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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어린 시절의 환경적인 노출과 C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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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accelerated lung function decline by cigarette smoking is known as classic mechanism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reduced maximal lung growth by limited lung development during early
life is recently known as an important mechanism. Lung development can be influenced by perinatal exposures
and childhood environmental exposures as well as genetic factors. Environmental exposures can lead to epigenetic
change. So, environmental exposures from fetus to old ages should be considered as risk factors for C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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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OPD의 위험인자로 흡연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출생 이후에 폐는 점점 성장하여 20대에서 최대 폐성장에 다다르
고, 그 이후에 흡연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에 의하여 COPD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노출과 관련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최대 폐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인이 된
이후에 폐기능 저하가 빠르지 않고 정상적인 감소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폐기능이 상대적
으로 낮아서 COPD에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다1. 최대 폐성장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원인들
또한 COPD의 중요한 위험요인들이다. 그 중에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최대 폐성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2
임신 중 환경적인 노출 및 어린 시절의 환경적인 노출이 최대 폐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2. 본론
출생 체중이 성인에서의 폐기능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3. 여러 가지 요인들이 태어날 때의 저체중과
연관되는데, 임신 중의 흡연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임신중 흡연을 한 경우 어린이의 폐기능이 낮아지는
4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 후성유전체 연구 결과를 보면 산모의 흡연은 제대혈의 DNA methylation 변화를 일으키고,
이 변화가 어린 시절 지속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5. 또한 어릴 때의 폐기능이 낮을수록 성인에서의 폐기능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그러므로, 임신 때의 환경적인 노출이 성인에서의 폐기능 저하 및 COPD의 발병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
임신 때의 환경적인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출생코호트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잘 진행되어온 출생코호트 연구에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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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출생코호트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태아의 폐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산모의
흡연 이외에도 항생제 등의 약물, 실내외 대기오염 노출 등이 있다. 산모가 대기오염에 노출 되면 아이의 폐기능에
8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
어린이의 천식이 지속되면 일부에서 폐기능 저하가 지속될 수 있고,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COPD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9. 특히 남자에서 폐성장과 폐기능 저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어린 시절에 폐렴을 앓은 경우도 성인에서의 폐기능 저하와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 COPD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실내에서의 오염에 대한 노출의 경우 어린아이가 엄마의 등에 업혀서 바이오매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전적인 영향도 최대 폐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유전-환경 상호작용이 COPD의 발생에 기여한다. 최근
여성 COPD 환자들에서의 GWAS 결과 fetal development 관련 유전자가 의미있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 이외에 지금까지 보고된 COPD 관련 유전자들 중에는 폐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10.
이것도 COPD가 폐기능의 급속한 저하와 더불어 폐성장이 COPD 발생기전의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3. 결론
지금까지 고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개념으로 흡연과 직업적인 노출 때문에 폐기능 급격한 저하에 의해 COPD
가 된다는 것과 더불어 어린 시절의 여러가지 원인들 때문에 최대 폐성장 자체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성인이 되어
폐기능 저하가 급격하지 않더라도 COPD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이 최근 보고되면서 태아부터
어린 시절까지의 환경적 노출이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어린 시절부터의 자료를 오랜 기간이
관찰해야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연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COPD가 성인 이후의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산모와
어린이와도 연관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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