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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명 발달과 함께한 건강 영향변화
오랜 역사서 혹은 사건들을 보면서 사회 발전과 고도성장에 따른 환경 유해 물질의 증가, 감염병 등의 현실을 접할 수 있음. 1930년
벨기에 뮤즈계곡(Meuse Valley), 1948년 미국 펜실베니아 도노라(Donora)시, 1952년 런던시 등의 사례를 통해 산업 발달에
따른 환경오염이 인류에게 재난에 가까운 건강 피해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1
- 산업의 발달 이후 지속적인 환경 유해 물질에 대한 인체 건강 위협은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과거에는 스모그, 대기오염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라는 크기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하지만 성분별 기준을 볼 때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라는 유해인자의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세계의 공장이 멈추어 우리는 잠시나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지만, 주로 겨울부터 봄까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음
- 초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탓에 폐 . 장 . 혈관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구멍으로 들어가거나 혈관을 막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며,
한번 들어간 미세먼지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큼2
-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세먼지 내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폐, 기도, 장, 혈관에 염증을 유도하고 탑재된 독성물질이 다양한 인체 유해성 및
질환을 야기함3

그림 1

미세먼지와 인체 영향(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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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에 따른 인체 영향 분석 연구
현재까지 대부분의 미세먼지와 인체 영향 분석 관련 연구로는 미세먼지의 지역별, 크기 및 성분에 따른 다양한 질환 유도4, 코호트
분석에 따른 기저질환자, 임산부, 영유아와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상관성 분석5, 동물 모델 기반의 미세먼지에 대한 면역/염증 관련
신호전달 연구6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만성질환자와 같이 기존의 기저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동일 수준 혹은 더 낮은 농도에서도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받고 사망률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됨
- 특히, 혈관 관련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심 . 뇌혈관계, 호흡기계 질환자는 미세먼지 민감도가 매우 높아 건강 영향에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저질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체 유해성 연구와 일상생활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
-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는 야외활동 시간이 많고 폐의 성장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아 미세먼지에 취약하며, 미세먼지에 의한 감염 사망의
위험도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임산부의 경우는 미세먼지에 의한 지질 과산화와 혈액 내 염증반응 증가가 태반의 산소 공급량 저하 및 임신성
고혈압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발표됨

그림 2

미세먼지와 건강 영향 민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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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관련된 인체 위해성 연구는 미세먼지 민감군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삶의 질 개선 및 진단 치료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농도, 배출 저감의 관점에서 인체 영향 및 위해성을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체 위해성 기반의 관리대책 필요성을 인지하여 미세먼지의 건강 취약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인체 위해성 관련 연구 결과 축적을 통해 향후 환경 질환 관련 바이오마커 발굴 및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 필요성을 국내 . 외에서 인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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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먼지의 다중장기 축적으로 인한 위험성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되고 다중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아직까지 직접적인 생물학적/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된 근거는 없으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실내외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음. 향후 관련 연구 강화를 통해 관련성 입증 및 원인 규명이 필요함
(초)미세먼지는 기관지를 통해 직접 폐포에 침투하거나 모세혈관을 타고 체내에서 심혈관/대사 질환 및 신경계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함. 폐포에 축적되어 염증과 폐질환을 야기, 혈관에 흡착을 통해 심혈관계 질환을 유도, 신경계 질환 및 암 발병
위험의 증가를 통해 사망률을 높임

4. 미세먼지 유도에 의한 혈관 질환 영향 연구
미세먼지는 크기 및 성분에 따라 폐, 피부, 눈, 장 점막을 통해 몸속으로 유입되고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모델이
현재까지 가장 대표적인 조절 기전이라고 알려져 있음7
- 혈관으로 유입된 미세먼지는 성분에 따라서 혈관내피세포의 투과성, 조직 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염증반응이나 세포사멸을
유도하여 인체 위해성을 증가시킴
- 혈관 염증을 유도하는 ICAM-1*, VCAM-1**, E-selectin***의 발현 증가는 면역세포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활성화된 면역세포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증가시켜 혈관 염증을 증가시킴
* ICAM(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1은 염증성 반응에 관여하는 부착분자 중의 하나로, 특히 동맥경화성 질환에서의 염증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함
** VCAM(Vascular cell adhesion molecule)-1은 백혈구가 혈관벽에 접착하는 과정과 경혈관 이주에 관여하는 부착분자로서 염증이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함
*** E-selectin은 혈관내피세포에서 발현되는 세포부착분자로, 염증 조직내 혈관내피세포에서 강하게 발현하여 백혈구의 염증 부위로의 침윤을 촉진함.
또한, 암세포가 혈관내피세포에 접착하는데 관여함
※ 세포부착분자(cell adhesion molecule)는 세포 부착에 관여하는, 세포막 위에 발현된 분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조직의 형태 형성이나 염증, 암의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염증세포 및 단백질의 증가는 활성산소의 생산을 증가시키며, 이를 통한 강력한 염증 신호전달을 통해 병리적 혈관 염증 환경을 조성시켜서 동맥
경화를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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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혈관 질환 유도 조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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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rect Particulate Matter entry

미세먼지 직접 유입

내막 중막 두께

Endothilin-1

염증성 사이토카인 누출
1. Inflammatory cytokines leakage

intima-media
thickness

Cd68

혈소판 응집

Platelet Aggregation

Alpha-Actin Expression

* 죽상경화는 병리학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동맥벽의 만성염증 병변

- 유입된 미세먼지의 영향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장기조직에서 심근경색, 동맥경화,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으로 확대되고,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
에서는 미세먼지에 의한 질환 유도가 증가하게 됨

5. 미세먼지에 의한 암환경의 병리적 특성 변화
최근 WHO에서 폐암 사망의 약 30%가 미세먼지에 기인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암과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호 조절과의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함
- 세포증식 신호 유지(sustained proliferative signaling):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성분의
미세먼지는 종양유전자(oncogene) 및 세포주기(cell cycle) 유전자를 특정 농도에서 증가시킴. PAH 성분의 미세먼지에는 박테리아
(bacteria) 혹은 바이러스(virus) 성분이 포함되어 다양한 유전자를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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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암세포의 병리적 패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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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유지
유지

세포증식
신호
유지
세포사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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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유지
혈관신생
유도

Sustained
Sustained proliferative
proliferative
signaling
signaling

Sustained proliferative
Cell
death resistance

Sustained proliferative
Angiogenesis
induction

암전이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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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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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사멸 저항(cell death resistance): PAH 성분 미세먼지를 실험 쥐(마우스)에 노출시킨 후 암세포 사멸 분석 결과 종양 억제 유전자의
감소를 확인하였고, 자가포식(autophagy) 기전의 활성화를 통해 미세먼지의 세포사멸 저항 현상 증가가 확인됨
- 혈관신생* 유도(angiogenesis induction): PAH, 이온(ion) 성분 미세먼지 노출에 의해 혈관에 저산소 상태가 형성되어 혈관신생 인자의
증가를 유도하고, 세포골격 단백질의 재배치를 통해 암 환경에서 암 혈관신생이 유도됨
* 기존 혈관에서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하는 용어로, 혈관신생 억제를 통해 암의 증식을 막을 수 있음

- 암전이 유도(activation of invasion and metastasis): PAH 성분 미세먼지 노출이 암 줄기세포 신호전달인 상피간엽이행*(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신호전달을 유도하고 암전이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알려짐.
* 상피줄기세포 혹은 분화된 상피세포들이 간엽세포의 특성을 갖는 종양세포로 변형되는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 암세포들이 암조직으로부터 떨어져 혈관을
타고 이동하게 됨

- 염증 유도(inflammation): 미세먼지가 활성산소(oxidative stress)를 유도한 후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유도하고 종양 주변의 면역세포 회피
기전 활성화와 염증반응 유도를 동시에 증가시킴
- 유전체 불안전성(genome instability): 미세먼지가 후성유전학적 변화 중 DNA 메틸화(DNA methylation)를 유도하여 유전체 발현 변화를
통해 유전체 불안전성 유도 및 종양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킴
- 요약하면 미세먼지의 성분, 크기, 노출시간 및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암세포의 증식 및 세포사멸 현상 변화를 통해 암증식 혹은 암억제 유전자의
발현 패턴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일반적으로는 미세먼지가 암 환자들의 건강 악화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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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시사점
01. 미세먼지 유도 인체 유해성 극복을 위한 손상제어 원천기술 개발
미세먼지가 사람에게 미치는 인체 유해성 연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관련 연구의 확대가 필요함
- 먼저, 체내에 흡수되는 미세먼지가 미치는 인체 유해성 관련 원천 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미세먼지로 인해 유도되는 분자 표적을 이용하여 초미세먼지가 호흡기 및 피부, 장점막, 안구를 통해 체내로 침투하는 경로 제어 및 차단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미세먼지가 인체에 침투하는 경로, 병리적 신호전달을 통한 질환 유도 조건 등에 대한 특성 분석을 위해 세포 및 동물 수준에서 유전체 . 단백체 . 대사체
분석과 기능 연구가 필요함
-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을 통한 미세먼지의 질환 유도 및 피부 . 점막 . 안구 침투 경로 차단 및 제어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함

02. 미세먼지 유도 질환 모델 및 제어 평가시스템의 개발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미세먼지 노출에 의해 질환이 유도되지만, 만성질환을 보유한 민감 환자에 있어서는
소량의 미세먼지 노출에도 피해가 큼
- 미세먼지 조절 및 제어 연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민감 환자에게는 치료 가능한 평가시스템의 개발이 향후 중요한 화두로
대두될 것임

최근 미세먼지 유래 바이오 에어로졸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생물(세균, 곰팡이 등)과 바이러스, 그리고 알러지 유발물질 등이
포함된 바이오 에어로졸의 전염성 질환 확산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보고됨
- 국내 미세먼지의 병원성 세균 검출을 위해 포집 미세먼지 유래 세균의 프로파일 분석과 병원성 여부를 유전자 수준에서 분석
- 이를 통해 미세먼지 크기 및 성분과 감염원에 의한 다중장기 손상 여부 판별이 가능하며, 미세먼지 유래 질환 이외의 다른 감염병 대응에서도
원인 미상 감염 치료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임

미세먼지 매개 질환 관련 유전체학, 전사체학, 단백질체, 대사체학 기반 호흡기 관련 장기 손상 예측 분자 표지자* 발굴 및 진단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특정의 구조 또는 물질을 추적하는 수단 혹은 물질

03. 과학기술적 측면
인체 위해성 연구는 미세먼지에 의한 장기 손상에 대한 대응 원천기술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여 미세먼지에 의한 생체 내 영향 연구
를 통해, 질환 제어 표지자를 분석 및 발굴하여 미세먼지에 의한 질환 손상 및 치료적 연구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미세먼지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과 관련하여 장기별/세포별 기능을 매개하는 핵심표지자를 발굴하여 생체 내 기능 검증 및 임상적 유용성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미세먼지에 의한 핵심표지자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에 의해 유도되는 질환의 장기별 특징에 맞춘 조기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통해 국민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의 생체 내 장기 손상에 대한 병인 규명과 제어·극복 기술의 실효성을 확립하고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 등과 연계함으로써 통합적 관리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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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경제·사회적 측면
미세먼지의 인체 위해성 연구를 통해 국가적 현안 해결과 국민의 보건적 피해 예방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시장 창출형
순수 국산 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다중장기 손상제어 관련 기술개발이 기대됨
국민 6명 중 1명이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 이는 메르스 사태 이상의 손실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미세먼지의 인체 위해성 연구를 통한 미세먼지 대응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임

미세먼지 유도 장기 손상 대응 원천기술을 이용한 바이오마커 발굴, 동물 모델 개발, 미세먼지 유도 장기별 질환에 관한 데이터분석 및
진단 시스템의 상용화를 통한 미세먼지 매개 질환 제어 기술은 미세먼지에 의해 유도되는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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