와 동일하게

시시각각 변화하며 우리의 삶에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기 자동측정망

등의 확충과 상시 감시 시스템 등으로 국민들이 기 환경 정보에 한

근성과 이해도가 요구되며 된다.

이러한 요구도를 반 하여 환경부에서는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등 5가지의 오염도에

해 수를 산정하여 개발한 표 방식으로서 통합 기환경지수

(Comprehensive Air-quality Index, CAI)를 2006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

개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기 오염도 측정치에 한 근성과 이해

도를 높이고 기 오염으로부터의 건강 해성을 이기 한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2015년부터 미세먼지()가 추가되

어 총 6가지 기오염물질을 통합 기환경지수로 측정하고 있다. 각 항목

별 기오염물질에 한 환경기 기 은 1시간, 8시간, 24시간(일) 평균치

연간 평균치 등으로 정하고 있다.

기 오염물질에 높은 농도로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미치는

향과 련하여 여러 역학 연구를 통해 기오염물질과 질병 간 상 성이

보고되었다. 기 오염물질 이산화질소()는 호흡기계 질환뿐만 아니

라 심근경색, 장애, 동맹경화 등을 유발하며 성 호흡기계 사망률

과 심 계 사망률 는 병원 입원율을 증가시키며 여러 가지 건강문제와

연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Kunzli N et al., 2005; Analist et al., 2006;

Peters A et al., 2010; Atkinson et al., 2013).

그러나 2008년에 시행된 환경보건에 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

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환경오염과의 상 성이 높다고 인식하여 정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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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necessity for

government’s policy

nation
people

opinion
leader

journalist
nation
people

opinion
leader

journalist

atopic dermatitis 84.6% 62.5% 77.3% 76.2% 62.5% 72.7%

allergic rhinitis

/conjunctivitis
78.2% 43.8% 59.1% 64.3% 40.6% 27.3%

asthma 50.7% 62.5% 63.6% 47.2% 53.1% 45.5%

chronic respiratory

disease
46.6% 62.5% 40.9% 45.0% 46.9% 31.8%

cancers 22.0% 15.6% 18.2% 31.4% 28.1% 45.5%

Table 3. Korean public’s perception on environmental diseases(’08)

마련이 시 한 환경성 질환으로서 순환기계 질환과 같은 만성 는 장기

인 노출 요인으로 인한 건강 향에 한 것이 아니라 상 으로 성

단기 향으로 발생하는 아토피피부염, 알 르기성 비염 결막염 등

환경성 질환들에 하여 정부의 책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source : 환경보건 종합계획[2011~2020], 교육과학기술부 외)

지 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기 오염물질의 장기 노출로 인한

인체의 장기 건강 향의 상 성을 분석하고 있지만 단기 노출로 인한

건강 향의 지연 효과 등 정 한 분석은 부족하다. 미세먼지 등 기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의 연구는 주로 호흡기질환을 신으로 연구되어

천식과 비염 등에 한 연 성이 많이 보고되었다(최병철 외, 2000).

국민의 인식 조사에서 국민에게 반 이상 높게 나타난 환경성 질환

아토피 피부염은 명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고 알 르기성비염 천식

과 함께 부모 해당 질환이 있는 경우 자녀에게서 나타날 확률이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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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유 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막염은 바이러

스, 진균, 기생충 등으로 유발된 세균성 결막염, 바이러스 결막염 등이 있

으며. 알 르기성 결막염은 일반 으로 꽃가루나 먼지 등이 의 겉 표면

에 존재하는 얇은 막을 자극시켜 발생하게 되는 질환이다. 결막염을 이루

고 있는 결막 조직은 소화기계 호흡기계, 비뇨생식기계와 동일한 막

조직(mucosal tissue)으로 구성되어 1차 방어선의 면역체계로서 액을 생

성하고 외부환경으로부터 을 보호하며 즉각 인 반응을 보이므로 기

오염 물질에 따른 알 르기성 결막염과의 상 성 연구 분석을 통하여 다른

만성 질환에 한 향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꽃가루의 향을

받지 않는 겨울 시기(1~2월, 11~12월)에 서울 지역의 기상 상태, 오염원별

농도와 알 르기성 결막염의 외래 환자수 등을 조사하고, 각 향인자별

상 계 분석을 통해 각 오염원이 단기 건강 향으로서 결막염 외래 환자

발생에 상 성이 있는지 악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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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내용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서울시 지역을 심으로 기상상태(평균 기온, 평균 습도, 평균

풍속)와 환경기 에서 정하고 있는 기오염원 항목 별 농도를 조사한 후,

오염원의 농도와 해당 지역의 알 르기성 결막염으로 인한 외래 환자수의

발생과 상 계를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 개화시기 여름과 가을철 날씨의 변인에 한 향을 이고자 겨울

철로 기간을 제한하 다.

연구를 하여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상기상 측 서울지역 측소에서 수집된 기상상태와 기 오염물질의 농

도, 알 르기성 결막염으로 인한 외래 방문 환자수 등 연구에 필요한 자료

를 조사하고 연구 목 에 맞게 분석하 다.

먼 , 연구 상의 기 오염물질의 농도를 항목별로 악하여 환경 기

에 과하는 물질을 선정하 다. 아울러 서울 지역에서 환경기 을 과

하는 오염물질원에 한 알 르기성 결막염에 향을 주는지 분석하 으

며, 기 수치를 과하는 경우가 발생한 후 기간 경과(0~7일차)에 따른 질

환 환자 발생 수에 한 차이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이산화질소와 미세먼

지, 미세먼지의 농도 기상상태를 고려한 알 르기성 결막염으로 인한

외래 환자수의 발생과 상 성을 분석하 다. 한, 각 기오염물질의 농도

를 고려한 알 르기성 결막염의 외래 방문 환자수의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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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험도를 분석하여 환자수를 측하 다.

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연 대상 지역 정(수도 ) 및

경기준에 따른 대기 염 질 항목 정

대기 염 질의 건강 향에 대한 내·  헌조사

연  대상 지역의 대기 염 질의 도 및 기상상태 조사

연 대상 지역의 알레르기  결막염 래 방  자수 조사

대기 염 질의 도  기상상태, 자수 변  추  

기상상태  대기 염 질 도의 상 계　

대기 염 질 도  알레르기  결막염 래 자수 상 계 

대기 염 질의 상대 위험도를 고려한 알레르기  결막염 래 

자수 측

대기 염 질(, , )의 도  알레르기  결막염 

질 의 상  평가

Figure 2. Frame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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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기오염물질의 건강 향에 한 연구 동향

기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향은 일반 으로 시계열 연구와 환자 교차

연구를 이용하여 건강 해성에 해 분석하 다. 국내에서 기오염물질

에의 노출의 향으로 발생한 환경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내원 환자수의

증가 는 응 실 방문 환자수 등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었다. 그 결과 유의

미한 결과가 나온 항목으로는 , , ,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등이 무의미안 변수라고 나타났다(조일형 외, 2013). 일반

으로 천식 등 미세먼지에 한 호흡기계 질환에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시행되었으며 기타 사망자 수나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한 응 방문 환자에

한 연구가 주로 시행되었다(Gershwin LJ, 2003; 김상헌 외, 2010).

한편, 기오염물질과 알 르기성 결막염의 상 성에 한 연구로는 일

본에서 시행한 연구결과 의 농도와 알 르기성 결막염에 한 유병

률을 분석한 연구에서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 비(非)개화 시기인 5-7월에

의 농도가 알 르기성 결막염의 외래 환자 방문 수에 요한 견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Tatsuya Mimura et al., 2014),

만에서 시행된 연구로는 비특이 결막염에 하여 기 오염물질 항목

, , 의 농도가 높은 상 성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Chiang

CC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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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상 선정

우리나라에서 인구 집도가 45%에 달하는 서울 수도권을 심으로

기 환경지수에서 선정하고 있는 6가지 항목 일평균 환경 기 치를

과하는 기오염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단기 건강 향으로서 성

결막염으로 외래 방문 환자수에 하여 분석하여 호흡기계, 소화기계와 동

일한 막 조직으로 구성된 결막에서 발생하는 1차 방어기제로서 작용하는

건강 향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러한 성 결막염은 24시간 기에 노출

되어 있으므로 다른 장기나 기 에 비하여 오염물질에 한 노출 빈도는

높기 때문에 성 향을 보기 한 질환으로 선정하 다.

1) 기 오염물질 농도 측정

기 오염물질은 환경기 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 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의

농도에 해 일평균에 한 연간 평균치와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 기 치

를 과하는 날이 발생하는 항목에 해 우선 선정하 다. 그 결과 일평균

환경 기 치를 빈번히 과하는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미세

먼지()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노출 자료로는 서울특별시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5개 구역 자료에 한 기오염물질 농도에

해 일평균 자료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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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average  

environmental 

standard

2011

year

2012

year

2013

year

2014

year

real average day 

exceeding 

environmental standard

(excluding  redundancy)

(ppb) 60 33 30 33 33 26days

(㎍/㎥) 100 47 41 45 46 58days

(㎍/㎥) 50 24 23 25 24 70days

(ppm) -* 0.019 0.021 0.022 0.023 -*

(ppm) 0.05 0.005 0.005 0.006 0.006 0days

(ppm) -* 0.6 0.5 0.5 0.5 -*

Table 4.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air pollutants and the

number of days exceeding daily average of environmental

standards(2011-2014year)

* there is no standard in daily(per 24hour) average.

2) 기상 측 자료

선행 연구를 통해 성 안구 질환과 기후 기오염물질 간 향을 분

석한 결과에서 최 기온, 순간 풍량(instant wind strength)이 다변량 상

험도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결막염과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Bourcier et al., 2015; Chiang CC et al., 2012). 이에 연구

상 지역인 서울시의 기상 측 자료로서 ‘정부3.0 한민국정보공개’를

통해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 리과에서 제공된 자료로서 서울시 지

역에서 측정된 기온(℃), 습도(%), 풍속(㎧)을 통제 변인으로 선택하 고,

다른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통일성 있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일평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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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disease name code disease name

H10 결막염 H111 결막 변성 침착물

H100 액화농성 결막염 H112 결막 흉터

H101 성 아토피결막염 H113 결막출

H102 기타 성 결막염 H114 기타 결막의 장애 낭

H103 상세불명의 성 결막염 H118 기타 명시된 결막의 장애

H104 만성 결막염 H119 상세불명의 결막의 장애

H105 안검결막염 H1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결막의 장애

H108 기타결막염 H130 결막의 사상충 감염

Table 5. Allergic conjunctivitis disease classification(KCD-6)

료를 활용하 다.

3) 알 르기성 결막염 질환 환자수

2011년부터 용된 한국표 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 6차 개정에 따라 H101( 성아토피결막염) H102(기타

성 결막염)을 주상병으로 서울시 지역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수를

분석하여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평가하 다. 분석 자료로서 결막염으

로 인한 외래 진료 환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자료로써 요양 여

개시일(진료일)을 기 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요양 여 지

청구된 자료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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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09 상세불명의 결막염 H131
달리 분류된 감염성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결막염

H11 결막의 기타 장애 H13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결막염

H110 군날개 H13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결막의 기타 장애

(source : 통계청 고시 2010-150호, 2010.7.6, 2010)

한 환자수에 하여 이를 계층화함으로써 상 성을 높이기 하여 성

별, 연령별 그룹을 지었다. 연령은 기본 으로 5세 구간으로 자료를 추출하

으나 알 르기성 결막염에 한 유병 환자수의 분포를 고려하고, 환경보

건법에서 13세 미만을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알 르기성 결막염에

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14세 이하(어린이), 15-39세(청소년·청년),

40-64세( 장년), 65세 이상(노인) 등 총 네 개의 집단으로 층화하여 각 집

단에 한 향을 분석하 다(Chiang CC et al., 2012).

다. 통계 분석

연구 상 지역의 기 와 , 미세먼지() 농도 분포

와 환자 악하기 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다. 모든 통계학 분석은

SAS 9.4를 이용하 으며, 유의수 (∝) 0.05를 사용하여 유의성 검정을 하

다.

와 , 미세먼지() 농도 분포 환자수의 연 계를

악하기 하여 기본 으로 상 분석을 실시하며, 이에 하여 이 시 의

와 , 미세먼지() 농도 분포가 미치는 향을 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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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본 논문은 이 7일까지의  와 , 미세먼지() 농도 분

포와 환자수의 상 계 분석을 먼 실시한다. 한 환자수의 경우 요일

에 의한 향, 주말에 병원 업무가 불가한 향 주별 특성에 따라 환자

방문이 없음에 따라, 각 요일 별 상 분석 시계열 기법이 용된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이 시 의 와 , 미세먼지() 농도 분포

에 향을 고려한 모형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기 오염 농도에 하여 환자수의 시계열 분석을 해서는

함께 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상 으로 매우 작

은 기오염의 향을 악하기 해서 기존의 회귀분석과는 다른 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건강과 련된 기오염의 련성은 기후와 요일에 의한

병원 이용을 무시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혼란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반 모수 인 포아송 회귀분석(Semi-Parametric

Poisson Regression) 방법 일종인 일반화 부가모형(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1) 상 계분석

상 계는 연속 속성을 갖는 두 변인들 간 상호 연 성에 한 기

술통계 정보를 제공해 뿐만 아니라, 두 변인 간의 상호 연 성에 한

통계 유의성을 검정해 주는 통계분석 기법이다. 상 계는 연구자가

심을 갖고 연구하고자 하는 상들 간 계, 이를 통계학 용어로 나타내면

변인들 간의 계를 나타낸다. 만일 변인들 간의 상호 연 성만을 간략하

게 설명한다면 상 계분석은 기술통계가 되지만, 변인들 간의 상호 계

에 한 통계 유의성을 검정함으로써 모집단의 속성을 추론하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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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석은 추론통계가 된다(김 , 2013)

변인들 간의 계는 크게 두 가지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변인들 간의 상호 연 성 강도이고, 다른 하나는 변인들 간의 연 성

방향이다. 변인들 간의 강도와 방향을 함께 제시해 주는 다양한 통계량

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것이 피어슨 곱 률 상 계수 r (Pearson'

coefficients of correlation)이다. 간단하게 피어슨 상 계수 r (Pearson's r)

는 피어슨 r이라고도 일컫는 이 상 계수는 방향과 강도라는 두 가지 속

성에서 두 변인 X와 Y 간 계를╶1과 +1 범 내에서 설명한다. 두 변인

간의 계가 정 이라면 상 계수는 +값을, 두 변인 간 계가 부 이라면

상 계수는╶값을 갖는다. 두 변인 간 계 강도는 0과 1 사이의 통계량으

로 설명한다. 0은 두 변인 간에 아무런 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반면, 1은

두 변인 간에 완벽한 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 방향을 나타내

는 ±부호와 계 강도 범 인 0≤r≤1이란 을 함께 고려한다면, 피어슨

상 계수 r의 범 는 -1≤r≤1이 된다. 일반 으로 피어슨 r이 0.30이면 두

변인들은 약한 계, 0.50이면 간 계, 그리고 0.70이면 강한 계를 나

타낸다(박민아, 2014)

상 계는 두 변인 간의 강도 방향과 같은 계 정보를 제공해 주

지만, 두 변인 간 인과 계에 한 정보는 제공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상

계는 원인이 되는 독립변인과 결과가 되는 종속변인을 구별하지 않는

다. 상 계분석은 두 변인이 모두 유사등간 수 성격이 강한 서열수 ,

등간수 , 그리고 비례수 인 양 데이터일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피어슨 상 계는 아래와 같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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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  ≤ 에 존재하며, 가 1 일 경우 완 양의 선형 계를 의미

하며, -1일 경우는 완 음의 선형 계를 의미한다. 0일 경우는 선형 계

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를 표본에 입시 표본상 계수는 다음의 식에 따

른다.

 


  














 



 
 



 



 



  



 
 



이때 상 계수의 검정은 귀무가설      , 립가설   ≠하에서

검정통계량은 하에서   


∼ 을 통하여 검정한

다.

피어슨 r은 각 변인의 원 데이터(raw data) 신 각 변인의 표 화

수 간 곱을 체 이스 수로 나 값이다. 표 화 수라 함은 원 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 편차 단 로 재해석한 것으로서

공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M은 변인 X의 평균이고, SD는 변인 X의 표 편차다. 원 데이터

신 표 화 수를 사용한 이유는 각 변인에 한 척도가 다를 경우 척도

를 표 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두 변인 간 연 성을 나타내는 피어슨 상 계수 r은 다른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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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피어슨 r을 제곱하면 한 변인의 변화량이 다른 변인의 변화량에

의해 얼마만큼 설명되는지를 설명해 수 있는데, 이 통계량을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라고 한다. 결정계수는 한 변인의 개인 개

인 변화량에 의해 설명되는 다른 변인의 변화량을 설명하는 척도다. 이 부

분은 회귀분석 통계량 하나인 R2과 동일한 개념이다.

두 변인 간의 계를 이론 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가운데, 단지 상

계수에만 의지해 두 변인 간 계를 해석한다면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

다. 특히 두 변인 간 계를 설명하는 피어슨 r이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는 두 변인 간에 이론 으로 아무런 연 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를 '거짓 계(spurious relationship)'라고 지칭한다. 따라서 두 변인 간의

상 계수가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이론 으로 두 변인 간에 연 성이 있

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회귀분석

통계분석 기법 하나인 회귀분석은 크게 두 가지 장 을 갖고 있다.

하나는 측변인이 변화함에 따라 결과변인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측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제3의 변인을 통제함으로써 측변인과 결과변인

간의 인과성을 통계 으로 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류성진, 2013).

회귀분석은 기본 으로 하나 이상의 독립변인(' 측변인'이나 '설명변

인'이라고도 함)이 한 단 변할 때, 종속변인('결과변인'이나 '피 설명변

인'이라고도 함)이 얼마나 변할 것인지, 다시 말해 하나 이상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력을 측(prediction)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통계

분석 기법이다. 한 회귀분석은 종속변인에 향을 개연성이 있는 제

3의 변인들을 통계 으로 통제했을 때, 특정 측변인이 하나의 결과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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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향, 즉 인과성(causality)을 밝 내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선형 회귀분석은 주로 측변인과 결과변인이 유사등간수 이상 데이터

인 양 데이터일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선형 회귀분석은 측변

인이 범주수 의 질 데이터인 독립변인일 경우에도 가변인 는 더미변

인(dummy variable)을 사용해 결과변인을 추정하기도 한다. 회귀분석은 크

게 단순 회귀분석과 다 회귀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단순 선형 회귀분석

단순 선형 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은 하나의 측변

인이 하나의 결과변인을 측하는 통계분석 기법이다. 이 분석 기법의 기

본 목 은 측변인으로부터 실제로 측정한 결과변인의 데이터에 가장 근

한 변인 Y값을 추정하는 것이다. 주의할 은 단순 회귀분석의 경우 제3

의 통제변인(control variable)이 없기 때문에, 측변인과 결과변인 간의

인과성을 밝 낼 수는 없다. 단순 회귀분석은 1차 방정식에 근거한 단순

회귀선으로 기본 인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에 하여 아래의 방

정식과 같이 나타난다.

       ∼   

이 방정식에서 변인 Y에 한 이스 i의 실제 찰 값은 세 가지 요

소로 구성된다. 첫째 요소인 a는 변인 Y의 편 는 Y의 회귀상수

(regression constant)로서 변인 X가 0일 때 Y값을 나타낸다. 둘째 요소인

bXi는 변인 X가 변인 Y와 맺고 있는 계를 수량화한 것이다. 여기서 b는

이 방정식의 기울기(slope)로서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라고 하며,

변인 X의 값이 한 단 변할 때 변하는 변인 Y의 값을 나타낸다. 마지막

요소인 는 이스 i의 오차(error), 잔차(residual) 는 추정오차(erro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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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라고 하며, 변인 X와 Y 간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스 i의

Y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도출한 회귀상수와 회귀계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변인 Y에 한 각 이스 i의 찰 값이 다양할수록, 결국 잔차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 회귀분석은 변인 X와 Y의 계 속에서 잔차의

변화량을 최소화하는 회귀 모형을 구함으로써 데이터에 가장 합한 변인

Y값을 추정할 수 있는 최 의 선형 회귀선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회귀모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Yi)와 i는 변인 Y에 한 이스 i의 기댓값이다. 앞선 방정식에서

잔차를 최소화 하도록 a와 b를 추정하는 것이다.

(2) 다 회귀분석

일반 으로 단순 회귀분석과 같이 결과변인에 향을 주는 측변인을

단 하나만 고려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오히려 학자들은 2개 이상의

측변인들이 하나의 결과변인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는지, 는

공변량(covariates)이라고 불리는 제3자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특정한 측

변인이 결과변인에 고유하게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는 데 심을 두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경우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행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 회귀분석은 측변인들이 2개 이상의 양 데이터이고, 결과변인이

하나의 양 데이터일 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 회귀분석 모형은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측변인들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곤 단순 회귀분석

과 동일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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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회귀분석의 장 이 결과변인에 한 측에 있다면, 다 회귀분

석은 결과변인에 한 측뿐만 아니라 제3자 변인들을 통계 으로 통제했

을 때, 특정 측변인이 결과변인에 미치는 향력, 즉 인과성을 악할 수

있다.

3) GAM 분석 기법

GAM 분석은 비율 기반의 분석으로서 분석 상인 각각의 개인에 한

차이(흡연 여부, 나이, 성별)등을 무시한다. 결국 단 인구집단을 분석

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에 있어서 분석 상의 population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GAM 분석은 각각의 개인에 한 개

인 특성을 보정하지 않음으로서 심 있는 변수에 한 정확한 효과가 혼

란(confounding)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한계 이 있다. GAM 분석 결과는 일

별 기오염 농도 수 과 이에 따른 건강 향으로서 성(acute) 인

향을 평가한다. GAM 모형은 결과변수로서 일별 사망자수 는 일별 상병

자수를 사용하며 기오염 농도 수 에 의한 결과변수 효과 측정을 한

선형의 변수(linear terms),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 는 날씨변수에

한 평활함수(smooth function)를 가지는 기본 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기오염과 건강 향의 시계열 분석 GAM

GAM의 기본 인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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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g    
 

여기에서 는 t 일자의 환자수이며, 는 t시 의 심 있는 일별 기

오염수 ( : 일별  농도 수 )이며, 는 시간변수 에 smooth

function, 는 찰 가능한 온도처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들을

표( : 온도, 습도, 타 기오염물질 농도 수 등), 에  한 smooth

function을 말하며, 는 다른 선형의 혼란변수( : 요일 변수나 공휴일 지

시변수)를 말한다.

GAM 용시 선정해야할 조건으로서는 기오염 향계수,  추정에 있

어서의 수렴 기 으로 GAM 모형을 두 개의 반복 되풀이(two iteration

loops) 차를 포함한다. 하나는 반복 재 가 최소제곱(iteratively

re-weighted regression procedure)이며 다른 하나는 inner Gauss-Seidel

type iterative procedure 즉 back-fitting algorithm이다. 최근까지 GAM

function은 기본 인 수렴 기 (default convergence criterion)으로  

이며 최 반복 횟수는 50으로 한다.

(2) 혼란변수의 통제-평활함수 선정

GAM 모형의 통계 역학 목 은 혼란변수에 의한 변이(confounding

bias)를 최소화하는 조건에서 회귀계수( 는 기오염의 효과)의 값을 정확

히 추정하는 것이 다. 따라서 모형을 설정 할 때 혼란변수를 통제해야 한

다. GAM 분석에서는 평활(smoothing) 결과를 모형에 이용한다. 이때 평활

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평활함수(smooth function)를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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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한 평활함수(smooth function)에 사용한 평활(smoothing)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평활함수의 3가지 종류는 natural spline, penalized spline

그리고 smoothing splines 이다. 처음의 것은 모수(parametric) 인 방법이

며 나머지는 비모수(non parametric) 인 방법이다.

(3) 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향 시계열분석

본 연구에 용한 기오염으로 인한 양반응함수를 도출하기 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향 련 분석 변수의 정의

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향의 양반응 함수를 도출하기 해 종속변수는

일별 사망자수 는 일별 천식입원환자수를, 독립변수는 과 의 농

도를 사용하 다.

그리고 unmeasured 혼란변수로는 시간(일별 날짜 변수)이 있으며,

measured 혼란변수는 일별 평균 온도, 일별 평균 상 습도, 일별 평균 기

압, 그 외 다른 기오염 물질(, ,  등)의 농도가 있다. 그 외 혼

란변수로는 요일 는 공휴일의 지시변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온도, 상 습도, 기압, 요일의 혼란변수들은 비모수 평활방법인 LOESS

를 이용하여 통제하 다.

2단계. 분석 모형선정

포아송 분포 자료의 모형설정에 합하면서 비모수 평활함수와 모수

선형 함수의 작용을 한 모형안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일반화 부가모형

(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이다. 즉 일반화 부가모형(GAM)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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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변수들을 비모수 인 평활함수로 통제하면서, 포아송 회귀분석이 합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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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와 , 미세먼지() 농도 분포와

연구 상 지역 주민들의 환자수 발생과의 상 성을 악하는 것이다.

이에 배경지역으로 우리나라 서울 지역을 상으로 분석을 진행하

다. 상 일자는 신정을 기 으로 8주 수요일부터 8주 후 화요일까지로

겨울철을 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서 와 , 미세먼지() 농

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는 평균

0.038로 최소 0.011와 최 0.071이며 는 평균 49.720으로 최소 5에서

162로 나타난다. 미세먼지() 농도 분포는 평균 27.267이며 최소 3에

서 최 89로 나타났다.

N mean±S.D. min max
10th
percentile

90th
percentile

(ppm) 446 0.038±0.014 0.011 0.071 0.019 0.057

(㎍/㎥) 446 49.720±26.499 5 162 24 85

(㎍/㎥) 446 27.267±15.684 3 89 12 50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air pollutant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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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 mean S.D. min max



(ppm)

2011 113 0.037 0.014 0.011 0.069

2012 107 0.036 0.013 0.013 0.071

2013 113 0.040 0.014 0.012 0.066

2014 113 0.038 0.013 0.013 0.07



(㎍/㎥)

2011 113 50.186 28.168 5 150

2012 107 48.542 22.078 15 118

2013 113 51.265 27.664 13 155

2014 113 48.823 27.660 9 162



(㎍/㎥)

2011 113 27.982 17.129 3 89

2012 107 27.523 13.698 7 68

2013 113 28.858 16.443 8 83

2014 113 24.717 15.042 6 86

Table 7. Annual descriptive statistics of air pollutant concentration

Figure 3. Weekly average time series of winter air pollutant

concentrations in Seoul(2011-2014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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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이 3가지 수치 모두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며,

와 은 2012년도가 가장 낮은 반면, 미세먼지() 농도는

2014년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다. 기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 풍속은 2.66㎧, 온도는 –0.029℃, 습도는 54.653%으로 나타났다.

N mean±S.D. min max

wind velocity(㎧) 446 2.660±0.880 1.3 6.1

temperature(℃) 446 -0.029±6.038 -14.5 19.9

humidity(%) 446 54.653±13.115 22.4 91.6

Table 8. Descriptive statistics of climate factors

year N mean S.D. min max

wind

velocity

(㎧)

2011 113 2.626 0.831 1.3 5

2012 107 2.711 0.868 1.4 5.3

2013 113 2.704 0.912 1.4 6.1

2014 113 2.602 0.910 1.3 6.1

tempera

-ture

(℃)

2011 113 0.550 7.670 -14.5 19.9

2012 107 -1.661 5.305 -13.7 12

2013 113 -0.315 5.311 -13.2 12.2

2014 113 1.225 5.163 -9 13.5

humidity

(%)

2011 113 54.841 12.752 29.1 87.5

2012 107 51.997 12.720 22.4 84.1

2013 113 56.717 12.189 27.5 85.8

2014 113 54.917 14.419 25.9 91.6

Table 9. Annual descriptive statistics of climat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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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Weekly average time series of winter climate factors in

Seoul(2011-2014 year).

1. 연구 상지역의 환자수

본 연구 상인 서울 지역 환자 수를 살펴보면, 겨울철 알 르기성 결막

염으로 인한 연도별 외래 방문 환자수 성별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10.). 성별에서는 여성 환자수가 남성 환자수에 비

하여 약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을 14세 이하(어린이),

15~39세(청소년·청년), 40-64세( 장년), 65세 이상(노인) 등 총 4개의 그룹으

로 나 었을 때 청소년·청년군 장년 연령군에서 특히 여성 환자의 비율

이 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 환자수는 연도별로 크게 상이

하지 아니하 으며 어린이 노인 집단에서 다소 환자수가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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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total

patient

(no.)

male :

female

population distribution by age

≦ 14 yr 15~39 yr 40~64 yr ≧65 yr

total 605,310 35.4% : 64.6% 22.8% 31.8% 31.0% 14.4%

2011 156,367 35.0% : 65.0% 23.1% 32.2% 30.8% 13.9%

2012 142,659 35.4% : 64.6% 23.4% 31.9% 30.7% 14.0%

2013 151,156 35.6% : 64.4% 23.2% 31.5% 30.8% 14.5%

2014 155,128 35.6% : 64.4% 21.6% 31.4% 31.7% 15.3%

Table 10.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patient numbers with allergic

conjunctivitis by age and gender

Figure 5.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outpatient with allergic

conjunctivitis by age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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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Weekly time series of outpatient with allergic conjunctivitis

in Seoul(2011-2014 year).

겨울철 일평균 자료로 비교하 을 때에도 서울 지역의 알 르기성 결막염

으로 인한 외래 방문환자 수에 한 성별 비율도 유사하게 여성 환자수가 남

성 환자수에 비해 약 1.8배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year total male female

2011 1383.780 484.044 899.735

2012 1333.260 471.654 861.607

2013 1337.660 475.619 862.044

2014 1372.800 489.212 883.584

Table 11. Daily average number of outpatient with allergic

conjunctivitis in Seoul(in winter)

(unit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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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인원에 하여 분산 분석 SNK를 이용한 사후 분석 결과를 살

펴본다. 분산분석 결과 환자수는 유의수 0.05보다 작음으로 차이가 나타나

며, 사후 분석 결과 체 환자는 월요일이 평균 으로 환자가 2,079명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화요일이 1,703명으로 평균 수치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

수요일이 유사한 수치로 묶 으며, 그 다음으로 토요일이다. 이는 여성과 남

성으로 나뉜 결과값에서도 유사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요일별 환자 수 차이에 따라 분석에 하여 모형에서 요일별 환

자수에 하여 지시함수로서 요일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하여 확장하여, 요일, 연령 , 성별에 따라 연 성이 있는지 3원배

치 분산분석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가지 요인 모두 유의한 연

계가 나타남에 따라 모형에서 고려해야 함을 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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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N
F-test of
factor
(p-value)

F-test of
model
(p-value)

age

≦ 14 yr 154.748(b) 892

691.55

(<.0001)

941.33

(<.0001)

15~39 yr 215.632(a) 892

40~64 yr 210.213(a) 892

≧ 65 yr 98.006(c) 892

gender
male 120.062 1784 2238.78

(<.0001)female 219.238 1784

day

holiday 4.539 128

863.02

(<.0001)

mon 260.123 496

tue 212.766 488

wed 197.506 488

thu 189.294 480

fri 203.543 488

sat 170.879 488

sun 3.742 512

Table 12. ANOVA analysis depending on number of outpatients

with allergic conjunctivitis in winter by week, age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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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수의 상 계

상 분석에서는 1주일 이후까지의 기환경오염 농도와 겨울철 알 르

기성 결막염 환자수의 상 계수로 연 성을 분석하 다. *는 상 계수는

0.05 수 (양쪽)에서 유의한 것을 표시하 으며, **는 상 계수는 0.01 수

(양쪽)에서 유의한 것을 나타내었다.

기오염물질별 농도에 따른 체 환자를 상으로 연 성을 분석한

Table 13.을 살펴보면, 동일 일자의 농도(r=0.148)와 7일 농도

(r=0.149)는 체 환자수와 양의 상 계로 노출일의 농도와 7일

농도가 증가할수록 체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여 졌다. 반면, 5

일 농도(r=-0.093)는 체 환자수와 음의 상 계로 5일 농도

가 증가할수록 체 환자수는 감소하는 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성 환자를 상으로 연 성을 살펴보면, 동일 일자의 농

도(r=0.133)와 7일 농도(r=0.154)는 남성 환자수와 양의 상 계로

노출일의 농도와 7일 농도가 증가할수록 남성 환자수가 증가하

는 계로 보여 졌다.

여성 환자를 상으로 연 성을 살펴보면, 동일 일자의 농도

(r=0.156)와 7일 농도(r=0.146)는 여성 환자수와 양의 상 계로 노

출일의 농도와 7일 농도가 증가할수록 여성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여 졌다. 반면, 5일 농도(r=-0.097)는 여성 환자수와 음의

상 계로 5일 농도가 증가할수록 여성 환자수는 감소하는 계로

보여 졌다.

요일 별 1주일 이후까지의 기환경오염 농도와 겨울철 알 르기성 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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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환자수의 상 계수로 연 성에 한 결과표는 부록 Table 3~5.에 실었

다. 먼 Table 3.에 의해 체 환자를 상으로 연 성을 살펴보면, 월요

일은 동일 일자의 농도(r=0.316)와 체 환자수는 양의 상 계로 노

출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체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여 졌

다. 화요일은 기환경오염 농도에 의한 겨울철 알 르기성 결막염 체

환자수의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수요일은 7일 미세먼지()농도

(r=0.268)는 체 환자수와 양의 상 계로 7일 미세먼지()농도

가 증가할수록 체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여 졌다. 반면, 3일

농도(r=-0.319)는 체 환자수와 음의 상 계로 3일 농도가 증

가할수록 체 환자수는 감소하는 계로 보여 졌다. 목요일은 동일 일자

의 농도(r=0.388)는 체 환자수와 양의 상 계로 노출일의농도

가 증가할수록 체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여 졌다. 요일은 기

환경오염 농도에 의한 겨울철 알 르기성 결막염 체 환자수의 향이 나

타나지 않았다. 토요일은 3일 농도(r=-0.299)와 3일 농도

(r=-0.332)는 체 환자수와 음의 상 계로 3일 농도와 3일

농도가 증가할수록 체 환자수는 감소하는 계로 보여 졌다. 일요

일은 기환경오염 농도에 의한 겨울철 알 르기성 결막염 체 환자수의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록 Table 4.에 의해 남성 환자를 상으로 연 성을 살펴보

면, 월요일과 화요일은 기환경오염 농도에 의한 겨울철 알 르기성 결막

염 남성 환자수의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수요일은 7일 미세먼지

()농도(r=0.326)는 남성 환자수와 양의 상 계로 7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남성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여 졌다. 반

면, 3일 농도(r=-0.281)는 남성 환자수와 음의 상 계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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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증가할수록 남성 환자수는 감소하는 계로 보여 졌다. 목요일

은 동일 일자의 농도(r=0.279)는 남성 환자수와 양의 상 계로 노출

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남성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여 졌다.

요일은 기환경오염 농도에 의한 겨울철 알 르기성 결막염 남성 환자

수의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토요일은 3일 농도(r=-0.342)와 3일

농도(r=-0.421), 3일 농도(r=-0.300)는 남성 환자수와 음의 상

계로 3일 농도와 3일 농도, 3일 미세먼지()농도

가 증가할수록 남성 환자수는 감소하는 계로 보여 졌다. 일요일은 기

환경오염 농도에 의한 겨울철 알 르기성 결막염 남성 환자수의 향이 나

타나지 않았다.

부록 Table 5.에 의해 여성 환자를 상으로 연 성을 살펴보면, 월요일

은 동일 일자의 농도(r=0.367)와 동일 일자의 미세먼지()농도

(r=0.282) 여성 환자수는 양의 상 계로 노출일의 농도와 노출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여성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여 졌다. 화요

일은 기환경오염 농도에 의한 겨울철 알 르기성 결막염 여성 환자수의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수요일은 3일 농도(r=-0.325)는 여성 환자

수와 음의 상 계로 3일 농도가 증가할수록 여성 환자수는 감소하

는 계로 보여 졌다. 목요일은 동일 일자의 농도(r=0.428)와 날의

농도(r=0.253)는 여성 환자수와 양의 상 계로 노출일의 농도와

농도가 증가할수록 여성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여 졌다. 요

일은 기환경오염 농도에 의한 겨울철 알 르기성 결막염 여성 환자수의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토요일은 3일 농도(r=-0.248)와 날의

농도(r=-0.272), 3일 농도(r=-0.252), 날의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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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r=-0.248)는 여성 환자수와 음의 상 계로 3일 농도와

날의 농도, 3일 농도, 날의 미세먼지()농도가 증

가할수록 여성 환자수는 감소하는 계로 보여 졌다. 일요일은 기환경오

염 농도에 의한 겨울철 알 르기성 결막염 여성 환자수의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4 에 의해서 연령별 1주일 이후까지의 기환경오염 농도와 겨울

철 알 르기성 결막염 환자수의 상 계수로 연 성을 살펴보면, 어린이(14

세 이하)의 경우, 동일 일자의 농도(r=0.147)와 7일 농도(r=0.121)

는 어린이 환자수와 양의 상 계로 노출일의 농도와 7일 농도

가 증가할수록 어린이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여 졌다. 청소년·청년

(15~39세)의 경우, 동일 일자의 농도(r=0.102)와 7일 농도

(r=0.119)는 청소년·청년 환자수와 양의 상 계로 노출일의 농도와 7

일 농도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청년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여

졌다. 반면, 5일 농도(r=-0.101)는 청소년·청년 환자수와 음의 상

계로 5일 농도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청년 환자수는 감소하는 계로

보여 졌다. 장년(40~64세)의 경우에는, 동일 일자의 농도(r=0.14)와 7

일 농도(r=0.114)는 장년 환자수와 양의 상 계로 노출일의 

농도와 7일 농도가 증가할수록 장년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

여 졌다. 노인(65세 이상)의 경우에는, 7일 농도(r=0.115)와 동일 일

자의 농도(r=0.095)는 노인 환자수와 양의 상 계로 7일 농도

와 노출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노인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여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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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1주일 이후까지의 기환경오염 물질의 농도와 겨울철 알 르기

성 결막염으로 인한 환자수의 연령군별 분석은 부록 Table 6~9.에 실었다.

해당 질환으로 인한 4개의 연령군 어린이(14세 이하) 환자수의 상 계

수로서 기오염물질과 연 성을 살펴보면, 월요일은 동일 일자의 농

도(r=0.303), 2일 미세먼지()농도(r=0.253)와 어린이 환자수는 양

의 상 계로 노출일의 농도와 2일 미세먼지()농도가 증가

할수록 어린이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여 졌다. 화요일은 날의

미세먼지()농도(r=0.253)와 어린이 환자수는 양의 상 계로 날의

미세먼지()농도가 증가할수록 어린이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

여 졌다. 수요일은 7일 미세먼지()농도(r=0.312)는 어린이 환자수

와 양의 상 계로 7일 미세먼지()농도가 증가할수록 어린이 환

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여 졌다. 목요일은 동일 일자의 농도

(r=0.395)와 동일 일자의 미세먼지()농도(r=0.317)는 어린이 환자수

와 양의 상 계로 노출일의 농도와 노출일의 미세먼지()농도

가 증가할수록 어린이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여 졌다. 요일은

기환경오염 농도에 의한 겨울철 알 르기성 결막염 어린이 환자수의 향

이 나타나지 않았다. 토요일은 3일 농도(r=-0.302)와 6일 농도

(r=-0.257), 3일 농도(r=-0.337)는 체 환자수와 음의 상 계로 3

일 농도와 6일 농도, 3일 농도가 증가할수록 체 환자

수는 감소하는 계로 보여 졌다. 일요일은 기환경오염 농도에 의한 겨

울철 알 르기성 결막염 어린이 환자수의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록 Table 7.의해서 요일 별 1주일 이후까지의 기환경오염 농도와 겨

울철 알 르기성 결막염 청소년·청년(15~39세) 환자수의 상 계수로 연

성을 살펴보면, 월요일은 기환경오염 농도에 의한 겨울철 알 르기성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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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염 청소년·청년 환자수의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화요일은 동일 일자

의 농도(r=-0.282), 2일 미세먼지()농도(r=-0.295)와 청소년·

청년 환자수는 음의 상 계로 노출일의 농도와 2일 농도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청년 환자수가 감소하는 계로 보여 졌다. 수요일은 3

일 농도(r=-0.365)는 청소년·청년 환자수와 음의 상 계로 3일

농도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청년 환자수가 감소하는 계로 보여 졌다.

목요일과 요일은 기환경오염 농도에 의한 겨울철 알 르기성 결막염

청소년·청년 환자수의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토요일은 3일 농도

(r=-0.301)와 3일 농도(r=-0.298), 날의 농도(r=-0.265), 2일

농도(r=-0.326), 3일 농도(r=-0.259)는 청소년·청년 환자수

와 음의 상 계로 3일 농도와 3일 농도, 날의 미세먼

지()농도, 2일 미세먼지()농도, 3일 미세먼지()농도

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청년 환자수는 감소하는 계로 보여 졌다. 일요일

은 6일 농도(r=0.262)와 청소년·청년 환자수는 양의 상 계로

날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청년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여

졌다.

부록 Table 8.에 의해서 요일 별 1주일 이후까지의 기환경오염 농도와

겨울철 알 르기성 결막염 장년(40~64세) 환자수의 상 계수로 연 성을

살펴보면, 월요일은 동일 일자의 농도(r=0.301)와 장년 환자수는 양

의 상 계로 노출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장년 환자수가 증가하

는 계로 보여 졌다. 화요일은 기환경오염 농도에 의한 겨울철 알 르

기성 결막염 장년 환자수의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수요일은 3일

농도(r=-0.278)는 장년 환자수와 음의 상 계로 3일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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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장년 환자수가 감소하는 계로 보여 졌다. 목요일은 동일

일자의 농도(r=0.298)와 날의 농도(r=0.272)는 장년 환자수와

양의 상 계로 노출일의 농도와 날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장년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여 졌다. 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기환경오염 농도에 의한 겨울철 알 르기성 결막염 장년 환자수의 향

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록 Table 9.에 의거하여 요일 별 1주일 이후까지의 기환경오염 농도

와 겨울철 알 르기성 결막염 노인(65세 이상) 환자수의 상 계수로 연

성을 살펴보면, 월요일은 날의 농도(r=0.432)와 날의 농도

(r=0.261), 날의 미세먼지()농도(r=0.265)와 노인 환자수는 양의

상 계로 날의 농도와 날의 농도, 날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노인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여 졌다. 화

요일은 동일 일자의 농도(r=0.307)와 날의 농도(r=0.38), 2일

농도(r=0.285), 날의 미세먼지()농도(r=0.266)와 노인 환자수

는 양의 상 계로 동일 일자의 농도와 날의 농도, 2일

농도, 날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노인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

로 보여 졌다. 수요일은 동일 일자의 농도(r=0.347)와 날의 농

도(r=0.299), 2일 농도(r=0.281)와 노인 환자수는 양의 상 계로 동

일 일자의 농도와 날의 농도, 2일 농도가 증가할수록 노

인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여 졌다. 목요일은 동일 일자의 농도

(r=0.386)와 날의 농도(r=0.293), 동일 일자의 미세먼지()농

도(r=0.274), 6일 농도(r=0.255)는 노인 환자수와 양의 상 계로

노출일의 농도와 날의 농도, 동일 일자의 미세먼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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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일 미세먼지()농도가 증가할수록 노인 환자수가 증가하는

계로 보여 졌다. 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기환경오염 농도에 의한

겨울철 알 르기성 결막염 노인 환자수의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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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pollutant lag0 lag1 lag2 lag3 lag4 lag5 lag6 lag7

total


.148** -0.006 -0.034 -0.004 -0.033 -.093* 0.030 .149**



0.060 0.033 -0.001 -0.037 -0.017 -0.058 0.046 0.052



0.041 0.012 0.001 -0.014 -0.015 -0.051 0.044 0.048

gender

male



.133** -0.024 -0.046 -0.009 -0.033 -0.086 0.033 .154**



0.048 0.018 -0.008 -0.043 -0.016 -0.061 0.047 0.050



0.026 -0.003 -0.010 -0.022 -0.017 -0.055 0.043 0.050

female



.156** 0.004 -0.027 -0.001 -0.033 -.097* 0.028 .146**



0.066 0.041 0.003 -0.034 -0.017 -0.056 0.045 0.053



0.048 0.020 0.006 -0.010 -0.013 -0.048 0.044 0.048

Table 13.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outpatients with allergic conjunctivitis in winter and the air

pollutant concentration using single lag(lag 0, lag 1,…,lag 7) by gend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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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pollutant lag0 lag1 lag2 lag3 lag4 lag5 lag6 lag7

children
(≦14 yr)

 0.147** 0 -0.028 -0.016 0.009 -0.076 -0.013 0.121*

 0.042 0.024 0.026 -0.002 0.033 -0.062 0.04 0.052

 0.042 0.017 0.027 0.02 0.036 -0.053 0.044 0.057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15~39 yr)

 0.102* -0.038 -0.053 -0.029 -0.033 -0.101* 0.007 0.119*

 -0.014 -0.015 -0.022 -0.027 -0.009 -0.076 0.032 0.06

 -0.033 -0.04 -0.026 -0.021 -0.019 -0.082 0.018 0.035

middle aged
(40~64 yr)

 0.14** -0.011 -0.032 -0.019 -0.021 -0.08 0.013 0.114*

 0.037 0.015 0.002 -0.012 0.007 -0.063 0.04 0.064

 0.022 -0.003 0.002 -0.003 0.002 -0.063 0.032 0.045

old aged
(≧ 65 yr)

 0.204 0.041 0.007 0.013 -0.007 -0.074 0.028 0.115*

 0.095* 0.056 0.038 0.019 0.013 -0.043 0.063 0.084

 0.083 0.044 0.039 0.028 0.014 -0.047 0.052 0.066

Table 14.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patients with allergic conjunctivitis in winter and the air

pollutant concentration using single lag(lag 0, lag 1,…,lag 7) by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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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수에 미치는 향 분석

에서의 연 성 분석을 통해 기오염물질 농도가 환자수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하 을 경우 농도가 향을 주는지 단

하기 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질 으로 환자 수에 하여 요일별

향이 큼에 따라 회귀분석으로는 향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 오염 농도에 하여 환자수의 시계열 분석을 해서는 함께 향을 미

치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상 으로 매우 작은 기오염의

향을 악하기 해서 포아송 분포를 고려한 일반화 선형모형

(generalized linear models)으로서 SAS 9.3의 GENMOD 로시 를 사용

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기오염의 지연효과를 고려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통제변수로

서 요일, 성별, 연령 , 기온, 습도, 풍속을 고려하여 분석결과 Relative

Risk 수치는 Table 28과 같이 나타남에 따라 RR이 1보다 크며 유의한 결

과로서 는 lag1까지, 과 는 lag0까지로서 이에 따라 본 논문

에서는 lag1까지로 평균으로 모형을 결정하려 한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 1편차로 의 0.0135057 ppm, 이

26.4727446 ㎍/㎥, 가 15.6682204 ㎍/㎥로 1편차 변동에 따른 증가를

살펴 본 결과 의 경우 lag0 시 (RR, 2.0166; 95% CI, 1.5175-2.6799)과

lag1에서 (RR, 1.5485 ; 95% CI, 1.2557-1.9097)에서 양의 연 성으로서 유

의하 으며, 과 는 lag0에서만 유의한 양의 계로 나타났다. 이

에 따라 의 lag0와 lag1의 평균을 이용한 RR은 양의 향(RR, 1.9999;

95% CI, 1.5223-2.6272)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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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0 lag1 lag2 cumulative lag (lag0-1)


2.0166

(1.5175-2.6799)

1.5485

(1.2557-1.9097)

0.7139

(0.5903-0.8634)

1.9999

(1.5223-2.6272)


1.0003

(1.0002-1.0004)

1.0001

(1-1.0002)

1

(0.9999-1.0001)

1.0002

(1.0001-1.0004)


1.0006

(1.0004-1.0008)

1.0001

(1-1.0003)

1

(0.9999-1.0002)

1.0004

(1.0002-1.0006)

Table 15. Adjusted relative risk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using

single lag (lag0, lag1, and lag2) and cumulative lag (lag0-1)

models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평균 (lag0-1)에 의한 Relative Risk에 하여

각 상자 집단들을 구분하여 Relative Risk를 확인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과 미세먼지()에 해서는 lag0에 의한 RR을 확인하고 체

데이터에 하여 각 군집변수별로 나 어 포아송회귀분석을 실시하 을

때, 기오염물질 1 표 편차의 농도 증가에 의한 adjusted Relative Risk

값이다. 각 기오염물질에 한 RR값을 연령 성별에 따라 세부 으로

층화하여 분석한 결과 그래 로 표 하 을 때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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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djusted relative risk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per 

increment (13.5189ppb) in one standard deviation of outpatient

visits for allergic conjunctivitis following stratification by age

and gender using cumulative lag models (lag0~1).

Figure 8. Adjusted relative risk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per 

increment (26.4987583㎍/㎥) in one standard deviation of

outpatient visits for allergic conjunctivitis following stratification

by age and gender using cumulative lag models (lag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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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djusted relative risk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per 

increment (15.6836169㎍/㎥) in one standard deviation of

outpatient visits for allergic conjunctivitis following stratification

by age and gender using cumulative lag models (lag0~1).

4년 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 알 르기성 결막염 질환으로 인하여 외래 방

문한 환자수 총 605,310명에 한 기오염물질 간 RR값을 분석한 결과

에 하여 1 표 편차 증가할 때 약 2배의 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 미세먼지()에 한 험도의 증가는 그 향

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6).

연령군에 따른 향을 분석하 을 때 의 농도가 1 표 편차만큼 증가

할 때 RR은 어린이(14세 이하) 집단에서 4.2788(95% CI, 2.4114-735923),

청소년·청년(15~39세) 군에서는 0.0515(95% CI, 0.0318-0.0834), 장년

(40~64세)군은 4.6085(95% CI, 2.8203-7.5306), 노인(65세 이상)군에서

360.8067(95% CI, 175.9247-739.9841)로 나타났다. 의 농도 변화에 해

서 험도가 노인군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연령집단에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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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면서 환자수가 상 으로 어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성별 분석에서는 여성에서 RR이 3.6084(95% CI, 2.57-5.0663)으로 남성

에 비하여 (RR= 0.681; 95% CI, 0.4304-1.0775) 더 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 미세먼지()에서는 1 표 편차의 증가에 따른 RR의 변화

는 의 증가에 따른 RR의 변화와 동일하게 연령군에서 청소년·청년

(15~39세) 집단에서 가장 험도가 낮고 노인군(65세 이상) 성별에서 여

성에 한 험도 증가 경향은 유사하나 유의성에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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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D=0.0135ppm) (1SD= 26.4727㎍/㎥) (1SD=15.6682㎍/㎥)

　 RR 95% CI RR 95% CI RR 95% CI

total 1.9999 1.5223-2.6272 1.0004 1.0002-1.0006 1.0002 1.0001-1.0004

age 　 　 　 　 　 　

≦ 14 yr 4.2788 2.4114-7.5923
1.0006

1.0004-1.0008
1.0013

1.0009-1.0017

15~39 yr 0.0515 0.0318-0.0834
0.9992

0.999-0.9994
0.9984

0.998-0.9987

40~64 yr 4.6085 2.8203-7.5306
1.0004

1.0002-1.0006
1.0006

1.0003-1.001

≧ 65 yr 360.8067 175.9247-739.9841
1.0015

1.0012-10018
1.0028

1.0023-1.0033
　 　 　 　 　 　

gender 　 　 　 　 　 　

male 0.681 0.4304-1.0775
1

0.9998-1.0002
0.9998

0.9995-1.0002

female 3.6084 2.57-5.0663
1.0004

1.0002-1.0005
1.0007

1.0005-1.001

Table 16. Adjusted relative risk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per each air pollutant in one standard deviation of

outpatients visits for allergic conjunctivitis following stratification by age and gender using cumulativ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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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 (㎍/㎥) (㎍/㎥) temperature(℃) humidity(%) wind velocity(㎧)

Estimate
(95% CI)

p-value
Estimate
(95% CI)

p-value
Estimate
(95% CI)

p-value
Estimate
(95% CI)

p-value
Estimate
(95% CI)

p-value
Estimate
(95% CI)

p-value

total 0.6042
(0.2217, 0.987)

0.002 0.0002
(-0.0002,0.001)

0.3066 -0.0002
(-0.0009,0.001)

0.5388
0.0069
(0.0064,0.007)

<.0001 -0.0022
(-0.0025,-0.002)

<.0001
-0.0115
(-0.0147,-0.008)

<.0001

age

≦ 14 yr
0.2144

(-0.5835,1.012)
0.5985

-0.0013

(-0.0021,-0.001)
0.0007

0.0034

(0.002,0.005)
<.0001

0.0051

(0.0041,0.006)
<.0001

-0.0021

(-0.0027,-0.002)
<.0001

-0.0087

(-0.0154,-0.002)
0.0124

15~39 yr
-2.6901

(-3.3693,-2.011)
<.0001

0.0011

(0.0005,0.002)
0.0007

-0.002

(-0.0032,-0.001)
0.0007

0.0142

(0.0134,0.015)
<.0001

-0.0015

(-0.0019,-0.001)
<.0001

-0.0173

(-0.023,-0.012)
<.0001

40~64 yr
1.7831

(1.0943,2.472)
<.0001

0.0002

(-0.0004,0.001)
0.4512

-0.0007

(-0.0019,0.001)
0.2782

0.0037

(0.0028,0.005)
<.0001

-0.0026

(-0.003,-0.002)
<.0001

-0.0072

(-0.013,-0.001)
0.0148

≧ 65 yr
6.2032

(5.1962,7.21)
<.0001

0.0005

(-0.0004,0.002)
0.3012

-0.0011

(-0.0029,0.001)
0.2108

-0.0001

(-0.0014,0.001)
0.9022

-0.0033

(-0.0039,-0.003)
<.0001

-0.0118

(-0.0203,-0.003)
0.007

gender

male
-0.4095

(-1.0529,0.234)
0.2122

0.0007

(0.0001,0.001)
0.017

-0.0011

(-0.0023,0)
0.0431

0.0073

(0.0065,0.008)
<.0001

-0.0016

(-0.002,-0.001)
<.0001

-0.0143

(-0.0197,-0.009)
<.0001

female
1.1579

(0.6822,1.634)
<.0001

-0.0001

(-0.0006,0)
0.6281

0.0003

(-0.0005,0.001)
0.4672

0.0067

(0.0061,0.007)
<.0001

-0.0026

(-0.0029,-0.002)
<.0001

-0.0099

(-0.014,-0.006)
<.0001

Table 17. Estimated effect of change in variables on allergic conjunctivitis outpatients visits in differ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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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기존의 기 환경의 오염으로 인하여 기오염물질의 노출로 인한 건강

향 연구에서는 주로 장기 인 건강 향을 보는 연구들이 부분이었다.

동 연구는 호흡기계와 순환기계 기 과 동일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 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결막 조직에서 발생하는 알 르기성 결

막염에 해 성 건강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바이러스성 만성 결막염 등 직 인 외인성 결막염과 같이 기오염

물질과의 련성이 은 결막염 질환을 제외하기 하여 상병 선택을 세분

화하 으며, 일평균 환경 기 을 과하는 ,  미세먼지

() 등 3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분석하 다. 이 외에 과 함께 기

오염의 2차 부산물인 , 상 성에 한 의견이 분분한  등 기오

염물질에 해서도 일평균 환경기 을 과하지는 않지만 농도 는 활

동시간 기 에서의 노출 향도 차후 병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상 성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  미세먼지() 등 3가지 항목의 기 오염물질 농도

에 한 상 계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유의성을 찾지 못하 는데

꽃가루 황사 등 기타 기후 변인에 한 통제를 하여 시기를 겨울철

1~2, 11~12월로 제한하 으며, 한국질병사인분류(KCD)의 6차 개정으로 상

병이 세분화 되며 환자수가 감하여 기간을 2011년부터 2014년으로 제한

하게 되며 은 환자수로 인한 문제 으로 보여 진다.

4개의 집단으로 나 연령군 어린이군(14세 이하)에 포함되는 유아

(0~1세) 소아(2~5세)군은 상 으로 외출이 고 생활 반경이 주로 실

내인 집단으로서 어린이 집단에서 구별하고자 하 으나, 기오염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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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막염 질환과의 긴 한 연 성을 확인하고자 알 르기성 결막염에 해당하

는 세부 상병을 선택함으로 인해 환자수가 게 분포하여 분석에 어려움이

따르는 바, 실외 기오염물질에 한 노출이 상 으로 음에도 불구하

고 해당 유소아 집단을 어린이 연령군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추후 유·소아

에 발병하는 알 르기성 결막염에 한 연구는 실내 기질과 연 지어 연

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한, 확인하고자 하 던 질환인 알 르기성 결막염은 증 질환이 아

니므로 요양기 외래 방문 환자수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환자수가 감

하 고 월요일부터 요일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남에 따라, 동 연구의

연 성을 보고자 하는 기오염물질의 농도보다 요일 변수에 한 향이

큰 부분도 연 성을 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이에 따라 차후에는 세부 병명에 따라 GAM에 의하여 향 계를 찾을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한 새로운 연 성을 보는 모형에 고려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이며 일평균 환경 기 에 한 기 수치가 할지, 용량 반응

계 등을 악하기 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며 인과 계를 분석하기 하여

질환에 한 이해와 증상군과 비증상군에 한 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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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기 환경은 인간이 24시간 노출되는 인자로서 기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향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시행되어 왔다. 정부의 다양한 배출

원 감 정책 등 오염물질의 농도를 이기 한 노력을 지속하며 기 환

경이 개선되었으나 기 환경에 한 국민 심 속에서 호흡기계 순

환기계 질환 사망률 등에 한 장기 향에 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알 르기성 비염 천식 등 이미 알려져 있고 유 향이 강한

질환 외에 국민 심도가 높은 알 르기성 결막염은 호흡기계 소화기

계 기 과 동일한 막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체의 1차 방어기제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기 인 건강 향에 우선하여 기 오염물질의 농

도에 노출됨에 따라 성으로 나타나는 알 르기성 결막염으로 인한 외래

방문 환자수에 하여 상 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환경 기지수에서 선정하고 있는 6가지 항목 환경기 에 의거, 24시

간 평균 수치를 과하는 3가지 항목인 , , 미세먼지()를

선정하여 알 르기성 결막염과의 상 성을 연구하고자 하 다. 국내 인구

분포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인구 집도가 45%가 넘기 때문에 서울 지역

의 요양기 에 알 르기성 결막염을 주상병으로 외래 방문 환자수와의

향을 일반 인 상 계와 회귀 분석 GAM분석을 통해 한 통계 모

형을 악하고자 분석하 다.

일반 으로 기오염은 환자수에 큰 비 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인 상 분석 는 회귀분석으로는 그 향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

라 본 논문은 GAM모형을 통하여 향이 있는지 여부를 악하 다.

이에 따라 혼란 변수로서 온도, 상 습도, 풍속 등 3가지의 기후 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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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요일을 더미변수로하여 GAM 모형을 만든 결과, 날에 에

의하여 양의 연 성이 나타났으며, 5일 과 6일 의 수치에서 양의 연

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에서도 동일한 날에서 양의 연 성이 나타났으며, 2일 수치에 의

해서도 역시 양의 상 성이 나타났다. 미세먼지()에 의해서도 2일

수치에 의하여 양의 상 성이 나타났으며, 5일 수치에 의하여도 양

의 상 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인 상 계 분석에서는 그 수치의 유의성을 찾기가 어려웠으며,

회귀분석에서는 그 결과가 보이지 아니하 다.

세부 분석으로는 연령군을 4개의 집단으로 층화하여 어린이군(14세 이

하), 청소년·청년층(15~39세), 장년층(40~64세), 노인층(65세 이상)으로 나

었고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층화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연령 층

에서 에 하여 기오염물질 노출일 는 7일 수치에 하여 양의

상 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기타 다른 기오염 물질에 해서는

이 노인군(65세 이상)에서 노출일에 양의 상 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기오염물질의 노출이 알 르기성 결막염으로 인한 외래 방문 환자수에

해 미치는 향 분석으로는, 기후 변화를 통제하 을 때 변화하는 오염

물질 농도에 한 환자수의 시계열 분석을 포아송 분포를 고려한 일반화

선형모형으로서 GENMOD 로시 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이 때 기오

염물질의 지연 효과를 고려하여 모형을 설정하 고 유의한 결과로 는

lag0-1, 과 는 lag0까지에 한 분석을 시행하 으며 1 표 편차

에 한 Adjusted Relative Risk를 4개의 연령군 성별군으로 층화하여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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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겨울철 서울지역에서 의 농도가 1 표 편차인 13.5189ppb

이 증가할 때 알 르기성 결막염을 주상병으로 하는 외래 방문 환자수의

RR값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 미세먼지()에

해서는 험도의 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1 표 편차 증가에

한 알 르기성 결막염의 외래 방문 환자수에 한 향은 에 비해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청소년·청년(15~39세) 집단에서 알 르기성 결막염

에 한 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노인군(65세 이상)에서 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에 한 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성별 분석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동 질환에 한 RR값이 높

게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그 향은 3가지 기오염물질 의 농도

변화에 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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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t (ppm) (㎍/㎥) (㎍/㎥) temperature(℃) wind velocity(㎧) humidity(%)

total 0.038±0.014 27.267±15.668 49.72±26.473 -0.029±6.032 2.66±0.879 54.653±13.102

2011 0.037±0.014 27.982±17.062 50.186±28.059 0.55±7.64 2.626±0.828 54.841±12.703

2012 0.036±0.013 27.523±13.642 48.542±21.987 -1.661±5.283 2.711±0.865 51.997±12.667

2013 0.04±0.014 28.858±16.379 51.265±27.557 -0.315±5.29 2.704±0.909 56.717±12.142

2014 0.038±0.013 24.717±14.984 48.823±27.553 1.225±5.143 2.602±0.907 54.917±14.363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air pollutants and climate factors in winter of Seoul(Mean ±S.D.)



- 62 -

gender age air pollutant

male female ≦ 14 yr 15~39 yr 40~64 yr ≧ 65 yr   

total 1357.193 480.247 876.946 309.496 431.265 420.426 196.011 49.720 27.267 0.038

holiday 36.313 15.938 20.375 14.813 10.875 8.188 2.438 58.875 31.750 0.038

mon 2080.984 742.258 1338.726 461.5 642.726 653.048 323.71 50.032 27.532 0.039

tue 1702.115 596.311 1105.803 370.459 539.951 530.967 260.754 55.820 30.180 0.042

wed 1580.033 554.934 1025.098 344.492 515.098 491.557 228.902 47.738 26.311 0.037

thu 1514.350 525.183 989.167 329.617 487.55 476.85 220.333 50.783 27.000 0.037

fri 1628.344 565.410 1062.934 342.852 531.18 512.754 241.557 47.443 26.016 0.039

sat 1367.033 505.230 861.803 392.607 421.328 398.246 154.852 47.000 26.443 0.037

sun 29.938 13.578 16.359 14.578 9.484 5.219 0.656 46.969 26.250 0.034

F-test
1111.66
(<.0001)

839.02
(<.0001)

1144.77
(<.0001)

556.83
(<.0001)

613.08
(<.0001)

1001.47
(<.0001)

502.94
(<.0001)

- - -

Table 2. Difference of winter allergic conjunctivitis patients and air pollutant concentration by day of the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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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air pollutant　
lag0 lag1 lag2 lag3 lag4 lag5 lag6 lag7

mon



0.152 0.093 0.080 -0.089 -0.045 0.080 0.039 0.068



.316* 0.074 0.092 0.092 -0.070 -0.004 0.032 -0.058



0.213 0.082 0.106 0.092 -0.065 -0.001 -0.007 -0.067

tue



0.158 0.149 0.055 0.131 -0.138 -0.134 0.095 0.164



-0.006 0.105 0.056 0.016 -0.050 -0.049 -0.005 0.076



0.023 0.104 0.091 0.068 -0.030 -0.063 0.052 0.104

wed



0.092 -0.009 -0.123 -.319* -0.026 -0.047 0.101 0.181



-0.065 -0.128 -0.072 -0.114 -0.077 -0.134 -0.005 0.153



-0.061 -0.105 -0.095 -0.132 -0.009 -0.091 0.035 .268*

thu



.388** 0.149 -0.047 -0.109 -0.098 0.044 -0.088 0.037



0.187 0.215 0.084 0.074 0.013 0.137 0.133 0.043



0.186 0.084 0.014 0.001 0.012 0.194 0.200 0.096

fri



0.101 -0.056 -0.018 0.064 -0.089 -0.176 -0.006 0.109



0.055 0.000 0.114 0.026 -0.041 -0.108 0.009 0.047



0.057 -0.058 0.021 -0.019 -0.094 -0.119 0.033 0.073

sat



0.070 0.094 -0.162 -.299* -0.036 0.046 -0.152 0.064



-0.157 -0.236 -0.207 -.332** 0.070 0.100 0.051 0.106



-0.150 -0.214 -0.221 -0.222 0.010 0.050 0.048 0.104

sun



0.032 0.091 0.154 0.110 0.032 0.054 0.159 -0.005



0.017 -0.030 -0.127 -0.014 -0.033 0.048 0.080 -0.054



-0.015 -0.047 -0.114 -0.041 -0.076 0.019 0.063 -0.072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of between Air pollution concentration up to 7 days and the winter allergic

conjunctivitis female patient by day of the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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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air pollutant　
lag0 lag1 lag2 lag3 lag4 lag5 lag6 lag7

mon



0.017 0.014 0.075 -0.053 -0.049 0.111 0.076 0.082



0.203 -0.024 0.038 0.055 -0.042 -0.011 0.061 -0.002



0.087 -0.021 0.045 0.042 -0.083 -0.032 -0.011 -0.036

tue



0.091 0.055 0.007 0.098 -0.132 -0.139 0.126 0.188



-0.046 0.036 0.000 -0.007 -0.050 -0.044 -0.026 0.034



-0.037 0.029 0.027 0.039 -0.035 -0.073 0.028 0.083

wed



-0.013 -0.149 -0.226 -.281* 0.018 -0.005 0.098 0.205



-0.118 -0.178 -0.087 -0.062 -0.050 -0.143 0.059 0.205



-0.112 -0.163 -0.106 -0.077 0.018 -0.083 0.081 .326**

thu



.279* 0.027 -0.095 -0.164 -0.140 0.087 -0.037 0.061



0.125 0.133 0.063 0.044 0.000 0.150 0.134 0.017



0.089 -0.010 -0.045 -0.041 -0.007 0.200 0.206 0.086

fri



0.131 -0.045 -0.032 0.062 -0.133 -0.196 0.033 0.121



-0.006 -0.044 0.093 -0.027 -0.103 -0.146 -0.003 0.043



0.001 -0.101 -0.006 -0.064 -0.139 -0.155 0.028 0.075

sat



0.085 0.120 -0.207 -.342** -0.075 0.033 -0.200 0.055



-0.051 -0.131 -0.184 -.421** 0.021 0.047 -0.026 0.036



-0.056 -0.117 -0.217 -.300* -0.040 -0.014 -0.046 0.025

sun



-0.095 0.082 0.044 -0.010 0.090 0.065 0.083 -0.109



-0.121 -0.114 -0.141 -0.078 -0.065 -0.054 -0.029 -0.164



-0.139 -0.089 -0.113 -0.090 -0.027 -0.056 -0.041 -0.188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of between Air pollution concentration up to 7 days and the winter allergic

conjunctivitis male patient by day of the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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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air pollutant　
lag0 lag1 lag2 lag3 lag4 lag5 lag6 lag7

mon



0.231 0.139 0.078 -0.106 -0.039 0.052 0.011 0.053



.367** 0.134 0.122 0.110 -0.084 0.000 0.009 -0.092



.282* 0.145 0.138 0.118 -0.048 0.020 -0.004 -0.083

tue



0.193 0.202 0.084 0.144 -0.132 -0.121 0.067 0.136



0.021 0.144 0.090 0.031 -0.046 -0.050 0.010 0.098



0.063 0.147 0.128 0.084 -0.024 -0.051 0.064 0.112

wed



0.157 0.087 -0.046 -.325** -0.055 -0.073 0.098 0.153



-0.025 -0.086 -0.058 -0.142 -0.090 -0.120 -0.048 0.108



-0.022 -0.058 -0.082 -0.162 -0.027 -0.091 0.001 0.211

thu



.428** 0.218 -0.012 -0.063 -0.062 0.012 -0.114 0.019



0.213 .253* 0.091 0.089 0.021 0.116 0.122 0.056



0.235 0.140 0.052 0.029 0.024 0.174 0.179 0.095

fri



0.076 -0.059 -0.009 0.061 -0.058 -0.154 -0.028 0.094



0.088 0.025 0.119 0.056 -0.002 -0.079 0.015 0.046



0.086 -0.029 0.036 0.009 -0.062 -0.091 0.034 0.067

sat



0.055 0.072 -0.122 -.248* -0.011 0.049 -0.111 0.063



-0.201 -.272* -0.200 -.252* 0.090 0.120 0.089 0.135



-0.188 -.248* -0.203 -0.159 0.037 0.081 0.095 0.138

sun



0.153 0.073 0.222 0.202 -0.037 0.026 0.191 0.104



0.156 0.066 -0.074 0.056 0.009 0.140 0.170 0.077



0.119 0.010 -0.080 0.023 -0.104 0.092 0.152 0.070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of between Air pollution concentration up to 7 days and the winter allergic

conjunctivitis female patient by day of the week



- 66 -

day air pollutant　
lag0 lag1 lag2 lag3 lag4 lag5 lag6 lag7

mon

 0.193 0.103 0.208 -0.032 0.048 0.103 0.047 0.003
 0.303* 0.162 0.206 0.129 0.018 -0.04 -0.063 -0.129
 0.244 0.191 0.253* 0.163 0.079 0.01 -0.032 -0.102

tue

 0.237 0.232 0.118 0.074 -0.144 -0.1 0.114 0.246
 0.143 0.226 0.171 0.089 0.018 0.049 0.115 -0.002
 0.191 0.253* 0.213 0.138 0.04 0.076 0.166 0.123

wed

 -0.01 -0.027 -0.173 -0.243 0.054 -0.077 -0.001 0.15
 0.002 -0.111 -0.114 0.031 0.067 -0.074 0.053 0.215
 -0.007 -0.077 -0.121 0.001 0.141 -0.007 0.093 0.312*

thu

 0.395** 0.125 0.002 -0.015 -0.054 0.07 -0.01 -0.006
 0.24 0.251 0.007 0.074 0.116 0.133 0.074 -0.009
 0.317* 0.165 0.005 0.066 0.131 0.218 0.166 0.077

fri

 0.177 0.018 -0.045 0.077 -0.068 -0.195 -0.065 0.072
 0.175 -0.002 0.198 -0.073 -0.076 -0.07 -0.019 0.006
 0.21 0.039 0.108 -0.009 -0.061 -0.066 0.039 0.076

sat

 0.017 0.007 -0.116 -0.302* -0.111 -0.033 -0.257* -0.027
 -0.053 -0.128 -0.081 -0.337** -0.063 -0.015 0.014 0.044
 -0.05 -0.106 -0.094 -0.186 -0.078 -0.062 -0.009 0.028

sun

 -0.003 0.071 0.082 0.107 0.115 0.045 0.022 -0.117
 -0.023 -0.094 -0.1 0.074 0.014 -0.03 -0.055 -0.021
 -0.04 -0.095 -0.073 0.067 0.069 -0.046 -0.063 -0.051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 of between Air pollution concentration up to 7 days and the winter allergic

conjunctivitis Children(Less equal than14 years) patient by day of the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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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air pollutant　
lag0 lag1 lag2 lag3 lag4 lag5 lag6 lag7

mon

 -0.224 -0.161 0.017 0.024 -0.083 -0.032 0.021 -0.055
 -0.081 -0.105 -0.022 0.018 -0.127 -0.135 -0.04 -0.134
 -0.142 -0.1 -0.001 0.026 -0.168 -0.113 -0.07 -0.164

tue

 -0.172 -0.212 -0.229 -0.034 -0.108 -0.095 0.109 0.192
 -0.282* -0.168 -0.13 -0.09 -0.111 -0.016 -0.043 0.057
 -0.295* -0.214 -0.129 -0.061 -0.11 -0.106 -0.018 0.023

wed

 0.052 0.074 -0.138 -0.365** -0.114 -0.127 -0.072 0.032
 -0.097 -0.057 -0.143 -0.186 0 -0.035 -0.068 0.003
 -0.103 -0.078 -0.196 -0.234 0.007 -0.053 -0.12 0.027

thu

 0.11 -0.06 -0.062 -0.174 -0.249 -0.044 -0.045 0.064
 -0.013 -0.044 -0.001 -0.053 -0.082 0.05 0.069 0.036
 -0.109 -0.131 -0.066 -0.119 -0.114 0.057 0.08 0.008

fri

 0.069 -0.064 -0.025 0.068 -0.138 -0.24 -0.036 0.062
 -0.015 0.012 -0.037 0.037 -0.106 -0.131 0.006 0.012
 -0.042 -0.115 -0.071 -0.04 -0.162 -0.166 -0.005 0.002

sat

 0.078 0.136 -0.195 -0.301* 0 -0.007 -0.134 0.092
 -0.184 -0.252 -0.246 -0.298* 0.071 0.027 0.044 0.18
 -0.204 -0.265* -0.326* -0.259* -0.001 -0.02 0.026 0.162

sun

 0.052 0.109 0.225 0.072 -0.019 0.177 0.262* -0.016
 0.08 0.068 -0.079 -0.011 -0.023 0.132 0.128 -0.095
 0.04 0.054 -0.054 -0.064 -0.085 0.109 0.108 -0.099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 of between Air pollution concentration up to 7 days and the winter allergic

conjunctivitis Adolescents and young adults(15~39years) patient by day of the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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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air pollutant　
lag0 lag1 lag2 lag3 lag4 lag5 lag6 lag7

mon

 0.164 0.069 -0.013 -0.193 -0.127 0.103 0 0.062
 0.301* 0.016 0.028 0.037 -0.084 0.082 0.07 -0.035
 0.188 0.018 0.034 0.021 -0.087 0.064 -0.007 -0.052

tue

 0.135 0.171 0.118 0.088 -0.131 -0.148 0.105 0.068
 0.065 0.144 0.057 -0.002 -0.027 -0.096 0.006 0.132
 0.059 0.117 0.074 0.031 -0.009 -0.084 0.115 0.131

wed

 0.128 0.106 -0.05 -0.278* -0.045 -0.091 -0.091 0.023
 0.012 -0.026 -0.088 -0.125 0.023 -0.09 -0.102 0.071
 0 -0.012 -0.137 -0.163 0.053 -0.083 -0.115 0.086

thu

 0.298* 0.231 0.033 -0.144 -0.03 0.093 -0.14 -0.046
 0.195 0.272* 0.098 0.064 -0.005 0.097 0.044 -0.063
 0.211 0.152 0.047 -0.011 0.001 0.151 0.109 -0.002

fri

 0.016 -0.106 -0.067 -0.006 -0.127 -0.135 0.014 0.104
 0.055 -0.044 0.104 -0.009 -0.051 -0.123 -0.01 0.02
 0.078 -0.074 0.02 -0.053 -0.121 -0.128 0.019 0.057

sat

 0.036 0.064 -0.128 -0.178 -0.004 0.099 -0.026 0.059
 -0.149 -0.194 -0.179 -0.206 0.134 0.151 0.028 0.01
 -0.129 -0.172 -0.164 -0.139 0.042 0.119 0.045 0.022

sun

 -0.008 0.031 0.007 0.027 -0.047 -0.157 0.068 0.244
 -0.006 0.011 -0.065 -0.149 -0.094 0.038 0.177 0.082
 -0.02 -0.025 -0.126 -0.148 -0.233 0.007 0.157 0.07

Table 8. Correlation coefficient of between Air pollution concentration up to 7 days and the winter allergic

conjunctivitis middle aged(40~64years)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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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air pollutant　
lag0 lag1 lag2 lag3 lag4 lag5 lag6 lag7

mon

 0.53 0.432** 0.104 -0.13 -0.01 0.11 0.113 0.237
 0.622 0.261* 0.144 0.135 -0.019 0.12 0.161 0.123
 0.539 0.265* 0.118 0.101 0.004 0.085 0.15 0.153

tue

 0.307* 0.38** 0.285* 0.108 -0.098 -0.133 -0.014 0.027
 0.116 0.211 0.167 0.05 -0.038 -0.063 0.059 0.125
 0.19 0.266* 0.205 0.081 -0.013 -0.026 0.056 0.112

wed

 0.347** 0.299* 0.281* 0.041 -0.018 -0.156 -0.211 -0.165
 0.204 0.101 0.137 0.001 -0.008 -0.101 -0.178 -0.066
 0.211 0.132 0.113 -0.004 0.004 -0.138 -0.191 -0.083

thu

 0.386** 0.231 -0.047 0.064 0.12 -0.045 -0.088 0.014
 0.215 0.293* 0.202 0.177 0.016 0.097 0.215 0.127
 0.274* 0.206 0.134 0.127 0.051 0.129 0.255* 0.202

fri

 0.098 0.019 0.093 0.098 0.095 0.094 0.052 0.057
 0.148 0.108 0.244 0.177 0.188 0.037 0.048 0.119
 0.126 0.067 0.131 0.121 0.14 0.052 0.06 0.111

sat

 0.084 0.097 0.017 -0.062 0.029 0.107 0.041 0.078
 -0.039 -0.076 -0.063 -0.072 0.11 0.218 0.108 0.07
 -0.009 -0.022 0.019 0.001 0.135 0.2 0.139 0.096

sun

 0.097 -0.164 -0.128 0.06 -0.094 -0.23 -0.106 0.005
 -0.12 -0.195 -0.145 -0.092 -0.034 -0.168 -0.061 -0.174
 -0.097 -0.183 -0.113 -0.038 -0.059 -0.162 -0.03 -0.137

Table 9. Correlation coefficient of between Air pollution concentration up to 7 days and the winter allergic

conjunctivitis old aged (over 65 years) patient by day of the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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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Model Analysis Parameter Estimates(total patients)

Paramete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r > |t|

Intercept 1.1574 0.0246 2221.38 <.0001

age

≦ 14 yr 0.4568 0.0043 11167.1 <.0001

15-39 yr 0.7885 0.0041 37373.1 <.0001

40-64 yr 0.7631 0.0041 34719.7 <.0001

≧ 65 yr 0 0 . .

gender
male -0.6022 0.0027 50181.3 <.0001

female 0 0 . .

climate

temperature 0.0069 0.0002 838.4 <.0001

wind velocity -0.0113 0.0016 47.53 <.0001

humidity -0.0023 0.0001 372.08 <.0001

 0.6931 0.1392 24.79 <.0001

Scale
1

0

Table 10. GAM model parameter estimates of winter allergic patients according to air pollutant concentr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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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Model Analysis Parameter Estimates(total patients)

Paramete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r > |t|

Intercept 1.1646 0.0243 2301.44 <.0001

age

≦ 14 yr 0.4568 0.0043 11167.1 <.0001

15-39 yr 0.7885 0.0041 37373.1 <.0001

40-64 yr 0.7631 0.0041 34719.7 <.0001

≧ 65 yr 0 0 . .

gender
male -0.6022 0.0027 50181.3 <.0001

female 0 0 . .

climate

temperature 0.0072 0.0002 945.02 <.0001

wind velocity -0.0118 0.0016 56.74 <.0001

humidity -0.0022 0.0001 383.13 <.0001

 0.0003 0.0001 35.05 <.0001

Scale 1 0

Table 11. GAM model parameter estimates of winter allergic patients according to air pollutant concentr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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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Model Analysis Parameter Estimates(total patients)

Paramete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r > |t|

Intercept 1.1669 0.0242 2318.38 <.0001

age

≦ 14 yr 0.4568 0.0043 11167.1 <.0001

15-39 yr 0.7885 0.0041 37373.1 <.0001

40-64 yr 0.7631 0.0041 34719.7 <.0001

≧ 65 yr 0 0 . .

gender
male -0.6022 0.0027 50181.3 <.0001

female 0 0 . .

climate

temperature 0.0073 0.0002 955.29 <.0001

wind velocity -0.0105 0.0016 40.48 <.0001

humidity -0.0023 0.0001 385.76 <.0001

 0.0006 0.0001 36.38 <.0001

Scale 1 0

Table 12. GAM model parameter estimates of winter allergic patients according to air pollutant concentr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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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Relationship between Air Pollutants and

Outpatient Visits for Allergic Conjunctivitis

- Focused on Seoul

In-Wha Chu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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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of this study is evaluating the short-term health effect

of ambient air pollution on outpatient visits for allergic

conjunctivitis by investigating climate information in Seoul, in the

winter. With this purpose, the authors examined the

environmental standards of air pollutant in Korea and reviewed

air pollutant condition during 4 years(2011-2014year) focused on

the most densely populated city, Seoul and in the winter, less

affected by pollen. Because the allergic conjunctivitis is an

environmental disease with highest public awareness and consists

of mucosal tissue, similarly circulatory and respiratory system,

the relationship between outpatient visits for allergic conjunctivitis



- 74 -

induced exogenous factors and air pollutants is evaluated.

Among the air pollutants selected in CAI(Comprehensive

Air-quality Index), ,  and  exceeding daily average

environmental standards were chosen to be analyzed to elucidated

the association with immediate health influence on allergic

conjunctivitis and constructed time series analysis by general

additive model(GAM).

Climate variables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and wind

velocity were controlled as a confounding factor and day variable

was designated dummy. As a result,  showed positive

correlation on 1-day, 5-day and 6-day before exposure day. 

had also similar relationship on the day and 2-day before. 

was relevant to 2-day and 5-day befor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ith general correlation analysis.

To find cumulative lag effect from air pollutants, single lag

model and cumulative model was used. , showing significant

correlation, was analyzed in addition to single models(lag0 to

lag1), and ,  were performed the same model analyses.

Detail analysis was investigated as stratifying the outpatient

visits by age and gender then the risk was expressed as a

relative risk per increase in one standard deviation for each air

pollutant and its 95% confidence interval. The adjusted relative

risk of  was much higher in ≧65-yr group and female group

than other groups.

Consequently, studies will be required to investigate a ca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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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and allergic conjunctivitis by clinical

pathologic research. Accumulating more daily data for long

periods of time to find the relationship influenced by the GAM in

accordance with the detailed classification of disease is needed to

consider a model to identify a new associ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allergic conjunctivitis, air pollutants, , ,  time series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