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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52년 영국 런던에서는 5일간의 스모그로 인하여 약 4,000여명이 사망하게 되었고, 대중들이 대기오염의 건강영
향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대기오염에 관한 연구 및 국가적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의 많은 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현재 미국 환경청에서는 일산화탄소(CO), 납(Lead),
이산화질소(NO2), 오존(Ozone), 아황산가스(SO2), 입자성 물질(particulate matter, PM) 등 6개의 대기오염원에 대한
노출시간, 허용량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벤젠을 추가한 7개의 대기오염원에 대한
기준치를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대기오염이 건강에 위협요소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
나, 최근 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 대기오염 수준을 낮게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오염 정도와 이환율
및 사망률과 많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2년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약 70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1, 이는 전체 사망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대기오염 관련 사망과 연관된 주요
질병으로는 허혈성 심질환, 뇌졸증,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폐암, 어린이
하기도 감염이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 및
국가적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황사 등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대기오염의 농도가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대기오염이 심혈관 및 호흡기계 등의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기오염의 종류, 농도에 따라 각 질환에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 인과관계는 많이 규명되지 않았다. 본 기고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건강 영향에 관해 알아보고, 여러
질환 중에서도 특히 호흡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미세먼지가 호흡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대기오염 물질은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로 나눌 수 있는데, 입자상 물질(PM)의 경우 가스상 물질(Ozone,
SO2, CO, NO2 등)의 경우보다 실제 개인 노출과의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영향평
가를 연구할 때 PM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통 매우 작은 입자만 폐로 흡입되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입자상 물질을 측정할 때 10μm 이하 및 2.5μm 이하의 입자상 물질(PM10, PM2.5)인 미세먼지가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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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입자가 큰 PM은 주로 토양이나 지각 물질에서 유래한 반면, 미세먼지는 주로 제조, 운송, 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실제적으로 미세먼지의 크기와 성분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입자의
크기, 표면적, 성분이 건강영향의 양상 및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폐 깊숙이
2
침투할 수 있어 건강의 위험도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폐에서 PM이 침적하는 주요 기전은 밀착(impaction), 침전(sedimentation), 확산(diffusion)이다3. 밀착은 100μm
이상의 PM이 침적하는 기전으로 알려져 있고, 침전은 중력 자체의 힘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하는데 0.1∼50μm
PM이 영향을 받는다. 확산은 더 작은 물질의 침적하는 기전으로 소기도 및 가스교환 장소에서 무작위 가스이동으로
대체된다. 미세먼지는 주로 침전, 확산을 통하여 호흡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PM이 흡인되었을 때 호흡기관에서 작용하는 방어기전에서 상피표면액(epithelial lining fluid, ELF) 및 폐포대식세
포(alveolar macrophage, AM)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LF에 존재하는 surfactant는 6μm 이하의
PM을 치환하여 점액성모 청소(mucociliary clearance)를 쉽게 하도록 만드는 작용을 하고4, surfactant의 단백질들은
5
대식세포가 PM을 감지하여 제거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 AM은 점액섬모 청소 및 기침으로 제거하지 못한 입자들을
6
제거하는 주요 역할을 한다 .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PM의 정도와 AM의 개수 사이에 직접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7. 또한 최근의 몇 연구들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입자의 수가 많고 전체 표면적이 커서
8,9
강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
대기오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방어기전에 손상을 받거나, 방어 과정 중 발생하는 염증반응에
의해서 해로운 건강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실험적으로 AM이 전체 부피의 60% 이상의 물질을 대식하였을 때 대식작
10
용과 화학작용이 억제되었고 , 대식된 PM의 양이 전체 AM 부피의 6%만 되어도 점액성모 청소가 감소하는 것으로
11
보고되었다 . 또한, PM을 대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AM의 활성화는 활성산소, 단백분해효소, 염증매개체, 성장조
절 단백질 등 폐 염증에 관여하는 물질들을 많이 분비하여 폐손상을 유발하게 된다12,13.
3.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 역학적 연구결과
1952년 런던 스모그 이후 1970∼1980년대 미국 및 체코 등의 도시들에서 대기오염 증가와 사망률이 관계가 있다는
14-17
몇 개의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 , 연구들은 주로 단면적 분석(cross-sectional)을 통해 이루어졌고 흡연 등의 다른
변수들을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대기오염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본격적인
18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93년 ‘미국 6개 도시에서의 대기오염과 사망과의 관련성’ 연구가 발표된 이후이다 . 이전까지
대기오염 연구에서 비판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전향적 코호트 연구로 진행되어 8,111명의
미국인을 14∼1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담배와 다른 가능한 위험인자 등을 모두 보정한 후에도 대기오염과 사망이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스상 물질 및 PM을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들 중에서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가 사망과의 관련성이 가장 크다는 결과도 보여주었다.
이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의 독립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지역적,
계절성 등의 차이는 극복하지 못하여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19
19
PM10의 독립적인 효과에 대한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가 2000년도에 발표되었다 . Samet 등 은 미국 20개 도시에서
1987년에서 1994년 사이 PM10, Ozone, CO, SO2, NO2 등과 사망률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PM10이 다른 오염원들을
모두 보정한 후에도 전체 사망, 심혈관계 사망, 호흡기계 사망과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PM10의 농도가
3
10μg/m 증가할수록 전체사망률 0.51%, 심혈과 및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0.68%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도 PM10 농도에 대한 국가 정책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논거로 이용되고 있다. 2001년 유럽에
20
서도 8개 도시에서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 PM10 농도가 증가할수록 천식
및 COPD로 인한 입원이 증가하였다.
이후 입자의 직경이 작을수록 폐흡입을 통한 건강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이론적 바탕이 있고 PM10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인되면서, 초미세먼제인 PM2.5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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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ici 등 은 PM2.5의 독립적인 건강 영향에 대해 앞서 PM10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검증된 통계적 분석으로
증거 수준이 높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04개 미국 도시에서 건강보험 청구를 바탕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기온, 지역 등을 보정한 후에도 PM2.5 노출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부정맥, 심부전, 만성폐쇄성
폐질환, 호흡기계 감염 등의 입원률 증가와 모두 관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도 현재 PM2.5 농도에 대한 국가
정책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4. 기타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건강 영향 - 역학적 연구 결과
미세먼지 외 대기오염 물질들 중 Ozone, NO2, CO 등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0년
22
대기물질 중 Ozone이 확인된 이후로 Ozone에 관한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들을 보여 주었지만, 2004년 Bell 등 은
Ozone의 독립적인 위해성을 확인해 주었다. 1987년부터 2000년까지 95개 미국도시에서 Ozone 노출과 사망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PM, 계절, 날씨 등을 보정한 후에도 1주일간 평균 Ozone 농도 10 ppm의 증가는 전체사망률
(0.52%), 심혈관 및 호흡기계 사망률(0.64%)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NO2는 주로 교통량 증가와 관련된 대기오염의
마커로 연구되었는데, Hoek 등23이 1986년부터 1994년 네덜란드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black smoke 및 NO2 지속
적 노출이 기대 여명 감소와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CO도 초기에는 독성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여러 국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최근 한 연구에서는 대기 중 저농도의 CO 단기 노출이 호흡기계 감염으로
인한 입원률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어24, CO의 독립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5. 대기오염 장기 노출에 의한 건강 영향
미세먼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이 COPD 등의 호흡기계 질환 환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많이
발표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단기적 노출에 의한 급성 영향에 관한 결과들이었다.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의
발생이나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적은 상태이다. 최근 덴마크의 한 지역에서 35년간의 개인별
평균 NO2 노출을 계산하고 후반 14년간의 입원을 분석하였는데, 평균 NO2 증가와 COPD 발생(COPD로 인한 첫
입원)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25. 또한 캐나다 한 연구팀은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5년간의 대기오염 노출
후 4년간의 새로운 COPD 입원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black carbon이 COPD 입원 및 사망과 관련성이 있었다고
26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미세먼지인 PM2.5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연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아직까
지 장기적인 미세먼지 노출이 COPD 발생 및 악화에 관여한다는 증거는 없어 보인다. 앞으로 장기 추적한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발전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종류별 대기오염의 장기적인 노출에 의한 COPD 등 호흡기 질환의 변화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결론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외 연구 결과들도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들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 오염의 종류, 노출 정도와 여러 질환들의 악영향에 대한 구체적 인과관계를 규명하
는 일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황사 및 미세먼지의 영향이 이슈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오염 수준은 높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종, 지역 등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건강 영향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국내에서의 대기오염 영향과 건강영향에 관련된 자료를 축적하고, 대기오염 종류별 질환에 대한 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들
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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