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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기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이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대기오염을 환경부문 질병부담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은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에 따라 급성과 만성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노출에 따른 만성 건강영향은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한편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평가는 물리적 영향평

가를 넘어 피해비용 추정을 통한 사회적 비용 산정으로 연계되어야 관련 정책의 사전 또는 

사후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의 정량적 평가를 개선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피해비용 추정을 통하여 관련 정책평가

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활용 가능하게 된 빅데이

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만성 건강영향 평

가체계를 개선하고, 건강영향 평가결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제성 분석 방법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안소은 박사가 총괄책임을 맡아서 수행하였고, 배현주 박사가 건강영향 평가 

부문을, 곽소윤 박사가 피해비용 추정 부문을 맡아 진행해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임연희 

교수와 을지대학교 김명희 교수가 외부 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셨으며, 오서연 연구원이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연구진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을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신 박충희, 신용승, 엄영숙, 정영호, 

하종식 박사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박 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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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연구는 국민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기반한 사회적 비용 산정을 통하여 관련 

정책평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최근 활용 가능하게 된 표

본코호트DB를 활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만성 건강영향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건강영향

(Health End-Point)을 고려한 단위가치를 추정함으로써 건강영향과 경제성 분석의 연결고

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1차년도(2015) 및 2차년도(2016)의 부문별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2015) 건강영향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 신규 입원과 반복입원(재입

원)위험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대기오염의 호흡기계 신규 입원위험 분석결과, 미세먼지

(PM10), 이산화황(SO₂), 오존(O₃)의 경우, 대기오염의 장기 노출 농도 증가는 호흡기계 

신규 입원위험을 유의하게 높였다. 이산화질소(NO₂)와 오존(O₃)으로 인한 호흡기계 신규 

입원위험은 전국에 비해 서울 지역에서 높았으며,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경우 미세먼지

(PM10)의 영향을 전체 연령에 비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패널자료를 구축

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재입원위험을 평가한 결과,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미세먼지

(PM10), 일산화탄소(CO), 오존(O₃), 이산화황(SO₂)이 증가할수록 입원 증가와 유의한 연

관성을 보였다.

한편 1차년도 건강영향(Health End-Point)에 연계하기 위한 단위가치로는 질병비용

(COI)을 선택하였다. 질병비용(COI)은 동일한 질병군에 대한 의료비용, 교통비용, 간병비

용, 생산성 손실비용 등을 포함하였다. 질병비용(COI) 항목별 산출결과(약제비용 제외)를 

요약하면,  2013년 기준, 호흡기계 입원 에피소드당 총 질병비용 합계는 377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의료비용이 192만 4,000원으로 총비용의 51%, 교통비용은 18만 3,000

원으로 간병비용은 38만 8,000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생산성 손실비용은 127만 원으로 총

비용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2016) 건강영향 평가의 키워드는 미세먼지와 사망영향이다. 먼저 대기오염의 

장기 노출과 사망영향 간의 인과성을 파악하고, 동반질환지수 개발 결과를 반영하여 미세먼

지 장기 노출로 인한 총사망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심혈관계 질환을 대상으로 단기 급성 

사망영향을 분석하였다. 2007~2013년,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인과

성 분석결과,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와 총사망, 심혈관계 사망은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다양한 지연연도(Lag) 변수를 적용한 결과, 총사망의 경우 4년치(지연연도 0~3

년) 평균 미세먼지 농도 증가시 심혈관계 사망의 경우 2년치(지연연도 0-1년) 평균 농도 

증가에서 가장 높은 사망위험도 2.3% 및 9.7%의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2013년 7개 광역도시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미세먼지 장기 노출로 인한 

총사망영향 분석결과, 동반질환지수를 보정하였을 때 미세먼지 1년 평균 농도가 1㎍/㎥ 

증가하면 총사망위험도가 1.29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2016) 단위가치 추정의 키워드는 통계적 명가치(VSL)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

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0.0001 감소시키는 정책 시나

리오를 대상으로 응답자의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였다. 설문지는 대기오염 및 관련 건

강영향에 대한 인식조사와 통계적 생명가치(VSL) 도출을 위한 질문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

다. 질문지 설계 시 응답자가 확률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질문을 

포함하였으며, 다수의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설문지 초안을 작성한 후 집단심층면

접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사전조사를 거쳐 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설문표본은 전국 

16개 도시, 만 20~65세 성인 남녀 1,000명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10)를 근거로 

지역, 연령, 성별로 비례추출하였다. 단일경계 스파이크 모형 적용 결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0.0001 감소시키기 위한 연간 지불의사액(WTP)은 1만 141원으로 추정되

었다. 이를 기반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통계적 생명가치는 약 10억 1400만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지불기간 10년과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여 도출한 통계적 생명가치는 약 8억 60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주제어 : 코호트연구, 대기오염, 건강영향, 통계적 생명가치, 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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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실외 대기오염과 실내 공기오염은 건강 위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원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글로벌 질병

부담에 관한 최근 보고서에서 사망자 9명 중 1명이 대기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다(WHO, 2016). 또한 동 보고서는 실외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300만 명이 비감

염병(Noncommunicable Diseases)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대기질 

자료를 검토한 결과, 10명 중 1명만이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질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

에 거주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기질은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역시 중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평가는 유해성 확인, 용량반응함수,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의 4단계 평가로 진행된다(EPA, 2011). 노출평가의 경우 노출의 양, 강도, 빈

도, 시간 등 다양한 노출변수를 고려하게 되는데, 오염물질 노출시간 또는 기간에 따라 급성

영향과 만성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만성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

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Cohort)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코호트 자료

의 미흡으로 대기오염의 급성 건강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다

(안소은 외, 2015). 그러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표본코호트DB를 구축하고 2014년

부터 자료제공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이제 급성 건강영향뿐만 아니

라 만성 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셈이다.

한편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평가는 물리적 영향평가를 넘어 피해비용 추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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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 산정으로 연계되어야 관련 정책의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안소은 외, 2015).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사회적 비용추정 사례연구로는 유럽위원회(EC) 주도로 진행

된 ExternE 프로젝트와 미국 환경청(EPA) 주도로 진행된 대기청정법 개정안(CAAA: 

Clean Air Act Amendments)의 포괄적 비용편익분석이 대표적이다. 또한 최근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대

기(실외)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가 2010년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60년이 

되면 연간 600만에서 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노동생산성 손실, 의료비

용, 농업생산 저하 등을 포함한 경제적 비용은 2.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는 

글로벌 GDP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OECD, 2016).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기질 개선정책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수행된 바 있고(환경부, 2003; 경기개발연구원, 2003), 「2차 수도권 대기환

경 관리기본계획(2015-2024)」에 근거하여 2010년 기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를 

추정한바 있다(환경부, 2013).

본 연구는 표본코호트DB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기반한 사회적 비용 산정을 통하여 관련 정책평가의 기반

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최근 활용 가능하게 된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만성 건강영향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건강영향(Health End- 

Point)을 고려한 단위가치를 추정하여 적용함으로써, 건강영향과 경제성 분석의 연결고리

를 강화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3년 과제로 기획되었으며,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건강영향의 사회적 비용 산정을 위한 단위가치 추정, 건강영향 평가와 피해비용 추정을 연

계한 통합분석 및 정책평가 분석틀 구축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연차별 연구추진 체계 및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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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차별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및 경제성 통합분석 사례 검토

-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경제성 분석지침 검토

-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경제성 통합분석 사례연구 검토 

◦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정량적 평가

- 대기오염의 급성․만성 건강영향 평가

- 대기오염물질(PM10, SO₂, NO₂, CO, O₃) 대상

- 생존회귀분석, 반복측정분석

◦ 사회적 비용 산정을 위한 단위가치 추정

- 사망률(Mortality)과 유병률(Morbidity)에 연계 가능한 경제성 분석 방법론 검토

- 비용기반접근법(질병비용), 진술선호접근법(통계적 생명가치) 적용

◦ 건강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피해비용 추정

   - 건강영향 평가와 경제성 분석을 연계한 정책평가 분석틀 구축

- 건강영향 평가와 경제성 분석결과의 통합분석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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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의 주요 축을 이루고 있는 건강영향 평가와 사회적 비용 산정을 위한 단위

가치 추정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부문 간 피드백을 통한 분석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1차년도(2015) 건강영향 평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입원, 재입원을 중심으로, 2차년도

(2016)는 사망영향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1차년도(2015) 단위가치 추정은 유병률

(Morbidity)과 연계 가능한 질병비용(COI)을, 2차년도(2016)는 사망률(Mortality)과 연계 

가능한 통계적 생명가치(VSL) 추정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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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및 경제성 통합분석 
사례연구

1. 통합분석 절차 및 방법론

본 절에서는 유럽위원회(EC) ExternE 프로젝트의 방법론(EC, 2005)과 미국환경청

(EPA)의 대기청정법 개정안(CAAA) 편익/비용분석방법론(EPA, 2011), 영국 환경식품농무

부(Defra)의 대기질 평가지침을 중심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사회적 편익/비용 

추정절차와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유럽위원회(EC)의 ExternE1)

ExternE 사업은 에너지 소비, 교통, 산업, 농업을 포함한 인간활동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

는 외부 효과의 정량적 측정과 화폐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ExternE 방법론은 다양한 

척도로 표현된 영향을 동일한 척도, 즉 화폐로 전환하는 분석틀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단계: 분석대상(정책, 사업, 또는 환경교란 인자를 포괄하는 개념)의 정의 및 적용 시나

리오 개발; 주요 영향항목/범위 확인; 관련 외부 효과 검토

2단계: 분석대상으로 인한 예상 물리적 영향의 측정; 일반적으로 물리적 영향의 측정은 

분석대상이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그 결과의 차이, 즉 

분석대상 유무(有無)로 인한 영향의 변화량으로 측정함

3단계: 외부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물리적 영향의 화폐화

1) EC(2005)에서 연구진이 재구성한 내용임을 밝혀둔다(http://externe.info). 안소은 외(20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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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불확실성 평가/민감도 분석

5단계: 결과 종합 및 결론 도출

ExternE는 외부 효과를 크게 환경영향, 기후변화영향, 사고/재해 3범주로 구분하는데, 

환경영향이란 (오염)물질 또는 에너지(소음, 방사선, 열 등)가 대기‧토양‧물과 같은 환경매체

로 방출되었을 경우의 영향을 의미하며 영향경로분석(Impact Pathway Analysis)을 사용

하여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편익/비용분석도 이 범주에 

해당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영향경로분석은 <그림 2-1>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자료: EC(2005).

<그림 2-1> ExternE의 대기오염 영향경로분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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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Emission): 대상지와 기술(Technology)에 차별화된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 확산(Dispersion): 영향 지역의 오염물질 농도 증가 추정 

∙ 영향(Impact): 노출-반응함수, 농도-반응함수, 용량-반응함수 등을 활용한 오염

물질에의 노출로 인한 물리적 영향 측정

∙ 비용(Cost): 측정된 물리적 영향의 화폐화

ExternE의 영향경로분석은 물리적 영향의 측정과 화폐화를 요구하고 있다. 물리적 영향 

측정은 매체 또는 영향 특성에 따라 노출-반응함수(Exposure-Response Function), 농도

-반응함수(Concentration-Response Function), 용량-반응함수(Dose-Response 

Function) 등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에의 노출로 인한 누적평가 크기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화폐화는 물리적 영향의 종결점에 전통적인 비시장재화 가치추정(Non-Market 

Valuation) 기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물리적 영향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 해당 항목을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대안으로서 편익이전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건강부문 물리적 영향의 대표적 종결점으로는 사망률(Mortality)과 유병률(Morbidity)

을 들 수 있다. ExternE의 사망률과 관련된 피해비용은 조기사망으로 인한 통계적 생명가

치(VSL)2) 또는 기대수명손실(Loss of Life Expectancy)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유럽 지역

의 정책분석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계적 생명가치(VSL)의 범위는 1~500만 

유로인데, 이는 다양한 사례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값이다. ExternE는 구간 평균값

인 300만 유로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기대수명손실 추정은 연간수명가치(VOLY: Value 

of a Life Year)의 추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통계적 생명가치(VSL) 연구에 비해 상대적

으로 최근에야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ternE는 프랑스 사례연구(Desaigues 

et al., 2004)에 근거하여 5만 유로/VOLY를 적용하고 있다.

2) 통계적 생명가치(VSL)의 정의는 ‘조기사망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임에
도 불구하고 용어가 전달하는 의미상 ‘인간생명 가치’로 잘못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때로는 의사소통, 특히 
경제학 이외의 영역으로부터 오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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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환경청(EPA)의 대기청정법 편익/비용분석3)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1990 대기청정법 개정안(CAAA)에 근거하여 개정안 

이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정기적으로 추정하여 보고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

고 있다. EPA(2011)의 대기오염-건강영향-경제성 분석은 <그림 2-2>와 같이 진행된다.

        자료: EPA(2011).

<그림 2-2> EPA(2011)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및 경제성 분석 절차

3) EPA(2010), EPA(2011)에서 연구진이 재구성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안소은 외(20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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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석틀 설계, 시나리오 개발, 배출량 추정이 선행된다. 그림에서 분석틀 설계, 시나

리오 개발, 배출량 추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

속적인 상호 피드백을 통하여 맞물려 진행된다. 분석의 핵심 가정(Key Assumptions)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나리오 개발에 반영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이는 부문별 배출량 

추정에 전제가 된다.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대기청정법 개정안(CAAA)의 유무(有無)로 이분되며, 분석기간 

또는 개정안 도입 전후(前後)를 고려하여 세분된다. 주어진 시나리오는 배출량 모델링으로 

연계되며, 부문별 배출량 추정단계에서 주요 대기오염 물질(PM, SO₂, NOx, CO, VOCs)

의 확인과 각 오염물질별로 배출량이 높은 부문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배출량 모

델링 결과는 편익분석과 비용분석에 동시에 적용되므로 분석의 일치성 차원에서 중요하다. 

이후 분석은 편익분석과 비용분석으로 구분되어 병렬적으로 진행된다. 비용분석은 시나

리오의 직접적인 이행비용을 추정하는 작업으로 요약되며, 편익분석은 시나리오에 근거한 

대기질 모델링, 건강영향 평가, 편익추정 순으로 진행된다. 분석결과는 비용편익분석을 포

함한 종합평가로 이어진다.

<그림 2-3>은 EPA의 환경정책 경제성 분석일반지침(EPA, 2010)과 건강편익 절차(EPA, 

2011)를 대비하여 구성한 내용이다. 경제성 분석일반지침(EPA, 2010)에 의하면, 분석절차

는 잠재적 편익 범주(또는 항목)의 확인, 각 편익 범주(또는 항목)의 물리적 종결점 정량화, 

가치추정(화폐화)의 3단계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건강편익 추정절차를 사망률과 유병률

로 구분하여 대응시키고 있다. 건강영향 평가는 대기오염물질 노출평가, 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사망률/유병률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농도-반응함수 추정으로 구분된다. 사망률 

감소로 인한 편익추정은 대부분 개인의 소득-위험도 교환비율(Income-Risk Trade-off)

에 근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헤도닉임금 기법, 회피행동법, 진술선호법(예: 통계적 생명

가치(VSL))이 적용된다. 유병률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추정기법으로는 진술선호법, 회피비

용법, 질병비용법(COI)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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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EPA(2010), EPA(2011)에서 저자 재구성.

<그림 2-3> EPA의 건강편익 산정절차

EPA(2011)는 대기청정법 개정안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비용 추정 보고서 시리즈의 3번

째 보고서에 해당하는데, 불확실성 관련 이슈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 것이 이전 보고

서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즉 <그림 2-2>에서와 같이 시나리오 개발, 미세먼지 사망률 관련 

농도-반응함수, 오존 사망률 관련 농도-반응함수,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포함하여 최소

한 4가지 측면의 불확실성 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농도-반응함수와 가치추정 연계 시뮬레이

션 프로그램인 BenMap에 반영하여 분석한다.

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의 대기질 영향평가지침4)

영국은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사업의 경제성 분석지침에 해당하는 Green Book의 일부

로 대기질 영향평가지침이 포함된다. 이는 대기질 영향평가와 그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 정

부정책의 타당성 분석의 일부로 진행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외부 효과의 정량화

4) Defra(2013a)에서 연구진이 재구성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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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목적으로 하는 ExternE, 규제영향분석의 범주로 이해되는 미국환경청(EPA)의 포괄적 

비용편익분석과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영국은 제안된 정책, 프로그램, 사업이 대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영향의 규모를 간이평가를 통해 일차적으로 측정하고, 

그 영향의 크기에 따라 평가방법론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피해비용 간이평가 결과 측정된 대기질 영향의 크기가 5,000만 파운드(현재가치)보다 

크면 환경식품농무부(Defra)의 컨설팅에 근거한 포괄적 영향경로분석(IPA: Impact 

Pathway Approach)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5,000만 파운드보다 적으면 영향 지역의 예

상되는 대기질 악화가 현재 법적 대기질 기준 내에서 수용 가능한지를 추가로 검토한다. 

검토결과 법적 대기질 수준을 준수할 수 있으면 피해비용을 보고하고, 법적 대기질 기준을 

준수할 수 없으면, 즉 대기질 악화로 인해 현재 법적 기준의 위반이 예상된다면 완화비용 

추정을 위한 단위비용접근법을 활용한다. 추정된 총 완화비용이 5,000만 파운드보다 크면 

포괄적 완화비용평가(ACA: Abatement Cost Assessment)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결국 

화폐화된 피해비용의 크기 5,000만 파운드와 법적 대기질 기준을 방법론 선택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4>는 대기질 영향 크기에 따른 방법론 선택 절차와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영향경로분석은 대기질 영향평가의 핵심방법론이며, 정책이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대기오

염물질 농도변화가 인간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다. 따라서 포괄적 영향경로

분석은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오염물질의 대기확산모델링, 인구집단 노출평가, 건강영향 

평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과 시간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영향경로분석은 

1) 기준선 설정, 2) 대기질 변화 정량화, 3) 대기오염물질 확산모델링, 4) 건강 또는 비건강

영향추정, 5) 영향의 화폐화 단계로 구체화된다.

기준선 설정은 정책, 프로그램, 사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고 예상되는 모든 

영향을 포함하여 설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영향의 지역적 범위, 기술변화 등을 포함

한다. 대기질 변화 측정은 모델링을 통해 배출원으로부터 오염물질 생성과정을 배출계수

(emission factor)의 형태로 도출한다.5) 다음은 오염물질의 대기확산모델링으로 이어지

5) 경제활동으로 인한 다양한 배출계수는 국가대기배출인벤토리(NAEI: National Atmospheric Emissions 
Inventory)에 의해 관리된다(http://www.naei.org.uk/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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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결과는 오염물질기후지도(PCM: Pollution Climate Mapping)로 표현된다. 건강영향 

평가는 PM10, SOx, NOx, NH₃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영향을 용량-반응함수를 활용하여 

추정하며, 용량-반응함수는 대기오염물질의료영향위원회(COMEAP: Committee on the 

Medical Effects of Air Pollutants)가 제공한다. 비건강영향은 건물부식 등을 포함한다. 

정량화된 건강영향은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으로부터 도출된 단위가치를 사용하여 화폐

화된다.

         자료: Defra(2013a).

<그림 2-4> 영국 대기질 영향평가방법론 선택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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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언급한 간이평가는 피해비용 추정을 의미하는데, 포괄적 영향경로분석(IPA)에 

사용된 모델링으로부터 도출된 주요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해당 피해비용의 근사값을 산출

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피해비용 추정은 포괄적 영향경로분석을 필요로 하는 정책분석

인지를 사전에 스크리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대기질 영향이 비교적 적을 것이라 

예상되는 정책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활용된다. 간이평가 형태의 피해비용 추정

은 정부가 제공하는 피해비용계산기(Damage Cost Calculator)를 활용하여 산출 가능하

며, 입력변수로 정책이행 기간, 평가기준 연도, 대상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톤) 변화량을 

필요로 한다.

단위비용(Unit Cost)은 특정 처리기술 또는 배출량 감소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한계

완화비용으로 정의되며 ￡/톤으로 측정된다. 완화비용접근법은 정책이행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며 대기질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벌금

(부담금) 산정에 활용된다. 완화비용접근법은 1) 목표 완화수준 설정, 2) 완화 또는 처리방법 

옵션 검토, 3) 특정 완화 또는 처리방법 선택으로 진행된다.

종합하면, ExternE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에의 외부 효과를 정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EPA(2011)는 대기청정법개선안(CAAA)의 포괄적 비용편익분석을 목표로, 

Defra(2013)는 정부의 4P(Policy, Plan, Program, Project; 4P)의 타당성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목표가 차별화된 분석틀이기 때문에 분석 범위 역시 차별화된다. 

그러나 건강영향 통합분석 측면에서는 배출량 추정-대기확산모델링-노출평가를 포함한 건

강영향 평가-화폐화-종합분석으로 이어지는 유사한 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건강영향 평가 

부문은 농도-반응함수를, 화폐화 부문은 건강영향(Health End Point)에 따라 질병비용

(COI), 통계적 생명가치(VSL), 연간수명가치(VOLY)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

로 요약된다. 또한 소개한 ExternE, EPA(2011), Defra(2013) 모두 영향경로분석에 근거

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출발하여 분석틀을 정립하고, 건강영향의 크기 및 화폐화를 위한 단

위가치를 도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통합분석지침을 마련한 후, 분석모델 개선은 물론 

지속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과학적 정보를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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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분석 사례연구

앞 절에서 ExternE와 EPA(2011)를 대상으로 분석절차와 방법론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본 절에서는 대기오염-건강영향-경제성 통합분석 연구사례를 유럽‧미국‧국내로 구분하고 주

요 결과를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가. 유럽 사례연구6)

EC(2005)의 ExternE 사업은 다양한 인간활동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외부 효과의 정량

적 측정과 화폐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사업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영향은 인간건강(사

망률), 인간건강(유병률), 건축구조물, 작물, 지구온난화, 어메니티, 생태계를 포함한 7개 

범주이다. 사업의 핵심은 건강영향(사망률, 유병률)이다. EC(2005)는 방법론 및 분석에 필

요한 핵심정보의 표준화를 통하여 회원국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영

향과 관련해서는 통계적 생명가치(VSL), 연간수명가치(VOLY), 질병비용(COI; 외래, 입원) 

등이 대표적이다(표 2-1 참조).

OECD(2015)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회원국 5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외 대기오염/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여 발표하였다. 사망률 증가로 

인한 피해비용은 통계적 생명가치(VSL: 기준 단위가치 300만 달러(2005))를 적용하였고, 

유병률 관련 피해비용은 방법론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사망률 증가로 인한 총 피해비용의 

10%를 가정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유럽회원국의 대

기오염 조기사망 총 피해비용은 1조 4,314억 달러, 유병률 포함 총 피해비용은 1조 5,746

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2-2 참조).

6) 안소은 외(2015)에서 재인용.



제2장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및 경제성 통합분석 사례연구 | 15

<표 2-1> 통합분석 사례연구 1: EC(2005)

제목 Externalities of Energy

연구목표
에너지 소비, 교통, 산업, 농업과 같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외부 효과의 정량적 측정과 화폐화

연구범위

- 오염물질: PM(10, 2.5), NOx, SO₂, O₃
- 건강영향: 만성천식, 기침, 사망률과 유병률
- 부가적인 영향: 작물생산성 감소, 지구온난화, 어메니티의 변화, 소음, 건축구조물 노후

화, 산성화 및 부영양화(생태계 영향)
- 시공간적 범위: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된 영향에 대한 피해비용 산정

방법론 영향경로분석, 통계적 생명가치(VSL), 연간수명가치(VOLY), 질병비용(COI)

주요

연구결과

- 사망률: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한 사망위험도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으로부터 도출한 연간수명가치(VOLY)

- 보상임금법(Compensating Wage Method)으로부터 도출한 통계적 생명가치(VSL) 
사례연구 대표값

- 유병률: 질병비용(COI) 추정치

주: 질병비용(COI)에는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및 개인비용(간병비용 등)을 포함한 자원비
용(Resource Costs), 생산성 손실로 인한 기회비용 및 여가손실 비용, 심리적 고통 등을 
포함한 불편비용 등이 포함됨

연간수명가치(VOLY) 권고 추정치(유로, 2000년 기준)
하한값 중위값 상한값
27,240 50,000 225,000

건강영향(health endpoint)
권고 단위가치(평균값)

(유로, 2000년 기준)
병원 입원 2,000/입원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670/1회
천식(외래) 53/1회
호흡기 증상(외래) 75/1회
호흡기 질환 약제비용 1/일
질환으로 인한 중요 행위 제한 130/일
질환으로 인한 대수롭지 않은 행위 제한 38/일
근무(작업) 손실 82/일

통계적 생명가치(VSL) (유로, 2000년 기준)
보수적 평균값 5,000,000

가중평균값 6,500,000

출처

IPA(2005), “ExternE Externalities of Energy. Methodology 2005 Update”, 
Directorate-General for Research Sustainable Energy Systems, European 
Commission, http://www.externe.info/externe_d7/?q=node/46.

비고 핵심정보의 표준화를 통하여 회원국이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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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통합분석 사례연구 2: OECD(2015)

제목 Economic Cost of the Health Impact of Air Pollution in Europe

연구목표
세계보건기구(WHO) 유럽회원국 5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외 대기오염/실내 공기오염으
로 인한 건강영향의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범위

- 오염물질: PM(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 O₃
- 건강영향: 사망률, 유병률
- 분석자료: 세계보건기구(WHO)의 2000, 2008, 2012 글로벌 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질병부담(burden of disease) 자료; OECD의 2012, 2014 보고
서 활용

방법론 통계적 생명가치(VSL), 연간수명가치(VOLY)

주요

연구결과

-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활용하여 실외 대기오염/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

- 통계적 생명가치(VSL)는 기준가치 300만 달러(2005년 기준)에 국가 간 구매력과 1인
당 GDP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 후 사용함

- 유럽회원국 53개국의 실외 대기오염/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경제적 비용
은 각각 1조 5,746억 달러, 1조 4,3149억 달러로 추정됨; PM10으로 인한 조기사망 
총비용이 전체 비용의 80%를 차지함

 

조기사망(명) 통계적 

생명가치

(VSL)

조기사망으로 인한 

총비용(2010; 백만 달러)

대기오염(PM) 실내공기질
대기오염

(PM)

대기오염 + 

실내공기질
독일 41,581 - 3.48 144,715 144,715

폴란드 24,729 23,816 2.10 51,870 101,826
러시아 94,558 24,894 2.40 225,975 285,467

...
합계 498,538 164,231 1,156,118 1,431,499

- 2005, 2010 WHO 유럽회원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경제적 총비용
- 유병률 증가로 인한 비용은 표준화된 방법론 부재로 조기사망 비용의 10%를 가정함

유럽 지역 전체의 합계
비용(백만 달러)

2005 2010

APMP로 인한 건강영향의 경제적 총비용
(조기사망 + 유병률)

≈

1,107,945

≈

1,271,730
APMP + HAP로 인한 건강영향의 경제적 총비용
(조기사망 + 유병률)

≈

1,384,794

≈

1,574,649

 APMP: 입자상 물질에 의한 대기오염(ambient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HAP: 실내공기질 오염(household air pollution)

출처 OECD(2015), Economic Cost of the Health Impact of Air Pollution in Europe.

비고 PM을 주 오염물질로 분석하였고 WHO 유럽회원국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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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사례연구

Defra(2013b)는 2007년도 수립된 대기질 전략(AQS: Air Quality Strategy,)에 기반한 

환경규제 시나리오 20개에 대한 건강영향과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

익을 산출하였다. 건강영향으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만성사망률,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 입원,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로 인한 폐암 발병 등을 포함하며, 환경영향으로는 

건축물 노후, 생태적 영향 등을 포함한다. 예시적으로  시나리오 A(오염물질 저감비율 24∼

92%)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2-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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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통합분석 사례연구 3: Defra(2013b)

제목 An Economic Analysis to Inform the Air Quality Strategy

연구목표
영국의 대기질 통제전략에 따라 UK 전역을 대상으로 대기조성 변화와 이에 따른 건강/도
시환경 변화 분석과 영향평가

연구범위

- 오염물질: PM, NOx, O3, SO2, NH3, VOCs, PAHs 등
- 건강영향: 만성적 사망률, 유병률, 폐암 발병, 소음 등
- 분석자료: 2007년 이후 IGCB, Defra의 대기질 전략(AQS) 통합분석보고서(2011, 

2013); 영국보건부(COMEAP) 보고서 자료 활용

방법론 영향경로접근법, 순현재가치(NPV), 농도-반응함수

주요

연구결과

- AQS 시나리오 예시(Measure A):

- 환경규제 시나리오는 총 20개로, 운송, 제조산업, 가계, 선박 등 부문별로 배출규제 
또는 기술발전을 가정함

- Measure A 적용 예시(단위: 백만 파운드):

- 영국 및 유럽연합의 2007년 배출기준으로 2010년, 2020년 오염원별 배출규제 방향에 
따라 건강피해영향이 감소할 경우 발생하는 상대적 편익을 추정함

- 지역 구분 없이 주요 도로 및 도심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원(NOx, PM)의 배출 관측치
를 기반으로 건강영향을 포함한 부문별 발생비용과 편익을 계산함

Measure Description

A

(Euro 

low)

- 제한적 시나리오(low intensity scenario); EU의 자동차 유해
가스 배출기준인 Euro5와 EuroVI를 이용하였을 경우를 가정
(오염물질 감축비율: 24~92%)

- NOx: LDVs에서 20%, HDVs 50% 감축
- PM: LDVs에서 90% 감축

요소 연간 Value 연 PV

편익

수명 연장(보호) 518-1,219

469-1,183

PM-RHA 감소 1-3
PM-CHA 감소 1-3
오존으로 인한 사망(증가) (4)-(0.12)
오존-RHA(증가) (5)-(0.09)
Carbon(증가) (46)
Crops 생산량 변화 2
건축물 노화방지 2

비용
연간 기술비용 262 - 268

382-389연간 추가 연료소비에 따른 자원비용 119 - 120
반발영향으로 인한 후생 영향 1

주: 괄호( ) 안의 가치 음수

    RHA: 호흡기계 입원; CHA: 심혈관계 입원 
총계(NPV): 80 - 801

출처 Defra(2013b), An Economic Analysis to Inform the Air Qualit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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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사례연구7)

EPA(2011)는 1990 대기청정법 개정안(CAAA) 이행에 따른 포괄적 비용편익분석 결과

를 보고하고 있다. 분석기간 1990∼2020년과 개정안(CAAA) 유무(有無)의 조합을 통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 기준, 개정안(CAAA) 총 이행비용 평균

값은 650억 달러/년(2006$)으로, 총편익 평균값은 2조 달러/년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건

강편익은 1조 9,000억 달러/년으로 총편익의 95%에 이르며, 미세먼지(PM) 농도 감소에 

따른 조기사망률 감소에 의한 건강편익은 1조 7,000억 달러/년으로 총편익의 85%에 해당

한다(표 2-4 참조).

EPA(2013)는 초미세먼지(PM2.5)와 초미세먼지전구체(NOx, SO₂)를 대상으로 17개 부

문별 단위배출량 편익추정치($/ton)를 사망률 감소와 관련된 건강편익을 기반으로 산출하

여 보고하였다. 방법론은 경제성 분석일반지침(EPA, 2010)과 대기청정법 개정안(CAAA) 

비용편익분석(EPA, 2011)에서 제시한 표준화된 절차, 즉 배출량-농도모델링, 건강영향 평

가-가치추정을 적용하였다. 보고서는 부문별 단위배출량 편익추정치($/ton)를 사망률과 유

병률 감소에 따른 가치로 정의하고 다양한 할인율(3%, 7%)과 연도(2016, 2020, 2025년)를 

기준으로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2020년, 3% 할인율 기준, 항공 및 선박운항 부문

의 편익 추정치는 PM2.5, SO₂, NOx 각각 48만, 17만, 1만 4,000달러/ton(2010$)에 

해당한다(표 2-5 참조).

한편 기술한 바와 같이 대기청정법 개정안(CAAA) 이행에 따른 총편익은 건강편익이 압

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편익은 조기사망률 감소로 인한 편익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편익산출의 기반이 되는 통계적 생명가치(VSL)는 매우 중요한 단위가치라 할 수 

있다. EPA는 1990년 통계적 생명가치(VSL) 기준 추정치로 480만 달러를 사용할 것을 권고

한 이후로 통계적 생명가치(VSL)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기준 추정치를 개선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부로 진행된 연구 중의 하나가 Dockins et al.(2004)이다(표 2-6 

참조). 현재 경제성 분석일반지침(EPA, 2010)에서 권고하고 있는 통계적 생명가치(VSL) 

기준추정치는 2006년 기준 740만 달러이다.

7) 안소은 외(20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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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통합분석 사례연구 4: EPA(2011)

제목 The Benefits and Costs of the Clean Air Act from 1990 to 2020

연구목표 대기청정법 개정안(CAAA)의 포괄적 비용편익분석

연구범위

- 오염물질: PM, O₃, VOC, SO₂, CO
- 건강영향: 사망률, 유병률
- 분석기간 1990∼2020년과 대기청정법 개정안(CAAA) 유무(有無)의 조합을 통하여 다

양한 시나리오 분석 실시

방법론 통계적 생명가치(VSL), BenMAP, 비용편익분석

주요

연구결과

- 대기청정법 개정안(CAAA)의 포괄적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비용(백만 달러; 2006 기준)
구분 2000 2010 2020

직접비용(A) 20,000 53,000 65,000

직접

편익

건강영향

PM 사망률 710,000 1,200,000 1,700,000
PM 유병률 27,000 46,000 68,000
오존 사망률 10,000 33,000 55,000
오존 유병률 420 1,300 2,100

건강영향 소계(B) ≒747,000 ≒1,247,000 ≒1,870,000

기타 영향

차량 3,300 8,600 19,000
거주지 건물피해 11,000 25,000 48,000
농업/임업 생산성 1,000 5,500 11,000

물질적 손해액 58 93 110
생태계 영향 6.9 7.5 8.2

기타 영향(C) ≒15,000 ≒39,000 ≒78,000
편익합계(D) 770,000 1,300,000 2,000,000

순편익(D-A) 750,000 1,200,000 1,900,000
편익/비용(D/A) 39/1 25/1 31/1

A): 대기청정법 개정안(CAAA)의 직접 이행비용
B): 건강영향 편익 산출 시 통계적 생명가치(VSL) 740만 달러(2006$)와 질병비용(COI) 사용
B), C): 건강영향과 기타 영향은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소계가 항목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따라서 대략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 건강편익이 총편익의 95%에 해당하며, 미세먼지(PM10) 조기사망 감소로 인한 편익이 
총편익의 85%에 해당함

- 2000, 2010, 2020 분석연도 모두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
되어 대기청정법개선안(CAAA)의 효과성을 검증함

출처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ffice of Air and Radiation(2011), The 
Benefits and Costs of the Clean Air Act from 1990 t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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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통합분석 사례연구 5: EPA(2013)

제목 Estimating the Benefit per Ton of Reducing PM2.5 Precursors from 17 Sectors

연구목표 산업부문별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확인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비용을 산출

연구범위

- 오염물질: PM2.5, NOx, SO₂, VOC, NH₃
- 건강영향: 사망률, 유병률 증가
- 분석자료: Krewski et al.(2009), Lepeule et al.(2012)을 참조, 경제성 분석일반지침

(EPA 2010) 자료 이용

방법론 배출량-농도 모델링, 통계적 생명가치(VSL), 건강영향 평가(HIA), BenMAP

주요

연구결과

- 소득 변화에 따른 통계적 생명가치(VSL)

- 2020 주요 산업부문 오염물질 배출량 톤당 예상 건강편익
 ;건강편익은 회피 사망률 영향/유병률 영향에 대한 가치추정치의 합으로 산출됨

  

산업부문
Lepeule et al.(2012) 추정치 사용

(3% 할인율; 2010$ 기준)
PM2.5 SO₂ NOx

Air craft, locomotives and marine 

vessels
570,000 210,000 16,000

…
Coke ovens 1,100,000 120,000 24,000
Electricity arc furnaces 1,000,000 190,000 22,000
…
Integrated iron and steel facilities 1,100,000 200,000 31,000
Iron and steel facilities 1,200,000 940,000 39,000
…
Residential wood combustion 860,000 230,000 31,000
Taconite mines 190,000 78,000 14,000

 

연도

통계적 생명가치(VSL)

(백만 달러, 2000년 

기준)

소득증가를 반영한

통계적 생명가치(VSL) 

2016 2020 2024

2000 6.3 7.3 7.6 7.8
2006 7.4 8.6 8.9 9.1
2011 8.2 9.6 9.9 10.1
2012 8.4 9.8 10.1 10.4

출처

U.S. EPA Office of Air and Radiation, Office of Air Quality Planning and 
Standards Research Triangle Park, NC27711(2013), Estimating the Benefit per 
Ton of Reducing PM2.5 Precursors from 17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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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시아 사례연구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럽, 미국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나 지침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대

부분 특정 지역, 특정 질환, 특정 오염물질에 대한 개별적인 건강영향 평가 사례연구와 통계

적 생명가치(VSL) 또는 질병비용(COI) 추정 연구이다. 건강영향 및 경제성 분석 통합연구 

관련해서는 중국과 싱가포르 사례를 확인하였는데, 모두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간이평가 

형태의 연구이다. 즉, 기존 연구로부터의 농도-반응함수를 이전하여 활용하거나, 기존 연구

로부터 통계적 생명가치(VSL) 또는 질병비용(COI)을 가치이전(Value Transfer)하고, 정책 

시나리오의 편익과 비용을 산출한 사례이다.

Wang and Mauzerall(2006)은 중국 동부 Zaozhuang 시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배출저감 기술과 화석연료 대체기술을 도입할 경우 농업‧산업(화력발전)‧수송 부문에서의 

미세먼지농도 저감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건강영향과 사회적 편익을 산출하였다(표 2-6 

참조). Quah and Boon(2003)은 1999년 기준 싱가포르의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된 난방‧
발전‧산업‧수송 부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PM10)의 증가에 따른 조기사망과 호흡기계 질환 

입원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였다(표 2-7 참조).

마. 호주 사례연구

호주는 국가환경보호협의회(NEPC: N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Council)를 

중심으로 인공적 발생 미세먼지와 자연적 발생 미세먼지에 대해 2011년부터 2036년까지 

호주 8개 지역 총 12개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건강영향은 장기 노출

로 인한 조기사망률, 유병률을 대상으로 하였고, 환경영향으로는 건축물 손상을 포함하였으

며,  국가환경보호협의회(NEPC)의 배출규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각 시나리오별 비용

과 편익을 산출하였다. 건강영향은 유병률 관련 삶의 질 감소, 입원비용 및 기간, 유병인구

의 생산성 감소 등을 고려하였으며, 화폐화를 위한 단위가치로는 Aust et al.(2013)의 통계

적 생명가치(VSL) 약 600만 달러, 연간수명가치(VOLY) 28만 8,991달러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론으로는 영향경로접근법과 한계완화비용(marginal abatement cost)를 병행하

여 적용하였다(표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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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통합분석 사례연구 6: Wang and Mauzerall(2006)

제목
Evaluating Impacts of Air Pollution in China on Public Health: Implications for 
Future Air Pollution and Energy Policies

연구목표
중국 동부 지역의 Zaozhuang 시와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3개의 기술발전 시나리
오별 대기 중 오염농도 감축효과와 그에 따른 비용을 추정하여 비교

연구범위

- 오염물질: 농업 부문 배출(1차 PM), 화석연료연소로 인한 배출(2차 PM)
- 건강영향: 장기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률, 유병률
- 분석범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Zaozhuang, Jinang, Linyi, Xuzhou 4개 행정구역

의 대기오염영향 분석; 농업‧산업(화력발전/난방)‧수송 부문의 PM 발생에 한함

방법론
농도반응함수, 손실수명년수(YLL), 편익이전기법, 통계적 생명가치(VSL), Communiti 
Multi-Scale Air Quality Modeling System(CMAQ)

주요

연구결과

시점
배출

시나리오

기술적 시나리오(시점별 적용 비중, %)
Zaozhuang Jinang/Linyi/Xuzhou 그 외

2000
A BAU(100%) BAU(100%) BAU(100%)
B Zero BAU(100%) BAU(100%)

2020

C BAU(100%) BAU(100%) BAU(100%)
D Zero BAU(100%) BAU(100%)
E BACT(100%) BAU(100%) BAU(100%)
F ACGT(24%)/BAU(76%) ACGT(2%)/BAU(98%) BAU(100%)

1) Zero: 인위적 배출량 없음 시나리오; 현실적이진 않으나 기술 시나리오에 따른 감축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 도입함

2) BAU: Business-as-usual; 에너지 이용/환경통제기술/배출 수준이 2000년대 수준으로 유지됨
3) BACT: Best Available Emission Control Technology; 배출저감기술 발전으로 PM 및

기타 대기오염물질이 일정 비율 감축됨을 가정
4) ACGT: Advanced coal gasification technologies; 화석연료인 석탄연소의 대체기술을

적용할 경우 난방‧발전‧산업‧수송 부문에서의 PM 감축

건강영향 유형

단위 

피해비용

(US $)

BACT 시나리오/BAU 대비 ACGT 시나리오/BAU 대비
감축

건수

총편익(10억원) 감축

건수

총편익(10억원)

2차 PM 1차 PM 2차 PM 1차 PM

조기사망 163,351 174 167

250

347 48

745

만성 기관지염 8,848 177

22

496

6
입원

호흡기계 235
769 2,153

심혈관계 323
급성 기관지염 2 6,069 16,994

천식발병 2 675 1,890
활동제한일수 3 29,201 81,759

총 계 37,065 189 250 103,639 54 745

- PM 감축효과는 BACT가 뛰어나지만 전반적인 편익은 ACGT가 더 큼

출처
Wang XP and D. L. Mauzerall(2006), “Evaluating Impacts of Air Pollution in 
China on Public Health: Implications for Future Air Pollution and Energy 
Policies”, Atmospheric Environment (40), pp.1706-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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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통합분석 사례연구 7: Quah and Boon(2003)

제목 The Economic Cost of Particulate Air Pollution on Health in Singapore

연구목표

경제개발이 활발한 신흥발전국가의 대기오염 건강영향 평가를 수행하고자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통계적 생명가치를 이용하여 대기오염 및 경제상황에 따른 건강영향과 그의 
금전적 비용을 산출함

연구범위

- 오염물질: PM10
- 건강영향: 단기적 사망률, 단기적 유병률
- 분석자료: 1999년 1월부터 12월까지 싱가포르 전체 12개 대기질 관측소에서 추정한 

월별 자료: 싱가포르환경청 연간보고서 활용
- 부문별 범위: 화석연료 이용 부문(난방, 발전, 산업, 수송)

방법론 용량반응함수, 편익이전기법, 통계적 생명가치(VSL), 유병률 단위비용(MUV)

주요

연구결과

- 1999년 싱가포르의 인구현황과 PM의 대기 중 농도 변화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사망
률/유병률 건수를 추정함

- 1992년도 영국의 통계적 생명가치(VSL)인 1.5백만 파운드를 편익이전기법을 이용하
여 1인당 GDP 격차에 따라 싱가포르 VSL로 환산함

- 물리적 건강영향 피해건수에 VSL을 곱하여 사망/유병률로 인한 피해비용을 추정함

건강영향
단위 

피해비용

건강영향

건수(명)

건강영향 피해비용
백만 달러 10억 원

사망유형 조기사망 3,000,000 167 501.00 570.14

질병유형

RHA 13,833 453 6.27 7.14
ERV 522 8,951 4.67 5.31
RAD 71 1,787,000 57.54 65.48

천식 발병 35 2,191,000 77.33 88.00
호흡기계 증상 10 6,345,000 62.82 71.49
만성기관지염 140,219 2,311 324.10 368.83

합계 3,154,690 10,334,882 1,033.73 1,176.39

- 싱가포르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비용은 1999년 싱가포르 GDP인 
US$84,965 million의 4.31%인 US$3,662 million과 같음

- 이 중 PM10으로 인한 영향은 1.22%이며, 최소 US$388 million임
- 사망률 계수와 유병률 계수, 소득탄력성 등 비용추정분석을 위해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국가의 수치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싱가포르의 대기오염 심각성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건강영향분석을 위한 대상 대기오염농도가 실내가 아닌 실외 수치인 반면, 영향을 
받는 인구의 경우 도시 지역은 하루 중 68%, 전원 지역은 하루 중 21%를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
Quah, E, T. L. Boon(2003), “The Economic Cost of Particulate Air Pollution 
on Health in Singapore”, Journal of Asian Economics 14(1),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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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통합분석 사례연구 8: NEPC(2013)

제목 Economic Analysis to Inform the National Plan for Clean Air

연구목표 NEPC의 PM 기준에 따른 건강영향 경제성 평가분석

연구범위

- 오염물질: PM
- 건강영향: 장기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률, 유병률
- 그 외 영향: 건축물 마모 등 
- 분석범위: 인공적 발생 PM과 자연적 발생 PM에 대해 2011년부터 2036년까지의 호주 

8개 구역, 총 12개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방법론
Exposure-Reduction Framework, Marginal Abatement Cost Curves(MACC), 포
트폴리오분석, 순현재가치(NPV), 영향경로접근법

주요

연구결과

- NEPC의 PM 배출규제 강도 시나리오와 그 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PM 유형, 배출수
준 및 대기 중 농도 수준에 따른 연평균 사망자 수와 유병인구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

- 호주의 통계적 생명가치(VSL)는 Aust et al.(2013)의 연구에 의하면 약 600만 달러이
며, 손실수명가치(VOLY)의 경우 28만 8,991달러로 추정된 바 있음

- 이를 이용해 배출감축 규제를 이행할 경우 정부의 예산과 유병률 관련 삶의 질 감소 
수준, 입원기간 및 입원비용, 유병인구의 생산성 감소 피해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
고자 하는 PM 배출감축정책의 비용편익을 계산함

PM 유형 BAU 시나리오: 농도 총편익(2011 $m)

연평균 PM10
Standard 20μg/m3 6,389
Standard 16μg/m3 실용성 없음*
Standard 12μg/m3 불가능함**

연평균 PM2.5
Standard 10μg/m3 BAU기준 이미 달성
Standard  8μg/m3 6,464
Standard  6μg/m3 실용성 없음

일별(24시간)

PM10

Standard 50μg/m3 BAU기준 이미 달성
Standard 40μg/m3 6,616
Standard 30μg/m3 불가능함

일별 PM2.5
Standard 25μg/m3 6,940
Standard 20μg/m3 실용성 없음
Standard 15μg/m3 불가능함

 * 현존 감축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목표 감축이 어려움
 ** 자연적 발생 PM으로 인해 이미 기준치 초과됨

- 각 대기질 기준을 준수할 경우 2036년에 발생하는 기준별 총편익을 계산한 결과는 
표와 같음

- PM2.5 기준 6μg/m3인 경우 비용편익 추정 결과, 호주 8개 구역에서 총 
10,778tPM2.5를 감축하기 위해 $1,849,482,000의 비용이 필요한 반면, 기대 건강
편익은 $4,688,670,000로 매우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총 8개 권역 중 6개 권역이 모두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정책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음

출처 NEPC(2013), Economic Analysis to Inform the National Plan for Clea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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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내 사례연구8)

국내 건강편익 산정 사례연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환경부, 2003; 경기개발연구원, 2003; 환경부, 

2007)과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건강영향 분석(국립환경과학원, 2012)으로 구

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환경부(2003)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20개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직접비

용과 예상편익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평가하였으며, 오염물질별 대기오염의 사회적 한계비

용 추정치로 UNEP(1998)와 EC(2002)를 활용하였다. 이 중 대부분이 조기사망으로 인한 

비용에 해당한다(표 2-9 참조). 경기개발연구원(2003)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

별법｣에 근거하여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환경세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편익과 비용을 산출하였다. 환경부 대기오염 측정자료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오염도를 기준선으로 하였을 경우, 경기도 전체 피해액은 1조 2,000억~4조 5,000억 원으

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PM으로 인한 조기사망과 CO, O₃, NO₂로 인한 입원 건강영향을 

포괄하며, 지역내총생산 대비 1.2~4.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표 2-10 참조). 환경부

(2007)는 EPA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형 BenMap을 구축하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

별대책｣으로 인한 건강편익을 산정한 바 있다(표 2-11 참조).

국립환경과학원(2012)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초과 사

망자 수와, 온도변화에 따른 PM10 농도변화를 예측하고 그로 인한 질환 발생과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초과사망비용은 편익이전을 활용한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적용하였

고, 질환발생비용은 입원으로 인한 질병비용(COI)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2020년 기준 

건강비용은 고온인 날 8억 5,900만 원과 그렇지 않은 날 153억 5,000만 원으로 총합계 

16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2-12 참고).

8) 안소은 외(20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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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통합분석 사례연구 9: 환경부(2003)

제목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대한 경제성 평가

연구목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20개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직접비용과 예상편익을 대상으
로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경제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제시

연구범위

- 오염물질: O₃, NOx, PM10, VOC, HC
- 건강영향: 조기사망, 호흡기질환 사망
- 분석자료: 2002년 수도권 오염물질 배출량, 2000, 2007, 2012년 오염물질 배출전망, 

서울과 경기도 환경예산 및 대기예산 추이, 특별대책사업 적용 시 자동차별 오염물질 
삭감량

방법론  순현재가치(NPV), 비용편익분석

주요

연구결과

- 2001~2002년 전국 기준, 오염물질별 배출현황을 보면 SO₂ 배출량의 14.8%, PM10의 
19.2%, NOx의 31.0%, VOC의 22.4%, CO의 42.6%가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됨

- 오염물질별 대기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 추정치로 UNEP(1998)과 EC(2002)를 활용

-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20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각종 대책

대기오염 사회적 비용
UNEP 자료 적용한 경우

대기오염 사회적 비용
EC 자료 적용한 경우

NPV(백만 원) B/C비율 NPV(백만 원) B/C비율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1) 일반제작차 1,420,085 2.70 1,601,458 2.92
2) 건설기계 399,168 4.05 735,439 6.63
3) 이륜차 473,933 2.62 -232,877 0.21

저공해자동차 보급
4) 전기하이브리드차 -338,245 0.65 -322,337 0.67
5) 전기자동차 -172,589 0.59 -174,992 0.59

…
친환경적 에너지관리

19) 지역난방 보급 확대 394,209 ∞ 573,238 ∞
20) 청정연료 및 저황유 보급 확

대
54,662 1.27 1,287,364 7.49

오염물질 UNEP(원/kg) EC(원/kg)
먼지 28,583 301,940
SO₂ 9,834 57,960
NOx 8,755 4,850
VOC 8,456 2,425
CO 7,276 0

출처 환경부(2003),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에 대한 경제성 평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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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통합분석 사례연구 10: 경기개발연구원(2003)

제목 경기도 지역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적정 수준 달성 방안

연구목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200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관리제와 
환경세제를 도입할 경우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의 편익과 비용 산출

연구범위

- 오염물질: SOx, CO, HC, PM, O₃, NOx
- 건강영향: 조기사망, 호흡기질환, 만성기관지염, 급성기관지염, 출혈성 심부전증, 천식
- 시공간적 범위: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측정망별 오염도 분포 측정
- 분석자료: 경기개발연구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환경부 대기오염 측정망 자료, 

인구센서스3000, EPA보고서(1997) 등 사용

방법론

-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오염도와 배출량, 오염도와 지역특성변수와의 관계 분석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추정치를 활용한 가치이전기법 적용;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건

수 및 피해액 산출, 현시선호방법, 진술선호방법, 회피행위모형 사용

주요 연구결과

- 시나리오 1(환경부의 대기오염 측정자료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오염도를 기준선으로 할 
경우) 적용 시 미세먼지(PM)로 인한 피해 건수

구분
조기사망
(건수)

호흡기질환
(병원진료/건)

만성기관지염
(건/년)

급성기관지염
(건/년)

경기 4,854 2,332~5,664 3,373 599,078
서울 5,426 2,627~6,379 3,800 519,793
인천 847 444~1,078 635 104,525

- 건강피해액 추정을 위한 단위가치

종류 단위가치 출처

조기사망
1억 8,000만 원~8억 6,000만 

원/건
엄영숙(1998)

급성호흡기질환 33,440원/건 신영철(2002)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입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영향분석결과

오염물질
시나리오 1 기준

지역별 피해액(단위: 백만 원):
서울 인천 경기도

PM
최소 1,360,077 217,112 1,218,550
최대 5,058,303 794,560 4,526,754

O₃ 7.69 2.22 44
CO 43.55 7.12 8
NO₂ 13 3 10

합계(최소, 최대)
1,374,324~
5,064,207

219,520~
795,558

1,218,611~
4,526,816

지역총생산 대비 비율(%) 1.4~5.2 1.0~3.8 1.2~4.3

출처 경기개발연구원(2003), ｢경기도 지역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적정 수준 달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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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통합분석 사례연구 11: 환경부(2007)

제목 환경오염 저감정책의 건강편익산정 모형 확립 및 적용연구

연구목표

2005년 환경부와 미국 EPA(와)의 공동연구로 진행된 “제3차 통합환경전략(IES)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BenMAP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한국형 BenMAP
을 구축하고 현재(2007년도 기준) 시행 중인 대기질 개선 관련 정책으로 기대되는 건강편
익을 추정

연구범위

- 오염물질: PM10, O₃
- 건강영향: 일별 사망위험, 일별 천식위험 증가
- 시공간적 범위: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원과 건강영향 측정

방법론
진술선호법(통계적 생명가치(VSL), 인적자본접근법, 편익이전법, 질병비용(COI), 
BenMAP

주요연구결과

- BenMAP에 적용한 건강편익 산정을 위한 단위가치 추정치
- 선택실험법에 근거한 통계적 생명가치(VSL)는 47억 원, 편익이전에 근거한 통계적 생명

가치(VSL)는 25억 원으로 산정됨

구분 연령구분 통계적 생명가치(VSL)(원)
선택실험법 전체 연령 4,791,000,000

EPA(1997, 1999) 편익이전 전체 연령 2,503,962,053

- 미세먼지(PM10) 농도 개선에 따른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의 65세 이상 조기사망 감소 
수는 각각 1,700명, 342명, 1,117명(평균)으로 추정됨

- 선택실험법으로부터의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적용하였을 경우, 미세먼지(PM10) 농
도개선에 따른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의 65세 이상 건강편익은 각각 8조 1,000억 
원, 1조 6,000억 원, 5조 3,000억 원(평균값 기준)으로 추정됨

- EPA(1999)로부터 편익이전을 적용하였을 경우, 미세먼지(PM10) 농도개선에 따른 서
울‧인천‧경기도 지역의 65세 이상 건강편익은 각각 4조 8,000억 원, 2조 6,000억 원(평
균값 기준)으로 추정됨

건강편익 추정 결과(백만 원)

서울 인천
경기

(해당 지역)
합계

조기사망
(명)

평균 1,700 342 1,117 3,159
95% 하한값 652 131 426 1,209
95% 상한값 3,283 659 2,146 6,088

선택실험법
평균 8,151,475 1,638,325 5,339,772 15,129,574

95% 하한값 2,696,838 542,657 1,769,997 5,009,492
95% 상한값 17,672,040 3,548,867 11,560,817 32,781,726

편익이전
평균 4,018,540 807,667 2,632,417 7,458,624

95% 하한값 226,618 45,571 148,583 420,773
95% 상한값 10,269,750 2,063,040 6,721,756 19,054,546

출처
환경부(2007), ｢환경오염 저감정책의 건강편익산정 모형 확립 및 적용｣, 한국환경정책·평
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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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통합분석 사례연구 12: 국립환경과학원(2012)

제목 기후변화에 의한 대기오염 및 건강영향 연구(Ⅱ)

연구목표
기후변화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변화 및 건강피해 발생 정도를 평가·예측하고, 민
감·취약집단을 중심으로 건강피해를 저감·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연구범위

- 오염물질: PM10, O₃, NO₂
- 건강영향: 초과 사망자 수 증가, 심혈관계 관련 질환 입원위험 증가
- 시공간적 범위: 2008년부터 2100년까지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 분석, 대상 인구집단은 65세 이상 연령집단

방법론 통계적 생명가치(VSL), 질병비용(COI), 델파이 조사, 계층분석방법, 예산배분법

주요

연구결과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와 온도변화에 
따른 PM10 농도변화를 예측하고 건강영향과 사회적 비용을 추정

- 기후변화 관련 질병비용(COI)(2011 기준) 및 통계적 생명가치(VSL) 단위가치

구분 항목 심혈관계 질환(원) 호흡기계 질환(원)

질병비용(COI)
(원: 2011 기준)

직접의료비용 5,284,087 1,081,231
비의료 직접비용 188,568 21,630

환자 본인 기회비용 807,955 558,493
합계 6,280,610 1,661,354

통계적 생명가치
(VSL: 원)

조승헌·신영철(2008)
466,000,000

(339,000,000~594,000,000)

- 기후변화 관련 입원 및 조기사망으로 인한 비용추정(통계적 생명가치(VSL) 기준값 적용)

- 2020년 기준 건강비용은 고온인 날 8억 5,900만 원과 그렇지 않은 날 153억 5,000만 
원으로 총합계 16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연도 2020(백만 원) 2050(백만 원)

구분
여름철

고온인 날
여름철

고온 아닌 날
여름철

고온인 날
여름철

고온 아닌 날

심혈관계 관련 
질환 입원

입원비용 245 0 810 0
95% 하한 38 0 126 0
95% 상한 452 0 1,501 0

호흡기계 관련 
질환 입원

입원비용 0 0 24 224
95% 하한 0 0 0 0
95% 상한 0 0 51 452

조기사망
(기준값)

사망비용 614 15,350 20,876 6,754
95% 하한 0 0 12,894 0
95% 상한 614 28,858 28,244 14,122

건강비용
총합계

합계 859 15,350 21,710 6,978
95% 하한 38 0 13,020 0
95% 상한 1,006 28,858 29,796 14,574

출처
국립환경과학원(2012), ｢기후변화에 의한 대기오염 및 건강영향 연구(Ⅱ)｣,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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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1. 개요

본 연구에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을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과 사망영향의 인과성을 파악하고, 대기오염의 장기 노출로 인한 사망위험을 평가하고, 대

기오염의 단기 노출로 인한 사망위험을 평가하였다.  

첫째, 대기오염의 장기 노출로 인한 사망영향의 인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사망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다. 이중차분법은 기존의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

가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시계열 분석방법의 제한점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인과성을 규명하게 된다. 

둘째, 대기오염의 장기 노출로 인한 사망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

본코호트DB를 이용하여 7대 도시를 대상으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기오염의 건

강영향은 기존 다른 질환 유무에 따라 건강영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정하

기 위하여 새로운 동반질환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셋째,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통계청 사망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적용하여 미세먼

지의 단기 노출에 따른 사망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건강영향은 심혈관계 사망영향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2 |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

2.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대기오염 장기 노출의 건강영향 평가

가. 개요 및 정의

환경역학연구에서 시계열 자료 분석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다.9) 인구집단의 일별 

환경변수와 해당 일의 건강결과변수(예, 사망 및 입원자 수)를 회귀모형에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시계열 분석에서는 일별 환경변수뿐만 아니라 계절성 등을 보정한다.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통계방법은 Generalized Additive Model(GAM)이다.10) 시계열 분석방법은 일별 환경에 

의한 건강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반면, 인과성을 규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은 정책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쓰이는 방

법이다.11)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폭염행동강령을 적용했을 

때 그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이중차분법은 노출되었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의 건강변수 기댓값의 비율(Ratio)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식(3-1)

여기서 
   는 i 단위에서 노출 A가 a일 때의 건강변수 값; 

  ′은 노출 A가 a’에 

노출되었을 때의 건강변수 값으로 가정한다.

<그림 3-1>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평가 개념도

9) Lim et al.(2015), pp.1311-1319 참조.

10) Wood and Augustin(2002), pp.157-177 참조.

11) Benmarhnia et al.(2016 in pres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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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모델에서는 공간 c, 시간 t에서 a라는 노출에 따른 기대건강변수는 
  라고 

가정하고, 공간 c, 시간 t에서 a’이라는 노출에 따른 기대건강변수 
  ′를 가정하였으며, 

기댓값의 비율 


  ′
 

  
 을 추정하고자 한다. 모델은 다음과 같다.

log  
            log

여기서 a는 대기오염, Zc는 지역 가변수(dummy), Ut는 연도 가변수(dummy), Wc,t는 

지역별, 시간별로 변하는 변수, Pc는 지역의 인구를 의미한다.

위 모델에서 시간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산술에 의해서 지역의 특성은 상쇄되고 시간

의 차이만 남게 된다. 

log 
  log    

′  

   

  ′

   

      

      

log log

                      식(3-2)

log 
  log    

′  

  ′

      

      

                        식(3-3)

시간 차이들의 공간 차이는 다음과 같은 산술에 의해서 시공간에서 동시에 다른 특성을 

가진 값만 남게 된다.

log 
  log    

′   log ′   log′   
′  

  ′   ′ 

       ′   ′    

      식(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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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기서       ′   ′     값이 0이라면, 대기오염 노출의 시간 

차이의 공간 간 차이 (DID)가 건강변수의 DID를 좌우하게 된다. 즉 인과성을 규명할 수 

있게 되며, 만약 0이 아니라면 모델에서 보정할 필요가 있다.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을 평가할 때 Wc,t는 기온을 모델에 적용하게 되며, 여름과 겨울의 

기온은 사망과 방향성이 다르므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을 모델에 적용한다. 이중차분법의 

최종 모델은 다음과 같다.

log  
               log   식(3-5)

여기서 Tsc,t는 여름기온, Twc,t는 겨울기온을 의미하며, 은 대기오염 증가에 따른 

사망의 위험률을 의미한다.

나.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청 사망자 중 자살사고사를 제외한 사망자 중 사망당시 

주소지가 7개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포함되는 623,302명의 

사망자료를 이용하였다. 대기오염자료와 기온자료는  7개 광역시 74개 시군구별로 크리깅

을 이용하여 시군구의 연월별 대기오염 (PM10)와 기온의 평균값을 추정하였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만성대기오염이 사망에 미치는 인관성을 파악하였다.  대상자수

는 총사망 623,302명, 심혈관 159,642명, 호흡기 47,097명이었다. 대상지역은  7개 광역

시 74개 시군구이며, 성별, 연도 (기준치 2007년), 시군구코드 (서울시 종로구), 기온을 보

정하였다. 

다. 분석결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개 광역시의 자살 및 사고사를 제외한 총 사망자수는  

623,302명이고, 심혈관계 사망자수는 159,642명이었다. 그 중에서 남자는 54.2%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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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59,642명이고 65세 이상 인구집단은 71.9%인 448,018명이였다. 지역별 총 사망자는 

서울이 39.7% (247,157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122,369명, 대구 73,997명, 인천 

74,017명, 광주 39,490명, 대전 38,098명, 울산 26,736명 순이었다(표 3-1 참조).

<표 3-1> 통계청 사망자료의 기초통계량

(단위: 명, %)

변수명 총사망 심혈관계 사망

사망자 수 623,302 159,642 

성
남 337,704 (54.2) 78,136 (48.9)

여 285,598 (45.8) 81,506 (51.1)

연령 65세 이상 448,018 (71.9) 126,814 (79.4)

지역

서울 247,157 (39.7) 56,946 (35.7)

부산 122,369 (19.6) 36,428 (22.8)

대구 73,997 (11.9) 20,098 (12.6)

인천 74,017 (11.9) 19,950 (12.5)

광주 39,490  (6.3) 9,109  (5.7)

대전 38,098  (6.1) 9,493  (5.9)

울산 26,736  (4.3) 7,262  (4.5)

자료: 저자 작성.

대기오염과 기상의 2007년부터 2013년 동안 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3-2 참조). 미세먼

지는 평균 50.6㎍/㎥이었으며 기온은 13.2°C였다. 74개 시‧군‧구 중에서 광주시 동구가 가

장 낮은 미세먼지 연평균(44.8㎍/㎥) 농도를 보였으며, 인천시 서구가 가장 높은 미세먼지 

연평균(57.5㎍/㎥) 농도를 보였다.

<표 3-2> 대기오염과 기온의 기초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사분위 범위

미세먼지 (㎍/㎥) 50.6 5.8 37.8 64.0 8.0

연평균 기온 (°C) 13.2 1.0 10.8 15.6 1.5

여름기온 (°C) 24.6 0.8 22.5 26.2 1.1

겨울기온 (°C) 0.8 2.4 -4.2 6.9 3.8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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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 사망과 대기오염과의 연관성을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전체 연령에서는 총사망에 미치는 영향인 2년치(지연연도 0~1년) 미세먼지 평균 

9.2㎍/㎥ 증가 시 1.7% 증가하였으며, 4년치(지연연도 0~3년) 평균 대기오염 증가 시에 

가장 높은 만성 대기오염 영향을 보였다(2.3%). 심혈관계 사망에서는 2년치(지연연도 0~1

년)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9.7% 사망률 증가를 보였다. 65세 이상 사망자에 대한 

대기오염 건강영향은 총사망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심혈관계 질환에서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표 3-4).

<표 3-3> 전체 연령의 대기오염 장기 노출로 인한 사망영향

(단위: 퍼센트 변화량)

지연연도 총사망 심혈관계 사망

0년 0.4 (-0.6, 1.3) 5.9 (3.9, 7.9)*

0~1년 1.7 (0.6, 2.8)* 9.7 (7.3, 12.1)*

0~2년 2.1 (1.0, 3.2)* 8.4 (6.1, 10.7)*

0~3년 2.3 (1.2, 3.3)* 7.0 (4.9, 9.3)*

0~4년 2.1 (1.0, 3.1)* 5.5 (3.6, 7.5)*

0~5년 1.7 (0.8, 2.7)* 5.9 (4.0, 7.8)*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표 3-4> 65세 이상 연령의 대기오염 장기 노출로 인한 사망영향

(단위: 퍼센트 변화량)

지연연도 총사망 심혈관계 사망

0년 -0.5 (-1.6, 0.7) 5.8 (3.4, 8.2)*

0~1년 0.4 (-0.9, 1.6) 9.4 (6.9, 12.0)*

0~2년 0.8 (-0.4, 2.1) 7.4 (4.8, 10.1)*

0~3년 0.8 (-0.4, 2.0) 5.7 (3.2, 8.3)*

0~4년 0.7 (-0.5, 1.9) 4.3 (2.0, 6.6)*

0~5년 0.3 (-0.8, 1.5) 5.2 (3.0, 7.4)*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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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반질환지수 개발

가. 개요 및 정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그에 맞는 새로운 동반질환지수를 개발하

고 기존 Charlson 동반질환지수(Comorbidity index)와의 비교를 통하여 적합성을 평가

하고자 한다. 널리 알려진 Charlson 동반질환지수는 간편성과 사용의 용이성으로 임상 및 

역학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보정인자 중 하나이다.12) 그러나 여러 연구들에서 

Charlson 지수는 진보된 의료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연구대상 및 질환에 따라 

질병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각기 다른 위중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또한 과대

하게 부여되는 점수체계는 유의한 통계적 결과 산출에 호의적이라는 지적도 있어왔다.13)14) 

이러한 배경으로 현재까지 암, 심혈관계, 고혈압, 말기신부전, 그 외 입원 및 급성질환 등 

특정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 새로운 동반질환지수들이 개발되고 있다.15)16)17)

이번 연구에서는 입원환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동반질환지

수를 개발하고자 한다(이하 새로운 동반질환지수는 New index로 지칭함). 또한 기존의 

Charlson 동반질환지수(이하 CCI로 지칭함)와 입원환자에서 산출된 지수의 비교를 통하여 

대상인구에서의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나.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2002~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DB를 이용하여 대상자수 1,125,691명을 

대상으로  서식코드를 사용하여 의과, 보건기관, 정신과 입원자 중 자격자료가 있는 대상자

수를 산출하였다. 총 1,927,905건 중 최초 입원일을 이용한 에피소드 정리(1,861,123건). 

최종 578,547명의 개인별 자료 구축하였다. 동반질환은 국제질병사인분류코드(ICD-10)에 

12) Charlson et al.(1987), pp.373-383 참조.

13) van Manen J. G. et al.(2002), pp.82-89 참조.

14) Hemmelgarn et al.(2003), pp.125-132 참조.

15) Radovanovic et al.(2014), pp.288-294 참조.

16) Frenkel et al.(2014), pp.342-346 참조.

17) Wu et al.(2013), e619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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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17개 동반질환 코딩 알고리듬 사용하였고(Medicare, 2005), 마지막 퇴원일자를 기준

으로 하여 17개의 개인별 동반질환을 정의하였다.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자료와 동일한 578,547명의 표본코호트자료를 사용하였

고, 새로운 동반질환지수는 성, 연령그룹, 소득 10분위 및 17개 동반질환을 동시에 보정한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을 가

진 가장 낮은 위험비(Hazard Ratio)를 분모로 하여 상대적 위험비를 산출하였다.18)19)

수행도 평가(Performance) 도구는 용량반응곡선(ROC: Recie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20) 및 순재분류 향상값(cNRI: continuous Net Reclassification 

Improvement)21)를 통하여 CCI 및 입원환자에서의 새로운 지수(New index)의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다. 분석결과

1) 기초통계량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동반질환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자료의 기초통계량은 <표 3-5>

와 같다. 자격 자료에서 사고사를 제외한 총 입원자수는 578,547명이었다. 이 중 남자는 

268,560명으로 46.4%였고, 연령별로는 30-39세가 약 17%로 가장 높았으며, 70세 이상

의 입원자수는 전체 입원자의 15.8%를 차지했다. 본 연구 자료의 총 사망자수는 29,260명

으로 연도가 증가할수록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소득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약 3.5%, 

소득 10분위 그룹이 약 15%를 차지하였다. 

18) Hemmelgarn et al.(2003), pp.125-132

19) Cerqueira et al.(2014), pp.728-735

20) Harrell et al.(1996), pp.361-387

21) Pencina et al.(2008), pp.1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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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동반질환지수 개발자료의 기초통계량

변수명 개발자료(N (%))(N=578,547)

연령
0 3,231 (0.56)

1 ~ 9세 43,196 (7.46)
10 ~ 19세 47,205 (8.16)
20 ~ 29세 52,145 (9.02)
30 ~ 39세 95,751 (16.55)
40 ~ 49세 91,669 (15.84)
50 ~ 59세 89,540 (15.48)
60 ~ 69세 64,177 (11.1)
70 ~ 79세 59,016 (10.21)

≥ 80세 32,617 (5.63)
성별

남자 268,560 (46.42)
연도별 사망자 수

2003년 2,021 (6.81)
2004년 2,169 (7.31)
2005년 2,383 (8.03)
2006년 2,513 (8.46)
2007년 2,625 (8.84)
2008년 2,792 (9.4)
2009년 2,742 (9.24)
2010년 2,848 (9.59)
2011년 3,047 (10.26)
2012년 3,250 (10.95)
2013년 3,300 (11.11)

소득분위
0 20,075 (3.47)
1 40,901 (7.07)
2 38,575 (6.67)
3 38,426 (6.64)
4 42,254 (7.3)
5 47,239 (8.17)
6 54,129 (9.36)
7 60,950 (10.54)
8 71,379 (12.34)
9 80,455 (13.91)
10 84,164 (14.55)

주: 1) 사망자 수: 29,690.
2) 소득분위(2010년 12월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0분위, 지역 및 직장가입자 각 10분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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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원자 수 578,547명 중 가장 낮은 유병률은 총 167건의 AIDS로서 0.03%를 보였

고, 만성폐질환이 47.7%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표 3-6>과 같이 전체 연구대상자

의 약 25%는 동반질환이 없었으며, 반면 1개 이상의 동반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432,420명

으로 74.5%를 차지했다.

<표 3-6> 동반질환 유병률

동반질환 N (%)

무동반질환(No Comorbidity) 146,127 (25.26)

소화궤양(Ulcer Disease) 215,636 (37.27)

말초혈관질환(Peripheral Vascular Disease) 52,068 (9.00)

경도의간질환(Mild Liver Disease) 140,069 (24.21)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 10,884 (1.88)

결합조직질환(Connective Tissue Disease) 42,156 (7.29)

울혈성심부전(Congestive Heart Failure) 29,655 (5.13)

만성폐질환(Chronic Pulmonary Disease) 275,832 (47.68)

합병증없는 당뇨(Diabetes) 72,015 (12.45)

망막증_신경증_신장질환이동반된당뇨(Diabetes with End Organ 
Damage)

36,654 (6.34)

반신마비(Hemiplegia) 10,570 (1.83)

뇌혈관질환(Cerebrovascular Disease) 66,789 (11.54)

치매(Dementia) 17,459 (3.02)

신장질환(Moderate or Severe Renal Disease) 8,030 (1.39)

비전이성고형암_백혈병등(Any Tumor, Leukemia, Lymphoma) 43,084 (7.45)

중증도이상간질환(Moderate or Severe Liver Disease) 5,835 (1.01)

전이성 고형암(Matastatic Solid Tumor) 14,387 (2.49)

AIDS 167 (0.03)

1개 이상의 동반질환 432,420 (74.74)

자료: 저자 작성.

2) 입원환자에서의 새로운 가중치(New index) 개발

생존분석 결과, 17개 모든 질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이 중 말초혈관질환

(Peripheral Vascular Disease)이 가장 낮은 위험비를 보였으며(HR, 0.77; CI,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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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가장 높은 위험비는 전이성 고형암(Matastatic Solid Tumor)으로 나타났다(HR, 

3.52; CI, 3.41 ~ 3.64). 위험비를 이용한 상대적 가중치 산출결과 말초혈관질환을 시작으

로 AIDS는 3.909로, 전이성 고형암은 4.571로 산출되었으며 소수점 이하 절삭 결과는 각

각 4와 5이다(표 3-7). 동반질환별 위험비 순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3-2>와 같다. 

<표 3-7> 동반질환별 지수 산출

 

 

개발자료

 (N=578,547)

 

 

HR (95% CI)a
P 

value

상대

적가

중치

Weight

동반질환

말초혈관질환(Peripheral Vascular Disease) 0.77 (0.75 ~ 0.79) ＜0.001 1 1

소화궤양(Ulcer Disease) 0.79 (0.77 ~ 0.81) ＜0.001 1.026 1

결합조직질환(Connective Tissue Disease) 0.89 (0.86 ~ 0.92) ＜0.001 1.156 1

경도의간질환(Mild Liver Disease) 0.91 (0.89 ~ 0.93) ＜0.001 1.182 1

만성폐질환(Chronic Pulmonary Disease) 0.92 (0.9 ~ 0.94) ＜0.001 1.195 1

합병증 없는 당뇨(Diabetes) 0.94 (0.91 ~ 0.97) ＜0.001 1.221 1

망막증_신경증_신장질환이 동반된 당뇨
(Diabetes with End Organ Damage)

1.25 (1.21 ~ 1.3) ＜0.001 1.623 2

뇌혈관질환(Cerebrovascular Disease) 1.32 (1.28 ~ 1.35) ＜0.001 1.714 2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 1.33 (1.27 ~ 1.39) ＜0.001 1.727 2

울혈성 심부전(Congestive Heart Failure) 1.49 (1.45 ~ 1.54) ＜0.001 1.935 2

반신마비(Hemiplegia) 1.55 (1.48 ~ 1.61) ＜0.001 2.013 2

치매(Dementia) 1.62 (1.57 ~ 1.68) ＜0.001 2.104 2

신장질환(Moderate or Severe Renal Disease) 1.75 (1.67 ~ 1.83) ＜0.001 2.273 2

비전이성 고형암_백혈병등
(Any Tumor, Leukemia, Lymphoma)

2.79 (2.71 ~ 2.88) ＜0.001 3.623 4

중증도이상간질환
(Moderate or Severe Liver Disease)

2.87 (2.71 ~ 3.03) ＜0.001 3.727 4

AIDS 3.01 (2.02 ~ 4.49) ＜0.001 3.909 4

전이성 고형암(Matastatic Solid Tumor) 3.52 (3.41 ~ 3.64) ＜0.001 4.571 5

주: a: 성, 연령, 소득분위, 17개 동반질환 보정.
자료: 저자 작성.



42 |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

<그림 3-2> 동반질환별 위험비 순위

3) Charlson의 가중치 지수와 입원환자에서의 동반질환지수 비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입원환자에서의 동반질환 가중치 지수와 Charlson의 가중치 지수를 

비교한 결과 뇌혈관질환, 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 치매, 비전이성 고형암, 중증도 이상 

간질환에서는 Charlson의 가중치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다. 비전이성 고형암의 경우 

Charlson의 가중치에 비해 다소 높은 4를 보였는데 이는 최근 우리나라 인구를 대상으로 

한 동반질환지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22)23) 반면 AIDS와 전이성 고형암은 Charlson

의 가중치에서는 6을 보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각각 4와 5로 산출되었다(표 3-8).

22) Park et al.(2015), pp.1-14.

23) Cho et al.(2016),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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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Charlson의 가중치 지수와 입원환자에서 산출된 가중치 지수

 

입원환자에서의 

가중치 지수

입원환자에서의 

가중치 지수

(소수점 이하 제거)

Charlson

가중치 지수

말초혈관질환(Peripheral Vascular Disease) 1 1 1

소화궤양(Ulcer Disease) 1.026 1 1

결합조직질환(Connective Tissue Disease) 1.156 1 1

경도의간질환(Mild Liver Disease) 1.182 1 1

만성폐질환(Chronic Pulmonary Disease) 1.195 1 1

합병증 없는 당뇨(Diabetes) 1.221 1 1
망막증_신경증_신장질환이동반된당뇨
(Diabetes with end Organ Damage) 1.623 2 2

뇌혈관질환(Cerebrovascular Disease) 1.714 2 1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 1.727 2 1

울혈성심부전(Congestive Heart Failure) 1.935 2 1

반신마비(Hemiplegia) 2.013 2 2

치매(Dementia) 2.104 2 1

신장질환(Moderate or Severe Renal Disease) 2.273 2 2
비전이성고형암_백혈병등
(Any Tumor, Lleukemia, Lymphoma) 3.623 4 2
중증도이상간질환
(Moderate or Severe Liver Disease) 3.727 4 3

AIDS 3.909 4 6

전이성 고형암(Matastatic Solid Tumor) 4.571 5 6

자료: 저자 작성; Charlson(1987).

4) 새로운 지수의 수행도 평가

2가지 방법, 즉 소수점 이하 삭제한 가중치와 소수점 3자릿수를 사용한 가중치 방법에 

의한 CCI지수와 새로운 지수의 수행도를 각각 평가하였다. 먼저 소수점 이하 삭제한 가중치

에서, 단변량 c통계량에 의하면, CCI는 0.83, 새로운 지수는 0.86으로 입원환자에서 개발

한 새로운 지수의 수행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성별, 연령, 소득분위를 

보정한 상태에서도 새로운 지수가 높았으며 이 또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순재분류향상

값을 보면 단변량에서는 약 86%, 다변량에서는 약 23%의 모델 향상도를 보였다(표 3-9와 

그림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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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새로운 지수와 Chalson Index(CCI)의 모델 수행도 평가

  

C통계량

(C Statistic) 

(95%CI)

p-value 

순재분류향상값

(cNRI) 

(%,95%CI)

p-value

단변량 CCI
0.832 

(0.830 - 0.835)
 
 

  

새로운 지수
0.856 

(0.854 - 0.858)
＜.001

85.8 
(84.6 - 86.9)

＜0.001

Events
14.8 

(13.7 - 15.9)
＜0.001

Non-events
71.0 

(70.8 - 71.2)
＜0.001

다변량 CCI
0.911 

(0.910 - 0.913)

새로운 지수
0.915 

(0.913 - 0.916)
＜.001

23.1 
(22.0 - 24.3)

＜0.001

Events
0.3 

(-0.8 - 1.5)
0.577

  Non-events  
 
 

22.8 
(22.5 - 23.1)

＜0.001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3> CCI와 새로운 지수의 단변량 및 다변량 용량반응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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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3자릿수를 사용한 가중치 방법에 의한 CCI지수와 새로운 지수의 모델 수행도를 

평가한 결과, 단변량 c통계량에 의한 새로운 지수는 0.85로 소수점 절삭결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다변량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순재분류향상값을 보

면, 단변량에서는 약 81%, 성별, 연령, 소득분위가 보정된 다변량에서는 –9.4%의 모델향상

도를 보였다(표 3-10과 그림 3-4 참조).

<표 3-10> 새로운 지수와 Chalson Index(CCI)의 모델 수행도 평가

  

C통계량

(C Statistic) 

(95%CI)

p-value 

순재분류향상값(c

NRI) 

(%,95%CI)

p-value

단변량 CCI
0.832 

(0.830 - 0.835)
 
 

  

새로운 지수
0.850 

(0.848 - 0.853)
＜.001

81.0 
(79.8 - 82.1)

＜0.001

Events
12.0 

(10.8 - 13.1)
＜0.001

Non-events
69.0 

(68.8 - 69.2)
＜0.001

다변량 CCI
0.911 

(0.910 - 0.913)

새로운 지수
0.912 

(0.910 - 0.913)
＜.001

-9.4 
(-10.5 - -8.2)

＜0.001

Events
1.2 

(0.1 - 2.4)
0.036

  Non-events  
 
 

-10.6 
(-10.9 - -10.3)

＜0.001

주: 1) 순재분류향상값(cNRI: continuous Net Reclassification Improvement).
    2) 다변량: 성, 연령, 소득분위 보정함.
    3) P값(P-value): c통계량(c statistic)에 의해 산출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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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4> CCI와 새로운 지수의 단변량 및 다변량 용량반응곡선

4. 동반질환지수를 보정한 대기오염 장기 노출의 사망영향 평가

가. 개요 및 정의

앞에서 개발한 동반질환지수를 이용하여 대기오염-건강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동반

질환지수가 높은 군은 낮은 군에서 취약그룹으로 가정하여 입원 환자 중에서 사망에 이르기

까지 대기오염과 동반질환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나.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입원환자 중에서 대기오염과 동반질환에 따른 사망의 영향을 평가하며 기존의 Charlson 

동반질환지수와 새로운 동반질환지수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2007~2013년 7개 광역

시에 거주하는 146,700명의 입원자 수(입원 후 12개월 내 사망자는 제외)를 대상으로 하였

다. 대기오염과 기온은 7개 광역시 7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크리깅을 이용하여 시‧군‧구의 

연월별 미세먼지와 기온의 평균값을 추정하였다. 성별, 연령, 시도 코드, 소득분위 등을 분

석에서 보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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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결과

2007년부터 2013년 동안 입원환자 수는 146,700명이었으며 남자는 45.6%(66,919명)

로 여자보다 적었다. 입원 환자 중에서 16%(23,492명)이 65세 이상이었으며, 입원환자들

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47.3㎍/㎥이었다(표 3-11 참조). 사망률의 분포는 남녀 비슷했

으며, 65세 이상에서 사망률이 증가하였다(표 3-12 참조).

<표 3-11> 입원자료의 기초통계량

변수명 N(%),Mean±SD

성

남 66,919(45.62)

여 79,781(54.38)

연령

65세 미만 123,208(83.99)

65세 이상 23,492(16.01)

소득분위

＜ 5 43,157(29.42)

6 103,543(70.58)

대기오염 PM10 (μg/m3) 47.28±2.87

자료: 저자 작성.

<표 3-12> 입원자 수, 사망자 수, 사망률 분포

변수명
입원자 수 사망자 수 사망률

N % N %

성

남 66,919 45.62 252 47.28 0.38 

여 79,781 54.38 281 52.28 0.35 

연령

65세 미만 123,208 83.99 95 17.82 0.08 

65세 이상 23,492 16.01 438 82.18 1.86 

자료: 저자 작성.

사망자의 사망원인별 분포는 <표 3-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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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사망자의 사망원인별 분포

사망원인
사망자 수

N %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4 0.73

신생물(Neoplasms)(C00-D48) 45 8.17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E00-E90) 30 5.44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11 2.00

신경계통의 질환(G00-G99) 13 2.36

순환계통의 질환(I00-I99) 186 33.76

호흡계통의 질환(J00-J99) 29 5.26

소화계통의 질환(K00-K93) 15 2.72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2 0.36

비뇨생식계통의 질환(N00-N99) 5 0.91

임신, 출산 및 산후기(O00-O99) 1 0.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R99)

183 33.21

기타 27 4.90

자료: 저자 작성.

미세먼지 장기 노출로 인한 입원환자의 총사망영향은 <표 3-14>와 <그림 3-5>와 같다. 

입원환자 중에서 미세먼지 1㎍/㎥ 증가에 따른 총사망의 영향은 1.29 위험도(95% 신뢰구간 

1.25~1.34)를 보였으며 2년, 3년 평균에 따른 영향은 각각 1.85, 2.01이었다. 또한 동반질

환지수를 모델에서 보정하였을 때 보정 전과 보정 후 입원환자의 사망영향은 <표 3-14>와 

같다. 분석모형에서 동반질환지수를 보정하기 전과 보정하였을 때 대기오염의 사망영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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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미세먼지 장기 노출로 인한 입원환자의 사망영향 

평균 보정 전 CCI 보정 후 New CCI 보정 후

12개월 1.29 (1.25, 1.34) 1.30 (1.25, 1.34) 1.30 (1.25, 1.34)

24개월 1.85 (1.80, 1.91) 1.88 (1.83, 1.94) 1.89 (1.83, 1.94)

36개월 2.01 (1.94, 2.08) 2.04 (1.97, 2.12) 2.04 (1.97, 2.12)

주: 괄호 안은 95% 신뢰구간.
자료: 저자 작성.

주: 수직선은 95% 신뢰구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5> 미세먼지 장기 노출에 의한 입원환자의 사망영향

5. 대기오염 단기 노출의 사망영향 평가

가. 개요 및 정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하였으며, 건강영향은 심혈관계 사망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인구집단

은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체 연령집단, 65세 미만 연령집단, 65세 이상 연령집

단으로 구분하여 대기오염의 사망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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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미세먼지 단기노출의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망자료, 기상자료, 그리고 대기오염자

료를 가공하였다. 건강자료는 2007~2013년 통계청의 사망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상자료는 

기상청의 기상 자동측정망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기온, 상대습도, 해수면 기압자료를 

사용하였다. 기온의 일별 대푯값은 당일과 하루 전날 일별 평균기온의 이동평균값을 사용하

였다. 상대습도와 해수면 기압의 일별 대푯값은 일별 평균값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

다. 대기오염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 측정망자료를 이용하였다.

대기오염의 농도 증가에 따른 사망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을 실시

하였다. 시계열 연구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경위해요인의 단기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분석하는 데 적용되며,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24) 또

한 시간에 대한 자료이므로 대기오염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일변수, 계절변동, 장기적인 추세변동 등의 혼란변수를 보정하여야 한다.25) 장기적 추세

와 요일변수는 가변수를 적용하여 혼란요인을 보정하였다. 

미세먼지 단기 노출에 따른 사망영향을 평가한 최종 분석모형은 <식 3-6>과 같다.

Ln        

          Pr    

                                                           식(3-6)

분석모형의 선정은 모형적합도의 기준으로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AIC)를 

이용하였으며, AIC값이 가장 작은 모형을 최종 분석모형으로 선정하였다.26)

시계열 분석결과에서 산출되는 회귀계수(β)는 대기오염농도 증가에 따른 사망영향을 의

미한다. 최종 결과물인 대기오염농도 증가에 따른 사망영향의 백분율 변화(Percentage 

Change)는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인 회귀계수(β)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4) Schwartz(1996), pp.36-52 참조.

25) 김선영(2005), pp.16-17 참조.

26) Akaike(1973), pp.267-2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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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                        식(3-7)

다. 분석결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특별시 사망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단기 노출로 인한 심

혈관계 사망영향을 평가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의 일별 사망자 수, 미세먼지농도, 기상자료

의 평균값과 분포는 <표 3-15> 및 <표 3-16>과 같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일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0.32㎍/㎥이었다. 미세먼지농도는 2007년에 가장 높은 61.30㎍/㎥이었

고,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가장 낮은 농도 값인 41.08㎍/㎥을 나타내었

다. 2013년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여 44.57㎍/㎥이었다.

연구기간 동안 전체 연령집단, 65세 미만 연령집단,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일별 사망자 

수는 각각 96.65명, 26.40명, 69.30명이었다. 전체 연령집단의 일별 사망자 수는 2007년 

93.61명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일별 사망자 수는 102.97명이었다. 65세 

미만 연령집단의 일별 사망자 수는 2007년 28.10명에서 2013년 25.27명으로 다소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일별 사망자 수는 2007년 64.48명에서 2013

년 76.8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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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서울시 미세먼지농도와 사망자 수

연도
미세먼지( / ) 전체 연령의 사망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2007 61.30 40.60 11.81 435.90 93.61 10.72 56 131

2008 55.37 31.80 11.77 310.14 92.24 11.43 59 123

2009 54.04 33.23 8.97 298.02 92.75 11.59 64 138

2010 49.03 29.58 9.03 216.03 96.59 11.43 61 136

2011 46.90 32.17 4.99 272.33 97.21 10.75 63 129

2012 41.08 20.95 5.64 118.61 101.19 13.18 66 145

2013 44.57 24.69 10.07 154.86 102.97 12.27 72 145

전체 50.32 31.61 4.99 435.90 96.65 12.26 56 145

연도
65세 미만 연령집단의 사망자 수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사망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2007 28.10 5.30 14 42 64.48 8.90 35 92

2008 26.71 5.57 14 48 64.40 9.29 41 89

2009 26.58 5.17 12 40 65.19 9.52 39 97

2010 26.88 5.17 13 43 68.72 9.72 39 103

2011 25.96 5.13 12 40 70.35 9.24 45 99

2012 25.27 4.78 11 40 75.06 11.68 38 108

2013 25.27 5.26 13 49 76.88 10.21 51 107

전체 26.40 5.28 11 49 69.30 10.90 35 108

자료: 저자 작성.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의 일별 평균 기온은 12.60℃이었고, 연구기간 동안 

2007년은 13.28℃으로 다소 높았으며, 2011년 12.07℃으로 다소 낮은 기온을 나타내었

다. 연구기간 동안 일별 평균 상대습도는 60.27%이었으며, 전체적으로 56.63~62.25% 수

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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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서울시 일별 기온과 상대습도

연도
기온( ) 상대습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2007 13.28 9.47 -6.50 28.67 62.25 13.99 24.00 92.92 

2008 12.95 10.16 -9.17 30.04 59.45 14.73 19.42 93.83 

2009 12.95 10.27 -10.77 29.15 61.10 14.97 28.25 93.67 

2010 12.14 11.10 -13.15 29.23 62.90 15.26 25.67 96.25 

2011 12.07 10.92 -14.57 28.77 59.54 15.88 24.00 93.08 

2012 12.27 11.58 -13.66 31.78 56.63 14.53 21.13 90.92 

2013 12.56 11.23 -13.30 29.33 60.02 14.12 26.13 90.75 

전체 12.60 10.69 -14.57 31.78 60.27 14.90 19.42 96.25 

자료: 저자 작성.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단기 노출에 따른 심혈

관계 사망영향은 <표 3-17>과 같다. 미세먼지농도가 10㎍/㎥ 증가 시 전체 연령에서 심혈

관계 사망위험은 0.93%(95% CI: 0.58~1.29%)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또한 연령군별로 나누어 미세먼지의 사망영향을 살펴보면, 미세먼지농도가 10㎍/㎥ 증

가 시 심혈관계 사망영향은 65세 미만 연령집단에서 1.54%(95% CI: 0.76~2.33%)이었고, 

65세 미만 연령집단에서 심혈관계 사망영향은 0.89%(95% CI: 0.48~1.29%)이었다.

<표 3-17> 미세먼지 단기 노출의 심혈관계 사망영향

연령 구분
백분율 변화(per 10 / )

평균 95% 신뢰구간

전체 연령 0.93 0.58~1.29

65세 미만 1.54 0.76~2.33

65세 이상 0.89 0.4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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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대기오염 장기 노출에 의한 사망영향을 평가하여 다음의 연구결

과를 도출하였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미세먼지 연평균이 증가할수록 총사

망, 심혈관계 사망은 유의한 인과성을 보였다.

표본코호트를 이용하여 12년간 전체 입원환자에서의 새로운 동반질환지수를 산출한 결

과, Charlson 가중치 지수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뇌혈관질환, 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 치매, 비전이성 고형암, 중증도 이상 간질환에서는 Charlson의 가중치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AIDS와 전이성 고형암은 약간 낮은 4와 5로 각각 산출되었다. 타당

도 평가도구로서 우수성이 입증된 순재분류향상값(cNRI: continuous Net 

Reclassification Improvement)에 의하면, 단변량의 경우 약 86%, 다변량에서는 약 23%

의 모델 향상도를 보였다.

새로이 산출한 동반질환지수를 이용하여 대기오염의 장기 노출로 인한 입원환자의 사망

영향을 평가한 결과, 미세먼지의 장기 노출과 사망 증가는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단기 노출로 인한 심혈관계 사망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농도 증가는 전체 연령, 65세 미만 연령, 65세 이상 연령 인구집단의 심혈관계 

사망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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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생명가치 추정

1. 정의 및 선행연구

대기오염 물질의 건강영향이 사망의 형태로 나타난 경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통계적 생명가치(VSL: Value of Statistical Life) 

또는 통계적 연간수명가치(VOLY: Value of statistical Life Year)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2014)에서도 사망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정량화하는 과정은 통계

적 생명가치 및 통계적 연간수명가치를 활용하는 것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통계적 생명가치와 통계적 연간수명가치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표 4-1> 통계적 생명가치 및 통계적 연간수명가치의 정의 

통계적 생명가치

  우리 사회의 불특정한 1인의 사망을 회피하는 데 사전적으로 부여하는 가치로서, 개개인의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확률의 작은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으로부터 도출된 값임. 

즉, 누가 죽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사망확률의 작은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의 사전적(ex-ante) 선택임

통계적 연간수명가치

  통계적 생명가치와 유사한 개념으로, 조기사망의 위험을 줄이는 것에 대해 사회가 사전적으로 부여

하는 가치임. 다만, 특정기간에 대한 값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자료: 신영철 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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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생명가치는 사람들에게 제시된 특정 사망확률의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응답

하도록 하고, 도출된 지불의사액을 제시하였던 사망확률로 나눔으로써 구할 수 있다. 즉 

식(4-1)과 같이 표현가능하다. 

통계적 생명가치   지불의사금액  제시된 사망확률    식(4-1)

예를 들어, 특정 요인으로 인한 사망확률을 0.00003에서 0.00002로 0.00001만큼 줄이

기 위한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이 평균적으로 30달러로 도출되었다면, 이는 10만 명당 1명

의 죽음이 방지될 수 있으므로 변환 가능하며, 이 경우의 통계적 생명가치는 300만 달러로 

도출된다.

통계적 연간수명가치는 다음과 같은 식(4-2)을 활용하여 도출된 통계적 생명가치를 연간

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하거나, 통계적 생명가치의 도출과정과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지불의

사액을 응답하도록 하되 연간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변형된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     식(4-2)

통계적 생명가치 또는 통계적 연간수명가치를 산정 및 활용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미국 환경보호국(US 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규제에 대한 

비용 및 편익분석 과정에서 사망확률 감소의 편익을 화폐적 가치로 표현하기 위해 통계적 

생명가치 개념을 활용하였다. EPA는 통계적 생명가치에 관한 26개의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90년 기준 480만 달러를 통계적 생명가치에 대한 대표 추정치로 활용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고, 이 값은 2003년까지 관련 규제의 영향분석 시 사망률 감소에 

대한 편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활용되었다. EPA(2004)에서는 최근 연구를 반영하여 기존

의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자 관련 메타분석 연구결과를 검토하였으며, 통계적 생명가

치를 추정하는 데에 활용되는 방법론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연구들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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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설명한다. 헤도닉 임금함수에 기반을 둔 경우, 근로자의 특성과 

임금, 직업에 다른 위험성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근거하는 통계자료에 따라 통계적 생

명가치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어떠한 함수 형태를 가정하는

가에 따라 추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경우, 지불의사에 

대한 질문방식, 분포에 대한 가정에 따라 추정치가 다양하게 도출되는 경향이 있었다. 

EPA(2004)에서는 다양하게 도출된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치를 토대로 메타분석을 시도한 

3개의 기존 연구결과를 검토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표 4-2> EPA(2004)의 연구결과

메타분석 연구목록 참고 연구 수 통계적 생명가치에 대한 메타분석 추정치

- Kochi et al(2003) 60
540만 달러

( Hedonic - 940만 달러 / CV - 280만 달러)

- Mrozek and Taylor(2002) 28 260만 달러 (135만 달러 ~ 1,170만 달러)

- Viscusi and Aldy(2003) 60 이상 550만 달러 ~ 760만 달러

종합 EPA(2004) 550만 달러

자료: EPA(2004).

Kochi et al(2003)의 경우 540만 달러, Mrozek and Taylor(2002)는 260만 달러, 

Viscusi and Aldy(2003)는 추정방법에 따라 550만 달러에서 760만 달러의 통계적 생명가

치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된 메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EPA(2004)에서는 

2003년 기준 550만 달러를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치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OECD(2012)는 통계적 생명가치(VSL) 및 통계적 연간생명가치(VOLY)에 대해서 연구된 

기존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결과에 대해서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연구에서 공통적

으로 적용 가능하며 기준이 될 만한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서 도출된 856개의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GDP, 연령 수준, 조사지역, 

조사가 이루어진 연도, 연구 과정에서 활용되었던 방법론 등 다양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

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캐나다와 호주는 현시선호기법을 주로 활용하였고, 유럽은 진술선호

기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진술선호기법을 활용한 선행연구 결과에 대해 메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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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결과, 설문조사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 히 진행한 연구

일수록 소득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위험도 대비 통계적 생명가치를 추정할 

수 있었으며, 제시된 위험도의 단위가 0.001(0.1%)에서 0.0001(0.01%)으로 낮아질수록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값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856개의 선행연구 추정치로부터 

<표 4-3>과 같은 통계적 생명가치에 대한 정리 결과를 얻었다.

<표 4-3> EPA(2012)의 연구결과(2005년 기준, 달러)

전체 대상
Trimmed

sample

Screened

sample
OECD EU-27

평균 VSL 6,064,679 4,959,587 2,792,963 4,007,900 4,704,038

표준오차 (490,985) (315,688) (169,443) (229,931) (329,474)

중앙값 VSL 2,337,592 2,337,592 1,680,571 3,012,558 3,614,506

관측치 수 856 814 405 261 163

주: Trimmed sample: 상위, 하위 2.5%를 샘플에서 제외.
Screened sample: 표본 수가 부족하거나 대표성이 부족한 연구, 사망률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사례 등을 
제외한 경우.

자료: EPA(2012).

OECD 국가에 대한 통계적 생명가치의 경우, 150만 달러에서 450만 달러 사이에 추정치

가 분포하고 있어 300만 달러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EU에 가입된 27개국에 대해서

는 180만 달러에서 540만 달러의 범위에 추정치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360만 달러를 통계

적 생명가치의 기준값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기준으로 제시된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치를 조정하여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에 대해 인구집단 특성, 위험 특성, 그 외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개별 국가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별 소득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도출하

도록 제안하고 있다.

   ×   
                      식(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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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시점의 C국가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는 t시

점의 P국가의 국내총생산을 의미하며, 베타는 통계적 생명가치의 소득탄력성으로 0.8을 

활용한다.

OECD(2014)는 교통부문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건

강영향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하여 건강영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

을 단계적으로 살펴보았다. IHME(2013)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해 천식 및 심장

질환과 같은 질병을 일으켜 매년 사망하는 인구가 중국‧인도를 포함한 OECD 전체에서 300

만 명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OECD(2012)에서 제시한 통계적 생명가치를 활용하여 대기

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가 매년 3.5조 달러라고 추산하였다. 한편, 사망에 의한 

비용 이외에 질병의 발생에 의한 비용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사망 관련 피해액의 10%로 

가정하여 산정하였다.

OECD(2015)는 WHO에 가입되어 있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실외, 실내 대기오염이 

대중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먼저, IHME(2014) 및 기존 OECD 자료를 활용

하여 2005년과 2010년의 조기 사망자 수를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유럽 지역 전체적으로 

실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2005년 56만 5,271명, 2010년 49만 8,538명으

로 실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연도별로 22만 575명, 16만 4,231명으로 

총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2005년 78만 5,846명에서 2010년 66만 2,769명

으로 감소하였다.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기사망자 수 대신 DALYs로 나타냈을 경우에는 2005년 

1,606만 명, 2010년에는 1,287만 명의 DALYs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조기 사망

자 수에 통계적 생명가치를 고려하여 대기오염이 미치는 건강영향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도출하였다. OECD(2012)에서 제시한 2005년 미국 화폐를 기준 300만 달러라는 추정치를 

기준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2010년의 국가별 통계적 생명가치를 구하였다.

   ×   
 ×   ∆  ∆

식(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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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베타는 OECD 전체 국가의 소득에 따른 국가별 소득의 탄력성을 의미하고 기존 

연구를 따라 0.8로 적용하였다. 국가 간 GDP 차이,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표 4-4>와 같이 국가별 통계적 생명가치를 제시하였다.

<표 4-4> 국가별 통계적 생명가치

(단위: 백만 달러)

OECD VSL

Base Value(2005)

Country-Specific

VSL(2005)

Country-Specific

VSL(2010)

알바니아 3.00 0.83 1.11

아르메니아 3.00 0.62 0.83

오스트리아 3.00 3.28 3.67

아제르바이잔 3.00 0.66 1.45

벨라루스 3.00 1.11 2.01

벨기에 3.00 3.17 3.50

보스니아 3.00 0.85 1.06

불가리아 3.00 1.23 1.77

크로아티아 3.00 1.75 2.07

키프로스 3.00 2.54 2.87

체코 3.00 2.28 2.75

덴마크 3.00 3.25 3.46

에스토니아 3.00 1.86 2.27

핀란드 3.00 3.05 3.32

프랑스 3.00 2.96 3.16

조지아 3.00 0.55 0.84

독일 3.00 3.09 3.48

그리스 3.00 2.54 2.82

헝가리 3.00 1.90 2.32

아이슬란드 3.00 3.39 4.46

아일랜드 3.00 3.68 3.75

이스라엘 3.00 2.44 2.92

이탈리아 3.00 2.86 3.00

카자흐스탄 3.00 1.11 1.85

키르기스스탄 3.00 0.30 0.49

라트비아 3.00 1.54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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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국가별 통계적 생명가치(계속)

(단위: 백만 달러)

OECD VSL

Base Value(2005)

Country-Specific

VSL(2005)

Country-Specific

VSL(2010)

리투아니아 3.00 1.65 2.15

룩셈부르크 3.00 5.78 6.28

몰타 3.00 2.25 2.65

몬테네그로 3.00 1.08 1.45

네덜란드 3.00 3.40 3.76

노르웨이 3.00 4.34 4.65

폴란드 3.00 1.61 2.10

포르투갈 3.00 2.28 2.50

몰도바 3.00 0.39 0.63

루마니아 3.00 1.18 1.67

러시아 3.00 1.42 2.40

세르비아 3.00 1.09 1.75

슬로바키아 3.00 1.83 2.42

슬로베니아 3.00 2.46 2.90

스페인 3.00 2.79 3.06

스웨덴 3.00 3.21 3.50

스위스 3.00 3.52 3.85

타지키스탄 3.00 0.26 0.44

마케도니아 3.00 1.01 1.26

터키 3.00 1.38 2.02

투르크메니스탄 3.00 0.69 0.97

우크라이나 3.00 0.78 1.42

영국 3.00 3.26 3.55

우즈베키스탄 3.00 0.34 0.44

자료: OECD(2013); World Bank(2013); OECD(2015)에서 재인용.

한편, 통계적 생명가치를 다룬 국내 연구도 다수 존재하며 <표 4-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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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국내 선행연구 요약

방법론 선행연구 대상 시나리오 제시확률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 결과

회피행위접

근법

엄영숙 

(1997)
안전벨트 착용 여부 -

1억 7,900만원~

8억 5,700만원

신영철 

(2008)
암 검진 여부 - 3억 2,110만원

실험시장접

근법

엄영숙 

(2000)

음용수 성분 중 잔류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건강위험 감소

-
630만원~

11억 6,000만원

조건부가치

측정법

조용성 

(2003)

천식, 폐렴 등과 같은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해 조기사망할 

가능성 감소

5/1,000

 

471만원~552만

원

신영철 외 

(2003)

70세 이후 10년 동안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감소

1/1,000 

5/1,000
4억 6,600만원

이용진 외 

(2004)

환경오염으로 인한 암 사망 

가능성 감소
5/10,000 3억 6,000만원

신동희 외 

(2015)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고령층 사망 가능성 감소
2/1,000 4억 8,111만원

Lee et al. 

(2015)

암에 의한 

사망 가능성 감소
5/10,000 7억 9,600만원

이수형 외 

(2016)

기후변화 및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위험 감소
2/100,000 3억 6,976만원

컨조인트분

석법

신영철 

(2007)

암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감소

1/1,000

2/1,000

3/1,000

16억 

3,100만원~

18억 3,300만원

원두환 

(2012)

교통사고로 인한 조기사망률 

감소

13/100,000

10/100,000

7/100,000

4/100,000

69억 

8,846만원~

70억 1,908만원

대상 시나리오가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암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교통사

고 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등으로 다양했으며, 제시확률 역시 0.00002에서 

0.001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 결과도 연구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제4장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 | 63

2. 방법론의 선정

가. 조건부 가치측정법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방법론을 참고하고 특정 요인으로 인한 사망 또는 사망위험 감소라

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화의 특징을 가진 대상재화임을 고려하였을 때, 통계적 

생명가치의 추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방법론은 크게 <그림 4-1>와 같다. 비시장재화의 가치

추정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크게 현시선호접근법과 진술선호접근법으로 구분된

다. 각 접근법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느 방법론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연구자들이 연구목적 및 주제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택하여 적용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진술선호접근법을 택한 바 있다는 점, 현시선호

접근법으로 분류되는 회피행위법의 경우 회피행위의 비결합성(Nonjointmess) 가정이 비

현실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부 방법론 중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그림 4-1> 사망위험 감소의 가치 추정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개인이 판단하는 비시장재화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이

끌어내어 분석하는 진술선호접근법의 대표적인 방법론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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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할 수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주어진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연구자가 생성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질문함으로써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Davis(1963)가 종합 휴양시설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조건부 평가

방법론에 따른 설문조사를 고안한 것을 시작으로 공공정책 분야 및 자원‧환경 분야에서 널리 

채택되어 왔다. 1989년 3월 유조선 엑손-발데즈 호(Exxon Valdez)의 알래스카 원유유출

사고에 따른 환경오염의 피해를 Carson et al.(1992)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으로 평가하였

고, 이를 근거로 정부는 기업의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면서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환경적인 

문제를 평가하는 유효한 방법론으로 인정받게 된다. 최근에는 마케팅, 관광, 보건 등 광범위

한 적용 분야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이 활용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와 정책으로의 활용을 위하여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Arrow et al.(1993)은 연구절차에 대한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표본추출과정에서 표본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출 것

∙ 전화나 웹기반 조사방식보다 대면인터뷰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으로 유도되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실시할 것

∙ 시나리오에서 나타나는 수치와 자료는 근거와 출처를 명시할 것

∙ 이원화 분석이 가능하도록 대상 표본의 기본적인 특성이나 환경이나 기업에 대한 태도,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조사

한편,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비시장재화의 가치 추정에 있어 다른 기법보다 다양한 유형의 

재화와 서비스에 적용 가능하고, 비사용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며 힉스적 후생

(Hicksian Welfare)에 근거하여 편익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주석, 

유승훈, 곽승준, 2005). 이러한 장점 및 선행연구에서 근거하고 있는 방법론, 본 연구의 

대상재화인 사망위험 감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방법론으로 활용하여 

통계적 생명가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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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절차 및 분석모형

조건부 가치측정법 단계별 적용절차는 <그림 4-2>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림 4-2>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단계별 적용절차

첫 번째 절차는 대상재화 설정 단계로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비시장재화를 구분하고 설정

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는 비시장재화를 묘사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가상시장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이후, 응답자로부터 가치

를 도출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다음 단계로 면접조사의 수행을 통해 비시장재화에 

대한 지불의사 및 사회경제적 정보를 수집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응답자료를 계량경제학

적으로 분석하여 지불의사액을 산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편익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 적용절차에 따라 연구대상인 사망위험 감소에 대한 가상시장을 설정하고 설문을 

수행하여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상시장 설정 및 설문

의 응답에 의존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특징이 편의(Bias)로 이어져 연구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발생 가능한 편의로는 실제 시장에서의 응

답자들의 행동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상황 또는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불의도에 기초하고 있기에 도출된 지불의사액이 동일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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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가상편의(Hypothetical Bias)를 들 수 있다. 이외에 공급이 

확실시되는 대상재화에 대해서는 무임승차 심리에 기반을 두어 실제 본인의 지불의사액보

다 낮은 지불의사를 응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전략적 편의(Strategic Bias),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이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계편의(Design Bias)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편의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설계 및 수정작업, 본 조사 

수행 이전의 사전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적용과정에서 상세히 서술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통해 지불의사액을 도출하는 방법은 3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개방-폐쇄(Open-Ended)’ 질문방식이다. 응답자 개인에게 가상적 시나리오에 따

라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가능금액을 각각 적어내는 것이다. 간편한 방식이지만 응답자

가 지불가능금액을 쉽게 0으로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다른 지불의사 유도방식에 

비해 도출된 지불의사가 전략적 편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유인양립성(Incentive 

Compatible)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다수 존재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다른 방법은 

지불가능 문항을 선택(Choice Payment Card)하는 것이다. 문항에 제시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지불할 의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구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질문방식은 가상의 시나리오에 따른 특정 지불금액에 

대해 응답자들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효용극대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전략적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3가지의 

WTP 질문방법 중에서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이 미국 NOAA 패널에 의해 가장 적절한 질문

방식으로 채택되면서 보편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양문선택형 질문에 

기초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였다.

양분선택형 응답자료를 모형화하는 과정에 주로 활용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Hanemann(1984)에 의해 제안된 효용격차접근법(Utility-Difference 

Approach)과 Cameron and James(1987)이 제안한 지불의사액함수접근법

(WTP-Function Approach)으로 구분되는데, Kenneth and McConnell(1990)은 두 접

근법이 쌍대(Duality) 관계에 있으므로 연구자의 선택에 따라 특정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권한 바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효용격차접근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므로(유승훈, 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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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곽소윤, 2010)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하였다.

한편,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은 지불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의 횟수에 따라 단일경계

(Single-Bounded), 이중경계(Double-Bounded), 1.5경계(One and One Half- 

Bounded) 등으로 나뉠 수 있다. 1.5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의 경우 최근 논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 보고서 등에

서 꾸준히 활용되어 온 단일경계 및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의 적용을 채택하였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세부 추정모형 관련 정보는 <표 4-6>과 같다.

<표 4-6> 조건부 가치측정법 추정모형

응답자가 자신의 효용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주어진 화폐소득( )과 개인의 특성벡터( )에 근거하

여 비시장재화의 상태( )에 대해 느끼는 효용은 다음과 같은 간접효용함수 로 표현될 수 있다.

        (1) 

여기서,    는 비시장재화를 이용할 수 없는 또는 비시장재화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는 비시장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또는 비시장재화가 공급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연구

자에게는 응답자가 측정대상 비시장재화의 상태 변화를 선택 또는 거부하는 데 있어 관측이 불가능

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간접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관측 가능한 확정적인 부분  과 

관측 불가능한 확률적 부분 로 구성된다.

        (2)

간접효용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적 성분인 는 에 상관없이 독립적이면서 동일한 분포를 갖

는(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 확률변수로 평균은 0이다. 각 개인이 효용을 

최대화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각 개인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당신은 비시장재화의 이용

을 위해 또는 비시장재화의 공급받기 위해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란 질문에 대해 “예”라

고 대답하면서 원을 기꺼이 지불함으로써 효용을 최대화한다.

   ≥    (3)

또는

   ≧   (3')

이제 효용의 격차와 오차항의 격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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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예”라고 응답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r응답이 “예” Pr ≧ ≡   (4)

여기서 ⋅는 η의 누적분포함수(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다. “예”란 

응답은  ≧  일 때 관측되며, “아니오”란 응답은    일 때 관측된다. 지금부터 로 표기

할 WTP는 확률변수로서 이의 CDF는  로 정의된다. 한편 식 (4)는 다음과 같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Pr응답이 “예” Pr ≧ ≡  (5)

따라서 식 (4)와 식 (5)를 비교하면 다음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    (6)

이 결과는 이산반응모형 (4)를 적합시키는 것이 곧 WTP의 분포함수인 ⋅ 의 모수를 추정하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때 는     상태에서    의 상태로 변화하기 

위한 WTP이다.

실제로 비시장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WTP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전혀 지불의사가 

없다고 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零)의 지불의사에 대한 처리방법이 CVM 연구에

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Yoo et al., 2001).

영의 WTP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는 모형은 Kriström(1997)이 제안한 스파이크 모형 

(Spike Model)이다. 스파이크 모형은 WTP의 분포에서 ‘0’을 기준으로 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절단(Truncation)하고 절단된 부분을 ‘0’에서의 스파이크 값으로 고려한다(Yoo et al., 2006). 

단일경계 스파이크 모형을 이용한 WTP 응답자료의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도출된

다. 제시금액에 ‘아니오’라는 응답을 한 응답자들은 단 1원의 지불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의해 실제로 지불의사가 전혀 없고 영의 WTP를 가지는 경우와 제시금액보다는 작지만 

양의 WTP를 가지는 경우로 나누어질 것이다. 즉 제시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1)‘예’, (2)‘아니오-

예’, (3)‘아니오-아니오’라고 응답할 수 있다.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예” 


  번째 응답자의응답이 “아니오아니오” 

(7)

WTP의 누적분포함수를 ⋅  라 하고 이를 로지스틱(Logistic) 함수로 가정하여 스파이크 

모형을 구성하면 평균값 WTP를 추정할 수 있다. 스파이크 모형에 있어서,    일 때 WTP

의 누적분포함수는 식 (8)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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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승훈, 황석원, 곽소윤(2010), pp.21-24 인용.

3. 조건부 가치측정법 설계

가. 대상재화 및 시나리오 설정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통해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불의사액 도출

의 기반이 되는 설문지 구성 및 제시되는 가상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설문지는 대상재화 관련 일반적인 의견 및 태도, 인식조사, 지불의사액 도출을 위한 조사, 

사회경제적 정보에 대한 조사의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으

로 인한 건강영향이 사망의 형태로 나타난 경우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단위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통계적 생명가치를 대상재화로 삼았다. 선행연구

를 검토하고, 건강영향 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위험의 감소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을 도출하는 것을 세부 대상재화로 설정하였고, 응답자들이 인

식하기 쉬우며 평가대상이 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확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는 가상시장 설정을 위하여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수정하

였다.

  











exp i f   

exp  i f   
 i f   

(8)

이 모형에 대한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다.

ln 
  




ln 

  




ln  

  




ln  (9)

이때 스파이크는 ln exp 로 정의되며 표본에서 영의 WTP를 갖는 응답자의 비중을 의

미한다. 한편 평균값 WTP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


∞



   ln exp (10)

한편, 의 값을 단순히 상수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수항 및 공변량의 선형결합으로 보는 것이 

공변량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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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확률이 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확률을 고려하되, 확률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가능성 및 편의성을 감안하여 1/10,000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불의사액의 도출을 위한 

가상시장 제시 이전에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현황에 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응답자

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인지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나. 집단심층면접 실시

문헌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완성된 설문지를 응답자인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재검토하여 설문지의 수준 및 용어의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 대상의 집단심층

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표 4-7>에 제시된 대상 및 조건을 

고려하여 총 7명의 참석자를 선정하였으며 <표 4-9>의 항목에 대한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

하였다.

<표 4-7> 집단심층면접 참석자 선정조건

선정대상

① 학력 수준: 고졸, 대졸, 대학원졸

② 대기오염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은 경우

③ 성/연령: 20~40대 남녀

선정조건

질문

① 성/연령 및 학력 수준

- 성/연령 및 학력 수준이 고르게 선정되도록 함

② 대기오염 관심 수준

- ‘많은 편이다 및 매우 많다’로 응답한 경우에만 진행함

③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지표로 알고 있는 물질

-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오존,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으로 응답한 경우에만 진행함

④ 우리나라 대기오염 수준 심각성 평가

⑤ 대기오염으로 인해 건강 관련 불편 경험

- 호흡기계, 심혈관계, 안과 관련 증상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함

⑥ 건강 관심 수준

- ‘많은 편이다 및 매우 많다’로 응답한 경우에만 진행함

⑦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사항

- 전혀 없는 경우에는 조사 중단함

⑧ 건강 관련 걱정 및 고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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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집단심층면접 표본 구성

구분 나이 성별 직업 학력
대기오염

관심 수준

대기오염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알고 

있는 물질

1 49 여 전업주부 대졸 매우 많다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2 25 남 직장인 고졸 많은 편이다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3 36 여 과외강사 대졸 매우 많다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4 29 여 프리랜서 고졸 많은 편이다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5 48 남 자영업 대졸 많은 편이다 오존, 일산화탄소

6 46 여 프리랜서 대학원졸 매우 많다 미세먼지, 오존

7 27 남 직장인 고졸 매우 많다 미세먼지, 오존

<표 4-9> 집단심층면접 설계

조사일시 2016년 8월 22일(월) 19시 30분

표본 구성 1그룹

주요 

조사 내용

① 대기오염 및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환경 전반 및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 수준 및 태도

-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관련 의견 및 불편 경험

- 대기오염 관련 매체 이용행동

② 확률 개념에 대한 이해

- 확률 개념에 대한 설명 및 이해

- 사망 가능성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확률 개념

③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감소를 위한 지불의향 금액

- 자료 이해도에 대한 의견

-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감소를 위한 지불의향 및 

  비의향 이유에 대한 의견

④ 호흡계통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감소를 위한 지불의향금액

- 자료 이해도에 대한 의견

- 호흡계통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감소를 위한 지불의향 

  및 비의향 이유에 대한 의견

⑤ 통계적 연간수명가치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

- 기대수명 관련 의견

-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통한 기대수명 증가를 위한 지불의향 

  및 비의향 이유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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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심층면접 결과, 가상 시나리오의 제시 과정에서 활용한 표 및 그림자료가 일반 국민

이 인식하기에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자의 피로도를 증가시

킨다는 의견이 있어 쉬운 용어 및 지도 등으로 표현된 그림자료로 대체하였고, 정책 시나리

오와 관련하여 전후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다.

다. 지불수단의 선택

설정된 대상재화 및 가상시장에 대해 응답자가 본인의 지불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

록 현실적이고 유인일치적인 지불수단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상재화 및 제시된 

정책 시나리오와 연관성이 높고, 응답자의 결정을 단순화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강제성

이 있어서 유인일치성을 확보할 수 있되 일반인에게 비교적 친숙한 지불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2009), 한국개발연구원(2012)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유류세를 지불수단으로 삼았고, 지불방식은 선행연구의 관행을 참고하여 

향후 10년간 매년 지불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집단심층면접에서 유류세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있어 사전조사에서 유류세의 지불수단으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여 검토하였으나 약 2.6%의 응답자만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기에 유류세를 지불수

단으로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응답자가 지불의사를 보이는 금액만큼 다른 소비에의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명확히 언급하였고, 제시된 시나리오에 묘사된 상황만이 평가대상이

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라. 설문조사 방법 선택 

설문조사의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은 면접조사, 온라인조사, 전화조사 등이다. 

응답 결과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가장 선호되는 설문조사 방법은 면접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면접조사의 방법을 택하였고, 사전에 면접원 교육을 거친 전문 면접조사원들이 

설문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설문지 및 보기카드를 제시하고 지시받은 진행 주의사항을 준수

하며 면대면(Face to Face) 설문을 진행하는 일대일 면접조사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과

정은 전문설문기관인 한국갤럽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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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표본설계

대상재화에 관한 시나리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전국적인 

이슈라는 점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양한 연령대, 지역으로부터 응답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제주도 제외 전국 16개 도시를 

조사지역으로 삼고 만 20세에서 65세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표본을 설계하였다. <표 

4-10>에 제시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지역, 연령별 표본 구성 후, 성별

은 1대 1 비율로 산출하여 구성하였다.

<표 4-10> 조사 표본설계 기준

(단위: 명)

지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반 합계

전체 1,292,119  3,334,887  4,382,571  3,733,941  1,270,993  14,014,511  

서울 345,886 725,678 843,730 776,080 273,518 2,964,892  

부산 69,532 189,921 297,468 325,107 117,633 999,661 

대구 52,521 156,122 238,509 204,511 68,011 719,674 

인천 61,063 192,722 267,462 209,518 61,402 792,167 

광주 46,042 109,059 138,880 105,186 35,895 435,062 

대전 57,245 110,216 141,568 113,896 34,568 457,493 

울산 21,244 79,796 115,464 90,122 24,900 331,526 

경기 266,184 890,118 1,120,760  800,681 233,099 3,310,842  

강원 42,368 86,565 127,805 124,718 41,221 422,677 

충북 49,249 98,063 133,926 117,030 38,007 436,275 

충남 69,554 132,785 164,466 141,777 55,924 564,506 

전북 41,368 100,973 144,851 134,117 58,140 479,449 

전남 28,269 90,131 138,782 134,051 61,638 452,871 

경북 74,119 155,762 216,598 208,680 81,495 736,654 

경남 67,475 216,976 292,302 248,467 85,542 910,762 

바. 사전조사 실시 및 제시금액 설정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설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온라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전국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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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64세 사이의 일반 국민 208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Pre-Test)를 수행하였다. 

사전조사의 표본 구성은 <그림 4-3>과 같다.

사전조사를 통해 설문 구성 및 지불수단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였고,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시나리오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개방형 질문으로 물어 이에 근거하여 제시금액을 

산출하였다. 제시금액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WTP의 평균값 또는 중앙값에 민감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결정하여야 한다(한국개발연구원, 2009). 따

라서 208명의 응답자들이 사전조사에서 밝힌 지불의사액을 토대로 조사결과의 평균값

(Mean)과, 지나치게 값이 큰 WTP 응답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결과의 중앙값

(Median)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1만 원부터 8만 원까지 총 5개의 초기 제시금액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제시금액을 전체 응답자를 무작위로 구분한 5개 그룹에 각각 

할당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4-11>과 같다.

<그림 4-3> 사전조사의 표본 구성

<표 4-11> 제시금액 설계

(단위: 명, %)

제시금액(원) 표본 수 비율

10,000 205 20.5

15,000 200 20.0

30,000 200 20.0

50,000 196 19.6

80,000 199 19.9

계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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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응답자들이 설문지의 내용 및 용어를 무리 없이 인식할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는 

가상시장에 대한 시나리오가 적절히 전달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의 난이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80.9%의 응답자가 보통 수준이거나 그보다 쉽다고 응답했고(보통이다 37.5%, 

쉬운 편이다 37.9%, 매우 쉽다 5.5%), 19.1%의 응답자가 어려운 편이라고(어려운 편이다 

17.9%, 매우 어렵다 1.2%) 응답하였다.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19.1%의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기오염이라는 주제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응답이 27.2%, 사망확률

이라는 개념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응답이 20.9%, 질문 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19.4% 등으로 나타났다.

4. 대기오염 및 건강영향 인식조사 결과

가. 대기오염 관련 인식조사 결과

1) 환경 전반에 대한 인식 및 태도 

OECD(2012)는 통계적 생명가치를 도출함에 있어 환경 분야의 생명가치는 낮게 추정되

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교통사고 및 보건 분야의 요인보다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 떨어지는 것이 그 이유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환경 및 대기오염 관련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추가하여 응답자들이 대상재화에 친숙해지고, 가상 시나리오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그림 4-4>는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 수준을 나타내고 있

다.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 수준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9.7%(매우 많음 

4.7% + 많은 편 45.0%)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11.1%, 없는 편 10.6% + 전혀 없음 0.5%) 

대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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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 수준

<그림 4-5>는 우리나라에서의 각 분야별 환경 수준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6.6%로, 자연경관(53.3%, 매우 좋음 5.4% + 좋음 

47.9%), 도시의 녹지, 공원(43.1%, 매우 좋음 2.4% + 좋음 40.7%), 생물의 다양성(34%, 

매우 높음 3.2% + 높음 30.8%)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소음(42.6%, 매우 

나쁨 4.0% + 나쁨 38.6%),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 및 사고 발생 가능성(38.9%, 매우 낮음 

5.7% + 낮음 33.2%), 쓰레기 처리 수준(37.8%, 매우 낮음 5.5% + 낮음 32.3%) 등의 순으

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그림 4-6>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를 나타낸다. 비행기 사고나 원전사고,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성을 낮

게 평가하고 있지만 암으로 사망하거나(30.3%, 매우 많음 1.2% + 많은 편 29.1%), 음주, 

흡연으로 인한 질병 가능성(29.9%, 매우 많음 2.4% + 많은 편 27.5%), 자동차 사고(29.6%, 

매우 많음 3.3% + 많은 편 26.3%), 다음으로는 대기오염에 의한 질병 가능성(25.7%, 매우 

많음 1.3% + 많은 편 24.4%)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제4장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 | 77

<그림 4-5> 우리나라의 환경 수준 평가

 

<그림 4-6> 잠재적인 위험의 발생 가능성 평가

2) 대기오염 및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 및 경험

환경 분야 중에서 대기오염, 그리고 대기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실제

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조사하는 설문문항을 추가하였다. <그림 4-7>에서 대기오염에 대해 

갖는 관심 수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50%(매우 높음 3.0% + 높음 46.6%) 가까이 

대기오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8>에서 우리나라의 공기 수준이나 

대기질에 대해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35%(매우 불만족 1.6% + 불만족 33.2%)의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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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만족을 나타내어 만족하는 비율(15.3%)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의 차이점을 묻는 문항에서는 32.6%가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31.3%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326명 중에서 66.3%는 크기의 차이에 

대해서, 49.7%는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4-9> 및 <그림 4-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 대기오염 관심 수준 <그림 4-8> 우리나라 대기 수준 만족도

<그림 4-9> 미세먼지의 차이 인지 수준 <그림 4-10> 미세먼지의 차이점27)

27) 중복 응답 가능, 모름/무응답은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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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및 <그림 4-12>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에 의해서 건강에 치명

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묻는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55%으로, 모른다고 응답한 12%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이에 대해서 걱정스러워하는 응답자는 55.3%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0.%

보다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1> 대기오염 건강영향 인지 수준 <그림 4-12> 대기오염 건강영향 걱정 수준

실제로 대기오염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육체적이나 심리적인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는 <그림 4-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년에 1회 이상 기침이나 가래, 

답답함 등의 증상을 경험한 비율은 55.3%(22.2% + 22.3% + 8.4% + 2.4%)이며, 심리적으

로 불쾌함을 느낌 응답자의 비율은 75.1%(22.4% + 29% + 17.1% + 6.6%)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 최소 3/4은 1년에 1회 이상 불쾌함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1년에 2회 이상 느낀다

고 응답한 비율도 50%(29% + 17.1% + 6.6%)가 넘게 나타났다. 천식이나 폐렴과 같은 

중증 호흡계 질환으로 1년에 1회 이상 병원에 방문한 비율도 21.2%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과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진료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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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관련 불편 및 진료 경험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

제로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그림 4-14)는 46.0%(매우 많음 2.3% + 많은 

편 43.7%)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12.9%, 없는 편 11.1% + 전혀 없음 1.8%) 대비 높은 

편이다.

<그림 4-14> 대기오염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노력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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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오염 관련 매체 이용행동

대기오염에 대한 정보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는 <그림 4-15> 및 <그림 4-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기오염의 정보

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5.6%(매우 충분하다 0.2% + 충분한 편 15.4%)

에 불과하였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1.7%으로 더욱 낮게 나타났다.

<그림 4-15> 대기오염 정보 인지 수준 <그림 4-16> 대기오염 건강영향 정보 인지 수준

<그림 4-17>은 대기오염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다양한 매체 중에서 주로 접근하는 매체

에 대해서 중복 응답을 허용하여 답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92.1%가 

TV를 통해, 54.2%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지인이나 잡지, 라디오 등의 매체를 

이용하는 비율도 10%가 넘게 나타난다. 인터넷을 통해 대기오염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542명의 응답자 중에서 74.4%는 주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뉴스

나 정보란에서 정보를 얻고 있으며, 33.6%는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나 카페에서 정보를 얻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Twitter나 Facebook과 같은 SNS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답한 응답률도 17.7%에 달한다. 접속하는 매체 중에서 TV를 통한 정보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응답자가 77%로 가장 높았다. 인터넷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응답자는 

16.7%로 두 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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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대기오염 정보 및 뉴스 접속매체

나. 확률 개념 관련 인식조사 결과

지불의사액에 대해서 묻기 이전에 환경오염의 개선으로 인해 사망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응답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감소하는 사망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확률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확률의 이

해 수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확률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였

다. 스스로 본인이 생각하는 확률에 대한 이해 수준을 물어보고, 확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항을 통해 이해가 가능한지 물어본 결과는 <그림 4-18> 및 <그림 4-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스스로 확률에 대해서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9%(매우 잘 안다 14.0% 

+ 아는 편 48.9%)로, 확률에 대해서 설명한 문항을 읽고 실제로 이해한 비율은 70.5%(매우 

쉽다 16.8% + 쉬운 편 53.7%)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가로 10개, 세로 10개로 이루어진 

격자지에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적어놓고 구슬을 던졌을 때 34라는 숫자에 멈출 확률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원래의 답인 1%(1/100)로 맞게 대답한 응답자 비율은 90.1%로 나타났

다. 그 외 0.1%라고 응답한 비율과 0.01%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7%, 4.2%를 차지하였

다. 확률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을 묻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림을 통해 0.1%의 확률과 

1%의 확률에 대해서 어느 것이 높은지 물어본 결과 맞게 응답한 비율은 98.5%로 나타났다. 

조사과정에서 확률에 대해 설명한 문항 및 이해 여부를 묻기 위해 이루어진 질문에 대해서

는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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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확률 설명문의 이해 여부 <그림 4-19> 본인의 확률개념 이해 수준

다. 건강 관련 인식조사 결과

1) 평소 건강상태 및 삶의 질 관련 태도

응답자 가운데 본인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어느 정도 

건강한지 묻는 질문,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더 건강해졌는지, 아닌지 묻는 질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다. <그림 4-20>에서 전체의 74.5%(매우 건강함 7.7% + 건강한 편 

66.8%)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0.1%(매우 건강함 6.9% + 건강한 편 53.2%)도 본인

의 연령대에 비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작년에 비해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11.8%로, 나빠졌다고 응답한 9.4%보다 약간 높다.

0.1

3.1

3.6

9.4

22.3

36.3

78.8

66.8

53.2

11.0

7.7

6.9

0.8

평소 건강상태

연령 대비 건강상태

작년 대비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않음/매우 나빠짐 건강하지 않은 편/조금 나빠짐 보통/비슷함

건강한 편/조금 좋아짐 매우 건강함/많이 좋아짐
(%)

<그림 4-20> 평소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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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으로 대답한 본인의 건강 대비 평소에 본인이 자주하는 활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그림 4-21>에서 나타내고 있다. 격렬한 운동과 다소 힘든 운동 

과 같이 아래 순서로 갈수록 보편적으로 불편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항목에 따라 불편한 

수준을 물어보았다. 격렬한 활동을 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15.7%(매우 

불편함 2.5% + 불편함 1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계단을 올라갈 때 한 번에 두세 계단

씩 오르는 것에 대하여 11.7%(매우 불편함 1.7% + 불편함 10.0%)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

다. 그 외 모든 응답 수준에서 90% 이상이 보통이거나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한 달 동안 평소와 같이 일을 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신체적 어려움과 같이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에 대하여는 <그림 4-22>에서와 같이, 어려움을 

느끼는 응답자는 문항별로 대부분 2% 내외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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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활동을 할 때

다소 힘든 활동을 할 때

조금 무거운 시장바구니를

들거나 운반할 때

한 번에 두세 계단씩 오르기

한 계단씩 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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꿇기

1KM 정도 걷기

마을 주변 산책이나

동네 한 바퀴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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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평소 일상활동에 대한 불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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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어려움

<그림 4-22> 최근 한 달간 신체 및 감정적인 어려움 경험

하루에 실외 공기를 마시게 되는 외부활동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빈도를 나타내는지 <그

림 4-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9%의 응답자가 하루에 1시간 미만의 외부활동을 갖는다

고 응답한 반면 가장 많은 47.4%가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의 외부활동을 갖는다고 

응답하였다. 하루의 1/3을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활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14.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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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11.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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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미만

하루에

1~3시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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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8~12시간 정도

하루에

13시간 이상

외부활동

안함

<그림 4-23> 하루 중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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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인식 수준에 대해서 응답한 결과는 <그림 4-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다’거나 ‘본인의 건강상태는 매우 좋다’는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고(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0% 미만에 달한다. 본인

이 다른 사람보다 병에 잘 걸린다고 생각하는 비율 역시 낮게 나타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건강이 점점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1%로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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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4> 건강 관련 인식

2) 흡연 및 질병 관련 정보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응답자에게 흡연 여부 

및 흡연량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림 4-25>는 평소 흡연량에 대해서 묻고 있다. 

전체의 71.3%가 비흡연자라고 밝힌 가운데 나머지 28.7% 가운데 4.5%는 하루에 한 갑의 

담배를 태운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26>은 현재나 과거 기준 두통이나 코막힘, 알레르기, 기관지염과 같은 질환에 

대해서 앓고 있거나 앓았던 경험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의 66.1%가 질병

에 걸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질병 가운데 중복 응답임을 감안하여 두통이나 

편두통에 의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15.5%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비염이나 

축농증(8.8%), 알레르기(8.6%)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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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평소 흡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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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두통/

편두통

코막힘/

축농증

알레르기 눈 가려움 심혈관

질환

기타

만성질환

만성

기관지염

없음

<그림 4-26> 현재 및 과거에 보유한 질병/질환

본인의 건강이나 질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전적인 요소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님, 

조부모 가운데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주요 질병에 대하여 질환을 겪은 적이 있는지

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표 4-12>에서 전체 응답자 중에 주요 질병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205명으로, 그중 56.6%인 116명이 암과 관련된 질환으로 나타났다. 

암 중에서는 가장 빈도가 높은 암은 위암과 폐암에 속하였다. 그 외에 질환에 대해서는 고혈

압과 당뇨병이 각각 21명과 13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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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가족력 보유 질환

내 용(n=205) 사례 수 %

암

암 27 13.2

위암 33 16.1

폐암 24 11.7

간암 18 8.8

대장암 4 2.0

자궁암 4 2.0

갑상선암 3 1.5

유방암 3 1.5

고혈압 21 10.2

당뇨병 13 6.3

심장마비 8 3.9

심근경색 7 3.4

천식 5 2.4

뇌졸중 4 2.0

심혈관 질환 3 1.5

폐질환 3 1.5

폐렴 3 1.5

5.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 결과

가. 조건부 가치측정법 설계 결과

1) 대상 시나리오 설정 결과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집단심층면접을 거쳐 확정된 설명자료, 보기카드 및 시나리

오는 <그림 4-27>, <그림 4-28> 및 <그림 4-29>와 같으며 부록을 통해서 실제 설문에 

활용된 설문지를 확인할 수 있다. OECD 및 IHME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

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건강 개선 신약 

등의 가상의 재화 또는 상황의 제시를 통한 시나리오 구성 대신 관련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

하여 응답자들로 하여금 조건부 시나리오에 몰입하여 응답하도록 하는 방안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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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대기오염 관련 설명 자료 일부

 

<그림 4-28> 대기오염 관련 보기카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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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가상 시나리오

2) 표본설계 결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표 4-13>과 같이 조사 표본을 설계하였

으며, 표본 할당량을 100% 달성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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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조사 표본설계

(단위: 명)

지역 성
표본 구성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남자 51 122 159 136 48 516 

여자 42 116 153 130 43 484 

서울
남자 13 26 30 28 10 107 

여자 12 26 30 27 10 105 

부산
남자 3 7 11 12 4 37 

여자 2 7 10 11 4 34 

대구
남자 2 6 9 8 3 28 

여자 2 5 8 7 2 24 

인천
남자 2 7 10 8 2 29 

여자 2 7 9 7 2 27 

광주
남자 2 4 5 4 2 17 

여자 1 4 5 4 1 15 

대전
남자 2 4 5 4 1 16 

여자 2 4 5 4 1 16 

울산
남자 1 3 4 3 1 12 

여자 1 3 4 3 1 12 

경기
남자 10 32 40 28 9 119 

여자 9 32 40 28 8 117 

강원
남자 2 3 5 5 2 17 

여자 1 3 4 4 1 13 

충북
남자 2 4 5 4 2 17 

여자 2 3 5 4 1 15 

충남
남자 3 5 6 5 2 21 

여자 2 4 6 5 2 19 

전북
남자 2 4 5 5 2 18 

여자 1 3 5 5 2 16 

전남
남자 1 3 5 5 2 16 

여자 1 3 5 5 2 16 

경북
남자 3 6 8 8 3 28 

여자 2 5 7 7 3 24 

경남
남자 3 8 11 9 3 34 

여자 2 7 10 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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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시금액에 따른 응답 결과

전국의 만 20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1,000개의 응답자료를 수집하였다. 지불의사액에 따른 응답자의 분표는 <표 4-14>와 같다.

<표 4-14> 지불의사액에 대한 응답자 분포

첫 번째 

제시금액
표본 크기

응답 유형별 응답자 수 

“예-예” “예-아니오” “아니오-예”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 아니오”

10,000 205 22 45 21 12 105

15,000 200 15 29 15 13 128

30,000 200 4 17 17 20 142

50,000 196 2 7 10 26 151

80,000 199 1 9 10 24 155

계 1.000 44 107 73 95 681

제시금액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예’의 응답률은 감소하고, ‘아니오’의 응답률은 증가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조사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아니오-아니오-아니오”의 

응답을 통해 1원의 지불의사도 없다고 응답한 681명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 추가 질문

을 실시하였다. 이미 납부된 세금으로 대기오염의 줄이는 정책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7.3%로 가장 높았고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유류세가 대기오염의 감소를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지 의심스럽거나(24.4%), 정부의 계획을 믿을 수 없다(21.4%)고 밝힌 응답

이 뒤따랐다. <그림 4-30>은 지불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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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5.9 
1.9 

37.3 

24.4 
21.4 

1.2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아서

대기오염은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내는

것이

효과적일지

의심스러워서

정부가

계획대로

개선시킬

것인지 믿을 수

없어서

이 문제는

우선순위를

둘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그림 4-30> 유류세에 대한 지불반대 이유

나. 분석결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확률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우추정

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해서 <표 4-6>의 우도함수 식(9)를 최

대화하는 모수 a, b를 찾아내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세부 추정 결과는 <표 4-15>에 제시되

어 있다.

<표 4-15> 단일경계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 결과

변     수 추정 결과

상수항
-0.7720

(11.427)***

제시금액
-0.0375

(-12.906)**

스파이크(Spike)
0.6840 

(46.834)***

관측치 개수

로그우도(Log-Likelihood)

Wald 통계량:

(p-value)

1,000

-829.9773

348.7325

(0.000)

주: 1) 추정치 아래의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t값임.
2) ***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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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결과를 <표 4-6>의 식(10)에 적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확률 1/10,000 감소

에 대한 WTP를 추정한 결과는 <표 4-1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간 WTP는 1만 141.3원

으로 추정되었다.

<표 4-16> 연간 WTP 추정 결과

구  분 추정 결과

평균 WTP

- t-값

  - 95% 신뢰구간

  - 99% 신뢰구간

10,141.3원

11.274***

[8,573.2 – 12,199.3]

[8,174.6 – 12,960.7]

주: 1) ***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신뢰구간은 Krinsky and Robb(1986)가 제안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추정된 연간 WTP 추정치에 지불기간을 고려하고 통계적 생명가치 도출을 위한 환산식에 

대입하여 통계적 생명가치를 도출한다. 설문에서 제시한 지불기간인 10년을 반영하는 과정

에서 현재가치(Present Value)화 여부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가치화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한 편익 또는 비용을 기준시점에 맞추는 것으로서, 미래 시점에 발생한 

편익 또는 비용을 현재 시점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Discount Rate)에 대한 정보

가 필요하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에서 도출되는 WTP의 경우 특정기간 동안의 지불의사를 

묻는 방식으로부터 도출되기에 예비타당성조사28)에서 편익추정기법으로 조건부 가치측정

법이 활용된 경우 현재가치로의 전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적정 사회적 할인율 및 환경 

분야의 특수성 반영 여부의 관점에서 현재가치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사회적 할인율로 

5.5%를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28)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
개발사업 또는 중기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
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http://pimac.kdi.re.kr/about/v
alidity.js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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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다수 제기되는 실정이다. 김상겸(2013), 최지은, 박동규(2015), 이지웅, 김성균, 김

길환(2016)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적정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9~4.9% 사이의 값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할인율은 시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서(에

너지경제연구원, 2015), 편익이 미래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낮추어 평가하게 된다. 즉 미래

세대 또는 미래의 나 자신이 누리는 편익을 적게 평가하는 셈이 되며, 이는 유한한 자원을 

미래 세대와 나누어 쓴다는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성격을 갖는 환경 분야의 특수성이 적극적

으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통계적 생명가치의 도출 과정에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한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가 있다. 따라서 현재가치화 과정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관례에 따라 현재가치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시나리오 1)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인 5.5%를 고려한 경우(시나리오 

2)로 나누어 통계적 생명가치를 도출해 보았다. 시나리오 1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에 적용 가능한 통계적 생명가치는 <표 4-17>과 같이 10억 1,413만 원으로 도출되었다.

<표 4-17> 총 WTP 및 통계적 생명가치 도출(시나리오 1)

구분 연간 WTP
지불기간을 고려한 

총 WTP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 결과 (원) 10,141.3
101,413

(=10,141.3 * 10)

1,014,130,000

(=101,413/0.0001)

시나리오 2에 의해 2016년을 기준연도로 삼고 10년 동안의 연간 WTP를 현재가치화하

여 도출한 통계적 생명가치는 <표 4-18>과 같이 8억 646만 원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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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총 WTP 및 통계적 생명가치 도출(시나리오 2)

구분 연간 WTP(원)
연간 WTP의 

현재가(원)
총 WTP(원) 통계적 생명가치(원)

2016 10,141.3 10,141.3

80,646 
806,455,977 

(=80,646/0.0001)

2017 10,141.3 9,612.6

2018 10,141.3 9,111.5

2019 10,141.3 8,636.5

2020 10,141.3 8,186.2

2021 10,141.3 7,759.5

2022 10,141.3 7,354.9

2023 10,141.3 6,971.5

2024 10,141.3 6,608.1

2025 10,141.3 6,263.6

6. 시사점

앞서 살펴본 OECD 등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듯 통계적 생명가치의 추정치는 추정방법

론, 가상 시나리오, 제시하는 확률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출과정에서 

각 요인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추정방법론으

로 선정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영향의 경제적 가치의 도출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통계

적 생명가치의 도출을 목적으로 정책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추정치를 도출하였다.

응답자의 인식 및 지불의사에 기초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특성상, 응답자인 일반 국민

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시나리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지가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적용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 집

단심층면접, 설문지의 확인 문항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0.0001만큼 줄이기 위한 응답자들의 연간 지불의사액

은 1만 141.3원(시나리오 1)으로 나타났고, 환산과정을 거쳐 도출된 통계적 생명가치는 

10억 1,413만 원(시나리오 1)이었다. 이 값은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과정에서 분석된 

사망자 수와 결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의 총 피해비용을 산정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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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국민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를 포함한 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기반한 사회

적 비용 산정을 통하여 관련 정책평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특

히 최근 활용 가능하게 된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만성 건강영향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건강영향(Health End-Point)을 고려한 단위가치를 추정함으로써 건

강영향과 경제성 분석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1차년도(2015) 및 2차년도(2016)

의 부문별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5-1>과 같다.

1차년도(2015) 건강영향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 신규 입원과 반복입원(재입

원)위험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대기오염의 호흡기계 신규 입원위험 분석결과, 미세먼지

(PM10), 이산화황(SO₂), 오존(O₃)의 경우, 대기오염의 장기 노출 농도 증가는 호흡기계 

신규 입원위험을 유의하게 높였다. 이산화질소(NO₂)와 오존(O₃)으로 인한 호흡기계 신규 

입원위험은 전국에 비해 서울 지역에서 높았으며,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경우 미세먼지

(PM10)의 영향을 전체 연령에 비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재입원위험을 평가한 결과,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미세먼지

(PM10), 일산화탄소(CO), 오존(O₃), 이산화황(SO₂)이 증가할수록 입원 증가와 유의한 연

관성을 보였다(안소은 외, 2015).

한편 1차년도 질병비용(COI)은 동일한 질병군에 대하여 의료비용, 교통비용, 간병비용, 

생산성 손실비용 등을 산출하였다. 질병비용(COI) 항목별 산출결과(약제비용 제외)를 요약

하면, 2002년도 기준, 호흡기계 입원 에피소드당 질병비용 합계는 178만 원으로 집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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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중 의료비용(급여, 비급여 합계)이 84만 3000원으로 총비용의 47%, 교통비용은 9만 

2,000원으로 간병비용은 19만 7,000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생산성 손실비용은 64만 4,000

원으로 총비용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호흡기계 입원 에피소당 

총 질병비용 합계는 377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의료비용이 192만 4,000원으로 총비

용의 51%, 교통비용은 18만 3,000원으로 간병비용은 38만 8,000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생산성 손실비용은 127만 원으로 총비용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소은 외, 

2015).

<그림 5-1> 1차년도(2015) 및 2차년도(2016) 부문별 연구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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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2016) 건강영향 평가의 키워드는 미세먼지와 사망영향이다. 먼저 대기오염의 

장기 노출과 사망영향 간의 인과성을 파악하고, 동반질환지수 개발 결과를 반영하여 미세먼

지 장기 노출로 인한 총사망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심혈관계 질환을 대상으로 단기 급성 사

망영향을 분석하였다. 2007~2013년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인과성 

분석결과,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와 총사망, 심혈관계 사망은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다양한 지연연도(Lag) 변수를 적용한 결과, 총사망의 경우 4년치(지연연도 0-3년) 

평균 미세먼지농도 증가에서, 심혈관계 사망의 경우 2년치(지연연도 0-1년) 평균 농도 증가

에서 가장 높은 사망위험도 2.3% 및 9.7%의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2013년 7개 광역도시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미세먼지 장기 노출로 인한 

총사망영향 분석결과, 미세먼지 1년 평균 농도가 1㎍/㎥ 증가하면 총사망위험도가 1.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반질환지수 반영 여부가 사망영향에 유의미한 차이로 이어

지지는 않았다.

2차년도(2016) 단위가치 추정의 키워드는 통계적 생명가치(VSL)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

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0.0001 감소시키는 정책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응답자의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였다. 설문지는 대기오염 및 관련 

건강영향에 대한 인식조사와 통계적 생명가치(VSL) 도출을 위한 질문으로 구분하여 구성하

였다. 질문지 설계 시 응답자가 확률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질문

을 포함하였으며, 다수의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설문지 초안을 작성한 후 집단심층

면접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사전조사를 거쳐 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표본은 

전국 16개 도시, 만 20~65세 성인 남녀 1,000명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10)를 근거

로 지역, 연령, 성별로 비례추출하였다. 단일경계 스파이크 모형 적용 결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0.0001 감소시키기 위한 연간 지불의사액(WTP)은 1만 141원으로 추

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통계적 생명가치는 약 10억 1,400

만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지불기간 10년과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여 도출한 통계적 생명가치는 약 8억 60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3차년도(2017)는 1차, 2차년도에 진행한 건강영향 평가와 사회적 비용 산정을 위한 단위

가치 추정 결과를 기반으로 적용 가능한 통합 분석틀 마련으로부터 시작한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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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자 하는 통합 분석틀은 영향경로분석을 근거로 하며 <그림 5-2>와 같다. 통합분석

은 스코핑, 물리적 영향평가(건강영향 평가), 화폐화, 종합평가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림 5-2> 건강영향‧경제성 통합분석틀(안)

스코핑 단계에서는 통합분석 사례연구에 적절한 시나리오 개발과 시나리오에 근거한 건

강영향 분석대상 및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건강영향(Health End-Point)은 사망률과 유병

률로 크게 구분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1차, 2차년도 건강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설정하고자 한다. 사망률 변화와 연계할 단위가치로는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유병률 변화와 연계할 단위가치는 질병비용을 활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정책평가 시나리오

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조기사망과 입원 에피소드 변화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 종합평

가 단계에서는 불확실성 검토와 이를 분석에 반영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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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인식조사 설문지



부록.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인식조사 설문지

<부록 표 1-1> 설문지-대기오염의 건강영향 전반에 대한 태도 및 인식조사

208 SAJIK-DONG JONGRO-GU SEOUL, KOREA,  110-054 TEL(02)3702-2100 / 
FAX(02)3702-2121/E-mail info @gallup.co.kr / internetwww.gallup.co.kr

affiliated with GALLUPINTERNATIONAL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전반에 대한 태도 및 인식조사(타입1)
  

                                   

먼저, 응답자 선정 질문입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1. 남성

2. 여성

SQ2. 실례지만, 귀하의 현재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뢰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전반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는 절대로 옳은 답이나 틀린 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생각하신 후,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 의 보호) 제①, ②항

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 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9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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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세 ─▶  만 20~64세 사이만 조사 진행 

SQ3.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0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시  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도

SQ4.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위의 SQ3.에서 응답하신 귀하의 현재 거주 
지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대도시(특별시 및 6대 광역시)  2. 중소도시           3. 읍/면

다음 페이지부터 응답자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질문 응답 시 유의사항

1. 질문지는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

랍니다. 

2. 질문에 응답하시기 전에 질문 앞에 제시된 설명문을 잘 읽고, 숙지하신 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질문은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관식 질문 응답은 응답란에 직접 적어주시고, 객

관식 질문은 제시된 보기 번호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항목별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A. 대기오염 및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먼저, 환경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께서는 평소 환경오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으십니까?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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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우리나라 환경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1. 하늘/대기질 1 2 3 4 5

 2. 물/강/호수/바다의 수질 1 2 3 4 5

 3. 소음 1 2 3 4 5

 4. 실내 공기질 1 2 3 4 5

 5. 쓰레기 처리 수준 1 2 3 4 5

 6.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 및 사고  

    발생 가능성
1 2 3 4 5

 7. 생물의 다양성 1 2 3 4 5

 8. 도시의 녹지, 공원 1 2 3 4 5

 9. 자연경관(경치) 1 2 3 4 5

▣ 환경 전반에 대해 1 2 3 4 5

문3.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잠재적인 위험이 귀하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
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1. 음주/흡연 등으로 인한 질병 1 2 3 4 5

 2.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1 2 3 4 5

 3. 범죄의 피해 1 2 3 4 5

 4. 암으로 사망 1 2 3 4 5

 5. 자동차 사고 1 2 3 4 5

 6. 비행기 사고 1 2 3 4 5

 7. 자연재난 1 2 3 4 5

 8. 화학사고 1 2 3 4 5

 9. 화재사고 1 2 3 4 5

10.  원전사고 1 2 3 4 5

다음은 대기오염 및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 록 ∣ 115

  ▣ 대기오염 및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설명문

대기
오염

공장의 가동, 교통수단 이용, 가정의 연료소비 등 사람들의 활동 과정에서 생긴 
오염물질이 인간 및 동식물에 해를 끼칠 만큼 다량으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기
오염
물질

대기오염물질에는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등이 있으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등이 있
습니다. 이들은 다른 대기오염물질과 반응하여 새로운 오염물질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중, ①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미세먼지(PM10), ②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최근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의 
영향

  대기오염은 사람의 건강과 복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생물의 생존에
도 위협을 줍니다.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기관지염,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 원인이 되고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4. 귀하께서는 평소 대기오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으십니까?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1 2 3 4 5

문5.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대기질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문6-1. 귀하께서는 오늘 이전에 대기오염물질 중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차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다 모르는 편이다 보통이다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안다

1 2 3 4 5

 ─▶  3. 보통이다 이하에 응답하신 경우에는 아래 문7.로 이동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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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2. (문6-1.의 4. 아는 편이다 또는 5. 매우 잘 안다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귀하께서는 오늘 이전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를 무엇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중복 응답)

1. 크기의 차이

2. 인체 유해성 정도의 차이

3. 기타(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_________________________)

문7. 귀하께서는 대기오염물질 중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가 건강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다 모르는 편이다 보통이다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안다

1 2 3 4 5

문8. 귀하께서는 평소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다 모르는 편이다 보통이다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안다

1 2 3 4 5

문9. 귀하께서는 평소 대기오염이 귀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하고 계십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걱정하는
편이다

매우 걱정하는
편이다

1 2 3 4 5

문10. 귀하께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다음에 제시한 건강 관련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 록 ∣ 117

전혀
없다

년 1회 
이상

년 2회 
이상

년 6회 
이상 

년 12회 
이상

 1. 심리적 불쾌감 1 2 3 4 5

 2. 기침, 가래, 가슴 답답함 1 2 3 4 5

 3. 호흡기계 질환으로 병원 방문 1 2 3 4 5

 4. 호흡기계 질환으로 입원 1 2 3 4 5

 5. 혈관계 질환으로 병원 방문 1 2 3 4 5

 6. 심혈관계 질환으로 입원 1 2 3 4 5

문11. 귀하께서는 향후 대기오염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향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1 2 3 4 5

다음은 대기오염 관련 매체 이용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2. 귀하께서는 대기오염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보통이다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하다

1 2 3 4 5

문13. 귀하께서는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보통이다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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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1. 귀하께서는 평소 대기오염 관련 정보나 뉴스를 어떤 매체를 통해 접하십니까?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를 순서대로 2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위 2위

1. TV
2. 라디오
3. 종이신문/잡지

┌── 4. 인터넷(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 5.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 6. 주변 지인
┃ 7. 기타(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4. 인터넷 외의 나머지 응답 시에는 아래 문15.로 이동해 주십시오. 
▼
문14-2. (문14-1.에서 4. 인터넷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귀하께서는 인터넷 매체 중 어디를 통해 대기오염 관련 정보나 뉴스를 얻으십니까? 모두 응답  
해 주십시오. (중복 응답)

1. 언론사 홈페이지
2. 정부 해당 부처 홈페이지
3.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의 블로그/카페 등
4.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의 뉴스/정보란 등
5.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6. 각종 안내 메일
7. 기타(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5. 귀하께서는 정부의 대기오염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나 뉴스를 어디를 통해 얻고 싶으
십니까? 정보나 뉴스를 얻고 싶으신 ① 전체 매체와 ② 인터넷 매체 각각 응답해 주십
시오. 

① 전체 매체 ② 인터넷 매체

 1. TV  1. 언론사 홈페이지

 2. 라디오  2. 정부 해당 부처 홈페이지

 3. 종이신문/잡지  3.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카페 등

 4. 인터넷  4. 포털사이트의 뉴스/정보란 등

 5. 주변 지인  5.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6. 각종 안내메일

 6. 기타(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7. 기타(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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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확률의 개념 및 비교

다음은 확률의 개념 관련 질문입니다.

  ▣ 확률 개념 설명문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① 예를 들어, 백 원짜리 동전을 한 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그림면 또는 숫자면
동전 한 개를 던져서 그림면이 나오는 확률은 1/2입니다. 마찬가지로 숫자면이 나오는
확률로 그림면 또는 숫자면이 나오게 됩니다.

② 또 다른 예로 주사위를 들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1에서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입니다. 이 중 숫자 ‘1’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입니다. 따라서
확률은 1/6입니다.

즉,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문1.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위에 제시한 설명문은 얼마나 알아듣기 쉽다고 생각하십니
까?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쉬운 편이다 매우 쉽다

1 2 3 4 5

문2. 귀하께서는 확률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다 모르는 편이다 보통이다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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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접시에 구슬을 굴리면, 구슬이 100개의 숫자 
중 한 숫자에 멈출 수 있습니다.

   

← 10개 →
1 2 3 4 5 6 7 8 9 10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문3. 위에 제시한 접시 위에서 구슬이 ‘34’라는 숫자에 멈출 가능성은 얼마입니까?

1. 1/10 (1십분의 1 : 10%)
2. 1/100 (1백분의 1 : 1%)

 3. 1/1,000 (1천분의 1 : 0.1%)
 4. 1/10,000 (1만분의 1 : 0.01%)

다음은 사망 가능성 비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같이 제시한 보기카드①을 숙지하신 후,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부 록 ∣ 121

  ▣ 사망 가능성 비교 설명문 

가로가 40칸, 세로가 25칸으로 이루어진 총 1,000개의 칸이 있습니다. 
각각의 칸은 사람을 의미하며, 흰색 칸은 그 사람이 살아 있음을 의미하고, 빨간색 칸은 
사망했음을 의미합니다.

①화재로 사망할 가능성

A나라에서 매년 화재로 1,000명당 1명
이 사망합니다. 
이는 A나라에서 화재로 사망할 가능성
이 1/1,000(1천분의 1 : 0.1%)임을 의미
하며, 아래 그림에서 빨간색 칸 1개를 
의미합니다. 

②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

A나라에서는 매년 교통사고로 1,000명
당 10명이 사망합니다. 이는 A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10/1,000(1천분의 10 : 1%)임을 의미하
며, 아래 그림에서 빨간색 칸 10개를 의
미합니다.

[화재로 사망할 가능성]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

문4. 위의 설명에서, A나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요인은 화재와 교통사고 중 
무엇입니까?

 1. 화재
 2.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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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통계적 생명가치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 1

다음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감소를 위한 귀하의 지불의향 금액을 묻는 

질문입니다.

같이 제시한 보기카드②와 ③을 숙지하신 후,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 대기오염 설명문  

  
1. 대기오염 측정 현황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6가지 대기오염물질의 대기오염 추이는 [보기카드 
②의 정보 1]과 같습니다.

2. 대기오염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행정목표치인 환경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준은 이산화황, 이
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먼지, 오존, 납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
으며, 최근 6년간 오염물질별 환경기준 달성현황은 [보기카드 ②의 정보 2]와 같습니
다.

201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
① 아황산가스의 연평균과 24시간 환경기준은 100% 만족하지만, 1시간 환경기준 달성률은 99% 
수준으로 전년도와 유사함.
② 이산화질소의 연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72%, 24시간 환경기준 달성률은 66%, 1시간 기준 
환경기준 달성률은 77%임.
③ 오존은 8시간 환경기준 달성률이 전년도에 비해 0.8%p 감소하여 모든 측정소에서 환경기준을 
달성하지 못함.
④ 미세먼지의 연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약 61%, 24시간 환경기준 달성률은 8.2%임.

-------------------------------------------------------------------------------------------------------------------

또한 2014년 시‧도별 환경기준 초과 측정소 현황은 [보기카드 ②의 정보 3]과 같으
며, 2014년 지역별 미세먼지 경보 발령현황은 [보기카드 ②의 정보 4]와 같습니다. 
보기카드를 모두 숙지하신 후, 아래 설명문을 읽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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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워싱턴대 건강측정평가연구소(IHME)의 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
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41명이라고 합니다(2013년 기준). 이것은 10,000명 중 약 4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개선 정책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① 공장, 발전소 등의 점오염원 배출량 감소를 위한 연료전환대책, 배출허용기준 강화, 오염물질 총량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② 자동차,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이동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연료보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교통수요 관리 등의 대책 그리고 ③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 가정에의 청정연료 
보급, 폐기물 발생 저감 등의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부 신규 대책들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기오염 개선 정책은 향후 10년간 수행되며, 
이 정책을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확률을 모든 연령대에서 1/10,000(1만분의 1 : 0.01%)만큼씩 감소시
키고자 합니다.

[보기카드 ③]을 모두 숙지하신 후, 다음 페이지의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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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제시한 정책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수행되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년 얼마나 지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귀하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고 그 소득은 여러 용도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신 후, 제시한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귀하께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년 지불의향이 있는 금액
을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1/10,000(1만분의 1 : 0.01%)만큼 감소시키기 위
해, 귀하께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10,000원을 유류세를 통해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
이 있으십니까?

┏━━ 1. 지불의향 있음
┃ 2. 지불의향 없음 ─▶  아래 문3.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
문2. 그럼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1/10,000(1만분의 1 : 0.01%)만큼 감소시키기 

위해, 귀하께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20,000원을 유류세를 통해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
이 있으십니까?

1. 지불의향 있음
2. 지불의향 없음
=======================================
 ─▶  아래 문6.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문3. (문1.의 2. 지불의향 없음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1/10,000(1만분의 1 : 0.01%)만큼 감소시키기 
위해, 귀하께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5,000원을 유류세를 통해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지불의향 있음 ─▶  아래 문6.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 2. 지불의향 없음
▼
문4. (문3.의 2. 지불의향 없음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귀하께서는 유류세를 통해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전혀 없으십니까?

1. 지불의향 있음 ─▶  아래 문6.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 2. 지불의향 전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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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문4.의 2. 지불의향 전혀 없음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실 의향이 전
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아서
3. 대기오염은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4. 이미 충분한 세금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생각

해서
5. 추가적인 세금을 내는 것이 대기오염 및 호흡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낮추는 데에 

효과적일지 의심스러워서
6. 정부가 계획대로 개선시킬 것인지 믿을 수 없어서
7. 이 문제는 우선순위를 둘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8. 기타(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__)

========================================================================
 ─▶  다음 페이지 D.파트로 이동해 주십시오. 

문6. (문2.에 응답하신 경우나 문3. 또는 문4.의 1. 지불의향 있음에 응답하신 경우만 응답
해 주십시오.)
그럼 귀하께서는 유류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매년 얼마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불하
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앞 질문에서 응답하신 귀하의 응답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연평균 만 천 백 원 정도

F. 건강(삶의 질) 관련 질문

문1.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한 

편이다

1 2 3 4 5

문2. 귀하께서는 연령대에 비해서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한 

편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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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작년과 비교해 어느 정도로 좋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빠졌다 조금 나빠졌다 작년과 비슷하다 조금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1 2 3 4 5

문4. 다음은 귀하의 평소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 시 지장이 있으시다
면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불편함

불편함 보통 편함 
매우
편함

 1. 격렬한 활동을 할 때 1 2 3 4 5

 2. 다소 힘든 활동을 할 때 1 2 3 4 5

 3. 조금 무거운 시장바구니를 들기 1 2 3 4 5

 4. 한 번에 두세 계단씩 오르기 1 2 3 4 5

 5. 한 계단씩 오르기 1 2 3 4 5

 6. 허리 구부리기 또는 무릎 꿇기 1 2 3 4 5

 7. 1km 정도 걷기 1 2 3 4 5

 8. 마을 주변 산책(200~300m) 1 2 3 4 5

 9. 집 주변 걷기(100m 정도) 1 2 3 4 5

10. 혼자서 목욕하기 옷 입기 1 2 3 4 5

문5. 최근 한 달간 귀하의 신체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
을 어느 정도 겪으셨습니까?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1. 일이나 다른 일상적인 활동을 하

는 시간을 줄여야만 했다
1 2 3 4 5

 2. 원하는 만큼 일을 하지 못했다 1 2 3 4 5

 3. 일이나 다른 일상적인 활동 중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1 2 3 4 5

 4. 일이나 다른 일상적인 활동을 하

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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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 최근 한 달간 귀하의 감정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
을 어느 정도 겪으셨습니까?

※ 위의 문5.는 귀하의 신체적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며, 문6.은 귀하의 감정적 어려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7. 최근 한 달간 귀하의 신체 및 감정적 어려움으로 사회생활(가족 간, 친구 간, 이웃 
간)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어느 정도 입니까?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1 2 3 4 5

문8. 최근 한 달간 귀하의 신체적 고통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전혀 없었다
가벼운 통증이

있었다
어느 정도

통증이 있었다
심한 통증이 

있었다
격심한 통증이

있었다.

1 2 3 4 5

문9. 최근 한 달간 귀하는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으셨
습니까?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1 2 3 4 5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1. 일이나 다른 일상적인 활동을 하

는 시간을 줄여야만 했다
1 2 3 4 5

 2. 원하는 만큼 일을 하지 못했다 1 2 3 4 5

 3. 보통 때 만큼 집중할 수 없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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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 다음은 최근 한 달간 귀하가 어떻게 느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제시한 항목별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의욕이 넘쳤다 1 2 3 4 5

 2. 나는 신경질적이었다 1 2 3 4 5

 3. 나는 의기소침했다 1 2 3 4 5

 4. 나는 안정되고 평온했다 1 2 3 4 5

 5. 나는 힘이 넘쳤다 1 2 3 4 5

 6. 나는 우울하고 상심했다 1 2 3 4 5

 7. 나는 지쳤었다 1 2 3 4 5

 8. 나는 행복했다 1 2 3 4 5

 9. 나는 피곤했다. 1 2 3 4 5

문11. 귀하는 최근 한 달간 몸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친척이나 친
구 등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는 데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으셨습니까?

전혀 없었다 없는 편이었다
때때로
그랬다

많은 편이었다 매우 많았다

1 2 3 4 5

문12. 다음은 평소 귀하의 건강 관련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제시한 항목별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병에 걸리는 것 같다
1 2 3 4 5

 2.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하다 1 2 3 4 5

 3. 나의 건강은 점점 나빠질 것이다 1 2 3 4 5

 4. 나의 건강상태는 매우 좋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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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3. 최근 한 달간 귀하의 외부활동 시간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 외부활동이란 실외 공기를 마시게 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1. 하루에 1시간 이내
2. 하루에 1~3시간 정도
3. 하루에 4~8시간 정도
4. 하루에 8~12시간 정도
5. 하루에 13시간 이상
====================
0. 외부활동 안 함

문14. 귀하께서는 평소 흡연을 하십니까? 흡연을 하시는 경우 평소 흡연량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하루에 1~2개피 정도
2. 하루에 3~10개피 정도
3. 하루에 11~20개피 정도
4. 하루에 한갑(20개피) 이상
=======================
0. 비 흡연자임

문15.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한 질병을 현재 갖고 있거나, 과거에 갖고 계셨던 적이 있으
십니까? 갖고 계셨던 질병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중복 응답)

 1. 눈 가려움
 2. 두통/편두통
 3. 알레르기
 4. 코막힘/축농증
 5. 만성 기관지염
 6. 천식
 7. 심혈관 질환
 8. 기흉(폐질환)
 9. 암
10. 기타 만성질환
===============
 0. 없음

문16. 귀하의 부모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사망하신 경우에는 돌아가셨을 때의 연세
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 연세 : 세

어머니 연세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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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7. 귀하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에 가족력(암, 심장마비, 폐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  다음 페이지 G.파트로 이동해 주십시오. 
▼
문17-1.(문17.의 1. 예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어떤 질환을 갖고 계셨습니까? 질환명을 응답해 주십시오.

질환명 :                                                 

G. 자료 분류용 질문

마지막으로 응답자 분류를 위한 질문입니다.

문1. 실례지만,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자영업(종업원 9명 이하 소규모업소 주인/가족종사자)
 2. 판매/서비스직(상점점원, 세일즈맨 등)
 3. 기능/숙련공(운전사, 선반/목공, 숙련공 등)
 4. 일반작업직(토목 현장작업/청소/수위/육체노동 등)
 5.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기술직, 교사, 항해사 등)
 6. 경영/관리직(5급 이상 공무원/교장/기업체 부장 이상 등)
 7. 전문/자유직(대학교수/의사/변호사/예술가/종교가 등)
 8. 전업주부
 9. 학생
10. 무직
11. 기타(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2. 다음에 제시한 보기 중, 귀하의 학력에 해당하는 번호에 응답해 주십시오.

※ 전문대 졸업은 대학 14, 4년제 대학교 졸업은 16, 대학원 석사 졸업은 18, 박사 재학 중은 
19, 박사 수료는 20, 박사 졸업 예정은 21, 박사 졸업은 22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문3. 귀하께서 살고계신 주택은 어떤 종류입니까?

 1. 단독주택      2. 다가구주택      3. 아파트         4. 다세대/연립주택/빌라

             5. 오피스텔/상가주택                     6. 기타(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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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귀하를 포함한 가족 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수 : 명(응답자 포함)

문5. 귀하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1. 1명 2. 2명

3. 3명 4. 4명 이상

===========

0. 자녀 없음

다음 문6.~ 문7-1.은 귀댁의 소득과 지출 수준 및 지출구조에 따른 대기오염 관련 
지출의향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잘 모르시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응답 
부탁드립니다.

문6. 현재 귀댁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얼마나 됩니까? 세금을 제외한 보너스, 이자수입 
등 모든 수입을 합해서 응답해주십시오.

 1. 99만 원 이하
 2. 100만 원~149만 원 이하
 3. 150만 원~199만 원 이하
 4. 200만 원~249만 원 이하
 5. 250만 원~299만 원 이하
 6. 300만 원~399만 원 이하
 7. 400만 원~499만 원 이하
 8. 500만 원~699만 원 이하
 9. 700만 원~999만 원 이하
10. 1,000만 원 이상

문7. 현재 귀댁의 월평균 지출 수준은 얼마나 됩니까? 보너스, 저축(투자 포함)과 부채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생활비 지출 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49만 원 이하
 2. 50만 원~99만 원 이하
 3. 100만 원~149만 원 이하
 4. 150만 원~199만 원 이하
 5. 200만 원~249만 원 이하
 6. 250만 원~299만 원 이하
 7. 300만 원~349만 원 이하
 8. 350만 원~399만 원 이하
 9. 400만 원~449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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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50만 원~499만 원 이하
11. 500만 원 이상

다음은 본 조사의 응답 용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8.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대기오염 관련 조사에 대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귀하께서는 본  
조사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어렵거나 쉬우셨습니까?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쉬운 편이다 매우 쉽다

1 2 3 4 5

문9. (문8.의 1. 매우 어렵다 또는 2. 어려운 편이다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귀하께서 응답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단답)

 1. 대기오염이라는 주제가 어렵게 느껴짐
  2. 사망 확률이라는 개념이 어렵게 느껴짐

 3. 질문 내용이 어렵게 느껴짐
 4. 질문의 양이 많음
 5. 기타(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면 접 후 기 록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조사 일시 _____월 _____일 면접원 성명 (ID : ________)

실사 검증원 (ID : ________) 실사 연구원 (ID :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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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essment of Human Health Effects of Air-Pollution Using Cohort DB 
and Estimation of Associated Economic Costs in Korea (II)

SoEun Ahn et al.

This three-year project aims to assess the long-term effects of air-pollution 

on human health using cohort DB provid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o estimate the associated economic costs in Korea. The ultimate 

goal is to construct a policy-evaluation framework by linking the health 

end-points such as mortality and morbidity to the unit-values of mortality and 

morbidity such as cost of illness (COI) and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The main findings of the first (2015) and second year (2016) are following. 

The first year (2015) focused on the assessment of health risks of 

morbidity which are measured by new and repetitive admissions of 

respiratory diseases. The former analysis used the time-varying survival 

model and the latter used generalized additive model with cohort DB.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health risks of new admissions are relatively higher 

in Seoul compared to those of nation-wide for all of the 5 pollutants (i.e. 

PM10, CO, O3, NO2 and SO2) and higher for the age group of 

15-and-younger than the pooled group for CO, NO2 and SO2. In addition, the 

estimation results from the health risks of repetitive admissions indicates that 

the risks are relatively higher for the age group of 65-and-older than the 

pooled group for PM10, CO, O3, and S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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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I for the respiratory diseases includes direct medical expenditures 

covered by insurance and individuals, personal out-of-pocket expenses such 

as transportation costs and costs of employing nursing services, and 

opportunity costs associated with lost productivity due to the illness. The 

main data sources are the cohort DB provid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In 2013, the total COI 

was estimated as 3,766 thousand won per hospital-admission episode of 

respiratory diseases where direct medical expenditures, personal out-of-pocket 

expenses, and opportunity costs associated with lost productivity comprised 

51.1%, 15.2%, and 33.7%, respectively.

The keywords of the second year (2016) of the study are PM10, mortality, 

value of statistical life(VSL). The estimation of health risks focused on the 

mortality due to PM10 where we began with investigating the causality 

between the long-term exposure to PM10 and mortality of all 

diseases/mortality of cardiovascular disease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Next, we developed the comorbidity index in Korean contexts and 

estimated the mortality risks of all diseases/mortality of cardiovascular 

disease after incorporating comorbidity index into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s that an increase of 1 / in annual-average concentration of PM10 

raises the mortality risk by 1.29% for the in-patients of 7 metropolitan areas 

between 2007 and 2013.

The estimates of VSL were derived based on the willingness-to-pay(WTP) 

estimates associated with reducing the mortality risk by 0.0001 due to air 

pollution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he CVM survey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four sections: 1) questions on the recognition 

of and awareness on the air pollution and associated heath effects, 2) 

questions on the concepts of probability, 3) questions to derive WTP, and 4) 

questions on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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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 was revised through expert consultations and a focus group 

interview. A 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 method was applied for 

sampling where the stratification was based on the composition of population 

in terms of areas (or cities), ages, gender from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2010). As a result, the total of 1,000 male/female adults between 20 

and 65 years olds were sampled from 16 cites. Face-to-face survey was 

conducted by the Gallup Korea. The WTP associated with reducing the 

mortality risk by 0.0001 due to air pollution was estimated as 10,141won and 

the resulting VSL was calculated as 1,014million won.

Keywords : Cohort Study, Air pollution, Mortality, Morbidity, Cost of 

Illness(COI),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Economic Cost, Integrated 

Assessment



❚ 저자약력

안소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현)

E-mail : seahn@kei.re.kr

배현주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현)

E-mail : hjbae@kei.re.kr

곽소윤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현) 

E-mail : sykwak@kei.re.kr 

임연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박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원 연구부교수(현)

E-mail: yhl6600@snu.ac.kr

김명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박사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조교수(현) 

E-mail : mhee0327@gmail.com 

오서연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 석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현)

E-mail : seo6ang@gmail.com



KEI 연구보고서 목록 (2012~2016)

연구보고서/기본연구

발행연도｜보고서 번호｜보고서 제목 (연구책임)

2016년 2016-01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방안 연구(Ⅱ) (신용승, 배현주)

2016-02 도시의 기후 회복력 확보를 위한 공간단위별 평가체계 및 모형 개발(Ⅱ) (김동현)

2016-03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응 유라시아 지역 환경전략 연구 (추장민)

2016-04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물환경관리 방안 및 정책기반 마련 연구 (한혜진)

2016-05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개발 연구(Ⅰ) (이현우)

2016-06 지중환경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Ⅱ) (황상일)

2016-07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을 고려한 물환경 인프라 시설 투자 방향 연구 (류재나, 강형식)

2016-08 폐자원흐름분석을 통한 전기·전자제품의 upcycling 활성화 방안 (이희선)

2016-09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재활용 관리제도 전환에 따른 영향분석 

(이소라, 신상철)

2016-10 공간정보를 활용한 재해폐기물 성상별 최적 관리방안 (조지혜, 김태현)

2016-11 국가 및 지역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 연구 (방상원)

2016-12 정부3.0 기반 지역기피시설 주민수용성 평가 방안(Ⅱ) (김태현)

2016-13 랜덤워크를 이용한 생태네트워크 변화 모의예측방안 연구(Ⅱ) (김지영)

2016-14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박정규, 서양원)

2016-15 교통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대기환경개선효과 추정방안 연구(도로이동오염원을 중심으로) 

(한진석)

2016-16 기후·대기 환경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건강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 농도반응함수의 국내 

표준안을 중심으로 (하종식)

2016-17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지역 자원 관리 방안(Ⅱ) (박창석)

2016-18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통합모델 개발(Ⅱ) (김오석)

2016-19 ICT 발전트렌드에 대응하는 공간정보의 환경이슈 적용 체계 구축 (이명진, 이정호)

2016-20 북한 환경정보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Ⅱ): 원격탐사를 이용한 자연환경성 우수지역 평가 (정휘철)

2015년 2015-01 친환경적 행동의 불편비용과 정책적 시사점 (강만옥)

2015-02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이상윤)

2015-03 환경생태유량, 친수용수 등 물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물환경 정책 개발 연구 (김호정)

2015-04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방안 연구(Ⅰ): 한국형 CARE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배현주)

2015-05 육상 생태 보호지역 확대 추진 방안 연구 (이수재)

2015-06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고도화 방안을 위한 폐자원 및 잔재물 흐름 분석 (이희선)



2015-07 환경평가시 대안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이상범)

2015-08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지역 자원 관리 방안(Ⅰ) (이정호, 박창석)

2015-09 동북아 지역 FTA 환경영향대응 및 환경･경제 통합협력전략 연구 (추장민)

2015-10 북한 환경정보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Ⅰ): 토지피복지도 구축을 중심으로 (정휘철)

2015-11 지중환경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Ⅰ) (황상일)

2015-12 지하수 의존도에 따른 수생태계 관리를 위한 기저유출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Ⅰ) (강형식) 

2015-13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통합모델 개발(Ⅰ) (김오석)

2015-14 도시의 기후 회복력 확보를 위한 공간단위별 평가체계 및 모형 개발(Ⅰ) (김동현)

2015-15 기후변화를 고려한 환경인프라 사고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류재나)

2015-16 화학사고 사후영향평가 체계구축방안 마련 (박정규, 서양원)

2015-17 랜덤워크를 이용한 생태네트워크 변화 모의 예측방안 연구(Ⅰ) (김지영)

2015-18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소음환경영향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박영민)

2015-19 Bridging Livable City Development over Local Climate Smart Development under 

UN SDGs (장 훈)

2015-20 정부 3.0 기반 지역기피시설 주민수용성 평가 방안(Ⅰ) (김태현)

2014년 2014-01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분야 정책수요 분석 (이미숙, 이창훈)

2014-02 도시하천의 물환경서비스 제고를 위한 물인프라 자산관리 방안 연구 (강형식)

2014-03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이희선) 

2014-04 위해성 평가의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화학물질 Action Plan 수립 연구(Ⅱ)

(서양원, 박정규)

2014-05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 연구(Ⅱ) - 정책계획의 평가 실무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이영준)

2014-06 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방법의 개발과 모의적용 연구(Ⅱ) (김동현)

2014-07 동북아 환경재난대응 지역협력 방안 연구 (추장민)

2014-08 환경복지 지표 및 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김종호, 추장민)

2014-09 사업장배출허용기준 강화가 환경기술 개발 및 배출량 저감에 미친 영향 (공성용)

2014-10 ICT를 통한 녹색 라이프스타일로의 전환 촉진 정책 연구 (장기복)

2014-11 비점오염원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지 소유?이용자의 합리적 책임부여 방안 연구 (김호정)

2014-12 물환경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해녹조 대응체계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혜진)

2014-13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Ⅱ) (문현주)

2014-14 지속가능한 지표수-지하수 혼합대 관리방안 (현윤정)

2014-15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한상운)

2014-16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만성건강영향 평가체계 구축 (배현주)

2014-17 층간소음 분쟁 완화를 위한 관리방안 연구 (박영민)

2014-18 저영향개발(LID) 기법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방안 (이진희)

2014-19 기후변화 폭염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적응대책 수립 연구 (하종식, 정휘철)



2014-20 지표 기반 접근법을 이용한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전망(Ⅰ) (채여라)

2014-21 SDGs 관점의 물인권 지원을 위한 한국의 ODA 전략방향 연구 (조을생)

2014-22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미래 대기질 영향과 대응을 위한 국제공동연구(Ⅰ) (심창섭)

2014-23 [협동]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실행을 위한 지역모델 개발 Ⅱ (이현우)

2013년 2013-01 환경재정 DB 및 성과분석모형 구축 (강성원)

2013-02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와 관리체계 연구 (이병국)

2013-03 위해성 평가의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화학물질 Action Plan 수립 연구(Ⅰ) 

(서양원, 박정규)

2013-04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실효적 운용방안 연구(Ⅰ): 정책계획의 수립절차 및 특성을 중심으로 

(유헌석)

2013-05 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방법의 개발과 모의적용 연구(Ⅰ) (김동현)

2013-06 해외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관한 연구 (정우현)

2013-07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지수체계 개발 (안소은)

2013-08 자원･환경위기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Ⅱ) (강만옥)

2013-09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영향평가 및 관리정책 연구(Ⅱ) (공성용)

2013-10 물환경 관리여건 변화를 고려한 수질오염 총량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김호정)

2013-11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문현주)

2013-12 지표수-지하수 혼합대의 환경측면 및 관리범주 연구 (현윤정, 김윤승)

2013-13 희토류자석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폐자원흐름의 분석 (조지혜, 이희선)

2013-14 종량제 생활폐기물 처리의 배출자부담원칙 확대 적용 방안 (이희선)

2013-15 환경보건 감시체계를 활용한 지역 특성별 환경정책수립 연구 (배현주)

2013-16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의 건강 사회분야 평가강화 방안 (이영수)

2013-17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조공장)

2013-18 기후변화 적응정책 이행의 효과성 제고 방안 (명수정)

2013-19 가뭄 유형별 기후변화 적응정책 연구 (김연주)

2013-20 해외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지속가능한 활용전략 연구 (오일찬)

2013-21 [협동]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기반 구축 연구(Ⅲ) (명수정)

2013-22 [협동] 국가 해수면 상승 사회･경제적 영향평가(Ⅲ) (조광우)

2013-23 [협동]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실행을 위한 지역모델 개발 (이현우)

2012년 2012-01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연구 (채여라)

2012-02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의 연계를 고려한 국내 배출권거래제 세부운영방안 연구 (이상엽)

2012-03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영향평가 및 관리정책 연구Ⅰ(공성용)

2012-04 4대강 물환경 개선 중심의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정책 연구 (이병국)

2012-05 Rio+20 녹색경제 논의 대응 국가비전 및 발전방안 연구 (강상인)

2012-06 국가 환경보건지표로서 환경성질병부담 도입방안 (신용승)

2012-07 국제환경협력사업 내실화를 위한 국가전략 개발 (이 윤)



2012-08 기후변화 적응 정보 통합지원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전성우)

2012-09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류하천 관리 및 수생태 복원 방향 (강형식)

2012-10 기후변화에 따른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방안 Ⅱ (박정규, 서양원)

2012-11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구현을 위한 그린인프라 전략 연구 (강정은)

2012-12 물발자국 개념의 정책적 도입과 활용방안 (노태호)

2012-13 상하수도시스템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적응비용 추정 연구 (안종호)

2012-14 자원･환경위기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 (강만옥)

2012-15 자발적 협약의 현황 진단 및 효과적 활용방안 (정우현)

2012-16 환경정책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일반균형 모형 개발 (강성원)

2012-17 중장기 생물다양성 전략 추진체계 연구 (이현우)

2012-18 [협동]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기반 구축 연구 Ⅱ (명수정)

2012-19 [협동] 국가 해수면 상승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Ⅱ (조광우)

정책보고서/수시연구

2016년 2016-01 가뭄 단계에 따른 적응형 가뭄관리정책 연구: 지역 차원의 비구조적 가뭄대책을 중심으로 

(김호정)

2016-02 나노폐기물의 안전처리를 위한 관리전략 수립연구 (조지혜)

2016-03 TPP 환경관련 협정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추장민)

2016-04 화학사고의 경제적 손실 추정을 위한 방법론 진단 및 선정 방안 연구 - 인적·생태적 피해액 

추정을 중심으로 (서양원, 곽소윤)

2016-05 제주 탄소제로섬 추진전략 연구 (이병국)

2016-06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평가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조공장)

2016-07 토양정화 곤란 부지의 최적 관리방안 연구 (박용하)

2016-08 실도로에서 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연구 (강광규)

2016-09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관한 대응방안 (이승준)

2016-10 대기환경비용을 고려한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실효성 제고 연구(차종별 적정 구매 보조금 수준 

분석을 중심으로) (한진석)

2016-11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 강화에 따른 국가지질공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이수재)

2016-12 신기후체제 시대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체계 연구 (김이진, 이상엽)

2016-13 EU REACH 시험자료 분석을 통한 화평법 지원방안 연구 (박정규)

2016-14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연계방안 연구 (현윤정)

2016-15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혼재형 난개발 평가기준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 (이영재)

2016-16 미래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과제 개발과 환경거버넌스 발전 연구 (추장민)

2015년 2015-01 Wat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 A Country Case Study (안종호)



2015-02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 설정 연구 (주현수)

2015-03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영향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오일찬)

2015-04 토양의 이동에 대한 합리적 관리제도 마련연구 (황상일)

2015-05 국내 산지 능선의 지질-식생 상관관계 분석 (이수재, 이명진) 

2015-06 환경분야 한중 FTA 활용 및 대책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추장민)

2015-07 계획관리지역 토지이용 실태분석 및 환경관리 방안 (이영재)

2015-08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대기질 영향 분석 연구 (이승민)

2015-09 지자체의 보건의료시설 기후 회복력 강화･관리 방안 연구 (하종식)

2015-10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박용하)

2015-11 재활용동네마당 사업을 통한 생활폐기물 관리 선진화 연구 (신상철)

2015-12 AIIB 출범과 GCF 운영을 고려한 한국 환경외교의 방향 및 정책과제 (이정석)

2014년 2014-01 국내 살생물제(Biocide) 관리법 제정 방안 연구 (박정규)

2014-02 인구센서스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배려 환경영향평가방법론 개발 연구 (이상윤)

2014-03 기존시설 활용을 통한 효율적 도시 비점관리방안 연구: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개별사업장을 

중심으로 (한혜진)

2014-04 국가지질탐방로 도입 방안 연구 (이수재)

2014-05 오염정화토양의 재활용 촉진 및 반출정화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황상일)

2014-06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이현우)

2014-07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고도화 방안 마련 (신상철)

2014-08 육상풍력 개발사업 지형변화지수 연구 (김지영)

2014-09 초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환경성 질환 영향 연구 (배현주)

2014-10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권영한)

2014-11 한반도 통합철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방안 (전동준)

2014-12 라돈의 실내 공기질 규제에 따른 위해저감 효과 및 건강편익 산정 (신용승)

2014-13 가뭄재난 관리를 위한 용수공급 피해 분석 및 대응 연구 (김연주)

2014-14 법정관리 생태계교란식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방안 (방상원)

2013년 2013-01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박정규)

2013-02 국가환경지리정보의 환경영향평가 활용현황 및 개선방안 (이상범)

2013-03 환경감리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전동준)

2013-04 제도 홍보 및 성과확산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연차보고서’ 발간 기획 연구 (박하늘)

2013-05 기후변화적응 홍보정책 전략 마련 연구 (하종식, 김동현)

2013-06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체계 및 자료 구축 방안 연구 (채여라)

2013-07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미숙)

2013-08 자원순환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과제 (한상운)

2013-09 수변지역 소규모 개발사업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 (주용준)



2013-10 개도국 물인권 확립을 위한 Green ODA 활성화 방안 (이 윤)

2013-11 한-아세안 환경협력 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연구 (강택구)

2013-12 석산개발지 입지유형별 복구 및 활용방안 (사공희)

2013-13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사업의 발전방향 (조을생)

2013-14 동북아 대기오염 전망을 고려한 국내 석탄화력 발전 증설의 대기질 영향 분석 (심창섭)

2013-15 기후변화협약의 적응부문 논의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명수정)

2013-16 도심지역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의 환경영향과 정책 제언 (현윤정)

2013-17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가 계획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김이진)

2013-18 새만금 수질개선 방안 연구: 용담댐 방류량을 중심으로 (김연주)

2013-19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추장민)

2013-20 국내 환경기술 수준과 EU BREFs 비교 및 BAT 도입시 비용사례분석 (공성용)

2012년 2012-01 Cities and Green Economy : Comparative Study of Korea, China and Japan (정우현)

2012-0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이현우, 김동욱)

2012-03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되는 3차원 소음예측모델의 가이드라인 마련 (선효성)

2012-04 환경갈등 예방을 위한 환경평가제도 개선 연구 - 환경영향평가 관련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한 

접근 (이영수)

2012-05 민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기본 방향 (명수정)

2012-06 내륙 유도선 운항에 따른 수질관리 제도개선 방안 연구 (안종호)

2012-07 영흥화력 7,8호기 증설 환경영향 및 경제성 분석 (강광규. 김종원)

2012-08 오염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현윤정)

2012-09 간접방류 산업폐수 관리 개선방안 연구 (조을생)

2012-10 토양생태계의 지속성 관리를 위한 토양환경보전정책 방향 (박용하, 최현아)

2012-11 백두대간 기맥에 대한 환경성평가 방안 연구 (이수재)

2012-12 기후변화 적응 정책 연구 로드맵 및 추진 전략 (권영한)

2012-13 중국의 對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분석 (강택구)

2012-14 국토개발정책 변화와 공간환경정책의 발전방향 (최희선)

Working Paper

2016년 2016-01 시스템과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미래 환경정책 방향 연구 (이승준)

2016-02 공공자료 분석을 통한 친환경적 풍력에너지 개발 기초 연구 (김태윤)

2016-03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주민참여 방법 기초 연구 (이상윤)

2016-04 자율주행 자동차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기초 연구 (이승민)

2016-05 미래 고온환경 변화와 직종 간 임금격차 추정 (김동현)

2016-06 드론을 이용한 환경재난 사후대응 기술 및 연구동향 분석 연구 (손승우)



2016-07 건물부문의 환경 부하 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송지윤)

2016-08 근지표환경 임계영역(Critical Zones)의 환경적 중요성과 환경관리의 미래 이슈 (현윤정)

2016-09 시민과학의 자연환경조사 적용방안 연구 (김윤정)

2016-10 환경평가 자료의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김태형)

2016-11 토지환경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명수정)

2016-12 건강영향평가 분야에서의 위해소통을 위한 리스크 테이블 제작 연구 (하종식)

2016-13 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환경전략/대기환경/물환경/국토자연/자원순환 부문 

(조일현, 공성용, 한대호, 홍현정, 한상운)

2016-14 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환경평가 부문 (박하늘)

2016-15 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온실가스 감축 부문 (김이진, 간순영)

2016-16 지하수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김경호)

2016-17 토양자원 관리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양경)

2016-18 미세조류 바이오매스의 자원화 활용에 대한 연구: 바이오 (기능성)소재를 중심으로 (지민규)

2016-19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 (곽소윤)

2015년 2015-01 싱크홀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 (김윤승)

2015-02 이슈스캐닝(Horizon Scanning)기법 활용을 통한 물환경관리 부문 이머징 이슈 발굴 연구 

(한혜진)

2015-03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비교분석 및 국내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황인창)

2015-04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환경 근로자의 작업역량 저하 추정과 공간적 군집 파악 (김동현)

2015-05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공청회 운영현황 분석 (조공장)

2015-06 도로 및 철도 사업의 토양분야 환경영향평가 사례 연구 (신경희)

2015-07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보건서비스에 관한 기초연구 (간순영, 윤성지)

2015-08 자원순환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임혜숙)

2015-09 내륙습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 I: 환경부 전국내륙습지 조사 지침(2011)의 적용을 

중심으로 (방상원)

2015-10 자원순환성 평가제도 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이소라)

2015-11 환경소음 빅데이터의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 (박영민)

2015-12 인과지도(Causal Loop)를 활용, 미래 물수급관리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류재나)

2015-13 생물안전 법제 기초연구 (홍현정)

2015-1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운영현황 및 효율화 방안 (선효성)

2015-15 개발사업의 비점오염 영향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이진희)

2015-16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 생태계보전협력금 활용 개선방안 (이상범)

2015-17 환경가치 중장기 연구수요 조사 (곽소윤)

2015-18 세종특별자치시의 대기질 관리 기획 연구 (심창섭)

2015-19 2015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 (곽소윤)



2014년 2014-01 국내 지하수의 자원･환경적 가치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 (현윤정)

2014-02 층간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기초연구 (박영민)

2014-03 소음원 종류에 따른 3차원 소음예측모델 적용방안 마련 (선효성)

2014-04 개발사업 입지 및 계획기준의 조사･분석에 관한 연구 (주용준)

2014-05 기후변화 취약 근로 직종 파악을 위한 기초 연구 (김동현)

2014-06 불확실성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안전율 산정 기초연구 (정선희)

2014-07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환경/방재분야 공간정보 연계･활용방안 연구 

(김태현)

2014-08 기후변화를 반영한 내수침수 리스크 평가 방법론 고찰 (류재나)

2014-09 SEA 사후관리를 위한 해외 사례연구 (조한나)

2014-10 농어촌 관련 정책 및 계획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고려 방안 (임영신)

2014-11 소음･진동 사후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선효성)

2014-12 2014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 (이미숙)

2013년 2013-01 토양자원 유실 최소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사례 연구 (신경희)

2013-02 PM-2.5 환경영향평가 방안 연구 (이영수)

2013-03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활용 방안 (정휘철)

2013-04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지역 지질재해 리스크 체계 마련 (이명진)

2013-05 비전통가스 개발의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조한나)

2013-06 모니터링을 통한 친환경 계획기법의 적절성 검증 기초연구: 도시공간에서의 Stepping Stone을 

중심으로 (최희선)

2013-07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임영신)

2013-08 KEI 환경정보체계 발전방안 (전성우) 

2013-09 도시하천 유역의 환경평가 방법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홍현정)

2013-10 제조업 환경비용의 국제비교 (조일현)

2013-12 자연경관심의제도의 현황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주용준)

2013-13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박영민)

2013-14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산업구조 변화 분석 (이미숙)

2013-15 KEI 중국환경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추장민)

2013-16 기후변화 적응관련 취약계층 지원 대책 현황조사 및 분석 연구 (신지영)

2013-17 한국 ODA사업의 환경평가 모니터링 현황과 해외사례 비교 연구: 사업 종료 후 모니터링 사례를 

중심으로 (김태형)

2013-18 국내 전략환경평가의 사회･경제성 부문 기능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 (이상윤)

2013-19 환경영향평가시의 시설별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연구 (주현수) 

2013-20 지형장애물 분석을 통한 환경현황 자료 작성방안 (김지영)

2013-21 상수원보호구역 상･하류의 수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잠실상수원보호구역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구간 중심으로 (김태윤)



2013-22 2013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 (이미숙)

2012년 2012-01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 가뭄지수 활용 및 적용 기초 연구 (이진영)

2012-02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주요 환경영향: 선형사업(임도) 중심으로 (천영진)

2012-03 방조제 건설에 따른 연안환경의 중장기 변화 평가 연구: 아산만 수치모델링 중심으로 (김태윤)

2012-04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연구: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사례 

분석 (현윤정)

2012-05 공공부문의 지역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EPER) 통계 추계 (조일현, 김종호)

2012-06 누적영향평가 적용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연구 (김진오)

2012-07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조지혜 외)

2012-08 도시 지하공간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 관리 방향 연구 (김윤승) 

2012-09 폐기물 처리관련 업종의 여건변화가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상철)

2012-10 미래 건강부담 추정의 영향요인 고찰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증가를 중심으로 (하종식, 신용승)

2012-11 셰일가스 국내 도입에 따른 에너지･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주현수, 조한나)

기후환경정책연구

2016년 2016-01 미래환경 전망 및 지속가능사회 비전설정 기반 구축 (조공장)

2016-02 환경과 문화예술 콘텐츠 융합을 통한 기후환경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신용승)

2016-03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황인창)

2016-04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적 요인의 동태적 변화를 고려한 미래 물수급 관리정책 마련(Ⅰ) (류재나)

2016-05 물이용 지속성의 평가와 미래 전망 (김익재)

2016-06 최빈국 지역정부의 기후변화적응 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장훈, 송영일)

2016-07 신기후체제 협상 대응 및 기후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 연구 (강상인)

2015년 2015-01 에너지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 및 지속가능한 환경재정체계 구축방안 연구 (강만옥)

2015-03 생태계서비스 측정체계 기반구축(Ⅱ): 하천생태계를 중심으로(안소은)

2015-03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의 용도별 적정 배분방안(Ⅱ):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조지혜, 

이희선)

2015-04 국제기후변화 협상 동향과 대응전략(Ⅱ) (이승준, 이상윤)

2015-05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연구 (한진석)

2015-06 배출권거래제도의 벤치마크 사례 국제 비교 연구 (공성용)

2015-07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Ⅲ):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생태계 

관리방안 개선 (이승준, 권영한)

2015-08 넥서스 기반 통합적 기후환경 대응체계 구축 연구: 도시지역 기후적응정책 문제를 중심으로 

(김동현, 송영일)



2015-09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Ⅱ) (안종호, 김익재)

2014년 2014-01 중장기 환경전망 및 대응전략-KEI 통합환경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연구 

(강성원)

2014-02 생태계서비스 측정체계 기반구축(1): 하천생태계를 중심으로 (안소은)

2014-03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평가(Ⅱ) -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중심으로 (이창훈)

2014-04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의 용도별 적정 배분방안(Ⅰ) - 바이오가스를 중심으로 (조지혜)

2014-05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연구(Ⅱ) (이상엽)

2014-06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과 대응전략(Ⅰ) (이상윤, 이승준)

2014-07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Ⅱ) :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분석 및 전망을 

중심으로 (권영한)

2014-08 [협동]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Ⅰ) (김연주)

2013년 2013-01 중장기 환경전망 연구 (강성원)

2013-02 환경가치 DB 구축 및 원단위 추정(Ⅳ) (곽소윤)

2013-03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에너지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상운, 조지혜)

2013-04 기후환경 취약계층의 환경복지 정책연구(Ⅰ) (박정규)

2013-05 온실가스감축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Ⅰ):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비용효과적 정책혼합 

(강희찬)

2013-06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Ⅰ) (이창훈)

2013-07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Ⅰ) (이수재)

2013-08 국토환경관리정책 변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전성우)

2013-09 국가 물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강형식)

사업보고서
 

2016년 2016-01-01 기후환경 대응역량 평가체계 구축 (채여라)

2016-01-02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리스크 정량화 연구(Ⅲ): 연안시스템을 중심으로 (조광우)

2016-02    개발사업의 소음모니터링 분석과 개선방안 (선효성)

2016-03    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를 위한 환경경제모형 개발·운용 (강성원, 박창석)

2016-04-01 한중일 3국의 환경투자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및 환경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정석)

2016-04-02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 연구(Ⅰ) (강택구)

2016-05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Ⅲ) (강형식)

2016-06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II) (안소은)

2016-07    샛강 관리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II) (강형식)

2016-08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이현우)



2016-09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문난경)

2016-10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이창훈)

2016-11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중장기 모니터링에 기반하여 

(조공장)

2016-12-02 녹색경제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개발 (김종호) 

2016-12-03 친환경적 태도-행동 분석 모형 구축을 통한 친환경소비 활성화 방안 연구 (곽소윤)

2016-12-04 자연혜택평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Ⅰ) (김충기)

2016-12-05 아태지역 녹색경제 이행과 메콩유역 농업부문 융합혁신 전략 연구 (강상인)

2016-13    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연구 (황상일)

2016-14     대도시지역의 극한 홍수로 인한 복합영향 매커니즘  및 정책 결정 네트워크 분석 (채여라)

2015년 2015-02-01 환경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자원 관리의 발전전략 (권영한)

2015-02-02 화력발전소 회처리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방안 연구(Ⅱ): 석탄회의 친환경적 활용방안 연구 

(맹준호)

2015-02-03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전략환경평가방안 연구 Ⅱ: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입지선정 방안을 

중심으로 (김태윤)

2015-03-01 기후환경 리스크 전망과 국가전략(2) (박창석)

2015-03-02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리스크 정량화 연구 (2): 연안시스템을 중심으로 (조광우)

2015-04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 (이영준)

2015-05 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를 위한 환경경제모형 개발･운용 (김용건)

2015-06-01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본 새마을운동 재조명 (강택구)

2015-06-02 북한지역 하천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2): 압록강유역 하천보전 및 

지속가능개발 국제협력방안 (추장민)

2015-06-03 동아시아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심창섭)

2015-07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강형식)

2015-08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 (안소은)

2015-09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이현우)

2015-10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문난경)

2015-11 샛강 관리 및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강형식)

2015-12-01 환경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연구 (강만옥)

2015-12-02 Post 2015 SDGS 대응 녹색경제 이행 전략 연구 (강상인)

2015-12-03 자원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평가 방법론 개선: 폐기물산업연관표 구축 및 활용을 

중심으로 (신상철)

2015-12-04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Ⅱ): 메콩지역의 월경성 전략환경평가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유헌석)

2015-12-05 환경분야 일자리 수요 현황 및 전망 (김종호)

2015-13-01 캄보디아-한국 환경연구센터 설립의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유헌석)



2015-13-02 Integrated Policy making for the Water-Food-Energy Nexu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 Water-Energy Nexus (김호석)

2015-14 자연자본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개발 (이현우)

2014년 2014-02-01 화력발전소 회처리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연구 (맹준호)

2014-02-02 국가 에너지 계획에 관한 전략환경평가 방안 연구 (김지영)

2014-02-03 해양에너지개발을 위한 전략환경평가방안 연구: 해상풍력사업의 입지선정을 중심으로 

(김태윤)

2014-03-01 기후환경 리스크 전망과 국가 전략(Ⅰ) (박창석)

2014-03-02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리스크 정량화 연구(Ⅰ) (조광우)

2014-04-01 환경평가가 완료된 개발사업의 검증 및 평가(Ⅱ) (주현수)

2014-04-02 환경평가 사후관리 연차보고서 (주현수)

2014-05-01 물문화 선진화의 정책 방향 설계 Ⅲ (강형식)

2014-05-02 물이용 인식 선진화 정책 연구 Ⅲ (문현주)

2014-06 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를 위한 환경경제모형 개발 운용 (김용건)

2014-07-01 동아시아 환경변화 분석 및 대응 연구(Ⅰ): 기후대기 및 생물자원 중심으로 (심창섭)

2014-07-02 북한지역 하천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Ⅰ): 두만강유역 하천보전 및 

지속가능개발 국제협력방안 (추장민)

2014-07-03 대ASEAN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중견국 한국의 역할 (강택구)

2014-08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사업 (이병국)

2014-09-01 녹색창조경제의 기반구축 연구 (이창훈)

2014-09-02 효과적 수요관리를 위한 에너지환경 규제 개선방안(Ⅱ) (이미숙)

2014-09-03 녹색 사회적 기업의 역할 제고 방안 (정우현)

2014-09-04 사업장 폐기물 목표관리제에 의한 자원순환촉진방안(Ⅰ) (한상운)

2014-09-05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Ⅰ): 메콩지역 수력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유헌석)

2014-09-06 농어촌 지역 생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신상철)

2014-10-01 캄보디아 환경현황 조사 및 환경연구센터 설립 지원방안 수립 (유헌석)

2014-10-02 개도국의 안전한 음용수 확보를 위한 적정 정수처리 기술이전 및 보급 확대(III): 막증류 

정수처리 현장규모 scale-up 연구 (조을생)

2014-11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연구 (명수정)

2014-12 한중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비교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추장민)

2013년 2013-01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소비행태 조사 및 분석 모형 개발･운용 Ⅲ(김용건)

2013-02-01 물문화 선진화의 정책방향 설계(Ⅱ) (강형식)

2013-02-02 물이용 인식 선진화 정책 연구(Ⅱ) (문현주)

2013-03-01 국가별 기후변화 적응전략에 따른 우리나라의 리스크 대응방안 연구 (이수재)

2013-03-02 국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부문별 국내외 리스크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분석 (채여라)

2013-04-01 발전소 냉각수 배출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예측 및 최소화 방안 연구 (맹준호)



2013-04-02 조류발전사업 환경평가방안 연구 (김태윤)

2013-05-01 환경평가 완료된 개발사업 등의 검증 및 평가방안 (강광규, 최상기)

2013-05-02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위해성 평가를 통한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 (주현수)

2013-05-03 환경평가 사후관리 제도개선 및 통계구축 (최희선)

2013-05-04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전동준)

2013-06-01 인도네시아 국립공원의 공원자원과 생태계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관리방안 (Ⅲ) (이현우)

2013-06-02 시진핑시대 중국의 역내 환경협력 전망 (강택구)

2013-06-03 동북아 지역의 대기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기획연구 (심창섭)

2013-06-04 Sustainable development of eco-friendly traditional lifestyle in rural ethnic 

minority areas in Yunnan(Ⅱ) (Oh, Il-Chan et al.)

2013-06-05 개도국의 안전한 음용수 확보를 위한 적정 기술이전 및 보급확대 Ⅱ: 막증류 정수처리 

(조을생)

2013-06-06 동아시아지역 개도국의 녹색성장 전략 개발 및 보급 자료집 (노태호)

2013-07-01 대동강 하천복원 및 유역관리 남북협력방안 연구(4차) (추장민)

2013-07-02 북･중 접경지역 개발현황 및 환경상태 조사(3차) (강택구)

2013-07-03 남북환경협력기반구축 사업 (노태호)

2013-07-04 KEI 북한환경동향 2013년 (추장민)

2013-08-01 KEI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개발 (이 윤)

2013-08-02 KEI의 환경분야 국제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지원 시스템 개발 (심창섭)

2013-08-03 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 네트워크(NISD) 운영 (노태호)

2013-09-01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평가 및 개선 방향 (장기복)

2013-09-02 화석연료 사용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가격합리화 방안 Ⅱ (김용건)

2013-09-03 효과적 수요관리를 위한 에너지환경 규제 개선방안 (이미숙)

2013-09-0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금융 활성화 방안 (이정석, 강희찬)

2013-09-05 녹색경영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창훈)

2013-09-06 지역 오염부지의 재이용 비전과 전략 Ⅱ (김윤승, 현윤정)

2013-09-07 글로벌 녹색경제 확산 및 협력체계 구축 : 라오스, 캄보디아의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조을생)

2013-09-08 효율적 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환경행정체계의 발전방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우현)

2012년 2012-01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소비행태 조사 및 분석 모형 개발･운용 Ⅱ (김용건)

2012-02 국가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이수재)

2012-03-01 물문화 선진화의 정책방향 설계(Ⅰ) (홍용석)

2012-03-02 물이용 인식 선진화 정책 연구(Ⅰ) (문현주)

2012-04-01 CCS 사업 추진에 대비한 환경평가 방안(Ⅱ) (조공장)

2012-04-02 원자력에너지 개발 환경관리전략 연구 (조공장)

2012-04-03 조력 및 해상풍력사업 환경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I.조력발전사업 (맹준호)

2012-04-04 조력 및 해상풍력사업 환경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I.해상풍력발전사업 (맹준호)



2012-05-01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환경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박영민)

2012-05-02 4대강살리기사업 2단계 사후모니터링 실태분석 (전동준)

2012-05-03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 자료집 (강광규)

2012-06-01 인도네시아 국립공원의 공원자원과 생태계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관리방안(Ⅱ) (이현우)

2012-06-02 남몽골 자원개발과 지역지속가능발전연구 (정우현)

2012-06-03 Sustainable Development of Eco-Friendly Traditional Lifestyle in Rural Eth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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