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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직업성천식폐질환학회 여러분!

 

  문명과 산업의 발 으로 우리나라도 직업의 다양화 그리고 여러 질병의 양상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 회장님들과 이사님들의 높은 안목과 헌신 인 노력, 그리

고 회원들의 깊은 심으로 17년  직업성천식연구회를 발족한 이후 많은 발 을 이

루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6월 학회 명칭을 “ 한직업성천식폐질환학회”로 개칭하여 더욱 폭넓고 많은 

연구와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이번 추계학술 회는 “직업성폐질환연구

소”와 공동개최를 함으로서 명실 공히 직업성 천식과 직업성 폐질환에 한 학술 회

로 자리매김을 하 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학회는 천식을 포함하여 직업성 폐질환의 반 인 역으로 확장하여 더욱 

더 발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합니다. 앞으로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직업성 폐질환에 

한 많은 연구와 직업성 폐질환 환자에 한 극 인 진료와 발굴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번 추계학술 회는 “Progress in the management of occupational asthma”와 “Re-

cently assessed occupational lung diseases in Korea- Asbestosis”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

최합니다. 한 자유 연제로 증례 발표와 토의를 비하 습니다. 다양한 의학 분야에 

종사하시는 회원 여러분들의 친목과 화합의 장이 됨과 더불어 직업성천식폐질환 최신 

지견을 획득하고 훌륭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발 된 학회를 이룩하여 주신 임회장님들, 이사님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다

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심과 극 인 참석을 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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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직업성천식 감시체계에 보고된 직업성천식 사례분석

한양 학교 의과 학 산업의학교실, 1가톨릭 학교 방의학교실

권순찬ㆍ송재철ㆍ김용규1

서      론

  천식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가족, 알 르기, 환경, 양, 사회경제, 심리, 직업 등의 험요인

이 련된다. 천식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최근 20년간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

서는 재 1,000만 명 이상의 성인이 천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2∼15%가 직업 인 노출과 

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게는 약 2만명 정도의 근로자가 직업성천식으로 고통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업성천식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 으로 가역 인 기도기능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천식이 존재하고 이것이 작업 환경과의 련성이 인정되면 직업 련성을 의심할 수 있다. 기존에 천식이 없다가 

작업  발생한 내인성 천식  기존 천식이 작업장에서 악화된 천식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천식유발물질에 

노출 된 후 증상이 발 하기까지의 잠복기에 따라 감작제유발성천식과 자극제유발성천식으로 나 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직업성천식감시체계가 생기기 인 1978년에 폴리우 탄 도장공정에서 직업성천식이 처음 

발견되었고, 이후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부분이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s)와 반응성 염료에 의한 

직업성천식이었다. 직업성천식감시체계가 한시 으로 운 되던 1998년을 제외하고 직업성천식감시체계가 

체계 으로 운 되기 시작한 2004년 이 에는 우리나라의 직업성천식의 발생 규모  원인물질에 한 

통계는 산재자료 외에는 없었으며 일부 지역감시체계의 상으로 국내 직업성천식에 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 직업성천식에 한 반 인 특성에 한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2004년부터 산업안 보건연구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국내 직업성천식감시체계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

내 직업성천식의 반  특성을 기술하고 향후 안정정인 직업성천식감시체계를 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감시체계의 운영

  재 운 되고 있는 직업성천식감시체계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알 르기  호흡기외래, 산업의학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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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의사에 의해서 천식진단이 된 경우 

 B. 천식증상과 작업 사이의 련성이 있는 경우 

 C. 다음  하나 이상을 만족함

  ① 비특이 유발검사(메타콜린유발검사)

  ② 작업  연속 측정한 FEV1이나 PEFR에서 의미있는 변화

  ③ 작업  연속 으로 시행한 비특이  유발물질에 의한 유발 시험에서 작업과 련되어 기도 반응성의 의미있는 변화

  ④ 환자가 작업장에서 노출되고 있는 물질로 특이 유발시험을 했을 때 양성반응

Table 1. 직업성천식의 환례정의

C1) 새 직장에 입사하기 2년 부터 천식증상이 있거나 치료하던 자가 입사 후 증상  약물이용이 증가

C2) 고농도의 자극성 가스, 흄, 연기 등에 1회 노출 후 24시간 내에 발생하고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천식 

C3) 이미 직업성천식과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에 한 작업장 노출의 존재

C4) 연속 으로 측정된 FEV1 는 PEFR의 작업 련 변화

C5) 연속  비특이 흡입 유발검사시 기 지 반응성의 작업 련변화

C6) 사업장 노출물질에 한 특이 흡입 유발검사시 양성반응 

Table 2. 직업성천식의 분류기

래, 근로복지공단, 산업보건기 , 지역감시체계기 (2004년 4곳: 인천, 구미, 부산, 마산에서 2005년 2곳: 

인천, 부산으로 어듦)을 통해 보고된 직업성천식 260건을 분석 상으로 하 다. 직업성천식으로 보고할 

수 있는 환례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례정의 및 작업관련성 평가

  직업성천식의 조작  환례정의는 미국산업안 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에 의해 개발되어 미국의 6개주에서 감시체계에 이용되고 있으며, 직업성천식감시체계 기

부터 용되는 정의이다. 직업성 천식의 환례정의는 다음과 같다(Table 1).

  직업성천식 즉 작업 련성천식은 2008년도 ‘Chest’지에 실린 미국흉부학회의 직업성 천식 분류기 을 

도입하 다. 이 에 있던 천식이 작업에 의해 악화되어 약물용량이 증가하여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때를 

작업악화성천식(Work exacerbated asthma, Work aggravated asthma), 그리고 직업에 종사하고 새로이 발생한 

천식을 직업성천식(NOA : Newly Onset Occupational Asthma)이라고 하며 그 에 잠복기가 짧은 자극제에 

의해 유발된 천식을 자극제유발성천식(Irritant-induced asthma, IIA), 그 에서 고농도의 자극제에 노출된후 

48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반응성기도부 증후군(Reactive airway dysfunction syndrome: RADS)이라 한

다. 한 감작제에 노출된 후 수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 된 내인성 천식을 자극제유발성천식

(Sensitizer-induced asthma, SIA)이라고 한다. 

2. 직업성천식의 연관성 분류

  직업성천식의 연 성은 직업성 천식의 분류기 (Table 2)을 참고하여 천식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물질인

가의 여부와 직업과의 연 성을 객 성 정도로 가늠하며, 연 성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 Definite: 천식을 유발한다고 기존의 알려진 물질에 직업 으로 노출되면서 직업 연 성의 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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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직업성천식의 환례확인  확진 과정.

증거가 명백히 있다(천식 분류기  C4, C5, C6번 2개 이상 만족).

  ② Probable: 천식을 유발한다고 기존의 알려진 물질에 직업 으로 노출되면서 직업연 성의 객 인 

증거가 어느 정도 있다(천식 분류기  C4, C5, C6번 1개 이상 만족).

  ③ Possible: 천식을 유발한다고 기존의 알려지지 않은 물질에 직업 으로 노출되면서 직업 연 성의 

객 인 증거가 어느 정도 있다(천식 분류기  C4, C5, C6번 1개 이상 만족).

  ④ Suspicious: 천식을 유발하는 것으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물질에 직업 으로 노출되면서 직업연 성

의 객 인 증거가 없으나 그래도 의심이 된다.

3. 직업성천식의 환례 확인과정

  직업성천식의 환례 확인과정을 도식 으로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천식으로 진단하고 작업 련성이 

있다고 단되면 기존 천식의 유무를 따져 작업악화성 천식과 새로이 발생한 직업성천식으로 나 며 새로

이 발생한 직업성천식은 잠복기와 유발물질을 고려하여 자극제유발성천식과 감작제유발성천식으로 나

다. 자극제유발성천식  고농도의 가스를 흡입하고 24시간 내에 증상이 발 될 경우 반응성기도부 증후

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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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5 '06 '07 '08 '09 계

남성

여성

29 (72.5)

11 (27.5)

38 (73.1)

14 (26.9)

24 (66.7)

12 (33.3)

40 (69.0)

18 (31.0)

21 (80.8)

 5 (19.2)

15 (53.6)

13 (46.4)

167 (69.6)

 73 (30.4)

계 40 (100) 52 (100) 36 (100) 58 (100) 26 (100) 28 (100) 240 (100)

Table 3. 연도별 성별 분포(N=240) 단 : 명(%)

'04 '05 '06 '07 '08 '09 계

20∼29

30∼39

40∼49

50∼59

60∼

미확인

 2 (5.0)

 8 (20.0)

13 (32.5)

13 (32.4)

 3 (7.5)

 1 (2.5) 

 5 (9.6)

14 (26.9)

14 (26.9)

13 (25.0)

 6 (11.5)

 0 (0.0)

 3 (8.3)

10 (27.8)

13 (36.1)

10 (27.8)

 0 (0.0)

 0 (0.0)

11 (19.0)

14 (24.1)

21 (36.2)

 9 (15.5) 

 3 (5.2)

 0 (0.0)

 4 (15.4)

 4 (15.4)

 7 (26.9)

 8 (30.8)

 3 (11.5)

 0 (0.0)

 5 (17.9)

 3 (10.7)

 6 (21.4)

12 (42.9)

 2 (7.1)

 0 (0.0)

 30 (12.5)

 53 (22.1)

 74 (30.8)

 65 (27.1)

 17 (7.1)

  1 (0.4)

계 40 (100) 52 (100) 36 (100) 58 (100) 26 (100) 28 (100) 240 (100)

Table 4. 연도별 연령별 분포(N=240) 단 : 명(%)

'04 '05 '06 '07 '08 '09 계

서울/경기

인천

/충청

주/ 라

부산/울산/경상

 7 (17.5)

18 (45.0)

 5 (12.5)

 1 (2.5)

 9 (22.5)

20 (38.5)

16 (30.8)

 3 (5.8)

 7 (13.5)

 6 (11.5)

 9 (25.0)

14 (38.9)

 4 (11.1)

 2 (5.6)

 7 (19.4)

31 (53.4)

 6 (15.5)

 3 (5.2)

 6 (10.3) 

 9 (15.5)

14 (53.8)

 0 (0.0)

 6 (23.1)

 2 (7.7)

 4 (15.4)

18 (64.3)

 1 (3.6)

 2 (7.1)

 4 (14.3)

 3 (10.7)

 99 (41.3)

 58 (24.2)

 23 (9.6)

 22 (9.2)

 38 (15.8)

계 40 (100) 52 (100) 36 (100) 58 (100) 26 (100) 28 (100) 240 (100)

Table 5. 연도별 지역별 분포(N=260)

감시체계의 운영 결과(2004∼2009)

  지난 6년 동안 연인원 총 260건의 직업성 천식환례가 보고되었다. 2004년에 41건 2005년에 53건, 2006년

에 40건, 2007년에 66건, 2008년에 28건, 2009년에 32건이 보고되었으며 뚜렷한 증가나 감소의 추세는 보이

고 있지 않으나 최근 2년간의 보고건수는 조한 편이었다. 감시체계 2차년도인 2005년부터 작년에 보고된 

사례가 다시 감시체계로 보고된 경우가 20건 있었는데 주로 외래에서 보고된 사례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어 보고된 사례가 부분이었고 다른 의사에 의해 같은 환자가 복되어 다른 년도에 보고된 경우도 

있었다. 감시체계에 보고된 실인원인 총 240건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연령별 분포는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남성이 167명(69.6%)으로 여성 73명(30.4%)

에 비해 두 배 이상을 나타내었고, 연령 분포는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40 가 가장 많은 

74명(30.8%)이었으며 50  65명(27.1%), 30  53명(22.1%)의 순이었다(Table 3, 4).  

  6년간 보고된 환례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이 157건(65.5%)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에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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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5 '06 '07 '08 '09 계

Definite

Probable

Possible

Suspicious

Unclassified

11 (27.5)

24 (60.0)

 2 (5.0)

 0 (0.0)

 3 (7.5)

24 (46.2)

24 (46.2)

 2 (3.8)

 1 (1.9)

 1 (1.9)

26 (72.2)

 4 (19.4)

 2 (5.6)

 1 (2.8)

 0 (0.0)

46 (79.3)

 4 (6.9)

 7 (12.1)

 1 (1.7) 

 0 (0.0)

17 (65.4)

 7 (26.9)

 2 (7.7)

 0 (0.0)

 0 (0.0)

 9 (32.1)

18 (64.3)

 0 (0.0)

 1 (3.6)

 0 (0.0)

133 (55.4)

 84 (35.0)

 15 (6.3)

  4 (1.7)

  4 (1.7)

계 40 (100) 52 (100) 36 (100) 58 (100) 26 (100) 28 (100) 240 (100)

Table 6. 연도별 작업 련성별 분포 단 : 명(%)

보고연도

보고원*
'04 '05 '06 '07 '08 '09 계

알 르기 는 호흡기내과

산업의학외래

지역감시체계 

산재보상자료

19 (47.5)

14 (35.0)

23 (57.5)

22 (55.0)

34 (65.4)

 8 (15.4)

15 (28.8)

22 (42.3)

16 (44.4)

 9 (25.0)

12 (33.3)

17 (47.2)

22 (37.9) 

19 (32.8)

 7 (12.1)

19 (32.8)

 8 (30.8)

 8 (30.8)

 0 (0.0)

11 (42.3)

17 (60.7)

 1 (3.6)

 0 (0.0)

10 (35.7)

116 (48.3)

 59 (24.6)

 57 (23.8)

101 (42.1)

계 40 52 36 58 26 28 240

* 복 보고 가능.

Table 7. 연도별 지역별 분포(N=260)

경기 지역이 차지하는 비 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나 다른 지역의 보고감소에 의한 상으로 악된다. 

부산, 울산, 경상지역과 인천지역의 보고감소 상이 찰되는데 이는 부산  인천 지역 질병 감시체계에

서 직업성천식의 보고가 최근 어든 상을 원인으로 악하고 있다(Table 5).   

  작업 련성의 크기는 체 으로 definite가 133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probable이 84

건(35.0%)이 보고되었으며 definite와 probable이 체의 90.4%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비교

하면 definite는 기 2년에 비해 기 2년에서 증가하 고 6차년도인 2009년도의 감소가 찰되나 반

으로 직업성감시체계 기년도에 비해 후기년도로 갈수록 확실한 증례만을 보고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6).

  보고원에 따른 분포를 보면 다  보고를 고려하 을 때 알 르기 내과  호흡기내과 의사에 의한 보고

가 116건(48.3%)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산재보상자료가 101건(42.1%)이었으며, 

산업의학외래가 59건(23.1%), 지역감시체계가 59건(24.6%)이었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지역감시체계에 의

한 보고가 계속해서 고 있으며 최근 2년간은 보고가  되지 않았다. 지역별 분포에서 부산지역과 

인천지역이 감소한 것과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Table 7). 

  직업성천식감시체계에 보고된 직업성 천식 유발물질은 이소시아네이트 계열이 108건(45.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곡물 분진이 21건(8.8%)이었다. 속류는 15건(6.3%)이었으며 크롬, 코발트, 알루미

늄, 니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반응성 염료가 11건(4.6%)이었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이 8건이었는데 휘발유, 유기용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보고하 다. 

페인트도 7건(2.9%)이 보고되었으며 미확인된 화학물질이 8건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페인트처럼 화학물

질이지만 물질에 한 세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247건(10.0%)을 차지하고 있었다. 약재가 8건



대한직업성천식폐질환학회 추계학술대회

S 508

보고연도

원인물질
'04 '05 '06 '07 '08 '09 계

Isocynates

Flour/grain

Metals

Reactive dyes

Paints

Drugs

Adhesives

Wood dusts

Other LMW* agents

Other HMW
†

 agents

Unidentified agents

Irritants

Agents causing WEA
‡

25 (62.5)

 0 (0.0)

 2 (5.0)

 3 (7.5)

 1 (2.5)

 0 (0.0)

 1 (2.4)

 3 (7.5)

 1 (2.5)

 1 (2.5)

 1 (2.5)

 1 (2.5)

 1 (2.5)

25 (62.5)

 0 (0.0)

 2 (5.0)

 5 (9.6)

 3 (5.8)

 1 (1.9)

 3 (5.8)

 1 (1.9)

 6 (1.5)

 1 (1.9)

 6 (1.5)

 2 (3.8)

 0 (0.0)

20 (55.6)

 2 (5.6)

 3 (8.3)

 3 (8.3)

 1 (2.8) 

 0 (0.0)

 0 (0.0)

 2 (5.6)

 0 (0.0)

 2 (5.6)

 3 (8.3)

 0 (0.0)

 0 (0.0)

24 (41.4)

15 (25.9)

 2 (3.0)

 0 (0.0)

 2 (3.0)

 3 (4.5)

 2 (3.0)

 0 (0.0)

 8 (13.8)

 0 (0.0)

 2 (3.4)

 1 (1.7)

 1 (1.7)

11 (42.8)

 0 (0.0)

 3 (11.5)

 0 (0.0)

 0 (0.0)

 2 (7.7)

 1 (3.8)

 0 (0.0)

 1 (3.8)

 0 (0.0)

 6 (23.1)

 2 (7.7)

 0 (0.0)

 7 (25.0)

 3 (10.7)

 3 (10.7)

 0 (0.0)

 1 (3.6)

 2 (7.7)

 0 (0.0)

 0 (0.0)

 2 (7.1)

 5 (17.9)

 2 (7.1)

 1 (3.6)

 2 (7.1)

108 (45.0)

 21 (8.8)

 15 (6.3)

 11 (4.6)

  7 (2.9)

  8 (3.3)

  6 (2.5)

  6 (2.3)

 18 (7.5)

  9 (3.8)

 20 (8.3)

  7 (2.9)

  4 (1.7)

계 40 (100) 52 (100) 36 (100) 58 (100) 26 (100) 28 (100) 240 (100)

*LMW, Low molecular weight, molecular weight more than 10 kd, 
†

HMW, High molecular weight, 
‡

WEA, Work-exacerbated 

asthma.

Table 8. 연도별 직업성천식 유발물질의 분포 단 : 건(%)

'04 '05 '06 '07 '08 '09 계

SIA*

IIA
†

WEA‡

미확인

36 (90.0)

 1 (2.5)

 1 (2.5)

 2 (5.0)

47 (90.4)

 2 (3.8)

 0 (0.0)

 3 (5.8)

34 (94.4)

 0 (0.0)

 0 (0.0)

 2 (5.6)

56 (96.6)

 1 (1.7)

 1 (1.7)

 0 (0.0) 

23 (88.5)

 2 (7.7)

 0 (0.0)

 1 (3.8)

25 (89.3)

 1 (3.6)

 2 (7.1)

 0 (0.0)

221 (92.1)

  7 (2.9)

  4 (1.7)

  8 (3.3)

계 40 (100) 52 (100) 36 (100) 58 (100) 26 (100) 28 (100) 240 (100)

*SIA, Sensitizer-induced asthma, †IIA, Irritant-induced asthma, ‡WEA, Work-exacerbated asthma.

Table 9. 연도별 직업성천식 유발물질의 분포 단 : 건(%)

(3.3%)이 보고되었는데 효소류(enzymes)가 4건, 항생제가 2건, propranolol이 2건이었다. 본드가 6건(2.5%)이 

보고되었는데 그  순간 착제로 불리는 cyanoacrylate가 3건이었다. 그 외에 밝 진 화학물질이 6건 보고

되었는데 그 에서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persulfate가 3건, 발포제로 사용하는 azodicarbonamide, 와인제조

에 사용하는 아황산염, 화학약품제조에 사용하는 phthalic anhydride가 각각 1건씩 보고되었다. 보고된 

천식유발 물질 에서 자극제유발성천식(irritant incuced asthma: IIA)을 유발하는 자극제가 7건(2.9%)이었으

며 작업악화성천식(work exacerbated asthma: WEA)을 유발한 물질이 4건(1.7%)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 동물

성 항원이 2건(0.8%), 식물성 항원이 2건(0.8%), 용 흄이 2건(0.8%) 보고되었다(Table 8). 

  연도별로 천식유발물질의 보고 황을 보면 이소시아네이트류는 직업성천식감시체계 1차년도인 2004년

부터 6차년도인 2009년까지 꾸 히 가장 높은 빈도로 보고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다른 물질에 의한 직업

성천식의 보고가 늘어나면서 비 이 다소 어드는 양상이다. 곡물성 분진은 2007년도 제빵업체의 역학조

사를 통해 많은 환례가 보고된 2007년에 15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꾸 히 많은 환례가 

보고되고 있다. 속류는 1차년도에서 최근의 6차년도로 갈수록 비 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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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Age Agents Diagnosis 공정 보고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m/33

m/56

m/39

f/45

m/61

m/53

m/66

m/34

f/57

f/54

m/40

Phosgen gas

Cholrine gas

Ammonia gas

Bleach

DEHP
‡

, NBR
§
, PVC

∥

복합물질

Fire (smoke)

이상기압

콜릿 가루

집먼지 진드기, 화분

복합물질

IIA*

IIA*

IIA* (RADS
†

)

IIA*

IIA* (RADS
†

)

IIA* (RADS
†

)

IIA*

WEA
¶

WEA
¶

WEA
¶

WEA
¶

시설 리

폐수처리

열처리

요식업

합성수지 반제품 생산

미상

산불진압

시설보수

아이스크림공장

도장

바닥연마

2004

2005

2005

2007

2008

2008

2009

2004

2007

2009

2009

*IIA, Irritant-induced asthma, 
†

RADS, Reactive airway dysfunction syndrome, 
‡

DEHP, di-(2-ethylhexyl) phthalate, 
§
NBR,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

PVC, Polyvinylchoride, 
¶
WEA, Work exacerbated asthma.

Table 10. IIA와 WEA 환례들의 특징

5차년도와 6차년도의 총 보고건수가 어 정확한 경향은 악하기 힘들다. 최근 3년간 반응성 염료와 목재

분진의 보고가 1건도 없다는 것도 특징 이다(Table 8). 

  직업성천식을 감작제유발성천식, 자극제유발성천식, 작업악화성천식으로 구분하여 보면 반응성기도부

증후군을 포함하는 자극제유발성천식은 7건(2.7%)으로 2005년을 제외하면 연도별로 꾸 히 보고되고 있었

으며 작업악화성천식은 4건(1.5%)으로 2004년에 1건, 2007년에 1건, 2009년도에 2건이 보고되었다(표 9). 

  자극제유발성천식과 작업악화성천식을 자세히 보면 직업성천식감시체계에 반응성기도부 증후군으로 

보고한 3건 이외에 반응성기도부 증후군 발병 후 기 지천식으로 바  1건, 직업성 천식으로 보고하 으

나 잠복기가 짧고 유발물질이 자극성 물질로 자극제유발천식으로 분류 가능한 2건이 있었다. 자극제로는 

포스겐, 염소, 암모니아 등의 가스 등이 있었으며 소  ‘락스’라고 불리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인 세척제와, 

합성수지 반제품 생산 과정  생성된 복합물질 는 열분해 산물 등이 있었다. 기존에 천식이 있다가 

작업에 의해 천식이 악화된 작업악화성천식의 원인으로는 이상기압, 사업장 내의 집먼지진드기와 화분, 

콜릿 가루, 복합물질 등이 있었다(Table 10).

결      론

  최근 6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밝 진 국내 직업성 천식의 특징은 기존의 국내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천식유발물질의 분포는 표 인 천식유발 물질인 이소시아네이트계 물질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강성규 등의 45.5%  김형렬 등의 43.0%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 이다. 한 연령

별로 균일한 양상,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많은 , 원인물질로는 이소시아네이트가 높은 유율을 보이

는 것도 각 연구마다 유사하 다. 그러나 이번 연구기간 azodicarbonamide와 같은 발포제, cyanoacrylate와 

같은 순간 착제, persulfate와 같은 염색약 성분 등이 새로 발견되었다. 이  azodicarbonamide는 국에서 

1980년  반까지 보고되었으나 최근에는 보고가 되지 않는 물질이다. 한 자극제유발성천식의 보고도 

계속 있었다. 반응성기도증후군은 자극제유발성천식 에 특히 잠복기가 24시간 미만의 것을 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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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천식감시체계를 통하여 반응성기도부 증후군 3건이 보고되었으며 이외에 유발물질과 잠복기를 고

찰하여 본 결과 4건의 자극제유발성천식도 직업성천식감시체계를 통해 확인되어 총 7건(2.7%)이 자극제유

발성천식이었다. 국내 반응성기도부 증후군 환례의 유발물질로는 이소시아네이트, 염소가스, 화재, 바퀴

벌  훈연 살충제 등이 있었다. 특히 직업성감시체계를 통해 국내에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에 의한 

감작제유발성천식이 보고되었는데 합성수지 복합물들에 의한 반응성기도부 증후군과 암모니아 가스, 포

스겐 가스, 락스 등에 의한 자극제유발천식이었다. 반응성기도부 증후군은 체 직업성 천식의 약 5∼

18%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보고자가 심을 가지고 근한다면 직업성천식감시체계를 통해 보고

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보고건수가 낮은 원인은 일반 인 천식과 진행과정이 달라 증상이 

조기에 소실될 수 있는 , 원인물질을 정확하게 악하기 힘든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 작업악화성천

식의 보고건수도 4건(1.7%)이 있었으며 의사가 기존에 천식이 있던 근로자가 작업에 의해 악화된 천식은 

작업 련성천식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낮은 , 근로자가 본인의 천식의 악화를 작업에 의한 것으로 인지하

지 못하는  등이 보고 건수가 낮은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직업성천식의 성별, 연령별 발생을 살펴보면 체 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3배정도 많고, 20 에 비해 

40  이상이 1.5배정도 많은 양상을 보인다. 이는 성별 편향이 아니라 노동인구의 구성이 남성이 많고, 

40  이상의 노동인구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개의 호흡기계 질환이 흡연, 환경노출 등과 련해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가 르게 증가하는 양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직업성천식 유발물질은 국가별, 시기별로 다를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동식물성 천식 유발물질이 70%이

상을 차지하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29%, 국에서는 17%, 미국에서는 3%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차이

는 핀란드는 농업이 산재보험에 포함되어 있고 체 노동력에서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 이 큰 데에서 비롯

된다. 반면에 미국의 감시체계인 SENSOR는 병원  의사에 의한 보고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 업자나 

보험 미 가입 근로자는 작업 련성을 조사하기 한 정 검사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핀란드

를 제외하면 어느 국가든 가장 많은 천식유발물질은 이소시아네이트계 물질로 체의 약 20∼25%를 차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이소시아네이트계 물질이 약 40∼50%를 차지하는 국가는 흔하지 않다. 이는 

다른 물질에 의한 직업성 천식보다는 이소시아네이트계 물질에 의한 천식이 의사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노출공정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산재승인과정에서도 작업장에 해당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감시체계 자료는 의사에 의해 보고되는 직업성천식 환례를 과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개선

하기 해서는 의사들이 직업성천식으로 의심하여 진단한 환례들을 모두 보고하고, 천식입원환자들의 의무

기록을 검토하며, 건강보험환자들의 외래의무기록에 한 극 인 검색을 독려하기 한 추가 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지역감시체계를 통한 보고가 히 낮아지고 있는 , 원인물질과 작업 련성이 명확한 

환례만을 보고하려는 경향도 직업성천식감시체계의 보고건수를 낮추는 향으로 단된다. 한 최근 2년

간 경제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직업성질환에 한 산재신청 자체가 낮아진 것도 원인으로 생각된다. 

  직업성천식감시체계의 활성화를 해 필요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작업 련성천식이 기존의 새로 발

생한 감작제유발성천식 주 는데 보고자들에게 지속 인 홍보를 통해 자극제유발성천식과 작업악화성

천식의 보고를 늘려야 할 것이며, 감작제유발성천식, 자극제유발성천식, 작업악화성천식 각각의 천식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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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종류와 임상양상, 직업성천식 리방안, 산업보건 리지침 등의 가이드라인이 구체 으로 제시되

고 홍보되어야 할 것이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물질에 한 지속 인 역학조사를 통해 새로운 직업성천식 

유발물질을 발견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직업성천식감시체계의 6년간의 운 과정을 통한 경험

을 보완  체계의 개선을 통해 정확한 국내 직업성 천식의 특성  규모 악과 변화양상을 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6년간의 직업성천식감시체계 운 을 통해 얻은 성과는 숨어있던 환례를 찾아낸 것 외

에, azodicarbonamide 노출 등 국내에서 새로이 발견된 환례를 발견하 고 제빵공장의 집단발생 등 여러 

차례의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었다. 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산업안 보건연구원에서 수행

한 역학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직업성천식의 역학조사와 업무 련성평가를 한 지침을 개발하 고, 우리나

라에서 발생한 환례를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 이다. 이 자료는 직업성천식 의심

환자의 업무 련성평가에 활용될 것이다. 직업성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요인을 정리하 으며 이는 

직업성천식 환자  사업장 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천식유발물질 반에 한 산업보건학  정보를 

제공하고, 각각의 천식유발물질의 목록을 정리 제시하며, 흔한 천식유발물질의 노출  노출량 평가방법, 

천식의 진단ㆍ검사방법, 건강상의 향, 건강 리  작업환경 리에 한 최신자료를 확보하여 유해인자

별 산업보건 리에 한 지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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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ormality Latency (years)
Approximate frequency in 

asbestos-exposed workers (%)

Benign pleural effusion 

Pleural plaques 

Calcified pleural plaque 

Diffuse pleural thickening 

Asbestosis 

Lung cancer 

Mesothelioma 

 5 to 20

15 to 30

20 to 40

10 to 40

20 to 40

>15

15 to 40

3%

16 to 80%

10 to 50%

 7 to 13%

15 to 30%

20 to 40% (lifetime risk)

10% (lifetime risk)

Table 1. Pleuropulmonary complications of asbestos exposure

Radiologic Findings of Asbestosis

동국 학교 

김      정      숙

   석면(asbestos)은 우리가 사는 곳 어디에나 존재하는 물질로, 흉막과 폐실질에 병변을 유발한다. 흉막에

는 양성흉막삼출(benign asbestos-related pleural effusion), 흉막 (pleural plaque), 미만성 흉막비후(diffuse 

pleural thickening), 원형무기폐(round atelectasis), 피종(mesothelioma) 등이 발생한다. 폐실질에는 석면폐증

(asbestosis)과 폐암이 생긴다. 이  원형무기폐는 폐실질에 발생하지만, 흉막삼출이나 흉막비후 등의 흉막

질환의 결과로 발생하므로 흉막질환으로 분류한다.

  각질환의 잠복기는 양성흉막삼출이 10년 후로 가장 짧으며, 그 밖의 부분의 질환은 20년 후의 

잠복기를 보인다. 이  흉막 이 석면에 의해 생기는 가장 흔한 질환이다. 다음으로 폐암, 석면폐증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성흉막삼출이 가장 낮은 발생빈도를 보인다(Table 1). 이  폐암과 피

종이 가장 심각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폐증은 석면분진 흡입에 의한 폐실질의 미만성 간질성 섬유화로 폐실질에 생기는 가장 요한 변화

다. 석면노출로부터 20년이 지난 후부터 발생하며, 석면에 고농도로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한다. 노출

된 석면의 양과 석면폐증의 발생은 련이 있고, 흉막질환의 유무  증도가 석면폐증의 유무  증도

와 연 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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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의 임상진단

  석면폐증의 임상진단은 1986 미국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 ATS)에서 채택한 진단 기 을 따

른다. 이 기 은 1) 석면에 노출된 합당한 병력이 있고, 석면 노출과 석면폐증의 발생 사이에 한 시간간

격이 있어야 하며, 2) 단순흉부촬 에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분류에 따른 

s, t, u 형태의 소음 이 양 으로(profusion) 1/1 이상으로 찰되며, 3) 폐기능검사에서 강제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이 정상 이하로 감소되는 제한성 폐기능장애를 동반하고, 확산능(diffusing capacity)이 정상 

이하로 감소되어 있으며, 4) 청진상 폐 후하방에서 양측성 들숨 수포음(late or pan inspiratory crackle)이 

들리면 병리학  확진 없이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 은 다른 원인에 의한 폐섬유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기 는 경미한 석면

폐증의 경우에는 폐기능의 감소나 단순흉부촬 의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석면폐증의 

진단에 제한이 있다.

석면폐증의 단순흉부촬영 소견

  석면폐증은 단순흉부사진상 불규칙한 혼탁(irregular opacities)이나 망상의 혼탁(reticular opacities)이 주로 

폐하부에 찰된다. 진행된 경우 벌집모양(honeycombing)의 음 이 보인다. 석면폐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흉막 이나 흉막 비후 등의 흉막의 변화가 부분 찰되지만, 10% 후에서는 흉막의 변화가 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흉부사진은 석면폐증의 진단에는 질병특유의 소견이 없어 민감도가 떨어지는 검사이다. 단

순흉부사진을 이용한 직업성 폐질환의 진단에 사용하는 국제노동기구의 분류법은 석면폐증의 진단에서는 

특이도(specificity)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리학 으로 진단된 석면폐증의 10∼20%에서 단순흉

부사진상 정상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Kipen 등의 보고에 의하면 폐생검으로 증명된 폐섬유화  

18%가 단순흉부사진상에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고, 80%에서 단순흉부사진의 폐섬유화와 병리학  폐섬유

화의 등 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 다. 따라서 단순흉부사진은 석면폐증을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단순흉부사진상 폐섬유화가 찰되지 않는 경우도 석면폐증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단순흉부사진의 제한 에도 불구하고, 단순흉부사진은 석면노출의 표지자인 흉막질환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석면폐증, 폐암, 피종, 흉막병변  원형무기폐 등의 석면 노출로 인한 합병증의 유무와 

그 정도를 아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이다. 한 석면 노출력이 있는 환자에서 단순흉부사진상 석면폐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고, 이에 합당한 제한성 폐기능장애와 수포음이 들리면 석면폐증을 진단하기 한 추가

인 검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단순흉부사진상 흉막변화가 심해서 폐실질의 변화

를 알기 어려운 경우나 석면폐증을 진단하기에 폐실질 병변이 불확실한 경우는 추가 인 산화단층촬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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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의 고해상전산화단층촬영 소견

  석면폐증은 고해상 산화단층촬 (high-resolution computed tomography, HRCT)상 기에 가슴막   같

은 혼탁(subpleural dotlike opacities)  가슴막  곡선음 (subpleural curvilinear opacities)이 보인다. 차 진

행되면 소엽내 간질비후(intralobular interstitial thickening or intralobular lines)와 소엽간 격비후(interlobular 

septal thickening)가 찰된다. 섬유화가 좀더 진행되면 폐실질밴드(parenchymal bands), 벌집모양음 과 견

인 기 지확장증(traction bronchiectasis)이 찰된다. 젖빛유리혼탁(ground-glass opacity, GGO)은 부분 망

상 혼탁, 견인 기 지확장증  벌집모양음 과 함께 보이며, 단독으로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석면

폐증에서 보이는 젖빛유리혼탁은 산화단층촬  해상도 이하의 미세한 섬유화를 시사한다. 이러한 산

화단층촬 의 이상소견은 폐 하부 후방기 부 가슴막 (lower lung posterior basal subpleural portion)에 주로 

생기고 진행되면 폐 엽과 상부까지 침범하고, 양측성으로 칭 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석면폐증

이 폐의 후하방을 폐 방보다 잘 침범하고 폐 후하방이 기 변화가 나타나는 부 이므로, 아래쪽 무기폐

(dependent atelectasis)와 감별이 어렵다. 따라서 이 둘의 감별을 해 일상 인 앙와 (supine position) 산

화단층촬 과 더불어 복와 (prone position) 산화단층촬 을 추가로 촬 하는 것이 요하다.

  병리학 으로 기 소견인 가슴막   같은 혼탁은 석면이 흡입된 후 호흡세기 지(respiratory 

bronchiole)에 석면이 침착되어 심소엽성(centrilobular)  세기 지주  섬유화(peribronchiolar fibrosis)가 

발생하여 나타나는 음 이며, 가슴막  곡선음 은 세기 지주  섬유화가 공기공간(air space)과 폐포간질

(alveolar interstitium)을 따라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소견이다. 폐실질밴드는 소엽간 격(interlobular septa)이 

비후되면서 기 지 다발(bronchovascular bundle)을 따라 섬유화가 진행되어 나타나는 반흔으로 흉막

이나 장측흉막비후에 인 한 부 의 무기폐에 의해 나타나는 소견이다.

  그러나 석면폐증은 다른 원인에 의한 폐섬유화, 특히 특발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과 

상의학 소견과 병리학 으로 유사하여 구별하기 어렵다. 기 지폐포 세척액(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 fluid)에서 석면소체(asbestos body)나 석면섬유(asbestos fiber)가 나오면 확진이 가능하다. 상의

학 소견과 병리학  소견은 석면폐증과 특발폐섬유증이 유사하여 감별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두 질환은 병의 진행과 치료 과정이 서로 다르다. 석면폐증은 서서히 시작해서 서서히 진행되며, 석면노출

을 차단시키는 것이 치료다. 반면 특발폐섬유증은 다양한 병의 시작과정을 보이며 속하게 진행되고, 치

료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며 cyclophosphamide나 azathioprine을 병행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두 질환의 

감별은 요하다. Akira 등은 석면폐증과 특발폐섬유증이 상의학 소견상 구별이 되지 않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흉막의 변화를 제외한 폐실질 소견만으로 석면폐증과 특발폐섬유증를 감별할 수 있는 산

화단층촬  소견이 있는지를 발표하 다. 이들 발표에 의하면, 가슴막   같은 혼탁  가슴막  곡선음

과 폐실질밴드가 특발폐섬유증보다 석면폐증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소견이다. 이러한 소견이 서로 동반

되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석면폐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 다. 반면에 육안으로 찰되는 세기 지(visible 

bronchioles), 폐경화 내에 보이는 세기 지확장증(bronchiolectasis within consolidation)과 벌집모양음 이 특

발폐섬유증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소견이고, 이러한 소견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 특발폐섬유증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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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더 높다고 하 다. 그러나 젖빛유리혼탁, 소엽간 격비후  폐기종(emphysema)은 두 질환에서 비슷

한 정도로 찰되므로 두 질환의 감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 다. al Jarad 등은 그 밖에 석면폐증에서 

폐실질밴드가 특발폐섬유증에서 보다 많이 나타나고, 젖빛유리혼탁이 상 으로 게 나타난다고 하 다.

  석면폐증과 특발폐섬유증를 폐실질의 병변만으로 구별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별은 쉽지 

않다. 석면노출의 기왕력과 흉막 이나 흉막비후 등의 흉막병변의 동반여부가 석면 련 질환의 진단에 

매우 요하다. 특발폐섬유증이 흉막병변을 4% 정도에서 동반한 것에 비해 석면폐증의 78∼83%에서 흉막

의 병변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으므로, 두 질환의 감별에서 흉막의 변화를 찰하는 것은 요하

다. 따라서 석면 노출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흉막병변 없이 고해상 산화단층촬 상 폐섬유화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석면폐증으로 진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반 로 Staple 등은 석면에 노출된 169명의 환자 

 57명(34%)은 고해상 산화단층촬 상 석면폐증에 합당한 소견을 보 지만, 36명(21%)은 고해상 산화

단층촬 상 석면폐증 이외의 다른 이상소견을 보 다고 보고하 다. 이는 형 인 흉막병변을 동반하고 

고해상 산화단층촬 상 폐섬유화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도 석면폐증 이외의 원인에 의한 폐섬유화도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흉막병변과 함께 폐섬유화가 있는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폐실질의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산화단층촬 은 단순흉부사진에 비해 석면폐증의 진단에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검사로 알려져 있

다. 특히 조기 석면폐증의 진단에 산화단층촬 이 단순흉부사진보다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aple 

등은 석면에 노출되었지만 단순흉부사진에서 정상으로 독된 환자  34%에서 고해상 산화단층촬 상 

석면폐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되었다고 보고하 다. Friedman 등은 단순흉부사진상 간질성 폐질

환이 있는 것으로 정된 환자  20%는 HRCT상 폐기종, 히 돌출된 (prominent vessels), 흉막병변 

 기 지확장증 등에 의해 간질성 폐질환으로 오인된 것이라 보고하여 단순흉부사진상 폐섬유화로 오인

될 수 있는 여러 소견이 있음을 보고하 다. 따라서 산화단층촬 은 단순흉부사진상 석면폐증으로 오인

될 수 있는 폐기종 등의 다른 병변을 감별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밖에 흉막병변에 의해 가려진 폐병변

을 찰할 수 있으며, 단순흉부사진상 흉막병변으로 오인되는 흉막외 지방(extrapleural fat) 등을 구별하는데

도 유용하다. 

  이밖에 석면폐증이 폐암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산화단층촬 이 석면폐증의 

진단 이외에, 폐실질내에 생기는 다른 질환을 알아내는데도 유용하다. 따라서 산화단층촬 은 석면폐증

과 흉막병변의 진단과 더불어 단순흉부촬 상 발견이 어려운 폐암이나 피종 등의 악성 신생물의 조기에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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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oxyapatite is commonly used as a filler to replace amputated bone or as a coating to promote bone ingrowth 

into prosthetic implants. Many modern implants, e.g. hip replacement and dental implants, are coated with 

hydroxyapatite. We report a case of a patient with occupational asthma due to hydroxyapatite provided by specific 

inhalation challenge, who experienced an early asthmatic reaction after exposure to hydroxyapatite, without 

increased airway responsiveness to methacholine despite increased eosinophil count in peripheral blood 

examination. 

  A 38-year-old male, a dental implant manufacturing worker, visited our allergy department for the evaluation 

of occupational asthma. He had worked in surface treatment of titanium with hydroxyapatite for dental impalant 

for one and half year. One year after starting employment, he noticed symptoms of rhinorrhea, paroxysmal cough 

and chest tightness. His symptoms used to be aggravated during and shortly after his work and subsided several 

hours after work. When he stopped his work for two months because of his chest symptoms, he became 

asymptomatic. However, after restarting his work, his symptoms were reappeared and aggravated. Methacholine 

bronchial challenge test revealed a negative response. In second day, specific bronchial provocation test with wheat 

powder revealed negative response. In third day, specific bronchial provocation test with hydroxyapatite powder 

demonstrated an early asthmatic response. In fourth day, methacholine bronchial challenge test revealed a negative 

response. Further studies will be needed to evaluate exact pathogenetic mechanisms of hydroxyapatite-induced 

occupational asthma. 

 

Kew Words: Asthma, Occupations, Calcium hydroxyapatite, Methach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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