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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대기오염과 호흡기질환: 장기영향
1

2

조용숙 , 김우진
1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2강원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The effects of exposure to air pollu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on the health including the respiratory
system are well known in various reports. However, these influences are mainly reported in epidemiologic studies,
and the precise mechanism is unknown. In this review, we would like to summarize the effects of exposure
to long-term air pollution on the respira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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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는 비가역적인 기류 제한과 이에 동반된 지속되
는 만성 호흡기계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이다. 흡연은 COPD의 가장 잘 알려진 위험 인자이나, COPD의 20∼
30%는 흡연과 관련 없는 경우로 흡연 이외의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실내외 대기오염, biomass
에 대한 노출, 결핵 병력 등이 흡연 이외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내외 대기오염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뿐만 아니라 다양한 폐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역학 연구들이 보고되면서 대기오염이 폐질환의 중요한
위험 요인 및 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단기간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이 호흡기계 증상의 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장기간 노출에 따른 자료는 드물다. 최근까지 보고된 장기간의 대기오염 노출이 호흡기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이론적 연관성

호흡기계는 대기오염이 인체 내로 유입되는 주요한 통로로, 질병의 경과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 그 자체에도 기여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Andersen 등1이 보고한 57,053명을 35년간 추적 관찰한 longitudinal cohort study에서 NO2
5.8 μg/m3 증가할수록 COPD 발생이 1.08배 증가함을 보고한 바 있다. NO2나 다른 대기오염 particles가 airway
irritant로 작용하여 기도에 침착되면 국소적인 염증 반응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2,3. 하지만, 아직까지 장기간의 대기오염 노출이 COPD를 포함한 호흡기계 질환의 발생, 악화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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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아에서 폐발달에 미치는 영향
4-6

1990년대 도시 지역 대기오염이 아동기 폐기능 저하와 연관됨을 보고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가 있었고 , 이후
아동, 전학령기 아이들에게 대기오염 노출이 폐기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 cross-sectional, longitudinal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다7-9.
최근에는 자궁내 태아 시기에 폐형성이 이뤄지는 2분기 이후 교통 관련 대기오염 물질의 노출이 출생 이후 유아기
폐기능 저하와 관련있다는 전향적인 연구 결과가 보고되면서 대기오염의 태아 시기부터 학령기까지 이어지는 폐기능
발달의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기도 하였다(FEV1 estimated for an IQR increase in benzene and NO2, −18.4 mL
10
3
and −28 mL) . 또한 임신 기간 중 산모가 높은 농도의 PM2.5 (＞52.6 μg/m )에 노출된 경우 전학령기 때 폐기능
11
저하(FVC, −91 mL, FEV1, −87 mL)와 연관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 아마도 기관지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임신
2분기부터 출생 후 3년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정확한 태아 시기 대기오염 노출의 영향에 대한 기전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나, 이 시기의 대기오염 노출이 기관지 및 폐 발달 저하와 관련이 있고, 이 과정이 학령기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짐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더욱이 2,120명의 평균 11세 어린이들을 4년 동안 추적 관찰하였을 때, NO2, PM2.5 그리고 PM10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유의하게 폐기능이 개선됨을 보고한 연구 결과 또한 어린 시절 폐 기능 발달에 대기오염 정도가 상당한 영향을
12
끼침을 확인할 수 있다 .
3) 성인에서의 폐기능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 코호트 연구들을 통해 성인에서 교통 관련 대기오염 노출과 낮은 폐기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었다13-16. 더욱이 최근에는 교통 관련 대기오염 노출이 장기간에 걸쳐 폐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longi17
tudinal 연구를 통해 보고되기도 하였는데, Rice 등 은 큰 도로에서 100 m 이내에 거주할 때 400 m 밖에 사는
3
사람들에 비해 FEV1이 연간 5 mL 빠르게 감소하며, PM2.5 농도가 2 μg/m 증가할수록 FEV1 감소 속도가 2.1 mL/yr
만큼 더 빨라짐을 보고하였다.
유럽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장기간에 걸친 health effect를 표준화하기 위한 ESCAPE project (European Studies
on Cohorts Air Pollution Effects)를 구축하였는데, 그 중 스위스 코호트에서 11년간 추적 관찰한 바에 따르면 PM10
농도가 10 μg/m3 감소할수록 매년 FEV1 감소속도를 9%, FEF 25∼75 감소속도를 16% 감소됨을 보고하여18, 대기질
개선의 폐기능에 대한 효과를 보고하였다.
4) Mortality에 미치는 영향

여러 역학 연구들을 통해 측정에 따른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대기오염 노출이 전체 사망률 증가와도 영향이
19-21
3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 한 메타 분석에서는 PM2.5가 10 μg/m 증가할수록 전체 사망률이 6% 증가하며,
Elemental carbon과 NO2가 각각 1 μg/m3, 10 μg/m3 증가할수록 전체 사망률이 6%, 5% 증가함을 보고하였다21.
이와 마찬가지로 대기오염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과 호흡기계 관련 사망률 증가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또한
21-23
많이 보고되었다 . 대기오염 노출과 사망률 증가와의 관련성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이를 밝히
기 위한 몇몇 연구들을 통해 가능한 biological pathway가 몇몇 보고되었다.
대기오염 물질 중 특히 미세 먼지(particulate matter)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소기도까
24
지 침범가능한 작은 입자에 의해 촉발되는 전신 염증 반응과 염증 매개 인자들의 증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 또한
cellular/tissue level에서의 oxidative stress response의 관여 가능성 또한 보고되기도 하였는데 교통 관련 대기오염에
25,26
의해 노출된 미세 먼지가 단백질이나 지방, DNA 산화와 관련된 biomarker의 증가와 관련있었고 , oxidative stress
의 한 mediator인 homocysteine의 증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black carbon이 leukocyte telomere length에
도 영향을 주는 것을 통해 대기오염에 의한 세포 노화도 사망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27.
하지만, 미세 먼지의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고한 연구가 거의 없어 이들의 연관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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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5) Lung cancer 발병과의 관련성

앞서 소개한 ESCAPE 데이터에 의하면 평균 12.8년을 추적 관찰하여 lung cancer 발생을 분석하였을 때, PM10이
10 μg/m3 증가할 때, lung cancer 발생에 대한 hazard ratio (HR)가 1.22만큼 증가하며, PM2.5는 5μg/m3 증가할
때 HR가 1.18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Lung cancer를 adenocarcinoma에 국한하여 분석하였을때에도
PM10과 PM2.5에 의한 HR는 1.51, 1.55로 유의한 연관성이 보고되었다. 또한 큰 도로에서 100 m 이내에서 하루 교통량
이 4000 vehicle-km 증가할수록 lung cancer 발생의 HR이 1.09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28.
대기오염의 노출이 somatic뿐만 아니라 germ-cell mutation과 cytogenetic, 그리고 DNA damage까지도 영향을
29
끼친다는 보고들은 있지만 , carcinogenesis에 대하여 정확히 어떠한 기전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다.
3. 맺음말
장기간의 대기오염 노출이 태아 시기부터 폐발달을 저해하고, 성인에서 폐기능 저하 및 사망률 증가뿐만 아니라
폐암 증가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대기오염이 호흡기계를 포함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이를 조절하고 규제하려는 사회적인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로 연관성
에 대한 결과 위주로 보고되고 있어 이러한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기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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