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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다수준 분석을 통한 PM10농도와 사망원인의 자살여부의 

관련성

배경 및 목적 

고의적 자해(자살)는 우리나라에서 몇 년간 꾸준히 사망원인 상위를 차지하

고 있는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다. OECD 등록 국가들 중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의도적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요소들은 사회, 경제, 보건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지만 대기오염도 관련

성이 있다는 유의한 연구결과들이 국내외로 나오고 있다. 현재 선행연구들은 

유사 주제 논문들에 대한 검토 나 교차 및 시계열 분석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 

대다수이나, 지역적 차이 반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준 분석으로 접근

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의 관련 요인으로서 미세먼지농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여부와 PM10농도의 관

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6년도 국내 사망원인 통계자료를 이용한 단면연구이다. 연평

균 PM10농도는 환경청 환경통계 포털에 공개된 월 별 도시 별 자료를 사망자

의 시 도별 거주지를 공통된 기준으로 병합 하여 적용하였다. 

대상자 중 사망원인이 불분명 한 자와 자살의 위험요소로 알려진 혼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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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교육 수준에 결측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한 후 세종시 거주자를 충청남도 

거주자에 포함하여 총 208,75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평균 PM10농도와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여부의 관련성에 대해 사망원인 통계를 통해 조사된 변

수들을 개인수준변수로 하고 PM10농도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로 제공된 시 

도 별 65세 이상 인구비율, 시 도 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및 진료과목 수를 

지역수준 변수로 하여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망 원인이 자살인지 여부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다. 비 자살자의 성별 분포가 비교적 동등한 것

에 비해 자살자는 남성의 비율이 70%로 여성보다 높았고, 비 자살자의 평균 연

령이 73.14세인데 비해 자살자의 평균 연령은 52.93세였으며 비 자살자보다 자

살자에서 혼인 상태 중 미혼자이 분율 및 직업군 중 white color의 분율이 더 

높았다. 연평균 PM10 농도는 지역 분포가 다양하였는데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

람들이 거주한 지역의 평균은 46.46μg/m³자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

들의 평균은 45.93μg/m³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졌다(P<0.0001). 

  다수준 분석결과, 먼저 기초 모델의 ICC값은 0.007323, 지역 간 분산은 0.02

427이다. 추가적으로 기초 모델의 –2Res log likelyhood  값의 변화량에 대해 

유의한 값을 얻어서(P<0.0001) 다수준 분석을 해도 좋음을 확인 하였다. 개인 

수준 변수들만 포함한 모델 1의 설명력은 변수를 넣지 않은 기초모델 대비 78.

98%, 지역 간 분산은 0.001548이고 모든 변수들에 대해 유의한 교차 비 값이 

나왔다. 지역 수준 변수들만 포함된 모델2 의 설명력은 66.69%, 지역 간 분산

은 0.002451이었고 시 도 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제외한 값들은 유의성이 

다소 낮았는데 PM10은 연평균 농도가 1단위 증가함에 따라 사망원인이 자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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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비가 1.1%높았다. 마지막으로, 개인 수준 및 지역 수준 변수들 모두를 포

함한 모델 3의 설명력은 92.02%로 세 모델 중 가장 높았으며 지역 간 분산은 

0.000588이였다. 각 변수들 중 개인 수준 변수들의 교차비는 모두 유의하였고 

지역 수준 변수들의 교차비들 중에서는 주 관심 변수인 연평균 PM10농도의 값

만이 유의하였다. 

  개인 및 지역수준 변수를 모두 고려한 모델에 의하면 PM10 연평균 농도가 1

단위 증가함에 따라 사망원인이 자살일 교차비가 1.5%높아진다.

 

결론

분석 결과 2016년 국내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여부는 개인수준과 지

역수준 변수를 함께 고려 한 모델에서 설명력이 상당하였고 수치는 작지만 연

평균 PM10농도와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평균 PM10농도가 다른 

개인수준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여부와 상관관계가 

약하지만 연관성을 보였으므로 추후 미세먼지 PM10농도와 자살 및 자살 충동과

의 관련성에 대하여 충분히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일반 인구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자살, 고의적 자해, 미세먼지,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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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의적 자해(자살)는 우리나라에서 몇 년간 꾸준히 사망원인 상위를 차지하

고 있는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다. OECD 등록 국가들 중 우리나라는 

2003년 부터 지속적으로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도 국내 사망원

인 통계에 따르면 자살은 10대 사망원인 중 5위, 10~~30대 사망원인 중 1위, 

40~50대에서는 2위를 차지한다. 자살시도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들로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위험요인으로는 우울, 절망감 정신적 병력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가족 자살 이력, 어린 시절 신체 및 정신적 학대, 성별

이나 연령 혼인여부를 포함한 인구통계학적요인,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원

과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 의미 있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등이 있다. 이

에 반하여 보호 요인으로는 가족 및 사회적지지, 낙관성과 삶의 이유, 지역사

회의 통합 정도, 사회적 지원이 있다(김성혜, 2015). 이렇게 자살의 영향 요

인은 여러 분야를 아우르지만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노출과 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방문의 연관성을 보인다는 연구와(Szyszkowicz1 et al., 2010) 그 중 

미세먼지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국내외로 나오고 있으나

(Renee-Marle et al., 2017; Amanda v.Bakian et al., 2015; Changsoo Kim 

et al., 2010) 다수준 분석을 이용한 경우는 미비하다. 자살 시도가 일차적으

로 개인수준의 요인들에 영향을 받지만 거주하는 지역수준에서의 사회 경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도 받는다. 두 가지 수준의 변수들을 포함 한 자료를  

회귀분석 등 일반적인 일차원적인 방법으로 분석 할 시 개인수준과 지역수준 

변수 간 계층적 분산 및 상호작용과 지역 수준 내 개인 간 상관성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변수들의 지역 및 개인수준을 고려하는 다수준 분석이 더 적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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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김길훈, 2013; 전민정, 2005; Raudenbush et al. ,2002). 

  미세먼지는 공기 중 고체 상태와 액적상태 입자의 혼합물로 화학반응 또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데 통상 대기 중 직경10㎛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의미하며 

'PM10'이라고도 한다. 특히 직경2.5㎛이하일 경우 '초 미세먼지', 'PM2.5'라

고 하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에 의해 1급 발암물질

로 지정되어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저하를 초

래하며 PM2.5는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

망률을 증가시킨다(에어코리아, 2017). 그밖에 다양한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

들 가운데 미세먼지에 함유된 중금속물질들이 면역체계나 비 특이적 항원 양

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절기능의 불량이나 붕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

과가 있으며(Kampa et al., 2008; Mishra et al., 2009) 이는 다양한 정신장

애에서 발견되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납은 뇌의 도파민이나 글루타민 작용 

시스템에 변화를 줄 수 있는데, 노출됨에 따라 N-methyl-D-aspartate recepto

r(NMDAR)의 농도가 증가했다는 동물모델을 통한 연구가 있다(Lasley et al., 

2001). NMDAR의 농도가 높거나 낮으면 NMDAR체계조절에 장애가 생기며 사람의 

경우 조현병 환자에서 상측두 피질의 NMDAR의 농도가 증가하는 양상이(Nudmam

ud et al., 2001), 주요 우울장애나 양극성장애 환자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연구가 있다(Nudmamud-Thanoi et al., 2004). 이 외에도 교통 관련 

대기오염이 DNA 메틸화 양상에 변화를 줄 수 있다든지(Ding et al., 2016) se

rotonin(5HT)이나 brain-derived neurotropic factor(BDNF)와 같이 기분장애

의 병태생리학에 영향을 주는 신경학적 요소들이 대기오염물질들에 민감하다

는 연구도 있어(Bos, Jacobs et al., 2011) 미세먼지를 통해 노출된 중금속이 

사람의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신건강 상 문

제는 자살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90% 이상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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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상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DeLeo et al., 2003). 상당수의 연구에

서 우울을 자살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일반인 특징이자 자살 충동

의 예측인자로서 가장 강한 것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Kandel et al., 1991; 

Peterm et al., 1994) 국내에도 우울 및 스트레스가 자살에 직접적 영향을 미

친다고 나타났다(강승호 등, 2011; 모지환 등, 2011; 장미희 등, 2005). 양극

성 장애도 자살과 관련성이 상당한데 특히 우울하거나 혼재된 정동 상태에서 

자살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Maser et al., 2002). 또한 조현병 환자의 20~2

5%가 일생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자살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호선 

등, 2015).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미세먼지의 노출이 자살과 관련성이 

높은 정신건강 상태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미세먼지에 함유된 중금속이 자살과 연관성이 높은 정신 건강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호르몬 작용 양상을 유발 할 수 있음에 따라 자살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들 및 거주지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이 미치는 영

향을 다수준 분석으로 접근하는 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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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사망원인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시 도 별 미세먼지 PM10 농도 및 지역수준 변수들의 양상을 파악한다.

셋째, 개인수준 및 지역수준 변수들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PM10농도에 따른 사

망원인이 자살인지 여부와 연관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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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사망원인 통계(사망원인 연간 자료-2016) 자료를 이용하였다. 독

립변수는 미세먼지 연평균 PM10농도이고 종속변수는 사망원인의 자살 여부 이

다. 즉, PM10농도가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지를 파악하

기 위해 인구학적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하

였다. 

연구자료

사망원인 통계(2016)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 평균 PM10 농도 사망원인의 자살여부

통제

- 인구학적 특성

- 경제적 특성

- 사회적 특성

Figure 1. Research model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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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atistical model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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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2016년 사망원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일정 기준으로 대상을 선

별한 후 분석하였다. 등록된 사망자 280,827명 중 사인순위 선정을 위한 일반

사망선택분류 56항목에 대해 결측치가 있어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64,431명을 

우선 제외 하였고 자살의 위험요소로 알려진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중 하나라도 결측치가 있거나 미상 또는 직업에 결측치가 있는 7,646명을 제

외 하였다. 지역총생산 값이 누락된 세종시거주자 1,065명은 충청남도 거주자

로 간주 하여 총 208,750명이 연구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사망원인 통계자료와 시 도 별 PM10농도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 정신건강

의학 전문의 수, 정신건강의학 진료과목 수에 대한 자료들을 시 도 코드로 표

기 된 사망자의 거주지를 공통으로 병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사망원인 통계

 

  사망원인 통계는 통계법 제 8조에 의거 일반통계 10154호로 지정 및 고시되

어있으며 호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토내 거주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동거하는 친족이나 호주,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

리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사망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전국 읍․면․동 및 

시․구(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 기준년도 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신고 된 사망신고서 중 기준년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작성하며 1985년부터 

대상 기간의 1년 후에 연보로 발간해 왔다. 수집 자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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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률에서 사망에 대해 적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과 사망신고 

사망원인보완조사, 영아 화장 신고자료, 무연고 사망 자 정보 추가 반영에 따

라 자료수집 단계의 포괄성에서 완전성이 확보되었으며 지자체에서 자료 입력 

시 논리적 오류 확인 및 자료 제출 후 매월 정합성을 분석, 사망원인이 부정

확하거나 누락 된 경우 22종의 행정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함에 따라 자료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특히 사망 원인은 인구동향조사에서 전송된 사망 자료

의 사망원인 내용을 검토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의무 기록사 

면허를 보유한 사인분류사가 분류, 집계하며 유관 기관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

하였으며 WHO권고에 따라 원사인(Underlying cause of death)을 사망원인으로 

선정하였다. 제표용 분류는 WHO에서 권고한 일반사망요약 분류표 103항목과 

이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고안하여 7차 개정된 한국사인요약분류표 236항

목, WHO 사인 순위 선정을 위한 80 항목 중 각종 암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한 

일반사망선택 분류표 56항목을 이용하였다(통계청, 2016). 기본적으로 우리나

라 사망원인에 대한 통계는 사망원인통계가 유일하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관련 통계가 없다.

나. 미세먼지 PM10 월 별 도시 별 대기오염도

 

  환경부 환경통계포털(http://stat.me.go.kr/nesis/index.jsp)에 공개된 대

기 오염도 현황 자료를 이용하였다. 환경통계포털은 환경통계정보시스템을 통

해 대기환경 월보를 포함한 여러 통계정보들을 상호 공유하고 편리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3조에 따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기

후대기연구부 대기환경연구과와 대기환경정책관실 푸른하늘기획과에서는 적정

한 대기보전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국가 간 환경보전 협력방안 관련 대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매 월 대기환경월보 및 연보, 에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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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irkorea.or.kr)를 통해 대기오염도 분석결과를 공표한다. 전국 시, 군

의 509개 측정소(2016년12월)에서 자동 측정된 내용은 지자체, 수도권대기환

경청, 한국 환경공단에 의해전산망으로 집계, 분석되어 환경부(국립환경과학

원)로 전달되고 최종 확정 작업을 거친다. 조사사항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

소,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광화학대기오염물질, 기상요소 등이다.

다. 그 외 시 도 별 변수들 자료

 

  시 도 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및 진료과목 수에 대

해서는 통계청이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 https://mdis.kostat.

go.kr/index.do)를 통해 제공하는 공개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국가 주요정책 

수립, 기업 경영전략 수립, 학술논문 등 심층 연구와 분석에 활용되는 마이크

로데이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통계청은 통계청에서 통계청 및 

정부 각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등 타 통계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로부터 면제심의승인을 받았다(Y-20

1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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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 통계 (2016)

전체 대상자 280,827명

제외: 64,431명

사망원인 불명

216,396명

제외: 7,646명

 성별, 연령, 혼인상

태, 교육수준 미상 

및 결측치 및 직업에 

결측치

연구 대상자 208,750명

(남: 118,017명, 

여: 90,733명)

Figure 3. Flow of stud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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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는 사망자의 사망 시 성별(sex), 연령(age), 혼인 상

태(marital status), 거주지(address), 시 도 별 고령인구비율(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요인과 직업(job)과 같은 경제적 요인, 시 도 별 정신의학과 전문의 

및 진료과목 수(No. of doctors, department), 사망자의 교육수준(education)

과 같은 사회적 요인,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여부이다.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여부로, 개인 수준의 변수이다. 

사망원인 통계 자료에서 사용하는 일반사망선택 분류표 56항목에 따라 결측치

를 제외하고 사망원인이 고의적 자해인 경우를 ‘자살’로, 나머지를 ‘자살

이 아닌 원인’으로 정의하였다. 사망원인 통계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원사인 

으로,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사건을 일으킨 질병이나 손상 또는 치명

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다만 사망원인통계 내 자살

자 통계의 경우 경찰 수사권 외 사망들도 일부 포함되고 작정 목적에 차이가 

있어 경찰청의 내용과는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미세먼지 PM10의 연평균 농도이며 시 도 별로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지역수준 변수이기도 하다.

  환경부 환경통계포털(http://stat.me.go.kr/nesis/index.jsp)에 공개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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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오염도 현황 자료 중 PM10 월 별 도시 별 대기오염도 값을 시 도별로 12달

의 값을 합하여 12로 나눈 평균을 연 평균 농도라 정의하였다.

다. 혼란변수

  선행 연구를 통해 자살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으로 알려진 것들 중에서 혼

란변수를 선택 하였다. 사망원인 통계에 포함된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직업을 개인수준의 혼란변수로 사용하였고 통계청에서 공개한 자료로 

제시된 시 도별 고령인구비율, 시 도 별 정신의학과 전문의 및 진료 과목 수

를 지역 수준의 혼란변수로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두 성별 중 여성보다 남성이 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

고 알려져 있으며(Oquendo et al., 2001) 노인(Loebel, 2005), 저소득 계층( 

Beautrais,2001; Brown et al., 2000)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이 흔하다고 알려

져 있다. 또한 자살시도나(Mann et al., 1999) 자살로 인해사망한 사람이

(Beautrais, 2001)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교육 정도가 낮다는 결과가 

있다. 사망원인 통계에 기재된 교육수준은 정규 학교 및 교육부가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 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최종 졸업을 기준으로, 직업은 질

병 발병 시점 및 사고 발생 당시의 직업을 기준으로 한다. 혼인상태는 가족관

계등록부와 관계없이 사망 당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보건복지

부에 따르면 2014년 국내에서 기혼자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고 사별, 이혼한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다고 한다. Middleton 등(2004)은 노인인구비율이 높을

수록, 정신건강의학의료기관 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수가 적을수록 자살

률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사망자 주소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사망 일자는 실제로 사망한 날짜이자 사망신고서에 기록 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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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Proc Surveymeans, Proc Surveyfreq를 이용

한 기술 통계량(Mean ± Standard error, N(%))으로 제시하였다. 범주 형 변

수의 차이는 chi-square 검정을 위해 Proc Surveyfreq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

다. 사망원인이 자살인지여부에 따라 PM10 연평균 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연속 형 변수의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보는 T-test를 먼

저 실시한 후 다수준 분석을 하였다. 변수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모델, 개인수

준의 변수들만 포함된 모델, 지역수준 변수들만 포함된 모델, 개인 및 지역수

준 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델을 이용하여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수준 

분석에서 집단 내 상관(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은 종속변

수의 분산 전체 중 지역 수준의 분산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며 지역 간의 차이로 설명 될 수 있는 분산량 이다(Wang et al., 2012). 

지역 수준의 분산이 전체 분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ICC 값이 0.1보다 작

으면 다수준 분석을 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볼 수 있으나(Pollack, 1998), 

종속 변수가 이항 분포라서 로지스틱 다수준 분석을 할 경우 임의효과가 유의

하게 0이 아니라면 모델이 적합하다고 보고 분석을 진행 할 수 있다. 로지스

틱 다수준 분석을 수행 할 경우 일반적인 선형 다수준 분석모형과 같은 특성

을 가지며, 독립 변수에 대한 고정효과와 지역의 절편에 대한 임의효과를 추

정할 수 있는 임의절편 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와 같이 개인수준 및 지역수준의 2수준으로 실시하는 경우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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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개인 수준의 변수들만 넣은 모델은   

지역 수준의 변수들만 넣은 모델은   

두 가지 수준 변수들 모두 넣은 모델은  이다.

여기서 Pij는 i번째 지역의 j번째 개인에서 사건이 발생 할 확률,β0는 절편,  

β1은 독립 변수인 xij의 효과이며 uij는 지역 수준 변수들만 넣은 모델에서 

임의 효과 이다. 모델들의 설명력은 기초모델의 분산에 대해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percentage change in variation, PVC)로 구하는

데 다음과 같다.

V0는 기초모델에서의, V1은 연구 모델에서의 분산이다(김길훈, 2013).

 

  모든 자료는 SAS 9.4 version(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사용

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판정하기 위한 유의수준은 모두 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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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PM10농도와 자살여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자는 총 208,750명으로, 이 중 남자는 118,017명으

로 56.54%, 여자는 90,733명으로 43.46%이었다. 사망 시 연령은 평균71.9세이

며 연령 별 사망자 수 분포는 figure 4와 같다. 그룹 별로 보면 전체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72.41%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 65세 미만 그룹이 18.16%, 

연령이 낮은 군에서 사망자가 적게 나타났다. 사망자 중 사망 시 결혼한 상태

였던 사람이 48.82%로 가장 많았고 사별 한 사람이 35.35%였다. 사망자의 71.

18%인 148,592 명이 학생이거나 가사 또는 무직 상태로 가장 높은 분율을 차

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10.49%인 21,908명이 농립,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4.54%인 9,468명이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3.74%인 7,808명이 단순 노무 종

사자였다. 교육 수준은 반 이상이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이고 21.66%

가 고등학교 졸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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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Variables N %

  Sex

  Male 118,017 56.54

  Female 90,733 43.46

Age (years)

  <20 2,092 1

  20≤ <30 2,115 1.01

  30≤ <50 15,462 7.41

  50≤ <65 37,918 18.16

  65≤ 151,163 72.41

  Mean ± Standard error 71.92±16.28

Marital Status

  Single 15,845 7.59

  Married 101,915 48.82

  Divorced 17,189 8.23

  Bereavement 73,801 35.35

Job

  Management 3,641 1.74

  Experts and related work 5,542 2.65

  Office work 4,014 1.92

  Service and Sales 9,468 4.54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1,908 10.49

  Functional work 2,822 1.35

  Device, machine assembly or operation 2,019 0.97

  Simple laborer 7,808 3.74

  Student, Housework, inoccupation 148,592 71.18

  unknown, national soldier 2,936 1.41

Education

  No education 42,134 20.18

  Elementary school 67,925 32.54

  Middle school 29,565 14.16

  High school 45,216 21.66

  University 20,791 9.96

  More than Graduate school 3,119 1.49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or a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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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istribution of age of the study participants

2. 시 도 별 미세먼지 PM10 농도

  2016년 연구 대상자가 거주 한 시 도 별 PM10 연평균 농도는 Table 2와 같

으며 Figure 5의 도표를 통해 상대적 수치 차이를 시각적으로 제시 하였다. 

전국적으로 볼 때 46.75μg/m³인데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17개 시 도 중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 5.83μg/m³많은 52.58μg/m³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

도가 그보다 조금 낮은 50.75μg/m³, 인천광역시가 49.58μg/m³로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는 각각 47.83μg/m³, 47.92μg/m³로 

앞의 도시들보다는 낮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뒤를 이어 

전국 평균 수치에 근접한 도시는 46.83μg/m³인 강원도, 46.00μg/m³인 세

종특별자치시, 45.92μg/m³인 충청북도이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도시는 

전라남도로, 36.75μg/m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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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istribution of Annual average of PM10 by region (μg/m³)

Table 2. Characteristics of annual mean PM10 

by region.

Region PM10 (μg/m³)

Nation wide 46.75

Seoul city 47.83

Busan city 43.83

Deagu city 42.27

Inchon city 49.58

Gwangju city 40.08

Daejeon city 43.83

Ulsan city 43.17

Sejong city 46.00

Gyonggi-do 52.58

Gangwon-do 46.83

Chungcheongbuck-do 45.92

Chungcheongnam-do 47.92

Jeollabuk-do 50.75

Jeollanam-do 36.75

Gyongsangbuk-do 39.92

Gyongsangnam-do 44.67

Jeju-do 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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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도 별 기타 지역수준 변수

  시 도 단위에 따른 지역수준 변수들의 값은 Table 3에 제시하였고 상대적 

차이는 Figure 6, 7로 시각화 하였다.

  시 도 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라남도가 2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이 18.9% 인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이다. 13.3%인 대구와  12.6%인 서울특별시

는 전국에 대한 수치인 13.5% 보다는 낮지만 차이가 1% 미만이었다. 가장 낮

은 곳은 울산광역시로 9.0%이었고 서울에 근접한 인천광역시가 10.9%, 세종특

별자치시가 10.4%, 경기도가 10.6%로 그 다음으로 낮은 축에 속했다.

  시 도 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는 서울이 106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두 

번 째 로 많은 경기도(71명)보다 34명, 세 번 째 인 경상남도(33명)보다 73명 

많았다. 강원도, 전라북도가 20명 이상 30명 미만이고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이상 15명 이상 20명 미만이었다. 가장 

적은 수를 보인 곳은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로 5

명 이하였다. 진료과목 수 도 서울이 17개 경기도가 18개로 가장 많았고 인천

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5개  

미만으로 하위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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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other regional variables. 

Region 65+ (%) No. of 
doctors

No. of 
department

Nation wide 13.5 386 110

Seoul city 12.6 106 17

Busan city 15.5 19 10

Deagu city 13.3 13 6

Inchon city 10.9 5 3

Gwangju city 11.6 16 3

Daejeon city 11.0 17 6

Ulsan city 9.0 0 0

Sejong city 10.4 0 0

Gyonggi-do 10.6 71 18

Gangwon-do 17.5 24 11

Chungcheongbuck
-do 15.3 11 3

Chungcheongnam-
do 16.8 18 2

Jeollabuk-do 18.9 20 7

Jeollanam-do 22.4 18 7

Gyongsangbuk-do 18.9 5 5

Gyongsangnam-do 14.6 33 8

Jeju-do 14.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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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istribution of percentage of the elderly by region (%)

Figure 7. Distribution of doctors and departments for the mental health 

by region 



- 22 -

4. 미세먼지 PM10농도와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여부의 관련성

   사망 원인의 자살 여부에 따라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 농도가 유의하게 다

른지 분석 해 보았다. 이를 위해 두 그룹에서 연속 형 변수의 평균 차이를 확

인할 수 있는 Two sample T-Test를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사

망원인이 자살 여부에 따른 미세먼지 PM10의 연평균 농도에 대한 분산에 대한 

F값의 P-value가 유의하므로 unequal variance를 사용하였다. 사망원인이 자

살인 사람들의 거주지의 연평균 PM10 농도는 46.46μg/m³, 원인 불명 이외 

자살이 아닌 이유로 사망한 사람들의 거주지 연평균 PM10농도는 45.93μg/m³

로 두 그룹의 연평균 PM10농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이에 따라 

두 그룹에 대해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 후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4. Mean concentration of PM10 by cause of the death 

Variables
Suicidal

(N=12,602)
Non Suicidal
(N=196,148) P-value

Mean±SD Mean±SD

Annual mean of PM10 (μg/m³) 46.46±4.69 45.93±4.82 <.0001

P-value is form the unequal variance of the t-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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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대상자의 사망원인에 따른 일반적 특성

  사망원인의 자살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5에 제시하였

다. 제시한 내용은 자살 여부를 기준으로 두 그룹 내 변수의 특성 분포를 분

석 한 것이며 각 연령, 혼인상태, 직업, 교육수준 그룹을 기준으로 사망원인

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사망원인에 따른 각 변수 별 값은 모두 유의하게 차

이를 보였다(P<0.0001). 특히 연령 분포에 대해서는 Figure 8, 9를 통해 시각

화하였다. 직업분류는 white color, blue color, 나머지 학생 주부 및 무직 

등 의 세 군으로 범주화 하였다.

가. 사망원인이 자살

    자살을 원인으로 사망한 대상자는 총 12,692명으로 그 중 남자가 70% 이

상인 8,895명, 여자가 3,707명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20%이상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은 평균 52.93세로 사망자 전체에서는 71.92세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18.99세, 자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들 보다 20.2세 낮았으며 

그룹 별로 보면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 중 30대 이상 50대 미만 그룹이 33.

94%인 4,277명으로 높은 비율을, 20대 미만인 그룹이 2.14%인 270명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혼인 상태는 배우자가 있었던 사람이44.75%로 가장 많

았고, 미혼이었던 사람이28.93%로 두 번 째 로 많았다. 직업군으로 볼 때 학

생, 주부 및 무직인 그룹이 57.25%로 가장 많았고 White color 그룹이 Blue c

olor 보다 많았다.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사람들이 88.66%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대학교인 사람이 21.91%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초등학교 

미만이거나 대학원 이상인 사람들이 가장 적은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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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망원인이 자살 이외

   자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대상자는 총 196,148명이었고 남 여 비율 차

이가 11.26%로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에서 보다 작았으며 남자가 109,122명으

로 55.63%, 여성이87,026명으로 44.37%이었다. 연령은 평균 73.14세로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의 평균 보다 20살 이상 많았고 연령 그룹별 분율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자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75.28% 인 147,670명

이 65세 이상이었다. 혼인 상태의 경우 사망자의 49.08%가 사망 당시 배우자

가 있었고 65세 비율이 높아서 인지 36.93%가 배우자와 사별한 것으로 나타났

다.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자살 이외로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는 미혼인 사람이 6.22%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직업군 내 비율은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과 비교 했을 

때와 유사하게 학생, 주부, 무직이 가장 높았으나 Blue color가 White color

보다 높다는 점은 차이를 보였다. 사망 시 교육수준의 그룹별 분포도 차이를 

보였는데 자살 이외 원인으로 사망한 대상자 중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인 사람

이 65,753명, 33.52%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미만이 21.09%로 두 번째로 많

았다. 이는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많은 것과 유관해 보인다. 가장 낮은 분율

은 대학교 및 대학원 이상인 그룹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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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by cause of the death 

Cause of the death 　 Variables

Sex Age

Male Female <20  20≤ 
<30

 30≤ 
<50

 50≤ 
<65  65≤  Mean ± Standard error

Suicidal
(N=12,602)

N 8,895 3,707 270 1,073 4,227 3,489 3,493
52.93 ± 18.15

% 70.58 29.42 1,822 1,042 11,185 34,429 147,670

Nonsuicidal
(N=196,148)

N 109,122 87,026 1,822 1,042 11,185 34,429 147,670
73.14 ± 15.37

% 55.63 44.37 0.93 0.53 5.7 17.55 75.28

P-value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or a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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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of the death 　 Variables

Marital Status Job

Single Married Divorced Bereavement White color Blue color Student, Housework, 
inoccupation

Suicidal
(N=12,602)

N 3,646 5,639 1,955 1,362 3,006 2,381 7,215

% 28.93 44.75 15.51 10.81 23.85 18.89 57.25

Nonsuicidal
(N=196,148)

N 12,199 96,276 15,234 72,439 19,659 35,112 141,377

% 6.22 49.08 7.77 36.93 10.02 17.9 72.08

P-value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or a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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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of the death 　 Variables　

Educatio

No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More than 

Graduate school

Suicidal
(N=12,602)

N 762 2,172 1,773 4,872 2,761 262

% 6.05 17.24 14.07 38.66 21.91 2.08

Nonsuicidal
(N=196,148)

N 41,372 65,753 27,792 40,344 18,030 2,857

% 21.09 33.52 14.17 20.57 9.19 1.46

P-value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or a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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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istribution of Suicidal death by age 

Figure 9. Distribution of Non Suicidal death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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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수준 분석 결과

  사망원인의 자살 여부에 따라 PM10 연평균 농도가 관련성이 있는지를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 변수를 구분해 고려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네 가지 모델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아무런 변수를 넣지 않은 기초모델로 보

았을 때 지역 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변량인 지역 간 분산(Between Commu

nity Variance)은 0.02427이었다. ICC값은 0.02427로 0.1보다 작게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임의효과에 대한 검사를 하니 유의하게(P<.0001) 0이 아니어서 다

수준 분석을 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Table 7). 개인 수준 변수들만 넣은 

것을 모델 1, 지역 수준 변수들만 넣은 것을 모델 2, 개인 및 지역 수준 변수

들 모두를 넣은 것을 모델 3 으로 분석하였다.

 

가. 개인수준 변수만 포함하여 분석

  사망 시 성별, 연령, 혼인 상태, 직업, 교육 수준과 같은 개인 수준 변수들

이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여부에 주는 영향을 보았다. 기초모델 대비 

모델의 설명력은 78.98%, 지역 간 분산은 0.001548로 나타났다. 각 개인 수준 

변수 별로 결과를 보면 모든 변수에 대한 교차비의 값이 95% 신뢰구간에 1을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하게 나왔다. 성별이 여자인 경우가 남자보다 사망원인

이 자살일 교차비가 22% 낮았다. 연령은 20세 미만을 기준으로 할 때 20세 이

상 30세 미만에서 사망원인이 자살일 교차비가 5.584배, 30세 이상 40세 미만

에서 2.568배로 더 높게 나타났고 5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는 20.7%가량 감소

한 0.793배, 65세 이상에서는 74.4%가량 감소한 0.256배로 나타났다. 혼인 상

태는 미혼인 사람 대비 배우자가 있었던 사망자가 사망원인이 자살일 교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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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651배로 34.9%가량 낮았고, 이혼한 경우가 0.931배로 차이가 크지 않았

으며, 사별 한 경우가 0.490배(95%CI 0.448~0.999)로 약51% 낮았다. 직업군을 

비교해 볼 때 white color를 기준으로 blue color에서 사망원인이 자살일 교

차비가 0.974배로 2.6%가량 낮았고 학생, 주부 및 무직 등의 경우는 1.063배

로 6.3% 높았다. 교육수준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경우를 기준으로 

대학원 이상인 경우를 제외, 높아질수록 사망원인이 자살일 교차비가 더 높아

졌다. 

나. 지역수준 변수만 포함하여 분석

  시 도 별 연 평균 PM10농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진료과목 수, 지역

총생산, 65세 이상 인구비율과 같은 지역 수준 변수들이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여부에 주는 영향을 보았다. 기초모델 대비 모델의 설명력은 66.69%

로 개인수준 변수만 넣은 모델 1보다는 12.29% 낮았고, 지역 간 분산은 0.004

300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 수준 변수 별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

율 대한 교차비의 값만 95% 신뢰구간에 1을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하게 나왔고 

나머지는 다소 유의성이 낮았다. 그 중 주 관심 변수인 미세먼지 PM10의 연 

평균 농도가 1단위 증가함에 따라 사망원인이 자살일 교차비가 1.1% 증가하였

다(95% CI 0.998~1.025).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단위 증가 할수록 사망원인

이 자살일 교차비가 0.973배로 나타났다.

다. 개인수준 변수와 지역수준 변수 모두 포함하여 분석

  앞선 모델들에 들어갔던 개인 수준변수와 지역 수준 변수들 모두를 고려 할 

때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여부에 주는 영향을 보았다. 기초모델 대비 

모델의 설명력은 92.02%로 세 가지 모델 중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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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은 0.001740으로 나타났다. 각 개인 수준 변수들에 대한 교차비의 값들은 

모두 95% 신뢰구간에 1을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하게 나왔고 지역수준 변수들 

중에서는 PM10 연평균 농도 이외에는 다소 유의성이 낮았다. 개인 수준 변수

들에 대한 교차비는 전반적으로 개인수준의 변수들만 넣었던 모델 1의 양상 

및 수치와 유사하였다. 지역 수준 변수들 중 관심 변수인 PM10의 연 평균 농

도는 1단위 증가함에 따라 사망원인이 자살일 교차비가 유의하게 1.5% 증가하

였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비율이 1단위 증가함에 따라 사망원인이 자살일 

교차비가 0.3%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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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Individual level

Sex Male 1.000 (ref) 1.000 (ref)

Female 0.780 0.744 0.817 0.798 0.761 0.836

Age

group

(years)

  <20 1.000 (ref)

  20≤ <30 5.584 4.756 6.557 4.524 3.833 5.339

  30≤ <50 2.568 2.226 2.962 2.082 1.794 2.415

  50≤ <65 0.793 0.687 0.917 0.646 0.556 0.751

  65≤ 0.256 0.221 0.297 0.218 0.187 0.254

Marital

Status

  Single 1.000 (ref) 1.000 (ref)

  Married 0.651 0.613 0.691 0.645 0.607 0.685

  Divorced 0.931 0.868 0.999 0.909 0.847 0.976

  Bereavement 0.490 0.448 0.536 0.513 0.469 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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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level

Job   White color 1.000 (ref) 1.000 (ref)

  Blue color 0.974 0.914 1.039 0.945 0.887 1.008

 Other 1.063 1.007 1.121 1.036 0.982 1.093

Educati

on

  No education 1.000 (ref) 1.000 (ref)

  Elementary
  school 1.597 1.459 1.747 1.587 1.451 1.737

  Middle school 1.735 1.576 1.911 1.726 1.567 1.900

  High school 1.997 1.821 2.189 1.982 1.808 2.173

  University 2.083 1.885 2.300 2.071 1.874 2.287

  Graduate school+ 1.662 1.415 1.953 1.656 1.409 1.946c
o
m
m
u
n
i
t
y 

level

Annual mean of PM10 

(μg/m³)
1.011 0.998 1.025 1.015 1.006 1.023

number of doctors 1.002 0.998 1.006 1.002 1.000 1.005

number of department 0.990 0.969 1.011 0.982 0.969 0.994

percentage of 65+ (%) 0.972 0.958 0.987 1.005 0.995 1.015

Between Community Variance (S.E)
0.02427 

(0.009492)
0.005100 (0.002558) 0.008083 (0.004300) 0.001936 (0.001740)

Percentage change in variation 78.98 66.69 92.02

ICC (Ho : Variance of random 

Intercept=0)
0.007323 0.001548 0.002451 0.00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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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tests of covariance of parameter based on the residual 
pseudo-likelihood

Label DF -2 Res Log P-like Ch-isquare P-value

parameter list 1 1193762 246.01 <.0001

P-value based on a mixture of chi-squ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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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사망원인 통계(사망원인 연간 자료-2016) 자료를 이용하여 PM10

농도가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지 분석하였다. 

  사망 원인이 자살인지 여부에 따른 PM10 연평균 농도가 T-Test를 통해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한 후 인구학적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을 고려

하여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기초 모델에 비해 지역 수준 변수들 및 개

인 수준변수들을 모두 넣은 모델의 설명력이 92.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PM

10 연평균 농도가 1단위 증가함에 따라 사망원인이 자살일 교차비가 유의하게 

1.5%증가하는 관련성을 보였다. 이 수치는 자살의 위험요소로서 미세먼지의 

연관성을 본 국내 타 연구에서 PM10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살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9.0% 증가하였다는 결과(Changsoo Kim et al., 2010)에 비해 값이 

현저히 작지만 마찬가지로 유의한 양의 값이었다. 

  선행 연구들은 다수준 분석 보다는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시계열 

분석을 응용한 방식으로 한 것들이 대다수이고 온도와 습도, 계절 및 공휴일, 

영향력 있는 유명인의 죽음 등 다른 변수들에 대한 영향도 보정한 경우가 있

다. 본 연구에서 자료 및 연구 설계 상 한계로 그런 변수들이 포함되지 않았

지만 기초모델을 제외한 모델들의 설명력이 모두 60%이상이었다. 지역수준 변

수만 넣은 모델의 각 변수들의 교차 비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설명력이 

62.93%는 되었고 개인 및 지역수준 변수 모두를 넣은 모델의 설명력이 90%를 

넘었다. 본 연구결과로 보면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여부는 개인 수준 변수로 

설명되는 부분이 지역수준 변수로만 설명되는 부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현저

히 많아서인지 단독이 아니라 여러 개인수준변수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지역수

준 변수들 특히 PM10의 연평균 농도와 관련성이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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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연평균 PM10의 농도의 연속 값 대신 상(46.6μg/m³ 초과), 중(41.55

μg/m³ 초과 46.6 이하), 하(41.55μg/m³)그룹으로 나눈 변수를 넣어 변형

한 후 같은 방식으로 다수준 분석을 추가로 시행 해 보았다(Supplement table 

1). 기초모델, 개인수준 변수만 넣은 모델은 앞서 시행한 것과 같은 조건이라 

결과가 동일하고 지역수준 변수만 넣은 모델과 개인 및 지역 수준 변수 모두

를 넣은 모델은 변수 별로 수치, 유의성 및 양상에서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다

만 추가된 변수의 결과에 따르면 PM10의 농도가 가장 낮은 하위그룹 대비 중, 

상 의 농도 일수록 사망원인이 자살일 교차비가 12.8% 증가한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미세먼지에 함유된 중금속 등의 성분이 면역

체계나 비 특이적 항원 양상과 상호작용을 통해 조절기능에 영향을 주어 자살

의 강력한 위험요소인 우울 및 양극성 장애 및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과 관련

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론에 따라 PM10과 자살의 연관성을 밝히는 가능성

을 두었다. 이 외에 미세먼지가 현저히 높은 날 야외 활동을 제한할 것으로 

권고 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개인의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든지, 자

살의 환경적 위험요소로 가능한 일조시간에 대해 그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경로를 생각 해 볼 수 있으나 명확히 이 주제를 탐구한 선행 연구들을 찾

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단면연구로서 시간의 선후 관계를 분명하게 제시

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둘째, 다수준 분석에서 

자살의 위험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방법 및 자료적 한계가 있었다. 셋

째, 연구 대상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로 하였으므로 사망 전 일반 인구에 대한 

직접적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국가 통계들 중 하나인 사망

원인 통계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연구 결과가 사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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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국민에 대한 대표성,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통계 분석에서는 

변수들의 개인 및 지역적 수준을 구분하는 다수준 분석을 사용 하여 PM10농도

와 사망여부가 자살인지 여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이 미

흡했던 방식을 극복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 유사 주제를 가지고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자살

의 위험 요인이나 보호 요인으로 밝혀진 변수들을 추가하고 환경적 요인에 대

해 보정한 연구를 진행 해 볼 수 있음을 추론 할 수 있다. 알려진 자살의 위

험 요인으로는 절망감, 스트레스,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 부족, 자살 시도 경

험, 가족 구성원 또는 의미 있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음주, 자살 시도 

경험, 어린 시절의 신체 및 정신적 학대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이 있고  보호요

인으로는 가족 및 사회적지지, 낙관 성 및 삶의 이유, 지역사회 통합 정도가 

있다(김성혜, 2015). 보정으로 보완할 수 있는 요소에는 온도와 습도, 계절, 

공휴일 등이 있다. 또한 PM10 보다 더 작은 입자인 PM2.5와 다른 대기오염물

질들로 독립 변수를 확대 하고 자살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여러 정신질환

들로 종속 변수를 변형하여 연관성을 연구를 해 보는 것이 환경적 요소가 정

신건강에 주는 영향을 유추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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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여부와 PM10의 연평균 농도의 

연관성을 다수준으로 분석하여 자살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서 PM10의 농도

를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수준 분석 결과 자살과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포

함한 개인 및 지역수준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때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여부를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하였고 PM10의 연평균 농도와 연관성도 유의한 양의 관

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 나타

난 개인수준 변수들에서 양상에 차이를 보인 부분도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자살의 위험요인으로서 PM10의 농도와 같은 환경적 요소를 

연구해 보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다는 것과 다수준 분석으로 접근 할 경우 

온도 습도나 계절, 공휴일 등 다른 요소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

추 할 수 있었다. 또한, PM10 보다 더 작은 입자인 PM2.5와 다른 대기오염물

질들이 자살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다른 정신질환들과 연관성을 가지는지 

연구를 해 보는 것이 환경적 요소가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을 유추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살을 실제로 시도하는 사람들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 중 극히 일부

라고 알려져 있다(서동우,2001). 자살을 하는 사람 수가 적더라도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의 정신상태일 수 있다는 말이다. 본 연

구는 단면 연구와 연구 대상에의 한계가 있으므로 사망하지 않은 일반 인구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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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able 1. Modified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by mean concentration of PM10 group

Variables
Null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Individual level

Sex Male 1.000 (ref) 1.000 (ref)

Female 0.780 0.744 0.817 0.798 0.743 0.815

Age

group

(years)

  <20 1.000 (ref) 1.000 (ref)

  20≤ <30 5.584 4.756 6.557 4.528 3.836 5.343

  30≤ <50 2.568 2.226 2.962 2.083 1.796 2.417

  50≤ <65 0.793 0.687 0.917 0.647 0.556 0.752

  65≤ 0.256 0.221 0.297 0.218 0.187 0.254

Marital

Status

  Single 1.000 (ref) 1.000 (ref)

  Married 0.651 0.613 0.691 0.645 0.607 0.685

  Divorced 0.931 0.868 0.999 0.909 0.847 0.976

  Bereavement 0.49 0.448 0.536 0.513 0.469 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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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level

Job   White color 1.000 (ref) 1.000 (ref)

  Blue color 0.974 0.914 1.039 0.946 0.887 1.009

 Other 1.063 1.007 1.121 1.036 0.982 1.094

Educati

on

  No education 1.000 (ref) 1.000 (ref)

  Elementary
  school 1.597 1.459 1.747 1.587 1.45 1.736

  Middle school 1.735 1.576 1.911 1.724 1.566 1.899

  High school 1.997 1.821 2.189 1.98 1.806 2.171

  University 2.083 1.885 2.300 2.068 1.872 2.285

  Graduate school+ 1.662 1.415 1.953 1.653 1.407 1.943c
o
m
m
u
n
i
t
y 

level

Annual mean of PM10 group

(μg/m³)
1.115 0.991 1.255 1.125 1.035 1.222

number of doctors 1.001 0.998 1.005 1.001 0.999 1.004

number of department 0.992 0.972 1.012 0.986 0.972 0.999

percentage of 65+ (%) 0.967 0.953 0.982 0.998 0.987 1.008

Between Community Variance (S.E)
0.02427 

(0.009492)
0.005100 (0.002558) 0.007620 (0.004141) 0.002710 (0.002074)

Percentage change in variation 78.98 68.60 88.83

ICC (Ho : Variance of random 

Intercept=0)
0.007323 0.001548 0.002311 0.0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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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PM10 Concentration and Suicide 

: Based on the Statistics about the Causes of Death (2016)

Yu Jin S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D)

Background and Purpose 

Intentional self-injury (suicide) has been ranked high among the 

causes of death in Korea lately, and thus, suicide is an important 

topic in terms of the public health; among the OECD nations, Korea 

has been ranked top in terms of suicidal rate since 2003. The  

risk factors leading to the intentional self-injury are 

diversified: social, financial, public health and etc.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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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some foreign and domestic researches argue that the air 

pollution is related to high suicidal rate. Most previous 

researches have been approached by means of cross analysis and 

time series data, while few of them used the multi-level analysis.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the causes of deaths and 

concentration of the fine dusts, and there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PM10 concentration and suicide.

Method of Study 

  This study is a single faceted research using the statistical 

data on the causes of death in Korea in 2016. This study referred 

to the Environmental Statistical data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y month and city for the PM10 concentration. Thus, 

the data on suicides and PM10 concentrations were combined by 

month and city.

Those whose causes of death were uncertain, those who were 

deemed much susceptible to suicide and those whose academic 

background were too poor were excluded from the sample, while 

those residing in Sejong-si were included in those living in 

Chungcheongnam-do. As a result, a total of 206,814 dead people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variables in the data on the 

causes of death were set for individual-level variables, whil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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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data on PM10 concentration and the ratios of those 

aged 65 of the population by city and province, and mental health 

doctors available and number of the medical departments were set 

as local variables. Thus, a multi-level analysis was conducted. 

Results of the Study

The demographic variables with regard to the causes of death 

were some different in terms of distribution. The distribution of 

non-suicidal deaths were quite equal between male and female, but 

that of suicidal death was higher (70%) in male, and the mean age 

of non-suicidal deaths was 73.14 (±00), while that of the 

suicidal deaths was 52.93 (±00). Unmarried people and white color 

workers accounted for higher portion of the suicides. The annual 

mean concentration of PM10 was diversely distributed. The people 

who suicided had lived in the region with the mean PM10 

concentration of 46.46μg/m³, while those who died of other 

causes than suicide lived in the region with the mean PM10 

concentration of 45.93μg/m³, which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regions (P<0.0001). 

  As a result of the multi-level analysis, the ICC value of the bas

ic   model was 0.007323, while the inter-regional distribution was 

0.0247. Additionally, the value of the basic model or –2Res log 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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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  hood suggests that the multi-level analysis is allowed (P<0.0

001).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1 encompassing the individ

ual-level  variables was 78.98%, compared with the basic model with 

no variables,  and its regional distribution was 0.001548, and some 

significant odds   ratio.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2 incl

uding the regional variables only was 66.69%, and the  regional dis

tribution was 0.002451. The values except those of the people aged 

65 or older were less significant, and thus, as annual mean value o

f PM 10 increased by 1, the odds ratio was higher by 1.1%. Lastly, 

the expla- natory power of the model 3 including individual levels 

and regional-   level variables was 92.02%, the highest among the 3 

models. Its regional distribution was 0.000588. The cross ratios am

ong individual-level vari-ables were all significant, and the odds 

value of the regional variables that was significant was the annual 

mean PM10 value.

  According to the model considering the individual- and region-lev

el,  as the annual mean PM10 concentration increases by 1 unit, the 

cross  ratio for suicide increases 1.5%.

 

Conclus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odels suggested by this study 

could explain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causes of death on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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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and regional levels, and they were also identifie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M10 concentration. Although the 

annual mean PM10 concentration was slightly more correlated with 

the suicide than other variable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that will encompass more diverse 

variables for the ordinary people.

Key words: suicide, intentional self-injury, fine dusts, PM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