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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Air Pollution and Asthma
김정현
국립중앙의료원 호흡기내과

The importance of air pollution on public health has been emerged since the increase of air pollution
was notable. From the early studies of sulfur-dioxide (SO2), nitric oxide (NOx) and ozone (O3), the effect
of particulate matter (PM10, and PM2.5) also have been considered as important indicators emitted by traditionally industrial pollutants or traffic related-emission. Asthma is a well-known pulmonary and allergic disease
which is affected by various environmental causes as stimulants. The health impact of air pollutant on asthma
has been emerged as a short-term stimulant on asthma exacerbation or a long-term stimulant on asthma
control. In this short review, I described the studies of air pollutant related asthma and the future perspectives for air pollutants and asthma control with recent evid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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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천식은 만성기도질환으로 호흡곤란, 천명, 가슴 답답함, 기침과 같은 증상이 가역적인 호기기류 제한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시화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이미 천식을 진단받은 환자에서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보고된 바가 있으며1 소아 천식환자의 약 14%와 이들에서 발생하는 천식 급성악화의 15%가
배기가스 연소 시 발생하는 물질들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2. 이러한 증상 악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 외에 인과적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대기오염이 천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기전과 각각의
오염물질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3.
2. 본론
1) 기전

대기오염물질이 천식에서 작용하는 기전을 살펴보면 기존에 알려진 천식의 발생 기전 대부분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산화 스트레스와 손상(oxidative stress and damage), 기도 리모델링(airway remodeling), 염증
및 면역체계(inflammatory pathway and immunological response), 감작(sensitization) 등 천식 발생의 대부분
의 기전에 작용한다. 항산화 작용(anti-oxidant effect)의 경우 오존(O3), 이산화질소(NO2), 디젤연소물질(Die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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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aust particulates, DEP) 등을 흡입하게 되면 비효소적 항산화제(non-enzymatic antioxidant)와 GSH
(glutathione) 비타민C, 비타민E, 요산(uric acid), extracellular superoxide dismutase (ecSOD), extracellular
glutathione peroxidase (ecGSHpx) 같은 효소적 항산화제(enzymatic antioxidant)를 감소시켜 방어기전을 강화
함으로써, 반응성 산화물질(reactive oxygen species, ROS)을 증가시키고, 유기 분자화합물(protein, lipid)과
반응하면서 상피세포를 변형시켜 염증 반응물질(neutrophil, inflammatory cytokines)을 증가시킨다4,5. 실험연
구에서 멕시코에서 6명의 천식 환자와 11명의 건강인의 혈액 내 중성구를 얻어 PM2.5 (particulate matter 2.5)와
함께 배양했을 때, 천식 환자에서 혈장 내 항산화 효소 활성이 낮게 관찰되었고, 반응성 산소 및 질소 생산이
증가하였다. 또한 반응성 산화물질로서 산화스트레스의 표지자 중 하나인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가 천식환자에서 더 많이 생성되었다6. 영국에서 209명의 천식으로 인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청 내 비타민C 또는 비타민E 농도가 낮을 경우 PM10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및
천식의 급성악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7. 남아프리카 소아를 대상으로 3주 간격으로 5일 연속 1초간 노력
호기량(FEV1)을 측정한 연구에서 항산화 작용과 관련된 글루타티온 효소인 GSTM1 (glutathione-S-transferase M1
gene) 양성인 대상자의 경우 5일 평균 유의하게 FEV1의 감소가 관찰되었고, GSTP1 (glutathione-S-transferase
P1 gene) genotype 중에서 AA allele이 존재하는 경우 PM10에 노출 시 2∼3일 뒤에 뚜렷한 FEV1 감소가 관찰되
었으나, 5일 평균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8. 이는 대기오염 물질 노출에 따른 천식의 경과에서 유전적 감수
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이 면역반응기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운송수단 관련 대기오염(traffic-related air pollution, TRAP)의 경우 후성적 메커니즘(epigenetic mechanism)을 통하여 regulatory T-cell에 영향을 미치고, effector T-cell의 인터페론-감마(interferon-gamma)에 과메틸화(hypermethylation)를 유발하여 Th2 response로의
shifting에 관여한다. 또한 PM과 관련한 동물 실험연구에서 Th2, Th17의 phenotypic differentiation을 통한
알레르기 염증기전(allergic inflammation)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염증기전은 기도상피에서 interleukin
(IL)-6, IL-8, granulocyte-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 (GM-CSF),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키고, 후천면역으로 IL-4, IL-5, IL-13, IL-8, IL-17A, IL-33 등을 증가시키며, CXC
케모카인 발현을 증가시켜 중성구와 호산구 등 염증세포의 기도 유입을 증가시켜 천식환자의 기도염증을 유발
한다5,9. 유럽의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천식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PM2.5 증가 시 알레르겐 감작위험
이 증가함을 관찰하였으며10, 기도 과민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도로와 가까운 곳에 살수
록 기도과민성이 증가한다는 역학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11.
2) 오염물질에 따른 분류

대기 오염을 야기하는 오염물질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PM은 고체 또는 액체 성상의 부유 입자성
분진으로 지름이 10μm보다 큰 경우 코나 목에 걸려 기도에 침착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
지는 지름 10μm 이하의 PM10, 지름 2.5μm 이하의 PM2.5 (fine particle, 초미세먼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지름
0.1μm 이하를 PM0.1 (ultrafine particle, 극초미세먼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PM10은 상기도나 큰 기관지에 침착
하고 PM2.5는 소기도와 폐포에 침착할 수 있으며, 대기 중에 머무르는 기간도 더 길어 호흡기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PM10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PM0.1은 폐포를 지나 혈관까지 침투할 수 있다. PM의 구조나
크기는 오염물질의 종류나 연소와 관련이 있고 PM과 결합하는 금속이나 다원성 방향성 수소화탄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 그리고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free radical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물질과의
결합은 산화 스트레스(oxidative stress) 및 천식과 연관된 표현형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PM의 증가는
천식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증가시키며, 이는 알레르기 유발인자에 대한 감작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5. 단기간 PM에 노출되어도 천식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6∼11세 소아 천식 환자 315명
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24시간 평균 PM농도와 천식환자의 악화 위험을 살펴본 결과 PM에 노출 후
수일 내에 천명발생 위험이 증가하였고(PM10-2.5 OR 1.11, 95% CI 1.01∼1.22; PM2.5 OR 1.09, 95% CI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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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알레르겐에 대한 피부 반응검사가 증가하였으며 아토피가 동반된 경우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12.
지름 10∼2.5μm의 coarse PM의 경우에도 PM2.5,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등 다른 동반물질
들의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천식 급성악화로 인한 응급실 방문을 증가시켰다(2-day lag, 10 μg/m3당 초과위험
=3.3%, 95% CI 2.0∼4.6)13. 캘리포니아에서 1,502명의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매년 미세먼지의 평균농도와
천식과의 관계를 평가한 연구에서도 오존, PM10, PM2.5의 평균 농도가 증가할 때 천식 증상의 악화가 관찰되었으
며, 응급실 방문횟수와 입원의 증가도 관찰되었다. 연령에 따라 나누어보면 성인 천식환자의 증상악화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소아 및 청소년 연령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관찰되었다14.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의 15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증가할수록 천식으로 인한 입원이 증가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15.
대표적인 가스(gas) 형태의 오염물질에는 오존, 질소산화물, 이산화황을 들 수 있다. 오존은 특히 따뜻한
환경에서 여름에 광화학 작용으로 발생하며 질소산화물은 화석연료 연소에서 이산화황은 에너지 생성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는 천식환자에서 단기효과로 기도 반응의 증가, 기도 염증 및 감작의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며
산화 작용(oxidative reaction)의 주된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질소산화물과 관련된 실험연구에서는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나, 멕시코에서 시행한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사용 후 기관지
확장 반응의 감소를 보였고 폐기능의 감소를 보이는 결과가 보고되었다16,17. 마찬가지로 질소산화물 노출 시기
에 따라 천식을 진단받은 소아에서 급성악화로 인한 입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으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고, 천식의 발생률 및 유병률과 관련하여 초기에 질소산화물에 노출된 소아에서 인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지만
전체 소아에서 천식과 연관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18,19. 소아 591,386명을 대상으로 한 다기관 연구에서 오존
에 단기간 노출된 경우 천식 급성악화 빈도가 증가하며 장기적으로 노출된 경우 천식 발생과도 연관이 있다는
보고는 있으나, 성별에 따라 성인에서는 남자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어 제한적인 결과를 보였다. 소아에서
는 오존에 고농도로 노출된 경우 천식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알레르기 감작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다20,21.
이산화황은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상태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공중보건 문제로 여겨지며
중국의 경우 여성에서 유의하게 천식 진단이 증가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22.
운송수단 관련 대기오염(TRAP) 물질의 특성은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PM 뿐만 아니라, 연소와는 관계없이
배출되는 물질(타이어, 브레이크 등)과 질소산화물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부터 300∼
500 m 거리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로 알려져 있고, 자동차 배기가스 물질 단독으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다른 오염물질들이 섞여 있어 알레르기 감작을 활성화시킨다. 해당 오염물질이 높은 날이
오래 유지될수록 천식으로 인한 병원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TRAP과 관련된 물질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면
TRAP이 median 이상인 경우 뚜렷한 병원 사망률의 증가가 관찰되었다23. 5개 대륙의 500,000명의 14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천명음, 습진성 피부질환 등 천식 증상에 대해 TRAP 노출 정도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하는 용량 반응(dose-response)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24.
3. 맺음말

이전 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교란요인(risk modifier)으로서 대기오염물질과 천식의 연관성에서 고려해야 하
는 점은 소아 대상 연구에서 남자아이에서 더 영향이 크게 관찰되었고, 인종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흡연 외에도 간접흡연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주변 환경에 녹지가 얼마나 있는지, 개인의 스트레스, 식이 조절 및 체중 조절과 같은 요인이
천식의 발병이나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오존 경보, 미세먼지
경보를 운영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외출 자제 등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외 오염물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실내 오염물질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천식 치료 중인
환자에서 해당 오염물질이 높은 날에 치료 변경이 있어야 할지, 임상의사가 천식환자에 대해 어떤 행동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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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해야 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외출 자제 외에는 마땅한 권고사항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과
인체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노출 지속기간 및 기 누적된 노출된 양에 대한 추정을
위한 명확한 추산 방법 역시 추후 연구를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겠다. 앞으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아, 성인, 그리고 인종에 따른 치료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지 추후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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