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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efringent Particles as an Effective Factor in Usual Intersti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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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It has long been recognized that birefringent paticles (BP) are associated with
pulmonary disease. And there is increasing evidence that BP cause fibrotic reaction within
the lung depending on both particle size and composition. Methods : We collected 41 cases
of usual interstitial pneumonia (UIP) and 101 cases of normal lung tissue from control group
including squamous cell carcinoma, adenocarcinoma and bullae. BPs in the 0.1 to 10 μm size
range under polarizing microscope was measured and counted by image analyzer. Results :
BP counts are mean 244.05/10 HPF in UIP and 71.4/10 HPF in control group. BPs in UIP is
three times more than control (p=0.000). It increased significantly by the age of patients (p=
0.000). Conclusions : BPs in lung might be important cause of inflammation and fibrosis in
U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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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보통형간질폐렴의상관관계

폐 실질에서 탄분 침착과 함께 관찰되는 이중굴절 입자들(

부분 이산화규소 혹은 규산염)은 도시거주자와 흡연자들에게 주

로 관찰되는 비 특이적인 소견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다양한 호흡기 질환들과 작은 광물 가루나 공기 중 미세먼지와

의 관련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서 흡입된 미세입자가 만성 호

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흡입시킨 미립자들이 소기도 벽 주위로 섬

유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2 사람의 폐에서 이산화

규소(silica)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섬유화를 야기시키며 미세

입자가 심혈관계나 중추신경계의 병리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3-5

보통형 간질폐렴(usual interstitial pneumonia)은 폐 간질조

직의 광범위한 염증반응과 섬유화를 특징으로 하며 생존기간이

진단 후 5년 이하로 부분 2년 내에 사망하는 예후가 좋지 않

은 질환이다.6 보통형 간질폐렴의 발병기전과 원인은 아직까지

불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흡인 인자, 분진, 혈액원성 독소, 원인

불명의 항원들에 의한 독성자극, 교원성 질환 등이 원인으로 추

정된다.6 보통형 간질폐렴 조직을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다수의 이중굴절 입자들을 관찰할 수 있다. 폐에 침착된 이중굴

절 입자와 보통형 간질폐렴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

해보고자 보통형 간질폐렴과 정상 폐 조직에서 관찰되는 이중굴

절 입자들을 이미지 분석기를 이용하여 계측한 후 비교하 다.

재료와 방법

2000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가천의 길병원에서 진단된

41예의 보통형 간질폐렴의 임상-병리학적 소견을 수집하여 분

석하 고 폐 쐐기 절제술을 시행받은 기흉 50예와, 편평상피세

포암종과 선암종으로 엽 절제술을 받은 각각 38예, 13예에서 얻

은 정상 폐 조직을 조군으로 사용하 다. 

보통형 간질폐렴의 진단 기준은 1) 불균질한 사이질 섬유화,

2) 섬유모세포 병소, 3) 심한 섬유화와 경한 염증소견으로 하

다. 두 명의 병리의사가 모든 슬라이드를 재검하여 이중굴절입

자가 가장 많은 슬라이드를 선택하 다. 선택한 슬라이드에서

DP70 Digital Camera (Olympus,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이중굴절 입자가 가장 많이 관찰되는 400배 10개 시야를 촬 하

고 이미지 분석기 i-Solution 7.5 (IMT I-Solution, Coquitlam,

Canada)를 이용하여 0.1-10 μm 크기 안의 이중굴절 입자의 길

이, 폭, 면적과 객체 수를 계측하 다. 조군은 기흉으로 폐 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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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제술을 받은 폐 조직과 편평상피세포암종과 선암종으로 엽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서 얻은 정상 폐 조직 슬라이드 중 이중굴

절 입자가 가장 많이 관찰되는 슬라이드를 선택하여 보통형 간

질폐렴과 같은 방법으로 이중굴절 입자를 계측, 분석하 다. 또

한, 연구 상의 임상 정보도 수집 검사하고 분석하 다. 

환자의 나이와 이중 굴절 입자의 객체 수와의 관계는 Pear-

son 상관계수를 이용하 고 성별, 흡연여부, 보통형 간질폐렴과

조군과 이중굴절 입자의 객체 수와의 관계는 t 검정법을 이용

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 으며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을

때 유의하다고 보았다. 

결 과

보통형 간질폐렴 환자군 41명의 평균 나이는 56.34세로 조

군의 47.25세보다 9.09세 많았다. 조군 중 편평상피세포암종과

선암종 환자의 평균나이는 58.95세 으며 기흉 환자의 평균 나

이는 23.86세 다. 보통형 간질폐렴 환자군 41명 중 남자가 28

명, 여자가 13명이었으며 조군에서 남자는 90명, 여자는 11명

이었다. 보통형 간질폐렴 환자군 중 흡연자는 19명, 비흡연자는

22명, 조군에서 흡연자는 32명, 비흡연자는 69명이었다.

보통형 간질폐렴의 광학현미경 소견을 요약해보면 흉막 쪽에

서 폐실질 쪽으로 불균일하게 간질 중격이 두꺼워져 있고 단핵

구와 림프구 침윤과 부종, 섬유화가 관찰되며 섬유모세포병소가

보이며 말기에 이르면 폐간질이 불균일하게 치 성 섬유조직에

의해 변형되며, 벌집폐가 관찰된다(Fig. 1A).

보통형 간질폐렴 증례 전부에서 이중굴절 입자는 주로 세기관

지 주변과 흉막에서 탄분 침착과 함께 관찰되었고 혈관과 문맥

주변에서도 관찰되었다. 부분 짧은 바늘 모양 혹은 불규칙한

다각형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편광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밝게

빛났다(Fig. 1B, C). 조군에서도 혈관과 문맥주변, 세기관지

주변과 흉막부위에 보통형 간질폐렴에서 관찰되는 이중굴절 입

자와 같은 모양의 입자 침착이 관찰되었으나 도는 현저히 떨

어졌다(Fig. 1D).

Fig. 1. Foci of relatively normal lung and alternate with areas of prominent interstitial fibrosis. Fibroblastic foci are also present (A) (×12.5,
H&E stain). Peribronchiolar anthracotic pigments and birefringent particles in usual interstitial pneumonia (B: polarizing microscope, C)
and normal portion in squamous cell carcinoma (D: polarizing microscope) (×200, H&E stain). 

C 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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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된 이중굴절 입자의 평균 길이와 폭, 면적은 보통형 간질

폐렴군에서 각각 1.925 μm, 1.145 μm, 2.225 μm2이었으며

조군에서는 1.83 μm, 0.75 μm, 2.03 μm2로 크기와 면적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400배 10개 시야의 객체 수는 각각

225.415, 71.4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보통형 간

질폐렴에서 3배 이상 많은 수의 이중굴절 입자가 관찰되었다.

환자의 나이와 이중굴절 입자 객체 수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이중굴절 입자의 침착을 보 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Pearson correlation 0.366, p=0.000).

한편,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중굴절 입자 객체 수의 차이는 없었

고 흡연 여부도 이중굴절 입자 객체 수와 통계적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Table 1, 2). 

고 찰

이중굴절 입자는 부분 규산염이나 이산화규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질병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관찰

되는 비 특이적인 소견으로 생각되어 왔다.7 실제로 다양한 환자

의 폐 조직을 편광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기흉으로 폐 쐐기절

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비교적 젊은 나이의 거의 정상적인 폐에

서도 이중굴절 입자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론에서도 언

급했듯이 공기 중 미세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폐에 질병을 일으

키고 또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전신적인 질병 발생

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고,4,5 이 연구에서도 보

통형 간질폐렴 환자군에서 이중굴절 입자의 숫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과 환자의 나이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증가한 것을 확인하 다.

보통형 간질폐렴 환자군에서 이중굴절 입자의 숫자가 의미 있

게 증가하 는데 축적된 이중굴절 입자 침착과 폐 섬유화와의

연관성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중굴절 입자의 숫자와 보통형 간질폐렴의

폐 섬유화 사이의 논리적 선후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없

었고 이중굴절 입자가 보통형 간질폐렴뿐 아니라 기흉이나 정상

폐 조직에서도 관찰되기 때문에 뚜렷한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어

렵다. 조군 중 일부인 기흉 환자군의 평균나이가 23.86세로 보

통형 간질폐렴 환자군의 53.55세와 약 30세의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 나이가 유사한 폐 편평상피세포암종과 선암종 환자군과 보

통형 간질폐렴 환자군을 비교했을 때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또 선암종 환자군에서보다는 편평상피세포암종 환자군

에서 이중굴절 입자 객체 수가 2배 정도 높게 나타난 것도 흥미

로운 결과 다. 이번 연구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폐 편평상피세포암종 환자의 90%가 흡연자인 것, 비흡연 여성

에서 다른 종류의 폐암보다 선암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환자의 흡연력이 두 군 간 이중굴절 입자 객체 수

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편평상피세포암종과

선암종이 주로 발생하는 성별, 추측하는 병인, 발생 위치에 차이

가 있는 점을 생각해볼 때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통형 간질폐렴에서 관찰되는 폐의 섬유화는 각종 자극에 의

해 발생된 산소자유라디칼(reactive oxygen species)이 세포 내

의 MAP 키나아제(MAP kinase)와 산화환원민감 전사인자

(redox- sensitive transcription factor) 등의 신호전달 단백질

을 활성화시켜서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8 이중굴절

입자 또한 많은 독성 자극들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보통형 간질폐렴에서 관찰된 이중굴절 입자의 평균 크기 즉

길이와 폭, 그리고 면적은 각각 1.925 μm, 1.145 μm, 2.225 μm2

이었다. 호흡기로 흡입되는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 중 폐의 말단

부위까지 도달해서 독성을 일으키는 입자는 1-10 μm 크기의

입자들이다. 이 크기의 입자들이 폐 말단부의 상피세포에 침착

될 수 있으며 작은 입자일수록 입자당 표면의 넓이가 넓어서 더

많은 산소자유라디칼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8

나이와 함께 이중굴절 입자의 숫자가 증가한 것은 호흡을 통

해 만성적으로 다양한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자극을 받게 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미세먼지 등에 노출된 시간이 늘어나고 누적

침착된 이중굴절 입자의 숫자가 증가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

것은 보통형 간질폐렴이나 다른 미세 입자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질환들이 고연령군에서 호발한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No. of
cases

Age
Dimen-
sions
(μm2)

Length
(μm)

Width
(μm)

No. of 
particles

UIP 41 56.34 2.55 2.1 1.04 244.07
SCC 38 63.82 2.18 1.8 0.79 127.21
AC 13 54.08 1.36 1.51 0.61 62.62
Bullae 50 23.86 2.54 2.17 0.85 24.38
Control 101 47.25 2.03 1.83 0.75 71.4

Table 1. Comparison of birefringent particles between usual inter-
stitial pneumonia and control group  

UIP, Usual interstitial pneumonia; SCC, Squamous cell carcinoma; AC,
Adenocarcinoma.

Age
UIP
vs

control

Male
vs

female

Smokers
vs

non- 
smokers

Pearson correlation 0.366 (0.000) - - -
(p value)

Independent sample - 0.000 0.147 0.672
t-test
p value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opathologic features and
number of particles

UIP, Usual interstitial pneu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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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라고 생각한다. 호흡을 통해 흡입되는 입자는 거주하고 있

는 지역 환경이나 직업 등의 향을 많이 받으나 이 연구에 포

함된 환자군의 부분이 인천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환자이므

로 거주 지역이 미치는 향은 유사하다고 생각하 다. 하지만

환자군의 직업은 매우 다양하 다. 농장 경 (3명), 채석장, 직

물 공장 등 다양한 종류의 미세 입자에 직업적 노출이 많은 경

우(11명)도 있었고 가정 주부(10명)이거나 사무직(5명) 등 미

세 입자에 한 노출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게 두드러지지 않

는 직업도 많았다. 또한 12명의 환자는 직업에 한 기록이 없

었다. 따라서 매우 다양한 직업적 차이에 한 통계적인 분석은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폐 내에 침착된 이중굴절 입자의 개수는 나이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 고 폐의 염증과 섬유화를 특징으로 하는

보통형 간질폐렴군에서 조군보다 유의하게 많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중 굴절 입자는 기 오염 물질 혹은 직업적으로 노출

된 유해 물질을 흡입함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침착

되는 비교적 비특이적으로 관찰되는 소견일 수도 있으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기준 이상으로 증가했을 때 혹은 환자의 감

수성에 따라서 각종 폐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것이

라고 생각된다. 특히 보통형 간질폐렴의 발생기전에서 이중굴절

입자 침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좋지 않은 예후

를 가진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병인과 발생기전을 밝혀

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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