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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호흡기계질환 환경보건센터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호흡기계질환 DB구축 및 모니터링, 환경요인과 호흡기질환의
상관관계 연구, 호흡기계 환경성질환의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시멘트공장 및 석회석광산
인근지역 주민들의 호흡기계 건강 및 환경성질환의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환경부로부터 강원대학교병원에 지정
을 받았고, 2012년 5월 4일 개소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환경요인과 호흡기계 질환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등을 통해 환경보건정책을 지원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환경성 호흡기질환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2. 사업 내용
1) 호흡기계질환의 DB 구축 및 모니터링

ㆍ환경성 호흡기질환자 DB 구축 및 모니터링
ㆍ대기오염 측정망자료 및 기상자료 DB 구축
2) 환경요인과 질환간의 상호작용 연구

ㆍ대기오염과 호흡기질환 악화의 연관성 및 기전연구
ㆍ환경성 호흡기질환의 역학 및 의료정책 연구
3) 환경보건 교육 및 홍보

ㆍ교육: 환경성 호흡기질환자, 지역주민, 전문인력 대상 교육 및 환경보건교실
ㆍ홍보: 지역사회, 협력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온라인
홍보(http://www.knuheh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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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센터구성

4. 주요 연구 주제
1) 분진지역 거주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코호트 연구

시멘트 분진의 COPD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고, 강원도 및 충북 지역의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의 COPD 환자 207명을 2012년에 등록하였고1, 등록된 코호트 환자들에 대해서는 폐기능, CT, 역학정보,
혈액 검체들이 확보되어 있고 향후 다른 지역을 추가하여 분진이 COP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2) 대기오염 및 기상조건에 따른 천식 악화 연구
2

춘천 지역의 기상 자료와 천식으로 인한 입원을 분석하였고 , 향후 대기오염 지표와 천식과 COPD의 악화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예정임.
3) PM2.5의 성분 분석을 통한 오염원 추정 연구

춘천지역 및 시멘트 분진 지역의 PM2.5의 측정 및 성분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비교 분석과 오염원 추정을
진행하고 있음.
4) 환경성 요인과 폐기능과의 연관성 연구

기존의 지역 코호트 역학 자료를 이용하여 환경성 요인이 폐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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