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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임신 주수별 대기 오염 노출 정도와 태아 사망의 관계

본 연구는 대기오염물질이 임신 초기에 태아 사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과 태아 사산의 연관성을 탐구하고, 나아가 예방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에서 1년동안 일어나는 태아

사산이 약 5,000건에 달하고, 태아 사산에 대한 원인이 상당수 불명으로

판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는 통계청 사망원인보완조사와 인구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사산아와

출생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기오염물질(PM10, CO, O3, SO2, NO2)에

대한 정보는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AirKorea에서 취득하였으며, 기상에 대한

정보는 기상청에서 취득하였다.

연구방법은 임신 주수와 태아 사산일 또는 출생일을 활용하여 임신

추정일을 계산하였으며, 임신 추정일로부터 임신 후 140일까지 1일씩 미루어

가며, 대기 환경오염농도와 대조해 가며 OR을 계산하였다. Logit 링크를

활용한 GAM 모델로 분석을 하였으며 월, 요일, 휴일, 기온 등의 공변량을

보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PM10은 태아 사산과 임신 예상일로부터 약

56일(8주) 후에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OR=1.115; 10분위 비교 시)을

보였으며, 이는 2분기에 발생한 태아 사산과 3분기에 발생한 태아 사산으로

나누었을 때도 일치하였다. 다른 대기오염물질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지만,

PM10이 가장 뚜렷한 패턴을 보였다.

현재로서는, 임산부 근로자가 임신 초기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기오염물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되는 말: 미세먼지, 사산, 태아, PM10, 환경, 산업보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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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WHO가 간행한 2012 WHO 보고서에 따르면 약 칠백만명이 대기

환경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WHO, 2018). 이처럼, 대기 환경오염은

건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태아와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21세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연구가 이루어진 대기 환경오염과 태아의

건강 연관성 연구는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Ritz, 1999).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보고되는 태아 사산 원인은 매독, HIV,

당뇨와 말라리아 등과 같은 산과적 합병증이다. 선천성 기형과 태반 조기

박리, 질식 등이 뒤를 이었다(Siddika, 2016). 하지만 3.8-57.4%에 이르는 태아

사산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태아 사산에 대한 위험요인을 좀

더 자세히 하고자, 많은 연구자가 대기 환경오염과의 연관성 연구를

진행하였다(Siddika, 2016).

선행연구에서는 NO2, CO, PM10, PM2.5, SO2, O3의 평균과 태아 사산과의

연관성을 보고한 바 있지만,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미미한

효과를 보였다(Siddika, 2016). 또한, 연구방법론과 데이터에 따라서, 연구마다

편차가 큰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Siddika, 2016; Hwang, 2011; Zang, 2019).

태아 사산과 대기 환경오염 연관성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출산한 시점이나 사산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두 번째는

예상되는 임신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한다(Siddika, 2016; Hwang,

2011; Zang, 2019). 전자는 임신 후기 대기오염물질에 따른 태아 사산에

초점을 맞추었고 후자는 임신 초기 대기오염물질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임신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임신 초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임신 초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대부분이 임신 기간을 분기별로 나누어

대기 환경오염 물질 평균에 따른 연관성을 연구했다(Hwang, 2011; Zang,

2019). 연도와 월을 보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대기 환경오염 물질은

시계열적 요소가 큰 점을 보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Cichowicz,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는 시점 단위를 더욱 세세하게 나누어서 대기

환경오염이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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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활용하여, 시계열적인 효과를 최대한 상쇄하면서 임신 초기 대기

오염물질과 태아 사산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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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데이터

총 4개의 데이터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통계청 사망원인 보완조사,

통계청 인구 동향조사, 기상청 기상자료, 한국환경공단 대기 환경자료. 모든

자료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약 9년치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사망원인보완조사
-태아사망자료

인구동향조사
-출생자료 기상청 AirKorea

성별 성별 이슬점 온도 PM10
태아 사산 년 출생 년 최고 기온 SO2
태아 사산 월 출생 월 상대습도 CO
태아 사산 일 출생 일 시,도 O3
주소 주소 날짜 NO2
다태아 여부 다태아 여부 시, 도
임신 주수 임신 주수 날짜
체중 체중
모 연령 모 연령
국적 국적 　 　

<표 II-1>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가. 사망원인 보완조사 (태아사망자료)

사망원인 보완조사에서 태아 사망자료는 태아 사망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집되었으며, 2009년에 보건복지부가 실시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통계청이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임신주수 16주

이상의 태아 사망이고 추출방법으로는 화장신고자료 (태아사망증명서) 또는

사태증명서를 연계하여 대상을 추출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응답자(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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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통계법 제 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서 웹에 직접

입력하는 형식이다.

태아 사산의 정의는 각 국가와 기관마다 상의하지만, 대체로 임신 20주에서

28주 후에 태아가 사망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질병관리본부와

많은 선행연구에서 대체로 사용되는 20주 후의 태아 사망을 태아 사산으로

정의 하였다(Hoyert, 2016). 따라서 재태기간 20주에서 43주 사이에 사망한

태아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태아사망자료에는 성별, 사산발생시점, 분만방법, 산전관리여부, 직업 등

여러 활용 변수가 존재하였지만, 응답률이 대부분 30%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응답률이 높은 변수를 위주로 하여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그림 II-1] 사망원인 보완조사 자료 전처리

과정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태아사망자료에는 총 52,283명의 사망한 태아에

대한 자료가 있다. 이 중 재태기간 20~43주 사이에 사망한 31,859명의 태아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였다. 또한, 단태아 및 모국적이 대한민국인 태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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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 연령은 태아 사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Huang, 2008), 모 연령이 인구출생자료 모 연령 하위 0.5%와 상위 0.5%에

각각 해당하는 21세와 41세 사이에 있는 자료만 사용하였다. 특히 [그림

II-2]와 같이 태아 사산자료의 모 연령과 인구동향자료의 모 연령의 분포가

상당히 다르므로 모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선호된다.

[그림 II-2] 출생자료와 태아사산자료의 모 연령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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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날짜는 사망한 날짜로부터 임신주수를 차감하고 임신주수가

만이라는 점을 고려해 3일을 더 차감하였다. [그림 II-3]과 같이 사산된

태아의 재태기간과 정상적으로 출생한 재태기간의 분포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fixed cohort bias(Strand, 2011)를 적용하여, 재태기간 0일이 연구 최소

시점인 2009-01-01로부터 143일 (20주+3일) 전, 즉 2008-08-11 이후인 경우와

연구 최대 시점인 2017-12-12로부터 304일(43주+3일) 전, 즉 2017-03-02일

이전인 경우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그림 II-3] 출생자료와 태아사산자료의 임신 주수 분포

태아사산자료는 통계청 MDIS 원격접속서비스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나. 인구동향조사 (출생자료)

통계청에서 매년 출생신고서를 기반으로 출생한 자료를 수집한다.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출생은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배출/만출한 것으로, 탯줄의 절단, 태반의 분리와 관계없이 모체로부터 분리

후 생명의 증거(호흡, 심장/제대의 박동, 수의근의 명백한 움직임 등)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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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서 사산된 태아는 출생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II-4] 인구동향조사 자료 전처리 과정

출생자료의 정리도 태아 사산자료의 정리와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출생자료에는 총 3,945,159명의 출생아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재태기간이 20-43주인 출생아 3,937,846명에

대한 자료만 추출하였으며, 이 중 단태아, 내국인, 모연령이 21세에서 41세

사이의 출생아에 대한 자료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대한 아웃라이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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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출생아 체중이 하위 0.1%와 상위 0.1% 사이의 값에

해당하는 자료만 추출하였으며, 태아 사산자료와 같이 fixed cohort bias를

고려하였다. 임신한 날짜 산출 또한 태아 사산자료의 임신한 날짜 산출

방법과 같다.

마지막으로 연산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분석에 사용된 태아

사산자료 표본 수의 10배에 해당하는 215,240명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인구 동향자료는 통계청 MDIS 원격접속서비스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다. 기상청 자료

기상청 자료는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서 매일 수집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기상청은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94개의 관측소에서 기상, 기후

자료를 수집한다. 기상청 자료에서는 일별 최대기온, 상대습도, 그리고 이슬점

온도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그림 II-5] 기상청 관측소



- 9 -

사용된 데이터는 16개의 광역시, 특별시, 도 단위로 평균을 내었다

(세종특별시는 충청남도로 별도 분류). 또한, 아웃라이어 및 자료 수집 오류에

의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위 0.5% 및 하위 0.5%의 데이터는

제거하였다. 결측값이 있는 날짜의 기상자료는 linear interpolation으로 보정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7일 단위 이동평균 값을 활용하였다. 이동평균 값을

활용한 이유는 두 개다. 첫 번째, 임신주수와 태아 사망일 또는 출생일로

예측한 임신한 날의 날짜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이동평균

값을 활용함으로써 distributed lag model과 비슷한 효과를 산출해 내어 lag

effect를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다(Gasparrini, 2016).

라. 대기환경자료

대기 환경자료는 한국환경공단 Airkorea에서 공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에서 활용한 대기 오염물질은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분석된

NO2, SO2, PM10, O3, CO이다(Hwang, 2011). PM2.5에 대한 자료는 2016년부터

데이터가 존재하는 이유로 분석하지 않았다.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398개의

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광역시, 특별시, 도별로 하루평균을 내어서

사용하였다 (세종특별시는 충청남도로 별도 분류하였다). O3은 10:00-18:00

사이 8hr 평균을 사용하였다. 기상자료와 같이 아웃라이어 및 자료수집

오류에 의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위 0.5% 및 하위 0.5%의 데이터는

제거하였고, 결측값이 있는 날짜의 기상자료는 linear interpolation으로 보정

하였다. 또한, 각 대기 환경오염 변수 간에 값을 측정하는 단위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 및 이해력을 돕기 위하여, 각 대기 오염물질을 1에서

100까지의 범위로 정규화하였다. 기상청 자료와 같이, 환경자료의 7일과 14일

단위 이동평균 값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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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분석

가. 분석방법

임신 전 대기오염농도가 태아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으므로(Ren, 2018), 재태기간 0일을 기준으로 20일을 차감한 –20일부터

태아 사산이라고 정의한 기준이 되는 임신 후 20주까지, 즉 임신 후

140일까지 일별로 각 대기오염농도가 태아 사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통계분석 모델은 logistic link function을 적용한 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 모델을 사용하였다. 기상 및 대기 환경자료와 출생 및 태아

사산자료는 장소와 시간으로 병합하였다. 대기 환경오염 물질 간에 상관성이

큰 점을 고려해서(Dai, 2017) 단일 노출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인해서 왜곡된 효과가 나타날 점을 고려하여(Yoo, 2014) 다중 노출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 보정변수로는 모 연령, 전체적인 시간 흐름, 지역,

요일과 월, 일별 최대기온, 상대습도, 이슬점 온도, 휴일이 사용되었고 factor

spline을 활용하여 지역을 요인으로 한 무선효과 또한 보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동평균 값을 사용하지만, 일별 변동이 큰 점을 고려하여 결과는 loess를

사용하여 평활화하였다.

나. 민감도 분석방법

세 가지의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첫 번째는, 대기 환경자료의 이동평균을

7일 단위와 14일 단위로 해서 분석하였다. 이동평균 단위를 14일로 단위로

하면 임신한 날짜의 불확실성을 더욱 보완할 수 있지만, secular trend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일별 O3 평균과 같이 활동이 잦은 10:00-18:00 사이의 평균을

하루평균으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세 번째는, 출생 혹은 사산된 시점을 3분기 (trimester)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분기별로 태아 사산의 위험요인이 다르다는

증거가 있는데, 이를 고려하기 위함이다(Liu,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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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민감도 분석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본 논문에서 진행된 다른

분석방법과는 다르다. 기본 분석방법은 개인 단위 변수를 보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산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타파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7일 단위로 태아 사산의

합과 출생의 합으로 7일 단위 태아 사산에 대한 odds를 구한 뒤 (resampling),

7일 단위로 평균값을 구한 대기 환경오염 농도를 수정 예상일로부터 1일씩

미루면서 어느 시점에서 대기 환경오염 농도와 태아 사산이 관련성이 제일

높은지 탐구하였다. 7일 단위로 평균값을 구한 이유는 불확실한 사망 시점 및

임신 추정일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일정한 기간별로 평균을 구한 값을 사용하면, 출산일과 모 연령과 같이

개인 단위 변수를 보정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일과 4분위로 나눈 모연령 (21-28, 28-31, 31-34, 34-41)을 기준으로 1:10

매칭을 하였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fixed cohort bias에 대한 보정을

시행하면, 출산일로 매칭을 시행할 수 없어서 fixed cohort bias에 대한

보정을 제외하고, 분석 시 GAM model로 최대한 fixed cohort bias를

보완하였다. 분석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인 인천, 경기, 서울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분석은 Python 3.6.0과 R 3.6.0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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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태아사산과 출생의 기본 특성

태아사산자료의 재태기간 평균과 출생자료의 재태기간 평균은 각각 25.1,

38.7 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났다. 모연령은 각각 31.7세와

31.5세이며, 태아의 성별은 남자가 더 많았으며, 이는 출생자료와

태아사산자료 모두 비슷하였다. 출생과 태아사산 모두 연도가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이고, 계절별로 태아사산과 출생을 본 결과 계절별로 뚜렷한

패턴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성 사산 (n=24,643) 출생(n=356,767) p-value
임신 주수 25.1±5.7 38.7±1.5 <0.01
모 연령* 31.7 (4.16) 31.5 (3.79) <0.01
태아 성별** 0.89
남 8254 (51.33) 110661 (51.39)
여 7801 (48.67) 104579 (48.61)
결측 5469
출생 및 사산 연도*** <0.01
2009 2916 (13.5) 15520 (7.2)
2010 2978 (13.8) 27040 (12.6)
2011 2649 (12.3) 27078 (12.6)
2012 2772 (12.9) 27818 (12.9)
2013 2499 (11.6) 25044 (11.6)
2014 2308 (10.7) 25210 (11.7)
2015 2157 (10.0) 25103 (11.7)
2016 2070 (9.6) 23557 (10.9)
2017 1175 (5.5) 18867 (8.8)
수정 시 계절 0.34
겨울 (12-2) 5545 (25.8) 55682 (25.9)
봄 (3-5) 5299 (24.6) 52187 (24.2)
여름 (6-8) 5190 (24.1) 52912 (24.6)

가을 (9-11) 5490 (25.5) 54459 (25.3) 　
*모 연령별로 매칭 된 결과
**결측치를 제외한 p-value 값
***fixed cohort bias 보정 적용 됨

<표 III-1> 출생과 사산의 기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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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 사산된 태아와 출생아의 분포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림 III-1]과 같이,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와 사산된 태아가

있었으며, 제주도가 가장 낮았다. 하지만, 우도(odds)만 보게 된다면 서울과

경기는 낮은 편에 속하였고 가장 높은 우도(odds)를 보이는 지역은

충청북도였다.

[그림 III-1] 지역별 출생 및 사산과 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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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의 수와 출생아의 수 모두 전체적인 시간 흐름과 반비례한다. 아래

[그림 III-2]는 태아사산, 출생아 그리고 이들의 우도(odds)를 GAM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III-2] 임신 추정 연도별 사산, 출생과 우도

 
사산아의 수는 시간과 전체적으로 반비례 적인 선형관계를 그린다.

출생아의 수는 시간과 대체로 반비례 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산아의 수와 출생아 수의 우도(odds) 또한

시간의 흐름과 반비례 적인 비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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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과 같이, 태아사산 우도(odds)는 월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 대체적으로 연초보다는 연말에 더 높은 우도(odds)를 보이며, 특히

12월에 가장 큰 우도(odds)가 관측 된다. 반대로 가장 낮은 우도(odds)를 보인

월은 1월이다.

[그림 III-3] 월별 사산된 태아와 출생아 우도

요일별로 사산아와 출생아를 분석했을 때, [그림 III-4]와 [그림 III-5]와

같이 출생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장 적게 발생한다. 하지만, 태아 사산은

일요일과 월요일에 대체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이러한 패턴은 자연스럽게

아래[그림 III-6]과 같이 사산아와 출생아의 우도(odds)에 7일을 단위로

유의미한 자기상관관계(autocorrelation)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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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4] 요일별 출생아 수

[그림 III-5] 요일별 사산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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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6] 사산아와 출생아 우도 ACF

2.대기환경자료 특성

<표 III-2>는 대기오염물질의 전체적인 요약을 담고 있다. <표 III-3> 속

대기오염물질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O3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들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자동차의 내연기관 또는 공장 등에서 연소작용이 주된

원인인 만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상관관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O3은 일사량에 민감하므로 SO2, CO와 비교했을 때 상반된

관계를 보인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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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Mean (SD) Median Min Q1 Q3 Max

PM10 (㎍/㎥) 46.3 (22.08) 42.11 7.10 30.80 56.72 297.13

SO2 (ppm) 0.0045 (0.0019) 0.0042 0.00096 0.0031 0.0055 0.020

NO2 (ppm) 0.020 (0.010) 0.018 0.0017 0.013 0.026 0.071

CO (ppm) 0.49 (0.17) 0.45 0.12 0.37 0.57 1.57

O3 (ppm) 0.034 (0.015) 0.033 0.0015 0.024 0.044 0.091

<표 III-2> 대기오염물질 기본 특성

대기오염물질 PM10 SO2 NO2 CO O3

PM10 1 0.55 0.48 0.61 0.15

SO2 1 0.61 0.64 -0.15

NO2 1 0.71 0.32

CO 1 -0.33

O3 　 　 　 　 1

<표 III-3> 대기오염물질 상관관계

3. 태아사산과 대기환경의 상관성

가. 기본분석

GAM 모형의 스플라인 자유도는 mgcv 패키지 안에 내장된 Generalized

Cross Validation 알고리즘을 통해서 과적합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자유도를 높여서 정하였다. 각각의 보정변수에 대한 효과는 매 주기마다

조금씩 바뀌었다.

아래 [그림 III-7]은 태아 사산 OR에 대한 보정변수의 효과를 보여준다.

시간과 반비례하는 효과가 있고, 모 연령과는 U자 패턴이 보인다. 또한, 지역,

월, 요일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역별로 나눈 무선효과에서도 조금씩 다른

보정 효과가 적용되었다. 휴일에 사산아가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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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7] 공변량 (Covariates)의 효과크기

[그림 III-8]과 같이 7일 이동평균으로 분석을 시행한 연구에서는 loess

smoothing을 적용한 신뢰구간의 하한선이 유의한 결과가 보이지 않았다.

SO2에서 58일째 되는 구간에 AIC 값이 상대적으로 낮고 잠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구간이 있지만, 전체적인 패턴을 보았을 때,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NO2와 CO에서도 같은 구간에서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데, NO2, CO와

SO2가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패턴은 대기오염물질의

영향력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패턴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른 대기 오염물질과는 다르게 PM10은 대체로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다가 56일 즉 8주가 되는 구간에서 높아진 효과 크기가 관측된다. loess

smoothing을 적용한 신뢰구간의 하한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지는 않지만, 패턴이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AIC 값이 한 구간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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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지는 점을 고려했을 시, PM10의 효과를 의심할 수 있다.

[그림 III-8] 임신 추정일로부터 N일 후 대기오염물질 농도 7일 이동평균과

사산아와 출생아의 우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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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동평균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PM10에서의 효과가 더욱 부각

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다른 오염물질에서는 뚜렷하게

다른 점이 보이지 않았다.

[그림 III-9] 임신 추정일로부터 N일 후 대기오염물질 농도 14일 이동평균과

사산아와 출생아의 우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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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분석으로 진행한 10:00-18:00 사이의 대기오염농도를 하루평균으로

사용한 분석 결과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SO2와 8주 후에 PM10과

비슷한 패턴이 어느 정도 관측되었지만, 설득력이 있을 정도로 뚜렷하지는

않았다.

[그림 III-10] 임신 추정일로부터 N일 후 10:00~18:00시 대기오염물질

농도 14일 이동평균과 사산아와 출생아의 우도비



- 23 -

3번째 민감도 분석으로, 임신 주수에 따라서, PM10이 태아 사산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변환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III-11]은 27주에서 43주 사이의 태아 사산과 동일한 기간의 출생 데이터를 활

용하여 “연구방법”에 설명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타 분석 결과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대략 60주에서 높은 효과 크기

가 관측된다.

[그림 III-11] 임신 추정일 N일 후 PM10 농도와 임신주수 27~43주 사이

사산아와 출생아의 우도 변화

[그림 III-12]는 16주에서 26주 사이의 태아 사산과 27주에서 43주 사이의

출생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27주와 43주 사이의 태아

사산자료를 활용한 결과와 비슷하지만, 효과 크기가 조금 더 임신 초기에

치우친 것을 관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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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2] 임신 추정일 N일 후 PM10 농도와 임신주수 16~26주 사이

사산아와 임신주수 27~43주 출생아의 우도 변화

나. PM10 심층분석

PM10이 재태기간 8주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분석을 진행하였다. 8주를 기준으로 1달간의 PM10 농도를 이동평균 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III-13]은 dose-response 분석을 하여 태아 사산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PM10 농도의 cut-point를 찾아냈다. 미세먼지를 100분위로 나눈 뒤

분위별 OR을 비교하였는데, segmented regression으로 AIC가 최솟값을

가지는 구간을 찾아내었다. Cut-point는 20이 가장 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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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3] Segmented regression을 통한 태아사산과 PM10 농도

OR에 대한 Dose-response 분석

<표 III-4>는 PM10의 농도를 10분위로 나누어 분위마다 1분위와 비교하여

OR을 계산한 결과이다. 테이블 4가 그 결과인데, 1분위와 비교하였을 때

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OR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10분위의 효과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M10 10분위 (㎍/㎥) OR (95% C.I.)* p-value
PM10<=10 (13.1) 1 1
10 (13.1) <PM10<=20 (31.2) 1.038 (0.974-1.112) 0.27
20 (31.2) <PM10<=30 (37.2) 1.041 (0.973-1.113) 0.25
30 (37.2) <PM10<=40 (41.8) 1.033 (0.954-1.119) 0.44
40 (41.8) <PM10<=50 (45.6) 1.064 (0.971-1.154) 0.19
50 (45.6) <PM10<=60 (49.5) 1.053 (0.963-1.143) 0.24
60 (49.5) <PM10<=70 (52.9) 1.072 (0.986-1.179) 0.13
70 (52.9) <PM10<=80 (57.4) 1.071 (0.982-1.176) 0.13
80 (57.4) <PM10<=90 (63.5) 1.049 (0.953-1.152) 0.32

90 (63.5) <PM10<=100 (102) 1.115 (1.020-1.243) 0.016

* 요일, 지역, 월, 연도, 모 연령, 최고 기온, 이슬점 온도, 휴일 보정 됨

<표 III-4> 임신 추정일 8주 후 기준 전후 PM10 농도 30일 이동평균 10

분위와 태아 사산의 우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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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시계열적인 요소를 GAM 모델 및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분석을

진행한 결과, PM10에서 태아 사산과 상관성 있는 패턴이 관측되었다. 14일

단위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임신 예상일로부터 약 56일 (8주) 후에 미세먼지와

가장 큰 연관성을 보였으며, PM10 1% 증가 시 OR이 최대 1.002였다. PM10이

10% 증가 시, 사산한 태아의 수와 출생아의 비율이 약 2%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대만에서 진행된 Hwang(2011)의

연구에서 태아 사산과 PM10 농도의 OR 값이 1.02인 것과 상당히

일치한다(Hwang, 2011).

또한, 임신 기간이 16주와 26주 사이에서 사산된 태아와 임신 기간이

27주에서 43주 사이인 출생아를 비교하였을 때, 앞서 진행한 연구와 비슷하게

임신 예상일로부터 대략 60일 후에 미세먼지와 가장 큰 연관성을 보였다.

똑같은 방법으로 27주와 43주 사이에 사산된 태아를 비교한 결과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27주에서 43주 사이의 결과는 심한 변동을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태아 사산 시기별로

상이한 사산 원인이고(Liu, 2014), 두 번째는, 임신주수가 높아질수록, 임신

후기에 노출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Auger, 2013).

따라서, 임신 후 56일을 기점으로 PM10을 10분위로 나누고 태아 사산에

대한 OR을 분석한 결과, 1분위 PM10 농도와 비교했을 때, 10분위 PM10
농도에서 OR이 1.115로 관측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PM10의 농도 절대값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9분위 값이 63.5 ㎍/㎥이고 10분위 수가 102㎍/㎥으로 다른

분위 수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와 태아 사산과의 인과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임산부는

장운동의 감소와 호흡기능 향상으로 인해 유해물질 노출 및 흡수가

증가한다(Grindheim, 2013). 따라서, 임산부는 임신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해물질에 더욱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지역 미세먼지(PM10)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PM10은 대체로 이온성분

38%, 탄소성분 28%, 금속성분은 9.6%, 확인되지 않은 성분 24%로 구성되어

있다(이경빈, 2015). 금속 성분은 계절마다 다르지만, 납, 카드뮴, 아연,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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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륨, 마그네슘 등을 포함하고 있다(김신도, 2008). PM10에 있는 이러한

금속성분은 태아 사산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중금속과 태아

사산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Amadi, 2017).
멕시코 시티에 있는 임산부를 관찰한 Hu(2006)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 첫

번째 분기의 혈장 납 농도와 24개월 된 유아의 인지능력 및 기억력 등을

시험하는 mental development index (MDI)의 반 비례적인 연관성을

확인함으로써, 태아의 신경발달과 납의 연관성을 보였다(Hu, 2006). 또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납은 세포 분화를 포함한 중추신경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Alfano, 1982). 실제로, Falcon(2003)의 태반의 납

농도와 비정상적인 출산 결과의 연관성을 알아본 연구에서도, 납 농도가

120ng/g 이하인 군보다 120ng/g 이상인 군이 약 5배 많았다(Falcon, 2003).

미얀마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Wai(2017)의 코호트 연구에서는

높은 요 중 카드뮴 농도와 미숙아 간에 연관성을 관측하였다(Wai, 2017).

실제로 인간의 태반을 대상으로 카드뮴의 독성을 연구한 Wier(1990)의

논문에서는 아연의 전달을 늦추고, 탄수화물 대사와 아미노산의 흡수를

제재한다는 결과가 있다(Wier, 1990).

또한,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밝혀진 메커니즘이 없으나, Ding(2017)에 의하면

PM10은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 (HUVECs)에 산화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한다(Ding, 2017).

미세먼지에 의한 염증 증상도 높은 태아사산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

Tamagawa(2008)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농도의 PM10에 2주 이상 노출될 시

폐에서 증가한 수의 대식세포가 관측되었고, PM10을 함유한 대식세포의 수도

증가하였다(Tamagawa, 2008). IL-6 또한 PM10을 함유한 대식세포의 수와

상관성을 보였으며, 이는 혈관내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염증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PM10과 염증반응의 연관성은 동물 실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Guo(2012)의 연구에서는 높은 농도의 PM10에 노출된

쥐에서 증가한 염증 생체지표(IL-1β, TNF-α, COX-2, iNOS and ICAM-1)가

관측되었다(Guo, 2012).

스웨덴에서 Tolockiene(2001)의 환자 대조군 연구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출산한 그룹에 비해서 사산한 그룹에서 높은 염증반응과 세균이

발견되었다(Tolockiene, 2001). 이러한 결과는 Pinar(2014)의 연구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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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데, 태아 사산군에서 정상군과 비교하였을 때, 태반에서 약 2배 높은

염증반응이 관측되었다(Pinar, 2014).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미세먼지에

의한 염증반응은 감염 또는 태반 형성에 문제를 일으켜 태아 사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임신 중 유해물질 노출 작업 제한/금지 법령이 아래 [그림 IV-1]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박정근, 2005). 그러나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금지 여부는 없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임신 초기인 3개월 이내

노출이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 예방이 필요하다.

[그림 IV-1]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사용금지직종 
출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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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는 많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시간 인덱스와, 월, 요일

변수를 활용하여 시계열적인 요소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불가능하기에 외적인 요소가 분석에 많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 환경자료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분석 결과가 꼭 분석한

요소 때문에 생겼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위험하다.

두 번째로, 태아 사산 및 출생자료와 대기 환경자료와의 연계를 광역시

혹은 도 단위로 하였는데 도 안에서도 대기농도가 상당히 다른 구역이

있으므로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외부 대기농도와 내부

대기농도가 연관성을 가지지만 상당히 다를 수 있어서(Andersen, 1972), 임신

초기 생활환경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

세 번째로, 임신한 날짜를 임신주수와 사망한 날짜 혹은 출생 날짜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날짜를 추측할 수는 없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도

태아의 사산이 발견된 시점과 실제 사산이 일어난 시점을 고려하는데 상당한

고민을 하였으며(Liu, 2014), 보통 3~4일 전으로 가정하고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로, 개개인의 변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산전 관리

여부, 생활습관, 흡연 여부 등 개인 단위의 변수들은 출산과 관련해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이동평균을 사용하고

임신 후부터 1일씩 미루어 가며 분석을 하여 최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연령을 제한하고 보정하여 연령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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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PM10은 태아 사산과 임신 예상일로부터 약 56일(8주)

후에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OR=1.115; 10분위 비교 시)을 보였으며, 이는

2분기에 발생한 태아 사산과 3분기에 발생한 태아 사산을 따로 분석하였을

때도 일치하였다. 현재로서는, 임산부 근로자가 임신 초기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기오염물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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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illbirth and Ambient Air Pollutants by Gestational Age

Aim of the study is to explore a possible volatility of ambient air

pollutants on fetus in early stage of pregnancy. Furthermore, the outcome

will be helpful in preventing stillbirth as well as establishing policy

regarding stillbirth, considering about 5,000 stillbirths are occurring every

year in Korea.

The study was carried out using data from Statistics Korea (stillbirth

and birth). Data on ambient air pollutants (PM10, CO, O3, SO2, NO2) and

climates were downloaded from AirKorea and Korea Meteorological

Ministry, respectively.

As for the methodology, an estimated conception date was calculated

using birth or stillbirth date and gestational age for each individual. From

the estimated conception date, a day was added until 20 weeks after the

estimated conception date was reached. OR was computed with

environmental data at each step. Generalized additive model with logit link

was used with adjusted variables such as months, holidays and

temperature.

Based on the study, PM10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tillbirth 56

days (8 weeks) after the estimated conception date with OR of 1.115

(when compared in decile).

More attention and research is needed as current law and policy cannot

protect pregnant workers working in the field from ambient air pollutants.

                                                                                

Key words: Fine particles, Stillbirth, Fetus, PM10, Pollution, Occupational 
health, Preven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