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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dust and eye health
Soo Youn Choi, MD·Youngsub Eom, MD·Jong Suk Song, MD·Hyo Myung Kim, MD

Department of Ophthalmolog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This paper aims to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management of eye health related to fine dust exposure. Fine
dust i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related to air pollution in Korea and is becoming a social issue. Fine dust can be
classified into fine dust, ultrafine dust, and nanoparticle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onstituent particles. Although
studies evaluating the harmful effects of particulate matter (PM) have been conducted mainly on cardiovascular and
respiratory diseases, the ocular surface is a tissue that is continuously exposed to the atmosphere. Eye symptoms
caused by PM exposure include eye redness, irritation, and sensation of a foreign body. Typical eye diseases caused by
PM exposure include conjunctivitis, dry eye disease, and blepharitis. PM is thought to induce and exacerbate ocular
surface diseases and lead to damage through oxidative stress, toxicity, and immune and inflammatory reactions
on the ocular surface. For eye health management related to PM exposur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chance of
exposure to PM in advance according to the PM forecast, avoid additional repeated exposure after PM exposure, and
remove PM through eye washing and eyelid cleaning. In addition, eye drops, such as artificial tears, diquafosol, and
cyclosporin A, can be used to prevent and treat ocular surface disease and deterioration of the damage. In patients
who already have ocular surface disease, the harmful effects of PM exposure may be greater and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eye health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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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게 된다[1,2]. 세계보건기구의 세계보건관찰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기오염에 의한 전 세계적인 조기사망자는 420만

대기오염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세계

명으로 추정된다[3]. 이러한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문제를

적으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중 하나이다. 대기오염에 장

유발하는 오염물질은 다양한 오염원에서 기원하는 여러가

기간 노출되는 경우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

지 화학물질과 다양한 크기의 미세입자로 구성된다[4,5]. 전

은 증가하게 되며, 입원 기간과 의료비 지출 또한 늘어나

세계적으로 인체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물
질에는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오존, 이산화질소 및

Received: August 13, 2019 Accepted: September 10, 2019
Corresponding author: Youngsub Eom
E-mail: eomy@korea.ac.kr
©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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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황 등이 포함된다[6].
미세먼지는 대기중 입자의 공기역학적 지름의 크기에 따
라 다르게 부른다. 직경이 10 μm 이하인 경우를 일반적으로
PM10이라고 하며 초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있다. 초미세먼지
는 입자의 직경이 2.5 μm 이하인 경우로 PM2.5라고 부른다.
대기중 입자의 직경이 100 nm 이하인 경우는 나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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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유발 안구표면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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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안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결막의 술잔세포에서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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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분비되며, 점액은 안구표면 눈물막의 가장 안쪽층을 형
성하여 습윤성을 유지하고 안구표면의 면역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Figure 1). 결막염은 안과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Figure 1. Layers of the tear film.

가장 흔한 안구표면 질환 중 하나이다. 결막염이 발생하는 경
우 충혈, 자극감, 가려움,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nanoparticle)로 분류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중국 및 대만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기중 미세

영향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주로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을 대

먼지 농도를 포함하는 대기오염수치(Air Quality Index)가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7,8]. PM2.5와 같이 크기가 작

높아질 수록 결막염으로 안과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 수가 증

은 초미세먼지는 보다 크기가 큰 입자에 비해 건강에 미치는

가하였다[16].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대기 중 이산화질소의

악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된다[9,10].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 결막염 발생이 증가하여 응급실로 내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에 침투하고 혈관을 따라 체

원하는 환자수가 증가하게 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17]. 이

내로 이동함으로써 심혈관과 호흡기 질환 및 암을 유발하게

러한 미세먼지에 의한 결막염 발생 영향은 계절적으로 여름

된다[6,11].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PM10,

보다 겨울철에 연관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16].

PM2.5)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역학 연구에서 PM2.5에 노출되는 경우 알레르기 결막염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

유발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8]. 실제 PM2.5를 함유한 용액을

물질로 지정하게 되었다.

안구표면에 점안한 동물실험에서 실험동물의 윗눈꺼풀결막

안구표면은 지속적으로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

에서 술잔세포의 밀도가 증가하고 전체 결막과 마이봄샘에

문에 대기 중의 미세먼지에 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

서 호산구 침윤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여 PM2.5에 의해 알레

다. 실제 미세먼지에 안구표면이 노출되는 경우 안구 충혈, 자

르기결막염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15].

극감, 이물감 등의 불편감이 유발될 수 있으며[12], 고농도 미
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다양한 안구표면 질환이 유발

2. 안구건조증

될 수 있다[13-15].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

안구건조증은 눈물막의 항상성이 상실되고 안구 불편 증상

해 안구표면 질환이 유발된다면 무엇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을 동반하게 되는 안구표면 질환이다. 안구표면 눈물막의 불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미 고농도

안정성과 고삼투압, 안구표면의 염증 및 손상, 신경감각적 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었다면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미세먼지 노

상이 안구건조증의 원인 역할을 한다. 안구건조증은 병인에

출과 관련한 안구 증상과 안구표면 질환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따라 수성눈물 생성 부족에 의한 안구건조증과, 눈물막 증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미세먼지에 의한 심혈관 및 호흡기

증가에 의한 안구건조증으로 나눠지며 두 가지 기전을 모두

질환에 관한 연구에 비해 미세먼지가 눈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포함하는 혼합형이 존재한다[19]. 안구건조증의 진단은 이물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지만, 이 종설에서 문

감, 뻑뻑함, 안구 피로감, 눈물흘림 등의 주관적 증상에 대한

헌고찰을 통하여 미세먼지가 눈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

병력청취와 이학적 검사로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이학적 검

노출 예방 및 눈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사에는 눈물막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눈물막파괴시간 검사와
미세먼지와 눈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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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표면 손상을 평가하는 진단적 염색법이 있다.
안구건조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인자에는 높은 고도,

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눈꺼풀염의 악화에도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23].

바람, 대기오염 등이 있다. 국내에서 2010년 1월부터 2012년

상파울루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연구에 따르

12월 사이에 진행된 16,824명의 국민건강영양 조사자료와

면 대기 중 PM10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눈곱 및 결막충혈 증

대기관측소 283곳에서 수집된 대기오염 정보를 분석한 연구

상을 보이는 눈꺼풀염과 마이봄샘염의 발생빈도가 증가하였

에 따르면, 대기 중 오존 농도와 이산화질소 농도가 증가할

는데, 이는 PM10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마이봄샘에서 분비되

수록 안구건조증의 발생이 증가하였다[20]. 미국의 국립재향

는 지질의 양은 증가하지만, 눈물막파괴시간은 짧아지고 눈

군인회 건강 자료와 국립기후데이터센터 및 국립항공우주국

물막 안정성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24].

의 환경 자료를 연결하여 안구건조증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
가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위성에서 측정되는 에어로졸 광학
두께(aerosol optical depth)로 설명되는 대기오염이 심해질
수록 안구건조증의 위험이 증가하였다[21].

4. 안구표면 손상
이산화티타늄 나노입자(<75 nm)를 이용한 동물실험 연구
에 따르면, 대기 중 이산화티타늄 나노입자의 농도 200 μg/m3

이산화 질소와 PM2.5에 노출되는 대도시의 택시운전사와

에 25시간 노출되는 조건에서 한번 또는 4일간 반복해서 미

교통통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세먼지 노출은 눈물

세먼지에 노출된 흰색 뉴질랜드 토끼에서 모두 대조군에 비

막의 안정성을 감소시켰으며, 55명의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

해 안구표면 염색등급과 눈물내 유산탈수소효소의 활성도가

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기 중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증가할수

증가하여, 미세먼지 노출이 안구표면 손상을 유발하는 것을

록 눈물막파괴시간이 짧아지고 안구건조증에 따른 자극 증

확인하였다[25].

상은 증가하였다[22,23].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대표로 하여 평가된 대기오염의 농
도와 결막압흔세포 검사결과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대

3. 눈꺼풀염·마이봄샘기능부전

기오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사람 결막에서 술잔세포의 과

눈꺼풀염은 흔한 안과질환으로 급성감염부터 만성염증에

증식이 관찰되었다[26]. 결막 술잔세포는 결막의 상피세포

이르기까지 치료범위가 넓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질환

사이에 존재하며 외부의 만성염증 자극으로부터 안구표면

이다. 눈꺼풀 점막과 피부 경계에 위치한 모낭과 샘조직들이

을 보호하기 위하여 점액을 합성하고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눈꺼풀테에서 염증과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

[27]. 따라서, 외부 환경에 계속하여 노출되어 있는 안구점

여 눈꺼풀염이 유발하게 된다. 특히 마이봄샘은 눈꺼풀의 눈

막에서 술잔세포의 과증식이 발생하는 것은 대기오염에 의

꺼풀판 안쪽에 세로 방향으로 위치하며, 눈꺼풀테에 있는 배

해 안구표면 손상이 발생하고, 손상으로부터 안구표면을 보

출구를 통하여 지질 성분을 배출한다(Figure 1). 마이봄샘에

호하기 위한 방어기전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 배출되는 지질 성분은 안구표면 눈물막의 가장 바깥층을
이루며, 눈물막의 증발을 억제하여 눈물막의 안정성을 유지
하는 기능을 한다.

미세먼지에 의한 안구표면 질환 유발 기전

눈꺼풀염은 눈꺼풀테와 속눈썹에 영향을 미치는 전방눈꺼
풀염과 마이봄샘기능부전과 관련된 후방눈꺼풀염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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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눈꺼풀염의 증상은 눈거풀염이 침범한 위치에

대기오염이 결막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전은 잘 알려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특이적인 증상을 나타

져 있지 않다. 이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기오염 입자들에

내며 안구건조증과 비슷하게 이물감, 충혈, 안구자극감 등을

안구표면이 노출되었을 때,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과 같은

호소한다. 환경오염이 안구점막과 눈물막 및 안구표면에 나

높은 산화력을 가진 대기오염 물질은 안구점막에 작용하여

대한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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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pH에 변화를 주게 되며, 눈물의 산성화는 안구결막

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이차적 면역반응은 세포내 단

에 심한 자극감을 유발한다고 보고된다[28].

백질의 변화, 자율신경계 수용체의 자극, 정상 방어기전의

미세먼지의 경우 PM10 같이 거친 입자의 미세먼지는 작은

억제를 일으켜 안구표면 상피세포손상, 술잔세포 손상, 눈물

크기의 초미세먼지 입자에 비해 눈물에 의해 안구표면에서

샘 손상, 조직장벽 손상 등을 일으키게 된다[30,33,34]. 이

잘 씻겨 나가지 못하고 안구표면에 남게 되어 이물감 및 자

러한, 미세먼지 입자가 눈꺼풀테에 쌓이면서 산화 스트레스

극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여 결막염과 더 큰 관련성이 있을

를 유발하고 필수지방산 같은 항산화 물질의 구조적 변화를

것으로 생각된다[16]. 또한 초미세먼지에는 분해되지 않는

유발하면서 눈꺼풀테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

활성탄소를 포함하고 있어, 안구표면이 PM2.5에 노출되었을

된다[33].

때 노출된 부위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결막염을 일
으킬 수 있다[29]. 또한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화학
물질과 오존, 이산화황 등과 같은 성분들은 안구표면에서 항
원으로 작용하여 알레르기결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30].

4. 안구표면 손상
흰색 뉴질랜드 토끼를 이용한 이산화티타늄 노출 실험에
서 이산화 이산화티타늄 나노입자에 한번 또는 4일간 반복
해서 노출된 토끼의 결막 술잔세포의 밀도는 모두 대조군에

2. 안구건조증

비해 감소하였으며 MUC5AC 농도는 증가하였다. MUC5AC

안구표면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때 미세먼지는 눈물막

는 결막의 술잔세포에서 분비되는 점액으로 안구표면의 보

의 오스몰농도에 영향을 미치며, 눈물막의 오스몰농도 변화

습, 윤활, 장벽으로 작용하여 안구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는 눈물막의 안정성을 감소시켜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 것으

한다. 미세먼지에 한번 노출되었을 경우 안구표면을 보호하

로 생각된다[22]. 고농도의 PM2.5에 노출되면 눈물 삼투압이

기 위해 MUC5AC 농도 분비가 증가하였지만, 4일간 반복해

증가하여 각막상피에서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서 노출되었을 때는 대조군 수준으로 감소하여 미세먼지에

와 싸이토카인을 활성화시키고 안구표면 염증반응을 증가시

반복 노출 시 MUC5AC에 의한 안구표면 방어기전은 감소하

켜 안구건조증을 유발한다[31]. 반면 만성적으로 미세먼지에

는 것으로 생각된다[25].

노출되는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눈물막의 삼투압이 다소 정상

이전의 Sprague-Dawley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이

화되면서 미세먼지 노출량과 눈물막의 삼투압과의 상관관계

산화티타늄 마이크로입자 PM10 331 µg/m3에 하루 2시간

를 알기 어렵게 될 수 있으며, PM2.5 농도가 증가할수록 눈꺼

씩 2회 5일간 노출하였을 때, 각결막 조직에서 ucleotide-

풀결막의 술잔세포의 밀도가 증가하였다[32]. 미세먼지와 같

binding domain leucine-rich repeats, pyrin domain-

은 오염물질에 대한 안구표면의 방어 기전으로 결막 술잔세

containing 3 (NLRP3) 인플라마좀 복합체의 발현과 IL-1β

포의 밀도가 증가하고, MUC5AC 발현이 증가하여 눈물막의

의 생성이 증가하고 경부림프절의 크기가 증가하는 소견을

삼투압을 낮추는데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고농

보여 미세먼지 노출이 NLRP3 인플라마좀 복합체 신호전달

도 미세먼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이러한 안구표면

체계를 통하여 안구표면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방어기전이 손상되고[25], 안구건조증 증상 동반과 더불어 술

있었다[35].

잔세포 감소 및 삼투압증가가 동반될 것으로 생각된다.

3. 눈꺼풀염·마이봄샘기능부전

미세먼지와 눈건강 관리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은 안구표면에서 항원제
시, 눈물막의 삼투압 및 pH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안구
표면에서 산화 스트레스 및 염증반응을 통한 이차적 면역반

1. 미세먼지 농도와 예보·경보
국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측정에 통용되는 단위는 μg/m3
미세먼지와 눈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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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ecasts depending on the level of fine dust concentration
Concentration of
fine 3dust
(μg/m · day)

Good

Normal

Bad

Very bad

PM10
PM2.5

0-30
0-15

31-80
16-30

81-150
36-75

≥151
≥76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예보등급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4단계로,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으로 구분된다. ‘좋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PM10,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 µm in diameter; PM2.5,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 µm in diameter.

미세먼지 농도는 PM10의 경우 일평균 30 μg/m3 이하이고,
PM2.5의 경우 일평균 15 μg/m3 이하이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인 ‘보통’과 ‘나쁨’, ‘나쁨’과 ‘매우나쁨’을 구분하는 기준
은 PM10의 경우 각각 일평균 80 μg/m3

Table 2. Watch/warning messages depending on the level of fine dust concentration
Category
PM10

PM2.5

Watch

와 150 μg/m3이며, PM2.5의 경우 각

Warning

Issue When an hourly average PM10
c oncentration of more than 150 μg/m3
continues for more than 2 hours
Clear When an hourly average PM10
concentration is less than 100 μg/m3
Issue When an hourly average PM2.5
c oncentration of more than 75 μg/m3
continues for more than 2 hours
Clear When an hourly average PM2.5
concentration is less than 35 μg/m3

When an hourly average PM10
c oncentration of more than 300 μg/m3
continues for more than 2 hours
When an hourly average PM10
concentration is less than 150 μg/m3
When an hourly average PM2.5
c oncentration of more than 150 μg/m3
continues for more than 2 hours
When an hourly average PM2.5
concentration is less than 75 μg/m3

PM10,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 µm in diameter; PM2.5,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 µm in diameter.

각 일평균 35 μg/m3와 75 μg/m3이다
(Table 1).
미세먼지 예보와는 다르게 미세먼
지 경보는 실제 측정된 대기중 미세먼
지 농도에 따라 ‘주의보’ 와 ‘경보’를 발
령한다(Table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주
의보’ 발령 기준은 해당 지역의 PM10의
시간평균농도가 150 μg/m3 이상 2시간
지속되는 경우이며, ‘경보’ 발령 기준은

이며, 단위 부피의 공간 안에 있는 미세먼지의 중량을 의미

PM10의 시간평균농도가 300 μg/m3 이상 2시간 지속되는 경

한다. 2018년 환경부에서 개정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은

우이다. PM2.5의 경우 ‘주의보’ 발령 기준은 PM2.5의 시간평

3

PM2.5의 경우 연간 노출 기준 연평균 15 μg/m 이며, 24시간

균농도가 75 μg/m3 이상 2시간 지속되는 경우이며, ‘경보’

노출 기준 일평균 35 μg/m3 이다. PM10 미세먼지 기준은 연

발령 기준은 PM2.5의 시간평균농도가 150 μg/m3 이상 2시

평균 50 μg/m3이며, 일평균 100 μg/m3이다.

간 지속되는 경우이다.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필터를 통하여 실제
로 포집된 미세먼지의 무게를 측정하는 중량법과 미세먼
지에 베타선을 조사하여 미세먼지에 의해 흡수되는 베타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

선의 양을 통하여 측정하는 베타선법이 있다. 일상생활에

보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지 않더라도, 가시거리를 통

7가지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있으며(Table 3), 고농도 미세

하여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미세먼지

먼지 대응요령은 다음과 같다.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외

에 의해 발생하는 태양광선의 대기 산란 때문이다. Mite

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인증) 착용하기, 외출 시 대기오

scattering은 대기의 액체 또는 고체입자에 의해 한쪽 방향

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

으로 발생하는 산란으로 안개나 미세먼지에 의해 가시거리

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환기·실

가 짧아지고 대기가 뿌옇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한다. 따라

내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서 안개가 끼거나 날씨가 흐리지 않은 날에 가시거리가 짧

하기이다.

아진다면 그만큼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진 것을 간접적으
로 알 수 있다.
미세먼지 예보는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를 미리 예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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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과 관리

대한의사협회지

눈 건강과 관련하여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외출
을 자제하여 사전에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기회를 줄여
야 하겠다. 이전 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미세먼지에 반복하

Choi SY et al.·Fine dust and eye health

Table 3. Seven action plans on high concentration fine dust

염증반응은 증가되는 결과를 보이므로

Action plans to protect health from fine dust exposure
Avoid going out as much as possible
Minimizing outdoor activities such as outdoor gatherings, camping, and sports
Wear a health mask (KFDA certification) when going out
Avoid places with heavy air pollution when going out and reduce activity
Reduce stay time on roadsides and construction sites with high concentration of fine dust
Reduce intense external activity that may cause inhalation of fine dust by increases breathing volume
Clean after going out
Wash your body in every corner, especially your hands, feet, eyes and nose in running water
Brush your teath
Eat fruits and vegetables rich in water and vitamin C
Drink plenty of water, antioxidants, fruits and vegetables
Manage indoor air quality such as ventilation and indoor water cleaning
Properly ventilate considering indoor and outdoor air pollution
Perform water cleaning such as wiping indoors, operate the air purifier, periodically check and replace
the air purifier filter
Suppress air pollution inducement
Use public transportation instead of driving a car and suppress the act of burning waste
KFDA,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5], 미세먼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안구표면의 방어기전을 유지하기
위한 결막 술잔세포의 밀도는 증가시키
고 안구표면 염증은 감소시킬 수 있는
국소 싸이클로스포린 안약 역시 사용해
볼 수 있겠다[38].
미세먼지에 의한 안구표면 손상과 관
련하여서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과(Table
3)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오메가3 등의 복용이 도움이 될 수 있
다. 이전의 다기관 전향적 임상연구에
서 재에스테르화(re-esterified) 오메가

여 노출되는 경우에는 안구표면의 미세먼지에 대한 방어기

3 경구 복용은 안구건조증 환자의 눈물막 오스몰농도, 눈물

전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25], 어쩔 수 없이 고농도 미세먼지

막파괴시간, 눈물의 matrix metalloproteinases-9 농도 및

에 노출된 경우에는 반복노출을 피하여 추가적인 안구표면

주관적 증상을 유의하게 개선시켰다[39]. 오메가3 경구 복

손상 및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춰야 하겠다.

용을 통한 눈물막 안정성과 눈물의 염증 수치 개선은 미세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된 이후에는 수돗물 보다는 인공
눈물을 이용한 안구세척을 통하여 안구표면에 남아있는 미

먼지에 의한 안구건조증과 안구표면 손상 발생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눈꺼풀에 남아

이전 연구에서 PM10 미세먼지 또는 PM2.5 초미세먼지에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눈꺼풀 전용 세정제를

노출되는 경우 안구표면 손상과 눈물막 안정성을 저하시

이용한 눈꺼풀 세정이 필요할 수 있다. 실제, 눈꺼풀염과 마

켜 미세먼지 노출이 안구건조증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봄샘염의 기본적인 치료법에 눈꺼풀 세정과 국소 안약치

[13,14]. 또한, PM2.5 초미세먼지 노출은 실험동물에서 알

료가 포함된다[36].

레르기결막염을 유발하였다[15]. 만성 알레르기결막염이나

눈물의 점액층은 안구표면에 들어온 미세먼지와 같은 이

아토피결막염이 있는 경우 이미 안구표면 점막에서 면역반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눈물의 점액층 분비

응의 상태가 증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대기오염으로부터

를 증가시키는 디쿠아포솔 안약을 사용하는 것 또한 미세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항원 자극에 취약할 수 있다[30]. 따

먼지 노출 후 눈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전 동

라서, 안구건조증이나 알레르기결막염, 아토피결막염과 같

물실험에서 카본블랙 미세먼지에 하루 2시간 5일간 노출된

은 안구표면 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한 눈에 비해 미세먼지

Sprague-Dawley 쥐에서 안구표면 손상이 나타나고 염증

에 의한 영향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평소 미세먼지 노출

싸이토카인의 발현이 증가하였지만, 디쿠아포솔 안약을 하

에 대한 대응과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실

루 6회 5일간 점안하는 것은 카본블랙 미세먼지에 의한 안구

제, 이산화티타늄 나노입자 노출 동물실험에서 건강한 실험

표면의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37].

동물에 비해 안구건조증 실험동물에서 미세먼지에 의한 안

안구표면이 미세먼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점액
층을 분비하는 결막 술잔세포의 밀도는 감소되고 안구표면

구표면 손상과 염증 싸이토카인 발현이 더 심한 소견을 보
였다[40].
미세먼지와 눈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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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ine dust and eye health care
Action plans to protect eye heath from fine dust exposure
Reduce the chance of exposure to high concentration of fine dust in
advance according to fine dust
forecast system
Avoid repeated exposures when exposed to high levels of fine dust
Wash eyes with artificial tears and clean eyelids when exposed to
high-concentration fine dust
Use eye drops to manage eye health (artificial tears, diquafosol, and
cyclosporine)
Eat antioxidants, fruits, vegetables and omega-3s
Pay more attention to fine dust exposure and eye health care if you have
ocualar surface disease

출이 안과질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처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찾아보기말: 대기오염; 환경; 먼지; 눈;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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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은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을 유
발할 뿐만 아니라 안구표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쳐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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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과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에 의해 유발되
는 대표적인 안구표면 질환에는 결막염, 안구건조증, 눈꺼풀
염이 있으며 안구표면 손상 또한 동반하게 된다.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화학물질과 미세입자가 안구표면 질환과
손상을 유발하는 기전에는 산화스트레스, 독성, 면역반응,
안구표면 염증 증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눈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예
보에 따라 사전에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기회를 줄여야
하며, 이미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
복노출을 피하고 안구세척 및 눈꺼풀세정을 통하여 안구표
면과 눈꺼풀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
겠다. 또한, 인공눈물, 디쿠아포솔, 싸이클로스포린 안약을
사용하고, 항산화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오메가3 복용 등
을 통하여 미세먼지에 의한 안구표면 질환과 손상의 발생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안구건조
증과 결막염과 같은 안구표면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에는 미세먼지 노출에 의해 안구표면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
므로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대응과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
여야 하겠다(Table 4).
결론적으로 미세먼지 노출은 안과질환의 발병 및 악화와
만성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세
먼지의 인체 유해 영향의 이해를 위해 장기간 미세먼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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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은 중
요한 국민건강 이슈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논문은 미세먼
지에 의해서 다양한 안과적 증상과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
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에 의한 안과 질환의 발
병기전과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술해 주고 있
다. 역학 및 발병기전에 대한 자료는 최신 국내외 연구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서도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 심혈관 및 호흡
기 질환뿐만 아니라, 안과 질환에도 미세먼지가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다. 이 논문은 미세먼지에
의한 안과 증상 및 질환을 진료하는 임상 현장에 좋은 정보를 제
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