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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socyanate의 종류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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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직업성 천식은 작업 도  반복 으로 노출되는 원인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기도폐쇄와 기도과민증을 특

징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원인 물질은 Isocyanate로 알려져 있다
1
. Isocyanate의 일종인 methy-

lene diphenyl diisocyanate (MDI)에 의한 직업성 천식은 지 까지 국내에서 몇몇 발생보고만 있었다
2,3

. 최근 

국내 한 자동차 내장재 공장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 고, 이 집단에 한 연구결과를 통해 MDI 천식의 

병인기 과 진단 등에 해 이해하고, 향후 연구방향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론

1. Isocyanate의 구조

  Isocyanate는 가구  목재공장, 폴리우 탄 공장 등에서 흔히 사용되며, 2,4-  2,6-toluene diisocyanate 

(TDI), 1,6-hexamethylene diisocyanate (HDI), 4,4-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MDI), 1,5-naphthalene 

diisocyanate (NDI) 등이 있다(Fig. 1).

  MDI는 카페트 공정이나 천정성형공정뿐만 아니라 폴리우 탄을 이용하는 부분의 공정에서 발포제로 

리 사용되며, TDI에 비해 휘발성이 낮고, 끓는 이 높아 증기흡입에 따른 험도가 낮은 편이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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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socyanate 특이 IgE  IgG 항체의 특이도  민감도

Authors (yr) Assay
Specific IgE (%) Specific IgG (%)

Sensitivity Specificity Sensitivity Specificity

Butcher BT et al. (1980) RAST 19

Cartier A et al. (1989) ELISA 31 97 72  76

Lushniak BD et al. (1998) MDI, RAST 67 100

Bernstein DI et al. (2002) TDI 21 89 47  74

Park HS et al. (1999) TDI-Liquid 14 92 46  92

Ye YM et al. (2006) TDI-Vapor 43.9 30.3

Hur GY et al. (2008) MDI-Liquid 28.6 94.1 57.1  84.3

2. Epidemiology 

  MDI를 흡입하게 되면, 직  자극반응뿐만 아니라 감작  알 르기 증상(17%), 천식증상 없는 Hay fever 

증상(7%), 천식 증상(4.3%), 기타 알 르기 증상(습진, 두드러기, 부종 등, 5.7%) 등이 발생할 수 있다4.

  지 까지 MDI 천식에 한 국내  국외 발생보고를 살펴보면, 트럭 공장, 목재공장, 캐스트를 다루는 

간호사 등 MDI를 다루는 여러 공정에서의 천식이 발생하 으며, RADS 발생 보고도 있었다5-9. TDI나 HDI 

천식의 경우 isocyanate-specific IgE  IgG가 천식을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10, 아직 그 기

은 명확하게 밝 져 있지 않다. 국내에서도, 1997년 목재공장에서 발생한 MDI 천식을 보고한 바가 있으며11, 

최근 자동차 내장재 공장에서 MDI 천식  호산구성 기 지염의 집단발생 보고가 있었다12.

3. 진단

  다른 직업성 천식과 마찬가지로, 작업 련 증상(work-related respiratory symptom, WRRS), 비특이  기도

과민성, MDI 특이 challenge test 등을 이용한다. 이외에도 PEFR monitoring, 객담유도검사 등 간 인 방법

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단  작업장 근로자를 상으로 screening 하기 해서는 먼  호흡기 련 증상에 한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고, 작업 련 증상이 있는 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의심되는 상자에서 비특이  

기도과민성  MDI 특이 challenge test등을 순차 으로 시행하여 확진 할 수 있다. 

4. 병인 기전

  MDI는 분자량 알 르겐으로, 이로 인한 직업성 천식의 발생에는 면역학  요인과 비면역학  요인 

모두 여할 수 있다. 

  먼 , MDI 특이 IgE  IgG 항체는 RAST법 혹은 ELISA를 이용하여 과거 여러 연구에서 측정되었으나
13-15

, 

상 환자수가 어 TDI 등 다른 isocyanate 에 비하여 진단 민감도  특이도가 비교  낮은 단 이 있다.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58명의 MDI에 노출된 작업자에서, MDI 특이 IgG항체는 체의 20.7%에서 발견되었

고, MDI 특이 IgE 항체는 8.6%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측정결과는 노출되지 않은 정상 조군에 비해 의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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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국내에서 발생한 MDI 천식  호산구성 기 지염 환자의 임상 양상

Subject 

No. 

Gender

/Age

MDI-

specific 

challenge

PC20 

(mg/mL)*

Smoking 

(PY)
Atopy

Working 

duration 

(yr)

MDI Serial 

sputum 

eos. (%)

Sputum 

tryptase 

(kU/L)IgE IgG IgG1 IgG4

MDI-OA

  1 F/46 Late only 15.26 0 − 5 − − − − 0∼29 1.07 

  2 F/47 Dual 5.76 0 − 5 − ＋ ＋ ＋ 0∼0 0.00

  3 M/43 Dual 7.07 0 − 4 ＋ ＋ ＋ ＋ 0∼28 4.93

  4 F/41 Late only 6.3 0 − 7 − − − − 0∼0 1.50

  5 F/44 Early 21.96 0 − 7 − − − − 1∼52 1.59

MDI-EB

  6 M/54 Negative ＞25 10 − 6.6 ＋ ＋ ＋ ＋ 1∼46 0.00

  7 F/50 Negative ＞25 0 − 4.3 − ＋ ＋ − 6∼15 1.06

* Methacholine PC20 (mg/mL), performed before MDI-specific inhalation challenge test. 

MDI-OA, MDI-induced occupational asthma; MDI-EB, MDI-induced eosinophilic bronchitis; PY, pack year; Serial sputum 

eos, serially counted eosinophils in sputum collected before and after MDI-specific inhalation challenge tests; PC20, 

concentration of methacholine to produce a 20% drop in FEV1; ＋, presence; −, absence; ND, not done; NA, not 

applicable.

게 높은 결과를 보 으며, MDI 천식의 진단에 있어서도 민감도 57.1%, 특이도 84.3%로, MDI 특이 IgG항체

의 측정이 screening tool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다(Table 1). 한 ELISA inhibition test를 통해 MDI 

conjugate가 TDI와 교차반응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 다. 

  지 까지 직업성 천식의 발생에서 특이 IgG 항체의 역할에 해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고, 단지 노출정도

를 단하는 marker로 사용되어 왔다
16

. 그러나, TDI와 같은 분자량 알 르겐에 의한 직업성 천식에서는 

특이 IgG 항체의 역할에 해서 강조되었고, 따라서 IgG 항체가 IgE 항체보다 더 유용한 진단 marker로 

보고되었다
17,18

. MDI 천식에서도 MDI 특이 IgG항체가 더욱 진단  가치가 있어, WRRS과 동시에 사용가능

한 청 진단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기도 조직의 변화를 살펴보면, TDI 천식 환자의 기도 조직에서는 활성 호산구의 침윤이 증가하며, 

비반세포
19

, T 세포, 호 구의 침윤이 특징 이다
20,21

. MDI 천식 환자의 기도조직에서도 호산구의 침윤이 

의미있게 증가하 으며, 활성 비반세포 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TDI 천식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22

, 

호 구의 침윤은 미미하여, TDI 천식과 차이를 보인다. 한 말  액내 호염기구를 분리하여 MDI 

conjugate로 자극하 을 때 히스타민 분비가 증가되어 MDI conjugate에 의한 히스타민 분비능 증가 한 

MDI 천식의 원인 기 이 될 수 있겠다
22-24

. 

5. 직업성 호산구성 기관지염

  최근 작업  발생한 직업성 호산구성 기 지염에 한 몇몇 보고가 있었으며25-27, 이는 3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기침과 객담내 호산구 증가증(＞3%)으로 정의된다. 이는 직업성 천식의 한 변형으로 간주되며28, 객담

내 호산구 증가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29,30. 직업성 호산구성 기 지염의 장기 인 후에 해서는 아직 

밝 지지 않았으나, 지속 인 노출로 인하여 만성 염증이 유발되고, 이로 인한 만성 기도폐쇄가 유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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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31

. 

  국내에서도 2명의 MDI 유발 호산구성 기 지염 환자가 발생하 으며, MDI 특이 기도유발검사에서 음성

이었으나, 객담내 호산구 증가증  MDI 특이 항체 양성으로 MDI 천식과 유사한 소견을 보 다. 따라서, 

향후 지속 인 추 찰이 필요하겠다. 

결      론

  MDI는 isocyanate의 일종으로, 직업성 천식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자량 알 르겐이다. 작업 련 호흡기 

증상의 유무  MDI 특이 IgG 항체의 존재 여부가 진단에 요하며, 병인기 으로는 호산구  비반세포의 

활성이 가장 요한 역할을 한다. 한 MDI에 의한 직  히스타민 분비도 발병기 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직업성 호산구성 기 지염은 만성기침과 객담내 호산구 증가증으로 정의되며, 직업성 천식의 한 변형이다. 

이는 객담검사를 통해 쉽게 진단할 수 있으므로, 작업 련 증상이 있지만 기도과민성이 확인되지 않는 

작업자에서 직업성 호산구성 기 지염을 의심하고, 객담검사를 시행하여 이를 진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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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재소에서 발생한 직업성천식

- 목재분진에 의한 직업성천식 -

인하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김      철      우

  노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직업성천식을 일으키는 물질이 재 300가지 이상 보고되어 있으며, 

목재분진은 천식을 일으키는 표 인 분자량 물질의 하나이다. 외국에서는 목재 분진에 의한 직업성천

식이 비교  흔히 보고되고 있으며 규모 역학조사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목재 분진에 의한 

직업성천식의 보고는 상 으로 은 편이다. 이러한 낮은 유병 상태는 실제로 발병이 낮아서라기보다는, 

목재 취  사업장의 규모가 세하여 황 악이 쉽지 않고, 목재 분진에 의한 천식에 한 한 감시 

 진단 체계가 미흡하여 평가된 결과로 추정된다. 본 난에서는 우리나라 작업환경에서도 발생이 가능한 

목재분진에 의한 직업성천식에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목재 분진 노출에 의한 질환 발생 

  목재 분진 노출에 의하여 직업성천식이 발생함은 리 알려진 사실이다. 목재분진 노출에 의하여 직업성

천식 이외에도 과민성 폐장염, 만성 기 지염, 유기분진독성증후군(organic dust toxic syndrome), 알 르기 

비염  결막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 목재 분진에 의하여 성 피부염이나 비인후부의 악성 종양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여러 종류의 목재가 실생활에 취 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목재 분진이 천식을 일으킬 수가 있으나, 

미삼나무(미국삼나무, western red cedar, WRC) 분진에 의한 천식이 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의 목재에 

의한 천식은 산발 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도 미삼나무에 의한 직업성천식 주로 살펴보

았다.

미삼나무(Western Red Cedar, WRC)에 의한 직업성천식

1. WRC

  WRC는 목재의 질이 좋으며 내구력이 강하여 건축물이나 가구의 재료로 리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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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C를 취 하는 제재소, 가구 공장 등과 같이 목재를 취 하는 작업장, 목수  건축업 종사자 등이 WRC 

분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Cellulose, hemicellulose와 같은 일반 인 구조는 WRC와 다른 목재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나, WRC에는 

여러 종류의 화학 추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화학 추출성 물질은 다시 휘발성 성분과 

비휘발성 성분으로 나뉘는데, 비휘발성 성분 의 하나인 plicatic acid (PA)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PA 노출에 의하여 천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 졌다. 따라서 PA가 WRC의 추출물  가장 요한 화학  

성분으로 직업성천식을 직  일으킨다.

2. 병인

  WRC 천식은 분자량 물질 노출에 의한 천식으로 다양한 면역학   비면역학  기 에 의하여 나타

난다. 

  특이 유발시험으로 확진된 WRC 천식 환자에서 알 르기 피부시험을 시행하면 부분 음성이다. 

PA-HSA에 한 특이 IgE 항체는 약 30% 정도에서 검출되나 이러한 IgE 반응이 병인에 어느 정도로 여하

는 지는 확실하지 않다. T 임 구 반응이 병인에 요하게 여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정 HLA형이 병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는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PA 자체도 고농도에서 여러 생물학  작용을 나타낸다. 즉 PA는 보체계를 활성화시켜 비반세포 

탈과립을 일으키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기 지 상피세포에도 독성을 나타낸다. 

3. 유병 및 위험인자 

  WRC 분진에 노출된 작업자에서 호흡기 질환의 발생 정도는 1∼15% 정도로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고농

도의 WRC 분진에 노출된 작업자의 15%에서 WRC 천식이 발생하나, 농도 노출군에서는 6%에서 천식이 

발병하는 것과 같이 WRC 분진 노출과 천식 발병은 용량-의존성을 보일 수 있다. 

  아토피는 WRC 천식의 험인자는 아니며, 흡연도 험인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HLA 

DQB 0302  DQB 0603은 WRC 천식 발생을 높이고 DQB 0501은 발병을 억제하는 것과 같이, 특정 HLA 

Class II 항원형이 WRC 발생과 련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4. 임상 양상, 진단 및 예후

  WRC에 의한 천식도 다른 직업성천식과 유사한 임상 양상을 보인다. 즉 작업시작에서 증상 발 까지 

수개월에서 수년 사이의 잠복기간이 있으며, 그 후 기침, 호흡곤란, 천명음이 발생한다. 기에는 이러한 

증상이 작업 종료시나 야간에 심해지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 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환자의 일부만 아토피 상태이기 때문에 아토피가 WRC 천식 발생의 험인자는 아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WRC 추출물을 이용한 알 르기 피부시험이나 PA 는 PA-HSA에 한 특이 IgE 측정도 진단에 

제한 인 의미만 있다. 

  정확한 진단을 해서는 WRC를 이용한 특이 유발시험이 필요하다. 특이 유발시험은 WRC 추출물을 

이용해도 되고, WRC 분진을 이용해도 된다. 한 PA를 이용한 특이 유발시험도 유용하나, 재 P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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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으로 구할 수는 없다. 특이 유발시험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조기 반응, 후기 반응, 이  

반응 모두 가능하며, 이  반응은 조기반응이나 후기 반응에 비하여 천식이 심한 경우 더 잘 나타난다. 

  다른 직업성천식과 마찬가지로 WRC 천식 환자의 후를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인은 조기진단과 노출 

단이다. 진단 후 WRC 분진 노출을 완 히 회피하 다 하더라도 많은 환자에서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노출을 단한 환자에서 계속 노출되는 환자에 비하여 폐기능의 하는 일 수 있다. 

WRC 이외의 목재 분진 노출에 의한 직업성천식 

  WRC 이외의 목재 분진 노출에 의한 직업성천식은 산발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주로 증례 보고 형식이

다. 이  측백나무(eastern white cedar)에 의한 천식이 가장 많으며, 측백나무에도 WRC보다는 지만 PA가 

포함되어 있다.

  이외 iroko, palisander, coobolla, abirucana, African maple wood, African zebrawood 등과 같이 IgE 매개 반응

에 여하여 천식이 발생될 수도 있고, california red wood, mahogany, oak 등과 같이 IgE 반응과 계없이 

천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목재 분진에 포함된 다른 성분에 의한 직업성천식 

  목재에는 천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구성성분이외에도 노출된 사람에게 감작  천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물질이 있다. 가장 표 인 것으로는 목재에 서식하는 곰팡이가 있으며, 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 착제로 사용하는 포름알데하이드나 MDI 등에 의하여서도 천식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목재 분진 노출에 의한 직업성 호흡기질환

  우리나라에서 목재 분진 노출과 련된 직업성 호흡기질환에 한 보고는 산발 이다. 1980년  반에 

미삼 목재 분진에 의한 비염  천식 증례가 각각 보고된 바 있으며 일본 삼나무 분진 노출에 의한 직업성

천식도 최근 보고된 바 있다. 그 외 자가 확인한 WRC에 의한 천식이 2   WRC 노출과 련된 과민성 

폐장염 1  등이 있다. Table 1에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목재분진 노출과 련된 호흡기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들에 하여 간략히 요약하 다. 단 본 내용은 확인 가능한 범  안에서만 조사하 기 때문에 실제 

진단된 환자는 더 있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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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목재 분진에 의한 직업성 호흡기질환

이름 연령 성별 아토피 원인
피부

시험 
작업내용

작업 

기간

진단 

기간
질환

진단 는 

보고 년도

함 OO

김 OO

황 OO

최 OOO

황 OO

박 OO

장 OO

43

61

30

60

55

55

59

남

남

남

남

여

남

남

비아토피

비아토피

비아토피

비아토피

미상

비아토피

비아토피

WRC

WRC

JC

WRC

미상

미상

WRC

3 ＋

3 ＋

−

−

미상

−

−

제재소 근무

목재가공 공장; 삭, 가공

건축; 실내 벽면 목재내장

제재소 근무 

선박 목공

목재 삭, 연마

사우나박스 제조; 삭, 연마

4년

5년

5년

0.5년

NA

0.5년

2.5년

6개월

2년

1년

1.5년

NA

0.5년

1.5년

OR

OA

OA

OA

OA

HP

OA

1982

1986

2000

2004

2004

2004

2005

피부시험: 목재 추출물에 한 알 르기 피부시험 결과 

작업기간: 작업시작부터 증상발생까지의 기간,

진단기간: 증상발 부터 진단까지의 기간

OA: occupational asthma, OR: occupational rhinitis, HP: hypersensitivity pneumonitis, WRC: western red cedar, JC: 

japanese ce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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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천식 근로자 요양 실태 조사 

산업안 보건연구원

고동희ㆍ김철우ㆍ김용규ㆍ김규상

연 구 배 경

• 직업성천식은 흔한 직업성호흡기질환의
하나이다.

– 미국 천식환자의 2%(Salvaggio, 1979) 

– 일본에서는 15%(Kobayashi, 1980) 

– 우리나라 약 4%정도(채창호 등, 1999)

• 최근 직업성 천식이 급격히 증가

– 1988-1999 : 125명

– 2000-2006 : 169명

2008년 대한직업성천식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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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종결 문제

– 요양기간 장기화로 문제가 제기됨

– 증상 등 제반 조건과 상관없이 종결 유도

• 요양 실태 연구

– 최정근과 김규상(1999)이 1988-1999년 요양
실태를 정리하였음

– 최근 요양 실태 정리 필요

연구대상 및 방법

• 연구대상

– 2000-2006년 산재요양 승인된 직업성천식환
자

• 연구의 틀

–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 자료 분석

– 요양실태 설문조사

• 분석

– Descrip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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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개요

• 직업성 천식 요양 자료 분석
– 대상:00~06년 승인된 근로자 169명

– 88~99년 연구와 연계하여 비교 분석

• 직업성 천식 요양실태 설문조사
– 대상:사망자,외국인 제외 145명
– 우편설문:1차(’07.4), 2차(’07.5)

– 전화설문: ’07.5

– 응답률: 78/145 (53.8%) 

연 구 결 과

• 1. 직업성 천식 요양 자료 분석
–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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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직업성천식 승인분포

10 11

4

7 7

11
9 8 9

2

9 9

14

17 16

21 22

19

15

0

7

2
0

2 3 3

6

1 2 1 2 3 4

9 10

7

3

9

0

5

10

15

20

25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year

N
o
.

men women

직업성천식 승인환자 급격히 증가

•1988-1999 : 125명

•2000-2006 : 169명

연령별 승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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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원인물질 분포

0

5

10

15

20

25

30

35

40

45

%

isocy anate dye chemical metal high

molecule

smoke rubber unkown etc

88-99 00-06

88-99에 비해 원인 물질이 다양해짐

• 반응성염료 비율 감소

• 새로운 천식 원인 물질들이 발견됨

시기별 지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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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9 00-06

88-99에 비해 발생 지역이 다양해짐

• 영남, 충청, 호남 지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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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산재 승인율 : 200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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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분포 : 200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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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세부 분포 : 2000-2006

79.88 135total

0.59 1전기기계기구제품제조업

0.59 1금속재료품제조업

0.59 1금속제련업

0.59 1요업또는토석제품제조업

0.59 1유리제조업

0.59 1신문·화폐발행,출판업및경인쇄업

0.59 1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갑)

1.18 2수제품제조업

1.18 2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1.18 2도금업

1.78 3기계기구제조업

1.78 3제재업및베니어판제조업

2.37 4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37 4기타제조업

2.37 4비금속광물및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

2.96 5고무제품제조업

3.55 6식료품제조업

4.73 8의약품및화장품향료제조업

5.33 9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을)

5.33 9선박건조및수리업

10.06 17목재품제조업

10.65 18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18.93 32화학제품제조업

사업장 규모별 분포: 200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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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종결(장해등급) 연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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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요양 종결이 증가함
• 이주노동자 : 5/169 = 3.0%
• RADS : 12/169 = 7.1%

장애등급 분포: 2000-2006

2
1 1 1

1 6

1 1

1

0

2

4

6

8

1 0

1 2

1 4

1 6

NO .

3 4 7 8 9 11 12

grade

장애등급 : 33명/147명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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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

• 2.직업성 천식 요양실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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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응답률

46.2167미응답

8.9713전화

44.8365설문지

백분율빈도응답

설문조사 대상자 : 145명

총 응답률 : 78명/145 = 53.8%

연구대상자의 특성

5642non
33.3325former
10.678yes

smoking

6.154college
47.6931high

16.9211middle

29.2319elementary

education

11.549>59
38.463050-59
29.492340-49
12.821030-39
7.69620-29

age

30.7724women
69.2354men

SEX1

%NO.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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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천식을 인식하게 된 계기

의사
74%

동료
11%

노동조합
5%

가족
1%

매중매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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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천식을 진단한 기관

대학병원
83%

일반병원
10%

개인의원
4%

건강검진
3%

천식발생에서 요양까지 평균 소요 시간

증상발생

직업성인식 직업성천식진단

요양승인

1.21± 2.28년

1.13± 2.21년

1.19± 2.29년

3.52± 3.86년

2.25± 3. 3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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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발생에서 현재까지 증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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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호전 시 소요 시간(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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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도 (7 : 매우 심 함)

진단 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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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화; 0 변화없음; 1-6호전정도

증상의 심각도 변화 : 7 점 척도

•진단시와 현재의 심각도 비교

•(과거의 심각도 – 현재의 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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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시와 현재의 가벼운 활동제한 비교

•(과거의 제한 – 현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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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종결과 호전 여부

10.53444.741744.7417요양

5.41227.031067.5725종결

%No.%No.%No.

악화동일호전

구분

요양 종결 환자 중

•증상 동일 : 27%

•증상 악화 : 5% 

현재 요양 여부

49

51

47

48

48

49

49

50

50

51

51

52

%

종결 요양

88-99: 요양 80% (직업성천식연구II. 최정근, 김규상)

00-06: 요양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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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여부 별 현재의 증상 심각도I

17.14 
600매일 심한 발작

37.14 
1352.00 13매일

34.29 
1224.00 61주 1번 이상

11.43 
424.00 61주 1번 이하

%No.%No.

요양중요양종료

지난 한달 간 주간의 천
식 증상

요양 여부 별 현재의 증상 심각도II

47.371830.310
자주

23.68912.124
일주일에 1번 이상

10.53415.155
한달에 2번 이상

15.79621.217
한달에 1-2회

2.63121.217
깬 적이 없다

%No.%No.

요양중요양종료

지난 한달간 자다가 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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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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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및 현재 치료 여부

미치료치료

0010040요양

32.431267.5725종결

%No.%No.
구분

요양 종결된 환자의 68%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음

-후유증상진료제도 : 일정 장해등급 이상

-사비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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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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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요양 후 경제 상황 (SES)

•경제 상황의 호전 여부 : 좋아짐 -6%

•월별 가정의 수입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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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중단 후의 결과

• Outcome of occupational asthma after 
cessation of exposure: a systematic review 
(Rachiotis G, 2007)

– 32% 정도에서 증상 회복이 보고

– 나이가 젊을 수록 회복이 높음

– 노출 기간이 짧을 수록 회복이 높음

– 73%에서 NSBHR가 남음

마치며

• 정기적인 천식 환자 연구 필요

– 특성을 파악하여 예방에 활용

• 최근 요양 종결 종용 문제

– 증상의 심각도를 고려하지 않음

– 과학적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

– 장해등급 정비 필요

– 생활을 위한 경제적 보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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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분진 제빵공 천식에서 작업전환의 효과

한림 학교 성심병원 호흡기-알 르기 내과

강      혜      련

2008년 대한직업성천식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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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R monitoring

• Mini-Wright peak flow meter (Clement Clarke 
International Ltd., Harlow, UK)
– 매일 4회 측정 (근무 전후, 

– 측정기간: 21일 (7-24일)

• PEFR variability
– 31명, 평균 변동률 18.8% (4.5~57.2%)

– 25명, 변동률 ≥ 13%

▶ 메타콜린 기관지 유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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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작업전환 후 경과

FEV1 FEV1(%) PC20

작업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A 반죽관리 3.83 3.70 101 98 1.06 6.49

B 배합 – 정형 4.06 4.08 104 105 2.26 9.82

C 배합 – 발효 3.59 3.81 87 92 2.44 4.40
D 포장 – 포장 3.02 3.30 93 101 4.59 음성

E 배합 – 롤링 4.42 4.43 115 115 8.23 25-2

F 정형 – 포장 2.59 2.63 120 123 9.07 25-2

G 정형 – 포장 1.29 1.21 63 60 10.2 25-2

H 배합 – 배합 3.74 3.68 102 101 12.4 25-2

I 정형 – 포장 2.92 3.04 98 102 19.4 25-2

J 기계파트 4.14 4.12 115 116 23.5 25-2

K 정형 – 포장 2.88 2.85 129 129 25-2 음성

L 관리 – 휴직 4.63 4.81 106 111 17%감소 17%감소

• 11 of 12 showed improvement in airway hyperresponsivenes.
• Initial AHR severity was closely related with improvement.

Sputum ECP Serum ECP

Changes in ECP levels

• Changes of ECP levels in serum rather than sputum represent 
improvement of AH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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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20 & ECP

PC20 ECP 변화(%)

1차 2차 Sputum Serum 

A 1.06 6.49 + 338.1 - 66.0 

B 2.26 9.82 - 63.6 - 100.0 

C 2.44 4.40 + 9.8 - 25.1 

D 4.59 음성 - 75.9 - 67.5 

E 8.23 25-2 - 5.0 - 54.2 

F 9.07 25-2 + 391.3 - 55.8 

G 10.2 25-2 - 87.8 - 100.0 

H 12.4 25-2 - 90.2 - 100.0 

I 19.4 25-2 - 90.8 - 92.7 

J 23.5 25-2 - 85.1 - 100.0 

K 25-2 음성 - 78.5 - 62.4 

L 17%↓ 17% ↓ - 54.3 -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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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PEFR variability did not reflect severity of AHR.

• Lowest value of PEFR variability for positive 
methacholine test was 16.9%.

• Six months after relocation, all of patients 
improved based on either symptoms or PC20.

• Serum ECP measurement can be a substitute 
as a follow-up study instead of provocation 
test.

History

• Bread – since neolith

• Baker’s asthma
– In Rome, slaves working in bakery used cloth to 

cover faces

• Bernardo Ramazzini (1633-1717)
– founder of the discipline of occupational medicine
– 1700, respiratory symptoms among bakers caused 

by exposure to flour dust
– Mechanical obstruction by sticky flour
mixture with sal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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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rgens

• Flours
– Cereal flours: wheat, rye, barley, hops, rice, maize
– Non-cereal flours: buckwheat, soybean flour

• Enzymes
– α amylase, cellulase, nylanase, papain, glucose oxidase

• Other Allergens
– Nuts (almonds, hazelnuts), sesame seeds
– Egg or milk powder
– Insects, mold

• New Allergens
– Wheat thioredoxin hb (Tri a25)
– Wheat serine proteinase inhibitor

Wheat

• 4 protein classes
– Water-soluble albumins, globulins

• Strongest IgE response

• 12-17 kD

– Water-insoluble gliadins, glutenins

• New Allergens
– Wheat thioredoxin hb (Tri a25)

• 13.4 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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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 History of work-related asthma symptoms

• Specific sensitization to bakery allergens

• Variable lung function
– PEFR monitoring

– Non-specific bronchial provocation

– Specific bronchial provocation: golden standard

Correlate with the degree of sensitization to allergens

Exposure

• Temporal relation
– Symptom & period of bakery work

– Work-related symptom in Bakery apprentice
• 4.2% after 1st year

• 8.6% after 2nd year

• Exposure during pregnancy
– More likely to have atopic off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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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ing process in Plant 
bakery

• 계량
• 배합
• 반죽
• 1차발효
• 정형
• 팬닝
• 2차발효
• 굽기
• 냉각 및 포장
• 검수

Importance of bread improvers

Sector Ingredient dust exposures Incidence/106/yr

Flour milling Grain, wheat flour 4750

Bread baking Wheat flour, soy flour, rice flour, gluten, 
bread improvers (fungal amylase, 
hemicellulase), baking powder

2240

Cake baking Wheat flour, soy flour, rice flour, sugar, 
powdered egg, baking powder

0

Others Wheat flour, sugar, powdered egg, 
spices

350

Smith TA Occupational Medicine 2004

• Excess of sensitization in bread bakers despite broadly similar total inhalable
dust exposure

→ IgE-mediated allergy to fungal amylase in bread improvers

• Limit bread improver exposure (< 1 mg/m3 8h TWA)
→ Reduce symptomatic sensitization incidence to 1/5

• Incidence across different working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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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amylaseα-am
ylase

α-amylase

Bread improver (제빵 개량제)

• 무기염류, 산화제, 환원제, 각종 효소제, 유화제, 
발효촉진제, 부피향상제

• 효소제: α-, β-amylase, protease. 
– amylase: 전분을 덱스트린,맥아당으로 분해하여 최종

적으로 발효당을 생성시켜 발효를 촉진

– α-amylase from Aspergillus oryzae

Antigenic α-amylase in crust,
not in crumb after baking
at 200-240°C

Exposure-response relations

• Higher exposure – higher prevalence

• Dust concentration at onset of disease
– Swedish study

• 3 mg/m3 risk of asthma

• 1 mg/m3 risk of rhinitis

– UK study
• Lowest exposure 0.8 mg/m3 

• 2nd exposure 1.2 mg/m3 

• Highest exposure 4.4 m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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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 Not quite successful; incidence remains static.

• Avoid allergen?
1) A number of potential sensitizer: flour, enzyme, …
2) No demonstrable sensitization

• Houba et al.  sensitization - 30% of work related Sx.(+)
• Unknown allergens
• Non-specific mucosal irritation by dust: preexisting asthma?

3) Latent allergy

• For Baker’s rhinitis
– Often precedes to asthma
– Unknown predictive value
– Annual re-examination

Prevention, How?

1. Reduce total inhalable dust

– No impact on prevention

2. Reduce bread improver exposure

– Alternative strategy
• Effective prevention for new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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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Surveillance

• Early detection - 2ndary prevention
– Effectiveness: little scientific evidence

• Questionnaire
– Not sensitive enough

• PFT
– Spirometry: insensitive

– PEFR monitoring, nonspecific bronchial reactivity test 

• Allergy test

Maximal Exposure Limits (MELs)

• Reduce exposure = reduce risk (?)
– Reduce to which level?

• Threshold limit value (TLV)
– US 0.5 mg/m3 Germany 4 mg/m3

– Heederik & Houba
• No threshold

• Sensitization occurs 0.5-1.0 mg/m3

• Limitation
– Diversity of aller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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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 Reduce exposure
– Dust control

• Ventilation system
– Local exhaust ventilation (o), General dilution ventilation (x)

• Good work practice to avoid flour dust
– Careful bag emptying, empty bag handling, vacuum 

cleaning
– Divider oils, flow tables

– Relocation
– Job change to non-bakery work

• Often necessary

– Long term use of respirators
• Not feasible

• Immunotherapy



특  강  II

S 339

일개 제빵회사 근로자의 제빵공 천식 유병률

한림 학교성심병원 산업의학과, 
1
한림 학교성심병원 호흡기¡ㆍ알 르기내과, 

2서울 학교보건 학원 직업환경의학교실

김정민ㆍ권영준ㆍ주영수ㆍ임형준ㆍ이태경ㆍ강혜련1ㆍ백도명2

배 경

성인기 새로 발생하는 천식에서 직업적 노출의 비중 : 10-25%

(Kogevinas 등, 2007)

- 이소시아네이트 물질과 밀가루 : 가장 흔한 원인

밀가루 노출에 의한 천식 : 제빵공 천식(baker’s asthma)

제빵공 천식의 원인 물질

- 밀가루, 제빵과정에서 첨가되는 알레르기 항원

- 영국의 코호트 연구 : 밀가루와 알파 아밀라제에 의한 제빵공

천식 의심 : 1건/100 인년(person-years) (Cullinan, 2001)

2006년 제조업 통계조사(5인 이상 사업장 대상) : 곡물가공품, 
전분, 사료 제조업,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업 종사자 36,415명

국내 직업병 인정사례 : 총 6건 (2000년~2006년)

2008년 대한직업성천식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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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및 목적

’05.10, P제빵회사에서 제빵공천식 발생

2006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 노출근로자

657명 중 4명 제빵공 천식 확진

2007년 유사 업체인 S 사업장에 임시건강진단 명령

임시건강진단팀(한림대학교성심병원) 구성

• 산업의학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한 제빵회사에서 밀가루 노출 근로자의 건강영향 (천
식) 평가와 이틀 통해 제빵공 천식의 유병율을 확인, 
건강관리 방안 제안

연구 대상

전체 생산직 근로자 596명 중 380명(63.8%) 참여

제외 : 입사한지 3개월 미만, 참여를 거부한 경우

직무에 따른 노출 구분

직접 노출군 : 밀가루를 직접 다루는 근로자 156명

계량, 원료공급, 배합, 정형, 신제품 개발

간접 노출군 : 작업장내 퍼져 있는 밀가루 분진 노출 근로자 224
명

오븐작업, 포장, 검수, 출하, 유지보수, 현장관리,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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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법

설문조사 : 한국판 소아 천식 및 알레르기병 연구(ISAAC) 설문지의 천

식, 알레르기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아토피피부염 문항과 작업 관련

호흡기 및 알레르기 증상, 개인 생활습관 항목

Specific IgE 측정 : 항원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강력분을 이용하여 단

백질 추출액을 얻어 사용, 간접노출군 중 증상이 없고 근무 경력이 오

랜 된 47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평균 흡광도에 대해 2배 표준편차

값을 양성기준 결정

Skin prick test :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추출액, 2종의 집먼지 진드기, 
히스타민, 생리식염수를 각각 양성 및 음성 대조액으로 사용

연속적 최대호기유속(PEER) 측정 : 매일 4회씩 3주간 측정. 

메타콜린 기관지 유발시험

특이 기관지 유발시험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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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설문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제빵공 천식 유병율 : 12/380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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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분진 감작 위험

제빵공 천식 위험-전체 대상자(N=380)

조사당시 직무는 직접 노출군 8명, 간접노출군 4명, 증상발생당시의
직무는 직접노출군 11명, 간접노출군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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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공 천식 위험-의학적 평가 대상자
(N=233)

고찰 : 연구 방법

입사 3개월 미만 제외 : 제빵공 천식의 잠복기 고려, 반면 단기 고용

및 민감한 근로자의 정보가 누락될 가능성

직무에 따른 노출군 구분 : 개별 근로자의 노출수준과 차이가 존재

작업환경측정자료 : 계량, 배합, 정형 작업은 0.48~2.92 mg/m3

유병률이 과소평가 가능성

설문에 의한 대상자 선발 : 간접노출군의 경우 유병율이 과소평가

연속적 PEFR 측정 대상자 선정 : 산업의학 전문의의 임상적 판단 (천식 관

련 증상), 감작 근로자 중 46.9%(23/49) 제외, 감작이 없었던 근로자 중

2.7% (5/184) 포함

알파 아밀라제에 대한 기관지 유발검사는 시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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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 연구 결과

작업관련 호흡기/알레르기 증상 호소 : 25.9%
허규영 등(2007) 17.1%, Baur 등(1999)  45%

밀가루 분진 감작율 : 피부단자시험 12.8%, 특이 IgE 항체 12.4%
Houba 등(1998) 7.9%, 허규영 등(2007) 7.6%, Lim 등(2002) 12.9%

나이가 많을수록 감작될 가능성이 낮아진 이유는 건강근로자 효과

(healthy worker effect)로 판단됨

제빵공 천식의 유병율 3.2% 
국내 : 허규영 등(2007) 1.5%, Lim 등(2002) 5%

외국 : 2.1%~30% (Brooks 등, 2007)

고찰 : 제한점

현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단면연구 : 건강근로자 효과

사업장의 역학연구로 인해 연구대상자가 노출군으로 축소

밀가루 분진 노출 수준을 개인별 측정자료가 아닌 직무 중심으로 선

정

간접 노출군의 경우 일시적 과노출의 가능성이 존재

알파 아밀라제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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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분진 노출 기준: ACGIH 8시간 TWA – 0.5 mg/m3. 감작제

- 국내 : 노출기준 없으나, 노출기준 제정

사업주 : MSDS 작성·비치

적절한 국소배기시설 및 전체환기시설 가동·점검

휴게실·식당과 분진이 많은 작업장 격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보관

근로자 : 제삥공 천식에 대한 알기

현장의 정리·정돈·청소 등 청결 유지

습식가능작업의 습식화

보건관리자 : 밀가루분진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보건교육

호흡기보호프로그램(외부기관 의뢰 포함)

요관찰자 및 질병자에 대한 관리

응급상황 대비(약품구비, 비상연락망 유지)

건강관리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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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Exacerbated Asthma

서울 병원 알 르기 내과 

박      흥      우

  일반 으로 성인에서 발생하는 천식의 약 36%는 직업과 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좁은 의미에서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천식을 직업성 천식으로 (Occupational asthma; OA) 정의하는 

반면 직업에 의해 악화되는 천식은 (work exacerbated asthma; WEA) 작업장에서 천식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를 말하며 여기에는 연 성이 의심되는 직업을 갖기 에 발생한 천식과 (pre-existing asthma) 직업에서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천식이 (coincident or concurrent asthma) 포함된다. 이 두 개념을 합쳐서 직업과 

연 된 천식이라는 (work related asthma; WRA) 넓은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2 2005년에 미국흉부학회

에서는 WEA가 OA에 비해 더 흔하며 따라서 사회 으로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3 

Definition

  OA와 WEA를 정확히 구분하기란 사실 어렵다. 지 까지 WEA를 상으로 한 연구의 방법론을 종합하면 

WEA 진단 역시 환자 설문 혹은 문가의 평가를 통해 직업과 증상 악화의 연 성 입증이 (즉 작업장에서 

증상이 악화되고 작업장을 떠나면 증상이 호 ) 제가 되어야 한다.4-9 연구에 따라서는 직업을 갖기 2년 

부터 생긴 천식만을 포함하거나6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물질로 시행한 유발시험에서 음성인 환자만을 

포함하거나8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5 WEA를 OA와 구분하고 있다. 

Prevalence

  2차 혹은 3차 의료기 을 방문하 던 천식 환자의 의무 기록을 후향 으로 분석한 한 논문은 체 천식 

환자의 약 7%는 직업과 련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WRA로 분류되고 이는 나이가 들어 발생하 으며 직업

을 가지고 있는 천식 환자의 약 16%에 해당한다고 보고하 다.10 한 이 연구는 천식 발생의 시간  후 

계를 고려할 때 체 WRA의 49%는 WEA에 해당하며, 31%는 OA에 해당하고 20%에서는 둘을 구분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10 Table 1은 몇 가지 역학 조사에서 보고된 WEA의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다.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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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alence of WEA (adopted from reference 2)

Table 2. Individual and workplace factors influencing first physician visit (adopted from referenc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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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ivariate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a longer than median time to first physician visit after onset of 

Sx. (adopted from reference 11)

Characteristics

  직업 으로 노출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천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일반 인 천식의 악화 요인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New York 시에서 근무하는 천식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요한 증상 악화 

인자는 animals, chemicals (including cleaning products, paints and solvents), dust, second-hand cigarette smoke, 

gases, fumes, odors or smoke, perfume, exercise, very cold air, hot, humid or polluted, smoggy outdoor air, strong 

emotions (including stress) 등이었으며 가장 높은 WEA 비율을 보여  직업은 security guard or police (62%), 

janitor (61%), garment or textile worker (50%), administrative/support/waste management clerk (43%), restaurant 

cashier (43%), restaurant or bar server (42%), messenger (40%), healthcare and social assistance clerk (40%), 

restaurant or bar cook (40%) 순 이었다.
5
 OA 환자에 비해 남성 WEA 환자가 조  많은 경향을 보임을 보고한 

연구도 있으나
7
 체 으로 일반 인 특징은 둘 간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WEA 환자의 경우 OA 환자

에 비해 문가에게 치료받는 비율이 떨어진다는 은 흥미롭다(23% vs. 48%, P＜0.001).
6
 Santos 등은 OA 

환자와 WEA 환자에서 증상 발생 후 진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를 분석하여 OA에 있어서는 

being unmarried, low education, lack of awareness of association of symptoms with work, older age, be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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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 income earner 등의 인자가 WEA에 있어서는 female sex, lower household income, lower education, absence 

of a health-and-safety program at work, absence of a union, lack of awareness of OA and of agents at work 

등의 인자가 원인이 됨을 보고하 다(Table 2, 3).
11

 이는 결국 WEA 진단을 빨리 하기 해서는 근로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일차 진료의가 WEA에 해 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OA 환자가 WEA 환자에 비해 작업일과 휴일 사이의 peak expiratory flow rate 변동폭이 유의하게 크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12

 WRA가 non-WRA에 비해 유의하게 천식 악화를 겪는 빈도가 높지만 WEA와 OA 사이

에서는 악화 빈도의 차이가 없음이 보고된 바 있다.
13

 

  WEA는 WRA의 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직업을 가진 성인 천식 환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의학  

상황이다. WEA의 치료 목표 역시 천식 증상의 조 에 있으며 이는 작업장에서의 악화 요인 조 , 약물 

치료, 그리고 작업장 이외의 환경 조 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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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groupings are not mutually exclusive; e.g. OA can be followed by W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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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exacerbated asthma (WEA)

• Definition

a. The worsening of asthma attributable to workplace conditions

b. It occurs among people

- with asthma whose onset occurred before entering the

suspected job (i.e. preexisting asthma) 

- with onset not attributable to workplace conditions (i.e.

coincident or concurrent asthma), although in the suspected job 

Prevalence of WEA

• Tarlo SM et al. (Chest, 2000)

- 7% of asthmatics reported worse while working (WRA) 

in a secondary/tertiary asthma clinic

- 16% of the adult-onset working asthma

- among WRA

* 49% were likely WEA

* 31% likely OA

* 20% could have been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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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of WEA

• Henneberger PK (Curr Opin Allergy Clin Immunol, 2007)

- ’05 - ’06 median WEA prevalence estimate 

* 18% of adults with asthma

* 25% of working adults with asthma

* 45% of all WRA cases

Potential reasons for WEA

• Short term exacerbations

- transient worsening with some unusual exposure at work

e.g. renovation in a building, unusual chemical exposure

- transient change in underlying asthma severity or control,

increasing airway responsiveness and susceptibility to

potential asthma triggers

e.g. URI, recent non-occupational allergen exposure, transient

non-compliance with medication or inadequate asthma me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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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reasons for WEA

• Longer or more frequent exacerbations

- severe/uncontrolled asthma with daily work exposure to 

relevant exacerbating triggers

e.g. dusts, smoke, fumes, spray, cold air, exertion, emotional stress

- chronic exposure at work to asthma triggers significantly

enough to affect even those with otherwise mild or 

controlled asthma

Characteristics of WEA

• Berger Z, et al. (J Occup Environ Med, 2006)

- 301 asthmatics in NY city 
* 51% reported WEA in their current or most recent job

* 71% reported WEA in any job during the past 5 years

- common exposure 

: second-hand cigarette smoke (most common), animals, gases, fumes, 

chemicals (including cleaning products, paints and solvents), perfume, 

dust, odors or smoke, exercise, very cold air, smoggy outdoor air, 

humid or polluted, strong emotions (including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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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WEA

• Santos MS, et al. (Chest, 2007)

- 100 consecutive tertiary occupational clinic patients +  

100 compensation files (excluding those recruited from the  clinic)

: clinic 80 OA vs. 14 WEA, compensation file 20 OA vs. 73 WEA

only 16% of WEA was seen in an occupational clinic

- physician first seen for work related symptoms 

: family doctor 56%, emergency physician/walk in clinic 43%

- OA patients were more likely to have had immediate referral to

a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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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WEA

• Santos MS, et al. (Chest, 2007)

- patients factors associated with a longer time to diagnosis of WEA

: female

: lack of knowledge of WEA 

: fear of job change

: lack of workplace healthy and safety, safety training, and union

: lowe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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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WEA

• WEA is a significant component of WRA, requiring 

recognition and management in adults asthmatics

• Management is aimed at good asthma control; medication + 

non-occupational environmental control + workplace exposure

controls

• If severe and uncontrolled, job changes may be needed but

can result in income loss

Diagnostic challenge of WEA

• Childhood asthma with recurrence at work with a work 

sensitizer: OA vs. WEA ?

• Past history of allergic rhinitis, new onset of asthma related to a

common allergen in the work place: OA vs. WEA ? 

• History of long-standing atopy and asthma, recently objectively

worse with work exposure to flour in a bakery: OA vs. WEA ? 

• History of long-standing atopy and asthma, recently objectively

worse with work exposure to cats while working as a domestic

cleaner in a bakery: OA vs. W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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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ed approach to WEA

• In all adult working asthmatics ask about changes in symptoms

with work

• Objectively confirm the diagnosis of asthma 

• Review exposures including safety data sheets 

• Perform serial peak flows at work and off work to document

changes when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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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혼합물에 의한 직업성 천식 1예

서울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서울 학교 의학연구원

이소희ㆍ이상민ㆍ김세훈ㆍ박흥우ㆍ장윤석ㆍ김선신ㆍ조상헌ㆍ민경업ㆍ김유영

  백 , 니 , 크롬, 코발트, 아연, 알루미늄 등의 속이 직업성 천식의 원인 물질이 될 수 있음이 보고되어 

있으나 발병기 에 해서는 잘 밝 져 있지 않다. 진단은 병력 청취와 원인으로 의심되는 속을 이용한 

흡입유발시험을 통해 가능하다. 한가지 속 외에 여러 속에 동시에 감작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국내

에서는 도 공에서 발생한 니 과 아연에 의한 직업성 천식 1 , 니 과 크롬에 의한 직업성 천식 2 가 

보고된 바가 있다. 자들은 속 혼합물을 이용한 흡입유발시험을 통해 직업성 천식을 진단한 증례를 

경험하 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34세 남자가 2∼3개월 부터 발생한 천명과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 다. 환자는 내원 1년 10개월 

부터 경 합  제조 공장에서 일해 왔으며 작업 도  텅스텐, 니 , 탄소 등의 속 혼합 가루와 속 

산화를 방하는 유기용제에 노출된 과거력이 있었다. 호흡기 증상은 작업 에 악화되고 휴일에 호 되었

으며 작업장 내 다른 동료들 한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다고 하 다. 알 르기 질환을 포함하여 반지나 

시계 등에 한 피부염 등의 과거력은 없었고 1갑년 이하의 흡연력이 있었으며 내원 당시 이학  소견상 

특이 사항은 없었다. 검사실 소견상 PRIST법으로 측정한 총 IgE는 227 IU/ml 이었고 흉부 x-선 소견과 

폐기능 검사는 정상이었다. 호흡기 증상과 메타콜린 기 지 유발검사 양성 [PC 20 = 7.21 mg/ml (FEV1 

41% fall)] 소견을 바탕으로 기 지 천식을 진단하 고 먼  유기용매를(normal hexane) 이용한 흡입 유발 

시험을 시행하 다. 유기용매 흡입 30분 후 FEV1은 기 치에 비해 6.5% 떨어졌으나 기침, 호흡곤란 등 

작업장에서 느 던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 고 직후 다시 시행한 메타콜린 기 지 유발시험에서 

PC20 값은 1.42 mg/ml로 흡입 유발 보다 감소한 소견을 찰하 다. 속에 한 감작 여부 확인을 해 

탄소, 코발트, 크롬, 니 , 텅스텐에 한 첩포 시험을 시행하 으나 48시간 이 에 떨어져 정확한 결과를 

얻는데 실패하 다. 이후 확진을 해 환자는 입원하여 속 혼합 가루를(텅스텐, 니 , 크롬, 탄소, 코발트;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동일 조합) 이용한 흡입 유발 검사를 시행받았다. 속 혼합물 가루에 30분간 노출하

고 30분 후 호흡곤란과 천명이 나타났으며 FEV1이 기 치에 비해 23% 감소하 다. 한 검사 9시간 후 

FEV1이 기 치에 비해 27% 떨어지는 후기반응이 찰되었다.

  이상의 소견을 바탕으로 속 혼합물과 유기용제에 의한 직업성 천식으로 진단하 으며 환자는 재 

인근병원에서 추  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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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에 의한 직업성 천식

한양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김      상      헌

금속에 의한 직업성 천식

• Chromium

• Nickel

• Cobalt

• Aluminum

• Zinc

• Plat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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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에 의한 호흡기질환

• 6가 크롬(hexavalent chromium)

• 관련산업: 분진, 연기, 연무의 형태로 공기 중에 노출

– 도금

– 시멘트 제조

– 스테인리스강 용접

– 가죽제품 연화제

– 색소와 염료의 착색제

• 크롬에 의한 유해반응

– 폐암

– 코(천공), 인후, 폐 등의 자극

– 천식
• 1876, Accidents found amongst workers: employers making chromates.

크롬에 의한 직업성 천식(한국)

• 금속 아크 용접공에서 발생한 직업성 천식 1례(알레르기 1992)
– 35세 남자 금속아크용접(11년) 용접봉 흡입유발시험 양성

• 니켈과 크롬에 의한 직업성 천식 2례(알레르기 1992)

• OA caused by chromium (Park HS et al., Clin Exp Allergy 1995)
– 26세 남자 도금공(12개월) 단자시험 - 첩포시험 + EAR 니켈 +

– 37세 남자 도금공(108개월) 단자시험 + 첩포시험 - DAR 니켈 +

– 51세 남자 시멘트(3개월) 단자시험 - 첩포시험 - DAR

– 54세 남자 건설현장(96개월) 단자시험 + 첩포시험 + DAR

• 도금공장에서 크롬과 니켈폭로로 유발된 천식증례(환경과 산업의학,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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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에 의한 직업성 천식(한국)

• 전기로 작업시 폭로된 크롬에 의한 천식 1례
(대한산업의학회지 1997)

– 47세 남자

• 천식을 잘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된 작업자에서 다른 물질에 의해 발생한 비전형적 직
업성 천식(천식 및 알레르기 2004)

– 57세 남자 반응성 염료(10년) 흡입유발시험: 반응성염료(-), 크롬(+)

• 크롬과 TDI에 의한 직업성 천식(천식 및 알레르기 2005)
– 60세 남자 시멘트(3개월) 피부시험 - 첩포시험 +

– 흡입유발시험: 크롬(-), 시멘트(+), TDI(+)

니켈에 의한 호흡기질환

• 관련산업
– 도금

– 합금

– 금속광택

– 배터리

• 니켈에 의한 호흡기 유해반응
– 급성 흡입성 손상

– 폐 섬유화

– 암

– 천식
• Asthma induced by nickel (JAMA 1982)

• Isolated late asthmatic reaction due to nickel sulphate without antibodies to nickel 
(Clin Allergy 1985)

• Immediate anddelayed allergy to nickel with contact urticaria, rhinitis, asthma and 
contact dermatitis (Clin Exp Allergy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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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에 의한 직업성 천식

• 관련산업

– 초경합금(hard metal)의 재료(텅스텐에 코발트, 티나늄, 니켈, 크롬 등
다른 금속과 합금)

– 유리제품 공장

• 코발트에 의한 유해반응

– 천식

• 노출자에서 유병률 2.0-5.6% (일본)

• 피부시험 양성 50% 

• 확진: 기관지유발시험

– 과민성폐장염

– 폐섬유화증



2008년 대한직업성천식학회 춘계학술대회

S 366

코발트와 니켈에 의한 직업성 천식

• Hard metal asthma: cross immunological and respiratory 
reactivity between cobalt and nickel? (Thorax 1990)

– 8명의 초경합금 노동자(평균연령 50세)

알루미늄과 연관된 직업성 천식

• 관련작업

– 알루미늄 제련소 “potroom asthma”
• Fluorides exposure

• 근로자에서 연간 발생률 2% 

– 알루미늄염 노출

–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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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에 의한 직업성 천식

• Acute and long-term airway hyperreactivity in aluminium salt exposed 
workers with nocturnal asthma (Eur J Respir Dis 1985)

• Bronchial asthma due to exposure to potassium aluminium tetrafluoride
(Scand J Work Environ Health 1986)

• Occupational asthma caused by aluminium welding (Eur Respir J 1998)

•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potassium aluminum tetrafluoride and 
bronchial hyperreactivity and asthma (Scand J Work Environ Health 
1999)

• Occupational asthma caused by aluminum (allergy 2000)

아연에 의한 직업성 천식

• 아연에 의한 호흡기 질환

– Metal fume fever

– asthma

• 닉켈과 아연에 의한 직업성 천식 1례(알레르기 1984)

– 30세 남자, 도금공장(10년)

• Occupational asthma due to fumes of galvanized metal (Chest 
1987)

• Occupational asthma due to zinc (Eur Respir J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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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꽃가루에 의한 직업성 알레르기 비염 1예

연세 학교 원주의과 학 내과학교실

김상하ㆍ이선녕ㆍ이석정ㆍ노진규ㆍ이민수ㆍ이부길ㆍ리원연ㆍ용석중ㆍ신계철

  옥수수(Zea mays)는 벼목(Poales) 벼과(Poaceae)의 한해살이 식물로서 , 과 함께 세계 으로 생산량

이 많은 3  곡물 의 하나이다. 최근 국내 식용옥수수 재배면 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재배지역

은 강원, 충북, 경북 지역 등이다. 보통 4월에 종하여 8월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략 7-8월 

에 꽃가루가 날리게 된다.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은 보통 가지당 5∼8일이며, 약 50∼70 m 거리까지 날린

다. 

  옥수수 꽃가루에 의한 알 르기 질환에 한 국내 보고는 아직 없다. 최근 옥수수 농사를 해오던 67세 

남자에서 진단된 옥수수 꽃가루에 의한 직업성 알 르기 비염 1 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67세 남자는 2주 이상 지속되는 발작 인 기침을 주소로 2007년 7월 23일 병원을 방문하 다. 40 부터 

여름철에 재채기와 간헐 인 두드러기가 있었으며, 특별히 복용하고 있는 약물은 없었다. 직업은 40년 동

안 옥수수와 감자 농사를 해왔다. 이 처럼 옥수수 꽃이 피어 있는 밭에서 일할 때 재채기가 있었고 이와 

함께 발작 인 기침까지 계속되어 내원하 다. 내원하여 시행한 폐기능검사는 FEV1/FVC 74%, FEV1 2.92 

L (122%), FVC 3.96 L (116%), RV 2.06 L (102%) 으며, 메타콜린 기 지유발시험에서 음성 반응이었다. 

피부단자시험에서 Kentucky blue 15×10/30×15 mm, Timothy grass 10×10/35×30 mm, Orchard grass 10×10/ 

25×25 mm, Rye grass 4×4/25×20 mm, Maize 3×3/17×13 mm 으며, Mugwort 12×8/30×30 mm, Histamine 

3×3/10×5 mm 다. 청 총 IgE는 724 IU/mL 으며, CAP system으로 확인한 청 특이 IgE는 Kentucky 

blue 34.0 KU/L, Timothy grass 23.8 KU/L, Mugwort 2.56 KU/L 으며, D. pteronyssinus와 D. farinae는 모두 

음성이었다. 

  옥수수 꽃가루를 채집하여 만든 조항원과 피부단자시험 시약(Bencard
Ⓡ

)으로 제공되는 항원을 각각 이용

하여 환자의 청과 알 르기 질환이 없는 정상 조군 11명의 청에서 ELISA 방법으로 특이 IgE 항체를 

측정하 을 때, 두 항원에 한 특이 IgE 항체 모두 환자의 청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조항원의 

특이 항원성을 확인하기 해 Timothy grass, Rye grass 항원과 시약으로 제공된 옥수수 꽃가루 항원과 조항

원, 유 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옥수수 항원과 non-GMO 옥수수 항원, D. pteronyssinus 

2008년 대한직업성천식학회 춘계학술대회



김상하 외: 옥수수 꽃가루에 의한 직업성 알레르기 비염 1예

S 369

항원 등을 가지고 ELISA억제시험을 시행하 다. GMO 옥수수와 non-GMO 옥수수 항원, D. pteronyssinus 

항원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억제제 항원에서 용량 반응곡선 양상으로 억제되었으며, 1μg/mL 이상의 농도

에서 80% 이상의 억제반응을 보 다. 환자의 청과 정상 조군 청  buffer 용액에 하여 조항원과 

시약으로 제공된 항원을 가지고 각각 IgE immunoblotting을 시행하 을 때, 환자의 청에서만 결합되는 

27 kDa의 동일한 단백 를 찰하 다. 

  농사 에 노출된 옥수수 꽃가루에 의한 알 르기 비염의 발생기 은 IgE를 매개하는 반응이며 주요 

알 르겐 성분으로 31 kDa의 단백 가 확인되었다. 진단을 해서 재 상용화된 진단시약의 사용은 

하며, 옥수수 꽃가루 항원은 다른 잔디 꽃가루 항원과 교차항원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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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질환

순천향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이      영      목

  옥수수는 벼과(Poaceae)에 속하는 1년생 본 식물로 학명은 Zea mays L.이다. 원산지는 볼리비아를 심

으로 한 남아메리카 북부의 안데스 산맥의 지 나 멕시코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는 국으로부터 

해졌다. 보통 4월 상순부터 5월에 걸쳐 종하고 타가수정을 원칙으로 하며 8월 하순부터 9월 순에 

수확한다. 미국과 국의 경우 연간 1∼2억 톤 가량을 생산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요 재배 지역은 강원, 

충북, 경북 등으로 연간 80만 톤 가량을 생산한다. 

  옥수수 꽃가루는 재배되는 지역과 생산량으로 추정해 보면 공기 에 상당량이 분포하리라 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공기 의 농도는 낮다. 옥수수 꽃가루는 다른 여름철 잔디 꽃가루에 비해 무겁고 부피가 

커서 발생지로부터 약 50∼70 m 안에서만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화분증(pollinosis)의 주요한 알 르

겐으로 취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증례와 알 르겐에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Van Niekerk CH 등은 버뮤다 잔디를 포함한 여러 잔디 꽃가루와 옥수수 꽃가루에 감작되어 계 성 고

열(seasonal hay fever)을 나타내는 41명의 환자에서 경구면역요법 시행 후 성공 으로 치료하 다고 보고한 

바 있고,1) Gonzalo-Garijo MA 등은 이번에 국내에서 최 로 보고된 증례와 유사하게 7월부터 9월까지 옥수

수 꽃가루의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만 발생하는 비염  천식 증상을 가진 환자에서 피부반응시험  

증상 일지를 토 로 직업성 천식  비염으로 진단 후 고식  면역요법으로 주요한 부작용 없이 치료한 

사례를 보고하 다.2) 한 Freeman GL 등은 미국 원주민들(나바호 인디언)이 행하는 통 인 의식

(Tadidiin)에서 옥수수 꽃가루를 경구 섭취하는 과정이 있고 이후에 입과 귀의 간지러움을 호소하거나 꽃가

루가 날리면서 발생하는 재채기와 기침, 천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 다. 병력 청취가 

가능한 9명을 상으로 여러 잔디항원과 옥수수 꽃가루를 이용한 피부반응시험을 시행하여 상 환자  

6명에서 잔디와 옥수수 꽃가루에 모두 양성이고 이들  4명에서 형 인 구강  호흡기 알 르기 증상

이 있음을 보고 하 다.3) 

  지 까지 보고 되었던 증례의 피부반응시험을 심으로 살펴보면 옥수수 꽃가루와 다른 잔디 꽃가루 

알 르겐과의 교차 항원성은 일 된 결과를 보여 주지는 않았다. 직업성 천식  비염의 증례는 옥수수 

꽃가루에 단독으로 양성을 보이고 다른 잔디 꽃가루는 음성이었고 경구면역요법을 시행한 증례는 자세한 

환자의 상태는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잔디 꽃가루와 옥수수 꽃가루 모두 양성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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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알 르겐에 해서만 양성을 보이는 증례가 있었다고 기술하 다.
3)

 나바호 인디언의 경우 잔디 꽃가루

에 음성이면서 옥수수 꽃가루에만 양성인 상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교차항원성을 시사한 바 있다.
3)

 

국내의 증례는 피부반응시험과 청 특이 IgE 측정에서 다른 잔디와 옥수수 꽃가루에 모두 양성을 보이고 

옥수수 조항원에 한 ELISA 억제 시험에서 용량반응곡선 양상의 억제 양상을 찰할 수 있어 강력한 

교차항원성을 시사하 다. 

  이 의 한 연구에서 옥수수 꽃가루의 항원은 Zea m 1, 3, 12, 13이 존재한다고 보고 하 고 이들  IgE 

유병률이 높고 다른 잔디 꽃가루 항원과 교차항원성을 나타낼 수 있는 주요 항원은 Zea m 1 (35 kDa)과 

Zea m 13 (55 kDa)이었다.
4)

 같은 연구에서 주요 항원인 Zea m 1의 경우 큰조아제비(timothy grass) 꽃가루 

항원과의 교차항원성은 약 65%로 낮았고, 한 옥수수 꽃가루 알 르기 환자의 청으로 시행한 IgE 반응

도도 약 50% (2/4)로 매우 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는 다른 잔디 꽃가루와 옥수수 꽃가루의 구조 인 

차이, 무게와 부피 문제로 공기 에 쉽게 날리지 못하는  등을 들 수 있겠다. 

  문헌 고찰을 통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옥수수 꽃가루는 비록 다른 잔디 꽃가루에 비해 항원성은 낮지만 

알 르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하고 같은 시기에 흡입 알 르겐으로 작용하는 잔디 꽃가루에 감작

된 환자에서 그 정도는 낮지만 교차항원성을 나타낼 수 있어 직업 으로 장기간 노출되는 환자에서 직업성 

천식의 원인으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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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mycin-induced Occupational Asthma

아주 학교 의과 학 알 르기-류마티스내과학교실

김      무      정

Chief Complaint

• Cough, sputum, dyspnea, and night 

awakening

• Duration : 3~4 days

문 O 삼 M/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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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Illness

• 환자는 2년 전 가을부터 지속적인 콧물, 코막힘으로 증상

있을 때마다 약물 복용하며 지냈으며 내원 10개월

전 부 터 vancomycin 과 teicoplanin 을 정 제 하 여

분말가루로 만드는 화학약품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

5개월 전 기침, 흉벽 통증, 호흡 곤란 등으로 새벽에 깨어

개인 의원 방문하여 약물 치료 후 호전된 적 있고, 내원

2개월 전 기침, 호흡 곤란, 천명음으로 개인 의원

방문하여 천식 진단받고 약물 치료한 적 있는 자로 내원

3~4일 전부터 증상 재발하여 개인 의원에서 약물

치료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어 내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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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history

Medical history
• No known history of 

DM, HTN, viral hepatitis, pulmonary tuberculosis

• BA/AR/AC/AD(+/+/-/-)

• Food allergy/Drug allergy (-/-)

Family history
• Son (10 years old) : AR

ROS and P/Ex

• Fever/chill (-/-)

Cough/sputum/hemoptysis (+/-/-)

Dyspnea/orthopnea/dyspnea on exertion (+/-/+)

Rhinorrhea/sneezing/nasal obstruction(+/+/+)

Conjunctival itching/injection (-/-)

• Clear breathing sound without rale

No wheezing, No rhonchi

Regular heart beat without murm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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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t X-ray and PNS series

Laboratory finding

• Total IgE 314 KU/L (0 – 114)

Specific IgE D. pteronyssinus 8.20 KU/L (0 – 0.35)

Specific IgE D. farinae 28.00 KU/L (0 – 0.35)

• Sputum differential count 87%

• WBC 10.7x103/ul

Hemoglobin/Hematocrit 17.2 g/dl / 48.5%

Platelet 203x103/ul

BUN/Creatinine 15.2/1.1 mg/dl

AST/ALT 17/25 U/L

• Allergic ski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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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bronchodilation Post-bronchodilation
% Change

Volume(L) % Pred Volume(L) % Pred

FVC (L) 3.28 86.6 4.06 107.2 23.8

FEV1 (L) 1.95 59.3 2.49 75.7 27.6

FEV1/FVC(%) 59.57 61.41

FVC FEV1 MMEF

Pre 4.66 (101.5%) 3.30 (85.5%) 2.37 (51.7%)

0.15mg/ml 4.57 3.19 (-3.3) 2.26 (-4.4)

0.31mg/ml 4.56 3.05 (-7.6) 2.00 (-15.6)

0.62mg/ml 4.47 2.86 (-13.3) 1.78 (-24.9)

1.25mg/ml 4.01 2.49 (-24.5) 1.49 (-37.0)

PC[-20] FEV1 : 0.9333 mg/ml

Pulmonary function test
Spirometry with BD response

Methacholine bronchial challe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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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amine releas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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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 Occupational asthma due to vancomycin

• Allergic rhinitis

Treatment

• Avoidance

• Inhaled corticosteroid + LABA

• Nasal corticosteroid spray

• Antihist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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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Asthma

- Vancomycin -

을지병원 호흡기-알 르기 내과

김      상      훈

POINTS

• Occupational asthma
• Vancomycin
• Chemical respiratory allergy : IgE ab and 

route of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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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OA

• --- a condition characterized by reversible 
obstruction of the airways associated with 
bronchial hyperresponsiveness caused by 
inhalation of dusts, gases, fumes, or vapors 
that are produced at or incidentally present 
at the workplace.

PREVALENCE of OA

• Prevalence among the asthma adults
– US : 9-15%
– European : 5-10%

• Prevalence among workers within specific 
industries
– 30% of lab animal workers
– 16% of snow crab processors
– 10% of isocyanate workers
– 9% of b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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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 & OTHER FACTORS

• interacting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 Atopy HMW allergen >> LMW unclear
• HLA – LMW allergens
• GSTM1 null / GSTP1 valine - TDI
• Physicochemical structure, Exposure
• Tobacco abuse, viral infection, BHR, 

endotoxin

PATHOGENESIS

• Allergic
1. IgE-mediated
2. Polyimmunologic

• Nonallergic
1. Reactive airway 

dysfuction
syndrome

2. Pharmacologic 
bronchoconstriction

3. Reflex 
bronchospa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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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ANOSIS

• Medical history

• Reviewing past medical and employment 
records

• Use of immunologic testing … limited

• Radiologic observations

• Pulmonary function studies

• Methacholine BPT

• Peak expiratory flow rate

DIGANOSIS (2)

• Comparison of nonspecific BHR after a period 
continuous occupational exposure with baseline 
(after 3-4 wks work abstinence) 

• Controlled bronchial challenge with subirritant
concentrations of the suspected allergen – gold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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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mycin hypersensitivity
• Vancomycin : Antibiotic for treating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 Adverse reactions to vancomycin are common, but 

true hypersensitivity to it is rare.
• Red man syndrome : cause by the drug’s direct 

action on mast cells
• Skin testing for vancomycin allergies has been 

undertaken to identify the rare prescence of 
specific IgE to vancomycin.

• Serum tryptase
• Reduced infusion rate and desensi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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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2-ethylhexyl) Phthalate 등 화합물에 고 노출된 후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 증후군

1가톨릭 학교 성모병원 산업의학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박소영
1
ㆍ이종성ㆍ김부욱ㆍ이정오ㆍ최병순 

배      경

  Di(2-ethylhexyl) phthalate(DEHP)는 무색, 무취의 액체로 끓는 이 384
o
C로 비교  높고 안정하여, 라스

틱 제품에 가소성을 제공하는 화합물로 리 사용되는 물질이다.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더 잘 알려진 이 

물질은 최근 천식 발생과의 연 성에 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 이다. 직업성 천식 감시체계의 활성으

로 국내 직업성 천식의 보고 건수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성 천식의 약 2∼3%를 차지한다고 알려진 

반응성 기도과민 증후군의 보고는 많지 않다. 이에 연자들은 화재로 DEHP 등 화합물에 고 노출된 후 발생

한 반응성 기도과민 증후군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61세 남자 환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산재보험요양신청을 하 다. 환자는 40세 때인 1987년부터 약 

21년 1개월 간 라스틱 원재료 생산 공장의 원료배합과 압출성형 공정에서 근무하던 분으로 평소 건강하

다. 2007년 8월 22일 오  11시에 공장의 원료배합 공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장 내 연기가 자욱하

다. 그날 오후부터 갑자기 기침, 콧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 으나 작업량을 맞추기 해 20시 

30분까지 작업을 하 다. 환자는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 지만 기침과 호흡곤란 때문에 근무를 할 수가 

없어 조퇴를 하고, 내과 의원을 방문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 은 없었다. 그 다음날 00 학병

원 호흡기내과를 방문하 을 때 양쪽 폐야에서 천명음이 약하게 들렸고 호흡음이 어들어 있었다.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다. 일주일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상 FEV1 1.63 L (50%), FVC 3.81 

L (82%), FEV1/FVC 43% 으며, 기 지확장제 투여 후 FEV1 1.80 L (55%)이었고 methacholine 기 지유발검

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흡연은 약 7갑년이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하에 기 지확장제, 테오필린 등의 

약물 치료를 시행하 다. 환자가  작업장에서 근무를 한지는 3개월째로 이 에 다른 부서에서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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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무를 나왔을 때에도 물이 나고 호흡곤란,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을 경험한 이 있었다고 한다.

  환자가 평소 별다른 호흡기계 증상 없이 건강하 으며, 화재 발생 직후부터 증상이 발생하 고 흡연량이 

많지 않다는  등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잘 맞지 않는 이 있다고 생각하여 증상 발생 6개월 후인 

2008년 3월 폐기능 검사를 재시행 하 다. 검사 결과 FEV1 3.21 L (99%), FVC 6.56 L (143%), FEV1/FVC 

49% 으며, 기 지확장제 투여 후 FEV1은 3.32 L (103%) 다. 일주일 간 약물투여를 단한 후에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는 FEV1 2.93 L (91%), FVC 6.7 L (146%), FEV1/FVC 44%, 25 mg/ml의 methacholine을 흡입

해도 FEV1은 2.52 L (−11%) 고, 기 지확장제 투여 후에는 430 ml (15%) 증가하 다. 재 환자는 퇴사 

후 약물치료 이며, 기침과 경한 호흡곤란은 지속되는 상태이다. 

  사업장은 라스틱 원재료를 생산하는 곳으로 PVC와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NBR)에 DEHP 등의 

첨가물을 배합한 후 압출/성형된 제품을 냉각 후 단하여 출하한다. 정상작업 시에 작업환경조사 결과 

기  DEHP의 농도는 0.039∼0.053 mg/m
3
로 노출기 인 0.5 mg/m

3
의 1/10정도 수 이었으며, 배합, 압출성

형, 배출 등 작업장 내 모든 공정에서 검출이 되었다. 이  압출성형 공정의 농도가 가장 높았다. 

  배합기 가열로 인해 PVC, NBR, DEHP 등 물질 자체 는 열분해 산물이 정상 작업에서와 달리 고농도로 

발생하면서 호흡곤란을 유발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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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의: DEHP-induced RADS

남 학교 의과 학 알 르기내과학교실

고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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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천식 감시체계 운영보고(2007년)

한양 학교 의과 학 산업의학교실

송      재       철

http://kowas.surveillance.or.kr

감 시 체 계

직업병 감시체계란?

: 직업병의 발생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

감시체계의 구체적 목적

1) 문제의 크기를 추정

2) 질병의 추세(유행)를 파악

3) 연구과제를 도출

4) 예방사업을 위한 목표를 설정

5) 의사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전달

“Information for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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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_직업성 천식

천식은 기도폐쇄 및 과민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

다요인성 질환(multifactorial disease) 

- 관련요인: 가족, 알러지, 환경, 영양, 사회경제, 심리적요인, 직업 등

성인천식의 약 4%가 직업과 관련될 것으로 추정

- 원인물질의 화학적 성상, 작업환경, 작업공정, 개인차에 따라 차이

전세계적으로 약 300가지 이상의 물질이 천식유발물질로 보고되고 있음

유발물질의 분류 : 고분자량물질과 저분자량물질

국내유병률 : isocyanate 2-13%, 곡물분진 약 14%, 반응성 염료 약 5%

http://kowas.surveillance.or.kr

영국의 직업성 천식 감시체계

* THOR: The Health and Occupation Reporting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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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의 직업성 천식 감시체계

1993-2006년까지의 발생양상의 변화

Updated 15. 11. 2007

http://kowas.surveillance.or.kr

영국에서의 직업성 천식 감시체계

2001-2006(01-03 vs. 04-06)년까지의 주요 천식 유발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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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ulation-based estimates suggest that 15%–23% of new-onset 
asthma cases  in adults are work related [American Thoracic Society 2004]. 
⊙ The SENSOR program has developed surveillance systems for WRA. 

미국의 직업성 천식 감시체계

보고자의 특성

http://kowas.surveillance.or.kr

미국의 직업성 천식 감시체계

환례의 직종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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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직업성 천식 감시체계

환례의 산업별 분포

http://kowas.surveillance.or.kr

미국의 직업성 천식 감시체계

천식유발물질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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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목 적

직업성천식감시체계를 구축

발생규모를 정확히 파악

직업성 천식을 조기에 발견

새로운 천식 원인을 규명

적절한 대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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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내용

기본요소 역할분담

직업성 천식 환례 정의 및 확인 산업보건 기관/전문가

↓

환례에 대한 추적조사 알레르기/호흡기 전문의

↓

사업장 및 천식유발 산업에 대한 중재 산업위생팀의 사업장 조사

↓

요약 자료분석 및 배포 천식감시본부/산업역학자

↓

광범위한 예방정책의 수립 및 환류 노동부/관련기관

구체적 연구내용

직업성 천식의 환례 정의

알레르기/호흡기전문의와 기존 지역감시체계와의

네트워크 구축

보고, 분석,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확진을 위한 환자의뢰체계 구축

직업성 천식 원인규명을 위한 작업환경 조사

작업환경 개선 및 역학조사를 위한 KOSHA 및

지방노동사무소와의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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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천식의 환례 정의

1) 의사에 의해서 천식진단이 된 경우

2) 천식증상과 작업 사이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

3)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함

① 작업장에서 기존 천식유발물질에 대한 노출력 (+)

② FEV1 or PEFR의 작업과 관련하여 변화 (+) 

③ 연속적인 기관지과민성

(예, serial Methacholine challenge test 검사 결과의 작업연관 변화) 

④ 특이유발검사 양성

⑤ 작업장 내 흡입자극물질에의 노출과 증상 발현과의 명백한 연관성

직업성 천식 감시체계
Korea Work-related Asthma Surveillance

4차년도(2007.1 - 2007.11)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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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직 및 감시체계 네트워크 구축

감시본부

산업안전공단

한양대산업위생팀 한양대 내과

직업성천식학회

근로복지공단지역감시체계
알레르기/호흡기

외래
산업의학외래산업보건기관

지역진단
(확진)기관

인천 산재승인자료대한직업환경의학
외래협의회

(KOEC)보건대행기관

특수검진기관

부산

지방노동사무소

http://kowas.surveillan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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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북 전남/북 대구/경북 부산/울산

알레르기외래

KOEC기관

알레르기 및 산업의학의사의 지역별 분포

알레르기내과알레르기내과:42:42명명

KOECKOEC회원기관회원기관: 20: 20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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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내과 및 지역감시체계의 지역별 분포

(19)
③

(1)
(1) 
①

(1)

(2)
③

(8)
③

(3) 
②②

(1) 
①

(0)
①

(2)
①

(2)

(0)
①

(2)
③

(0)
①

붉은색 원 : 지역감시체계

(   ): 알레르기전문의사 수 (총 42 명)

O  : KOEC 회원기관(총 20개)

인천

부산

창원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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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원 별 직업성 천식 보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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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환례의 지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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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관련성에 따른 보고건수

http://kowas.surveillance.or.kr

원인물질 별 천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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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천식 분포

기타산업(5) : 교육/의료/전기가스/
음식서비스/플라스틱제조 - 각 1례

직업성 천식 감시체계
Korea Work-related Asthma Surveillance

2004년-2007년, 4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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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연령별 비교

http://kowas.surveillance.or.kr

지 역 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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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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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물질 비교

직업성 천식 감시체계
Korea Work-related Asthma Surveillance

기타사항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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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페 이 지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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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2006년도 감시체계결과



송재철: 직업성 천식 감시체계 운영보고(2007년)

S 411

http://kowas.surveillance.or.kr

역학조사 시행

1. 보고일 : 2006년 5월 3일

2. 보고자 : 단국대병원 산업의학과 노상철 교수

3. 사업장 : 대한솔루션 당진공장(자동차 방음방진용 실내내장재 제조)

전국적으로 4개 사업장이 가동 중

4. 내용 : 2004년 4명의 근로자가 직업성 천식이 발생하여 감시본부에

보고되었으나 역학조사 시행되지 않음. 

2006년 다른 근로자에서 발생하여 감시본부로 역학조사 요청됨

5. 경과 : 2006년 10월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및 직업병 연구센터에서

역학조사 시행하였으며 현재 분석 진행 중임

6. 추정원인물질 : MDI

7. 작업환경측정 시행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http://kowas.surveillance.or.kr

1)  보고건수의 증가 : 일부 사업장에서의 집단 발생이 주요인으로 파악

2) 작업관련성은 여전히 Probable이상이 대부분임

3) 인구학적 특성 :
외국인근로자 4건 발생 / 50대 여성 다발

4) 지역 감시체계운영의 중요성 확인
(인천, 부산 지역 등 공장밀집)

5) 산재 환례의 기초자료 확보 곤란 - 산재 신청/추적 자료 확보 필요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발생에 대해서는 조사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마련 필요

6) 주요 천식유발 사업장에 대한 예방조치와 관련된 정보제공 필요

직업성천식감시의 결론



안    내

S 412

직업성천식 환례보고 안내

직업성천식감시본부

  산업안 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2004년에 시작된 직업성천식감시체계가 2008년에도 운 됩니다. 

한직업성천식학회, 산업의학외래 의회와 같이 한양  산업의학교실에 본부를 두고 운 하게 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극 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직업성천식 환례 보고방법]

주  소: 직업성천식감시본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17 한양 학교 의과 학 산업의학교실(우:133-791)

팩  스: 02-2220-4663 는 0303-0290-0663

이메일: kowas@surveillance.or.kr

  보고양식은 http://kowas.surveillance.or.kr의 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직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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