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Family &
Household

Health

Income &
Consumption

Labor

Culture &
Leisure

Education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Korean Social Trends 2017
http://sri.kostat.go.kr

2017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7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신동천 (연세대학교)

미세먼지가 가지고 있는 건강 위해성 때문이다.
≐≐ 국내의

연간 미세먼지(PM10) 농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PM10)는 제
조업 연소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다.

≐≐ 황사의

경우 미세먼지(PM10)의 기여가 높으며, 일반
대기의 경우 미세먼지(PM2.5)의 기여가 높다.

≐≐ 중국발

황사의 영향이 큰 백령도 지역에서는 전
반적으로 황산염의 비중이 높으나, 대도시인 서울
의 경우 유기물질의 비중이 높다.

≐≐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독성의 영향이
커지며 입경별로 표적 장기의 독성 영향이 다르다.
호흡기 및 심혈관 계통의 질환을 유발
하며 치매, 우울증, 신장 기능 저하 등 다양한 질병
과 관련이 있다.

작은 입자일수록 폐포까지 도달할 수 있어 호흡
기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최
근에는 미세먼지가 관절염, 치매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
세먼지(PM10, PM2.5)의 생성 기전과 노출 경향,
주요 성분, 다양한 건강 영향과 정책적 저감 방
안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 미세먼지는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보호 방안이
배출원 및 분야별로 마련되고 있으며, 국민 참여를
위한 위해도 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의 생성 기전과 노출 경향

≐≐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흙먼지, 식물 꽃가루 등에서 자연
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발전시설 등에서 화
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
스, 건설현장, 산불 등에서도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1차적 먼지는 [그림 Ⅲ-10]과 같이 여과
성 먼지와 응축성 입자로 구분된다. 여과성 먼지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이목과 국민적 관심이 증

는 고체나 액체 형태로 배출되는 입자로 PM10부

폭되면서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들

터 PM2.5 입경 범위의 크기로 존재한다. 응축성

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입자는 기체 상태로 배출되나 즉시 고체 또는 액

실외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으며, 청정한 실

체상 입자로 변환되며 보통 PM2.5 또는 그보다

내 공기 질을 유지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구매도 증가

작은 입자로 존재한다. 1차 생성 입자는 산소, 오

하고 있다.

존, 수증기, 각종 라디칼과 같은 전구물질과 광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지출의 주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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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반응하여 형성된다.

[그림 Ⅲ-10] 미세먼지 생성기전

나타내고 있다. 즉, 미세먼지 농도가 겨울과 봄에
높고 여름에 감소하였다가 가을에 증가하는 패
턴을 보인다. 미국과 영국의 월평균 미세먼지
(PM10) 농도는 30㎍/㎥을 넘지 않으며 월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선진
국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2배 이상 높고, 국외
한국의 사회동향 2017 l 건강

요인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출처: U.S. EPA, Integrated Science Assessment for Particulate Matter, 2009.

(그림 Ⅲ-12). 2004년 6만 2,491톤이 발생하였고
2006년까지 소폭 증가하다 2007년 9만 8,143톤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정도는 미세먼지의 농도

으로 전년 대비 약 3만 톤 정도 증가하였다. 이후

와 배출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11]

점점 증가하다 2011년 13만 1,176톤이 배출되었

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과 미국, 영국의

고 2012년에 배출량이 줄었으나 2013년에 다시

월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를 비교한 것이다.

늘어났다.

한국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1월부터 5월까지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살펴보면, 제조업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다가 6월부터 9월까지는

연소와 비도로이동오염원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점차 감소하고 10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오염원에서 감소 또는 일정한 배출량을 보인다

[그림 Ⅲ-11] 한국,

미국, 영국의 미세먼지(PM 10) 월평균
농도, 2012-2016년 평균

[그림 Ⅲ-12] 배출원별

미세먼지(PM10) 연간 배출량, 
2004 -2013

출처: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index).
U.S. EPA(https://www.epa.gov/).
U.K. DEFRA(https://uk-air.defra.gov.uk/).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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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특히 제조업연소에서 큰 폭의 배출
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산업 발전이 미

[그림 Ⅲ-14] 대기상황별 PM10 대비 PM2.5의 비, 
2015-2016

세먼지 배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해준
다. 국내 차량대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도로이동오염원이 감소한 것은 엔진
연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입경 10㎛ 이하의 미세
먼지 배출량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시도별 미세먼지(PM10) 배출량을 보면, 2013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북, 충남, 전남, 경
남, 경기 지역 순으로 배출량이 많다. 세종, 광주,
대전, 제주 지역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주: 1) 서울은 도시대기를 나타냄.
2) 원주는 청정한 도시대기를 나타냄.
3) 백령도는 인위적 요소의 간섭 없이 자연적으로만 발생하는 농도인
국가배경농도를 나타냄.
출처: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index).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지역의 배출량도 1,735톤
으로 적은 편이다(그림 Ⅲ-13).

기 나쁨, 일반대기 보통일 때의 PM10과 PM2.5의 비
를 비교한 결과, 황사일 때는 각각 0.26, 0.30,

[그림 Ⅲ-13] 시도별

미세먼지(PM10) 연간 배출량, 2013

0.40이었으나 일반대기 나쁨일 때는 각각 0.59,
0.59, 0.69, 일반대기 보통일 때는 각각 0.57, 0.54,
0.70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
사는 PM10의 비중이 높지만 비황사의 경우에는
PM2.5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발 미
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큰 입자(PM10)의 미세먼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거를 수 있는 마
스크를 착용하고 실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16.

황사는 2015년과 2016년 사이 총 22일간 발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과 독성

생했는데, 황사의 PM10과 PM2.5 비율은 비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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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르다. [그림 Ⅲ-14]와 같이 도시대기를 대표

미세먼지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집합체이다.

하는 서울, 청정한 도시대기를 대표하는 원주, 국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성분은 미세먼지가 발생한

가배경인 백령도 세 곳을 대상으로 황사, 일반대

지역이나 계절,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

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등에

이 각각 36.8%와 35.4%, 34.7%로 가장 높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을수록 독성의 영향이

등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하여 생성되는 이

크다. PM2.5와 같이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가 성

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화석연료를 태

분 구성보다 독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이유는

우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탄소성분(유기탄소, 원

동일한 질량 농도에서 입자의 수가 훨씬 많고 표

소탄소),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발생하는 광물 등

면적이 넓어 독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더 많

으로 구성된다.

이 흡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경이 작

미세먼지의 성분은 지역과 계절에 따라 그

을수록 기관지를 통해 폐포를 거쳐 체내 다른 기

비율이 다르다. <표 Ⅲ-5>는 국가배경 지역인

관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체내로 침투한 미세

백령도와 도시대기 지역인 서울의 계절별 미세

먼지는 성분 구성에 따라서도 독성이 달라지는

먼지 성분 비율을 보여준다. 백령도는 봄과 여

데, 유기탄소와 원소탄소의 경우 동맥혈관의 크

름에 황산염의 비율이 각각 36.3%와 44.6%로

기와 심장박동 수를 변화시킨다. 황산염과 질산

가장 높은 반면 가을과 겨울에는 유기물질의

염은 체내에서 강한 산성을 띄기 때문에 건강에

비율이 각각 32.1%와 31.7%로 가장 높다. 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은 봄에 황산염의 비율이 33.3%로 가장 높

<표 Ⅲ-6>은 미세먼지 입경별 표적 장기에 대

지만 여름과 가을, 겨울에는 유기물질의 비율

한 독성 영향을 보여준다. 입경 크기가 5-10㎍/

한국의 사회동향 2017 l 건강

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인 경우 안구에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각막
<표 Ⅲ-5> 지역

및 계절별 미세먼지(PM10) 성분구성

염을 유발하며, 2-5㎍/㎥인 경우 코에 알레르기
(%)

계절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염화물 유기물질

EC

성 비염을 일으킨다. 입경 크기가 1-2㎍/㎥인 경
우 기관지에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을 일으키며,

백령도
봄

36.3

19.6

16.0

1.2

24.8

2.1

여름

44.6

14.6

16.2

0.8

21.9

1.9

0.1-1㎍/㎥인 경우 폐로 침투해 폐포 손상 및 염
증을 유발한다.

가을

25.1

21.9

13.1

1.6

32.1

6.3

겨울

22.3

24.3

12.3

1.5

31.7

7.9

평균

31.0

20.6

14.3

1.4

28.0

4.7

33.3

18.2

13.0

1.3

31.4

2.8

입경 크기(㎍/㎥)

서울
봄

<표 Ⅲ-6> 미세먼지(PM10) 입경별 독성 영향
독성 영향

여름

33.9

13.6

10.7

0.6

36.8

4.3

5.0-10.0

눈: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가을

20.0

27.5

10.6

1.8

35.4

4.6

2.0-5.0

코: 알레르기성 비염

겨울

18.7

28.3

10.3

3.0

34.7

5.0

25.2

23.1

11.3

1.8

34.3

4.3

1.0-2.0

기관지: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평균

0.1-1.0

폐: 폐포 손상 유발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고농도 대기오염사례 시 미세먼지(PM2.5)의 화학적
특성 연구(Ⅰ)｣, 2014.

출처: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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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인체 노출과 건강 영향

<표 Ⅲ-8> 미세먼지(PM2.5)의 급성 및 만성 인체 영향
구분

미세먼지는 폐포를 통과하여 혈액을 통해 전
신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주로 호흡기와 심혈관
계통의 질환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에서는 미세먼지(PM10, PM2.5)로 인한 급성 및 만

급성 영향
만성 영향

PM2.5 10㎍/㎥ 증가 시

∙ 사망률 1.5% 증가

∙ 사망률 14% 증가
∙ 기관지염 34% 증가
∙ 어린이 강제호기량(FEV1) 1.9% 감소

출처: WHO, Evolution of WHO air quality guidelines: past, present and
future, 2017

성 피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Ⅲ-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PM10)가 10㎍/㎥ 증가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치매나 자살률에 영향을

하면 급성 피해로 인해 기관지 확장제 사용률이

끼친다는 연구 결과(Jung et al., 2015; Kim et

3.1%, 기침이 3.6%, 하기도 질병이 3.2%, 호흡기

al., 2010)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미세먼지는 우

질환 관련 입원율이 0.8%, 사망률이 0.7% 증가

울증, 불안장애, 신장 기능 저하도 유발한다고

한다. 만성적으로는 사망률이 10%, 기관지염이

알려져 있다. 특히, 임산부가 미세먼지에 지속적

29% 증가하고 어린이 강제호기량(FEV1)이 1.2%

으로 노출될 경우 태아의 허벅지와 머리 등의 성

감소한다.

장과 뇌 발달을 저하시킬 수 있다. 동일한 환경이
라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및 환자와 같은 집단

<표 Ⅲ-7> 미세먼지(PM10)의 급성 및 만성 인체 영향
구분

급성 영향

만성 영향

PM10 10㎍/㎥ 증가 시

∙ 기관지 확장제 사용 3.1% 증가
∙ 기침 3.6% 증가
∙ 하기도 질병 3.2% 증가
∙ 호흡기 질환 관련 병원 입원율 0.8% 증가
∙ 사망률 0.7% 증가

∙ 사망률 10% 증가
∙ 기관지염 29% 증가
∙ 어린이 강제호기량(FEV1) 1.2% 감소

출처: WHO, Evolution of WHO air quality guidelines: past, present
and future, 2017

은 건강한 성인보다 미세먼지의 영향에 훨씬 취
약하기 때문에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배출원은 자동차 배기가
스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이다. 정부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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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에 따르면, 미세먼지(PM2.5)의 급성

배기가스를 관리하기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차

피해로 인해 사망률이 1.5% 증가하며 만성 피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로 인해서는 사망률이 14%, 기관지염이 34% 증

차 등)를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10%인 220만

가함과 동시에 어린이의 강제호기량(FEV1)이

대까지 보급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한 전기차

1.9% 감소한다.

충전소,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등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차의 주차요금 및 통행료 할인 등
운행 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 오염물질 규제기준을 관리하
기 위해 2024년까지 전기차와 같은 오염물질 무
배출차(Zero Emission Vehicle)의 개발에
1,000억 원의 예산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장

<표 Ⅲ-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요 정책 실적
대책 및 추진사업

실적

비고

생활
공간

유증기 회수설비
의무설치지역 확대
(2008-2012년)

2,869곳 설치
(2012년)

전국

무배출차(ZEV)
기술개발 투자

2024년까지
1,000억 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

2020년까지
3,000기 구축

한․중 대기질 측정자료
실시간 공유(2017년)

양국 91개 도시
관측자료 공유
(2017년)

한․일 미세먼지 공동연구

2017년까지

중기 (2015-2019)
공동연구계획

공동합의문
채택

이동
오염원

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배출허용총량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국 정부는 중국, 일본과 외교적

외교
협력

한국의 사회동향 2017 l 건강

구분

출처: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2016;
｢제17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보도자료, 2015.
한국환경공단,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사업 업무편람｣, 2013.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발표｣, 보도자료, 2016.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미세먼지를 공동 관리함으
로써 중국발 및 국외 미세먼지의 기여도와 동아

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시아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장거리 이동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가 없다. 따라서 지속적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 위해도 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을

분야별로 다양한 미세먼지 관리 방안이 마련

통해 국민의 인식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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