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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대기오염과 호흡기질환: 단기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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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epidemiological studies have shown an association between air pollution and increased morbidity and
mortality, both daily and over time. This review considers acute effects of air pollution on respiratory diseases
mainly on asthma an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Short-term exposure to air pollution worsens symptoms and can reduce lung function in patients with asthma and COPD. In addition, air pollution are
also associated with the increased risk of emergency room visits, hospitalization and death for patients with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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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기오염은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특히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의 악화와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1. 호흡기질환의 악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 등이 있다. 미세먼지
는 직경이 10 μm 이하의 고체 또는 액체 성상의 물질로 구성된 부유 입자성 분진으로 발생원에 따라 다양한 화학적
특징을 지닌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와 극초미세먼지로 구분한다.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 μm in diameter, PM10)는 지름이 10 μm보다 작은 크기의 먼지로 입자가 크기 때문에 상기도나
큰 기관지에 주로 침착한다. 초미세먼지(PM2.5)는 지름이 2.5 μm 이하인 먼지로 자동차 배기가스, 발전소와 산업공
정 등을 포함한 연소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큰 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작아 소기도와 폐포에 침착하
여, 호흡기에 미치는 건강영향이 PM10에 비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지름이 0.1 μm보다 작은 극초미세먼지
2
(PM0.1)는 폐포와 혈관을 통해 흡수되어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준다 . 이산화질소는 고온에서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광화학 스모그의 전구 물질로 태양 광선 및 탄화수소와 결합하여 오존을 생성한다. 대기
중 이산화질소의 대부분은 화석원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여 자동차 배기가스가 가장 중요한 배출원이고, 실내 이산
화질소는 가스 스토브나 등유를 이용하는 실내 난방기에서 주로 배출된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태양 광선과 광화학산화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생성되며, 기온이 높아질수록 오존의 농도가
증가하여 특히 여름철에 더 문제가 된다3.
대기오염이 호흡기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노출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본 글에서는 단기간의
대기오염물질 노출이 호흡기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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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오염의 단기 노출 영향
1) 급성악화

여러 역학 연구에서 단기간 높은 농도의 대기오염물질 노출은 천식 증상의 악화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천식
4-6
환자에서 단기간 미세먼지 노출 증가는 증상 악화로 인한 응급실 방문을 증가시키며 , 입원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
7-9
10,11
11
고 있다 .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노출과 천식 악화와의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 Kwon 등 의
연구에서 대기오염은 천식 급성 악화로 인한 응급실 방문과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으나, 낮은 상대습도와 강한 바람
등 기상 인자가 천식 악화로 인한 응급실 방문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천식 악화에 미치는 미세먼
지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거나 연구를 시행한 지역, 기상요소나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간 미세먼지 노출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호흡기감염의 경과에도 영향을 준다. 1999년에서 2002년에 65세
이상의 메디케어 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기간 고농도의 PM2.5 노출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입원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12. 최근 보고된 메타분석에서도 PM10 농도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3
13
입원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으며, 일일 PM10이 10 μm/m 증가할 때 입원이 2.7% 증가되는 결과를 보였다 .
14
단기간의 오존 노출은 특히 고온 환경에서 천식 환자의 증상 악화를 유발하며 , 천식 악화로 인한 응급실 방문
및 입원의 증가와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다15,16. 또한 만성기관지염과 급성기관지염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과 입원도
17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 최근 메타분석에서 호흡기질환 입원에 대한 단기간 오존노출의 영향을 평가하였을 때, 24시
간 평균 오존 농도 10 ppb 증가시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응급 입원은 1.9% 증가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응급
입원은 5.06% 증가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18.
(1) 급성 악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미세먼지가 호흡기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입자의 크기나 노출 시간, 노출 대상의 연령이나 성별 등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는 폐포까지 침착하므로 호흡기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PM10보다는 PM2.5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9년에서 2005년까지 메디케어 환자의 입원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서 PM 증가에 따른 입원을 분석하였을 때, PM2.5 농도 증가는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질환의 입원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나, PM2.5의 영향을 보정한 후 PM10∼2.5 노출은 입원 증가와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19.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은 노출대상의 연령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7
보고에서는 65세 이상과 15세 이하 연령군에서 호흡기질환에 대한 악영향이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 미국 3개 도시에
서 대기오염과 천식 악화로 인한 응급실 방문과의 연관성을 평가한 연구에서는 5∼18세의 소아청소년군에서 대기오
20
염 노출 시 천식 악화의 위험도가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 . 최근 보고된 메타분석 결과에서 단기간 대기오염 노출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으로 인한 입원과 응급실 방문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였는데, 특히 15∼64세 연령군에
비해 소아와 노인에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21. 이 연구에서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악화위험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동아시아지역에서 낮은 위험도를 보여, 호흡기질환에 대한 대기오염의 영향은 연구대상이나 지역에 따라 다양함
을 보여주었다. 대기오염이 호흡기질환의 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대기오염에 단기
간 노출 시 젊은 연령군보다는 소아와 노령의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악화 위험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인지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2) 급성 악화에 관여하는 기전

대기오염물질은 기도 염증, 산화스트레스의 증가와 직접적인 기도 수축 등 다양한 기전을 통해 천식과 만성폐쇄성
22,23
24
25
폐질환의 악화에 관여한다.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 등은 interleukin (IL)-8 , IL-17 , IL-33 등 사이토카인의
26
분비를 증가시켜 기도염증을 유발하며, 활성산소 생성 증가를 통해 기도 염증과 손상을 일으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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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능 저하
27

단기간의 대기오염물질 노출은 건강 성인에서도 폐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 . 건강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에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단기간 노출 시 최대 노출 6일 후까지 폐기능 감소가
관찰되었고, 특히 이산화황에 의한 폐기능 감소가 가장 크게 관찰되었다28.
26
천식 환자에서도 단기간의 대기오염물질 노출은 폐기능 감소를 유발한다. Liu 등 의 연구에서 이산화황, 이산화질
소, PM2.5의 단기간 고농도 노출은 유의한 폐기능(FEF25∼75%) 감소를 일으켰고, 특히 흡입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군에서 폐기능 저하가 더 크게 관찰되었다. 이 연구에서 단기간의 오존 농도 증가는 폐기능 감소와 유의한
연관성은 없었으나, 다른 연구에서 대기 중 높은 오존 농도가 천식 환자의 증상 악화 뿐 아니라 폐기능 감소와 기도과
29
민성 증가를 유발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도 PM10 증가 시 호흡곤란 증상의 악화와 함께 폐기능의 감소가
30,31
31
보고된 바 있다 . Trenga 등 의 연구에서 단기간 PM2.5 노출에 의한 폐기능 감소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성인과 천식 치료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아에서 크게 관찰되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미세먼지에 의한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예방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단기간 대기오염
32,33
노출시 증상의 악화는 유발하지만 폐기능 저하가 관찰되지 않은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는데 , 여러 연구들에서
상이한 결과는 보이는 것은 질환의 중증도, 규칙적인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비율 등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농도 측정 지점 등의 연구 디자인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사망

단기간의 미세먼지 농도 증가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을 증가시키며, 특히 심혈관계와 호흡기계 원인에 의한
1
34
사망을 증가시킨다 . Chen 등 의 연구에서 PM2.5 증가는 다양한 심혈관 및 호흡기질환자의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3
주었으며, 특히 노인에서 더 큰 영향이 관찰되었다. 최근 발표된 메타분석에서는 일일 PM10 10 μm/m 증가 시
만성폐쇄성폐질환 사망률이 1.1%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13.
35
대기 오존 농도의 단기간 노출도 전체 사망과 호흡기계 사망에 영향을 준다. Bell 등 의 연구에서 오존 농도가
10 ppb 증가할 때 전체 사망률은 0.52%, 호흡기 및 심혈관계 사망률은 0.64% 증가하였다. 오존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은 기온이나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주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영향에 적다는 보고가 있다36.
대기오염 노출이 호흡기계 사망에 미치는 영향은 기저 질환이나 연령 등 노출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37-39
일반인에 비해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대기오염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
39
Faustini 등 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와 오존 단기간 노출이 사망률에 주는 영향을 분석
한 연구에서 남성, 심혈관 질환이 동반된 경우, 고령이 특히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주며,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농도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대기오
염에 특히 더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3. 결론
단기간 높은 농도의 대기오염물질 노출은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 악화, 응급실 방문과 입원 증가를 유발
하며,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 대기오염이 호흡기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환자에서 취약하므로 주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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