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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직업성천식폐질환학회 여러분께

 기나긴 겨울 끝에 화창한 이 왔습니다.

　2012년 한직업성천식폐질환학회의 춘계학술 회  총회가 개최됩니다. 학술 회

를 통해서 직업성폐질환에 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

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학술 회에서는 최근에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가습

기에 의한 폐질환에 해서 역학조사, 동물실험 자료, 재까지의 진행상황을 검하는 

session을 포함시켰고, 한국에서의 직업성 천식의 재와 미래를 다 함께 모여 토론하

고자 합니다. 한 흥미 있는 직업성천식 사례에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 춘계학술 회가 성공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6월

한직업성천식폐질환학회 회장  최  병  휘  

모시는 글



대 한 직 업 성 천 식 폐 질 환 학 회

임  원  명  단

회      장 최 병 휘 ( 앙의  내과) 

부  회  장 최 병 순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박 해 심 (아주의  내과)

감      사 이 종 명 (경북의  내과)

총      무 박 중 원 (연세의  내과)

정 성 환 (가천의  내과)

학술위원장 지 영 구 (단국의  내과)

 

    학술위원 김 인 아 (연세 학교 보건 학원)

김 철 우 (인하의  내과)

김 태 범 (서울아산병원 내과)

김 형 렬 (가톨릭의  성모병원 산업의학센터)

박 성 우 (순천향의  부천병원 내과)

박 소 영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박 용 범 (한림의  강동성심병원 내과)

박 흥 우 (서울의  내과)

허 규 영 (고려의  내과)

재무위원장 이 병 재 (성균 의  내과)

기획위원장 김 규 상 (산업안 보건연구원)

정보위원장 송 재 철 (한양의  산업의학과)



2012년 대한직업성천식폐질환학회 춘계학술대회

프 로 그 램

일 시 : 2012년 6월 30일 (토) 오후 1시∼7시

장 소 : 중앙의대 흑석동병원 강당



13：00∼13：20 등록

13：20∼13：30 인사말 앙의  내과 최병휘 회장

    심포지엄 I: 직업성천식의 현재와 미래

좌장: 홍천수(연세의  내과), 최병순(직업성폐질환연구소) 

13：30∼14：10 직업성천식: 원인과 위험인자  고려의  내과 허규영

14：10∼14：50 한국에서의 직업성천식: 장애의 발생과 평가 서울의  내과 박흥우

14：50∼15：30 한국에서의 직업성천식: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한양 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송재철 

   심포지엄 II: 환경성폐질환: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질환

 좌장: 권 욱(질병 리본부), 김유 (국립 앙의료원) 

15：30∼16：00 역학조사 경과 및 정부조치사항 질병 리본부 곽  진

 

16：00∼16：30 임상적 특징 및 임상 경과 서울아산병원 내과 고윤석

 

16：30∼17：00 환자-대조군 연구 서울아산병원 방의학과 이무송 

17：00∼17：30 동물 흡입독성실험 안 성평가연구소 흡입독성센터 이규홍

17：30∼17：50 Coffee Break 



증례발표 및 토의

 좌장: 윤호주(한양의  내과), 이종명(경북의  내과) 

17：50∼18：20 세탁제에 의한 직업성천식 

발표 동아의  내과 남영희 

지정토의 서울의  내과 송우정 

18：20∼18：50 MDI에 의한 직업성천식

 발표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윤진하

지정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박소영 

18：50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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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역학조사 경과  정부 조치사항

곽  진

2. 가습기 세정제 흡입과 연 된 폐 섬유화를 동반한 
치명  세 기 지염: 임상  측면

고윤석  본 질환 연구

3. 원인미상 폐손상 련 병원기반 환자- 조군 조사

이무송

4. Inhalation Study for Risk Factor Related to Mysterious Lung Disease

이규홍



심포지엄 II

S 423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역학조사 

경과 및 정부 조치사항

질병 리본부 역학조사과

곽     진

  

　2011년 4월 질병 리본부는 서울의 한 학병원으로부터 임산부를 심으로 한 증 폐질환 사례가 연

이어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하 다. 바이러스성 폐렴 는 간질성폐질환

을 의심하 으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상태임과 동시에 임상경과 상의 특징 외에 환자들간의 공통 도 

악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임상 ㆍ역학  특성 악  호흡기 검체 검사 등의 기 한달간의 조사 결과 

염성 질환의 가능성이 배제되었으며, 폐병변의 특성  가족집 성 등으로 인해 환경  요인에 의한 

호흡기질환일 가능성이 두되었다. 신고 병원의 환자를 심으로 한 환자- 조군 연구를 시행하여 가습기

살균제 사용력이 본 질환의 험요인으로 추정되었고, 이에 따라 8월 31일 질병 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의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동시에 가습기살균제의 건강 해성을 확인하기 하여 세포독성시험, 동물 흡입

독성시험, 입자발생시험 등에 착수하 다. 이러한 실험실  분석을 통해 일부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섬유

화 등의 반응을 유도하여 폐간질에 손상을 래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11월 11일 보건복지부는 시 의 

제품 6종에 한 수거명령을 발동하 다. 당시 가습기살균제의 생산  매에 한 리감독이 부재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 청은 이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안 성 확인 차를 

마련하 으며,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해 총리실을 심으로 계부처 합동 ‘생활화학용품 안 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한편, 조사를 통해 확인된 폐손상 환자 외에 추가 환자의 규모  특성을 

악하기 해 련 학회를 통한 국 인 과거 사례 탐색 조사를 시행하 으며, 일반 국민들로부터의 

의심사례 신고도 수받아 폐손상 여부 등을 조사하 다. 동시에 가습기살균제 수거명령 발동된 이후 새로

운 환자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해 향  감시체계를 수립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질병 리본

부는 이와 같은 후속 조사ㆍ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난해 진행되었던 역학조사  행정  조치의 결과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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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세정제 흡입과 연관된 폐 섬유화를 

동반한 치명적 세 기관지염: 임상적 측면

울산 학교 의과 학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고 윤 석 및 본 질환 연구팀

  가습기는 주로 건조한 겨울철과 철에 한 습도를 유지하여 신체 불편감을 이기 해 사용되어 

왔다. 가습기를 정기 으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면 가습기 장치 내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랄 수 있고 

흔히 사용되는 음 식 혹은 압축기식(혹은 냉스 이식) 가습기는 이러한 세균이나 곰팡이를 수증기 

입자와 함께 공기 에 발산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가습기 장치 내의 유해한 세균들을 제거하려고 가습기 

세정제를 사용하 으며 그 사용이 증가하여 왔었다. 여러 회사의 20여 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가습기 세정

제가 우리나라에서 2009년도에만 약 60만 개 이상이 매되었다. 그러나 가습기 세정제의 사용과 연 된 

것으로 단되는 2011년 증 호흡부  환자군이 발생하기 까지는 이들 가습기 세정제가 일으킬 수 있는 

건강 상 험에 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임상상

  이 에 건강했던 17명의 환자들이 2011년 에 집 으로 서울의 한 병원에 증 호흡곤란으로 입원하

다. 88%가 여성이었고 그  11명이 주산기 여성이었다. 양측 폐야에 특히 기도주 에 다발성 폐침윤을 

보이며 폐섬유화로 진행되었다. 병리조직은 폐포보다는 세기 지를 괴하는 병변을 보 다. 10명의 환자

들이 기계환기 치료를 받았고 1∼2주 이내에 부분은 기계환기치료로 생존을 기 하기 어려워 8명 환자

에서 체외막산소화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았다. 인공호흡

기 치료를 받은 10명  5명은 환자실에서 사망하 고 비침습  환기치료를 받은 1인과 폐 이식을 받은 

4명이 생존하여 퇴원하 다. 

본 증례의 사회의학적 의미

  건강에 잠재  험성이 있는 환경자극물질에 의한 기도 손상 혹은 폐 손상의 험은 재 과소평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해가능성 물질에 한 인식이나 정보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에 경험한 일련

의 증례들은 독성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해 상업 안  규제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을 보여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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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 폐손상 관련 병원기반 환자-대조군 조사

울산 학교 의과 학 방의학교실, 서울아산병원 의학통계학과

이  무  송

  

들어가는 말

　서울시내 한 학병원 환자실에 내원한 산모들에서 보고된 ‘원인미상 증폐질환'과 련하여, 질병

리본부 앙역학조사반은 2011년 5월 6일 해당질병의 발생원인과 역학  특성을 악하여, 해당질환의 

유행(epidemic)을 종식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하여 다학제  역학조사(multi-disciplinary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를 수행할 것을 결정하 다. 

　2011년 5월 12일까지 확인된 총 8명의 ‘원인미상 증폐질환' 환례는 일반 인 성 간질성 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a; AIP)과 임상양상이 비슷하나, 조직학 으로나 상의학 으로 AIP의 소견과 다르기 

때문에 AIP와 다른 새로운 질환군의 등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한 8명의 환례의 거주지역이 

서울, 경기, 충청, 라 등 국 으로 분포되어 있어, 원인미상의 호흡기계 노출요인이 국  유행을 유발

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시 한 험요인 규명이 필요하 다. 

　이에 본 연구진은 ‘원인미상 폐손상'의 험원인과 발생경로를 악하고, 련된 숙주요인을 규명하고자 

병원기반 환자- 조군 연구를 수행하 다. 

　환자- 조군 연구(case-control study)는 질병의 원인(cause)이나 험요인(risk factor)을 악하기 하여 

심 상의 질병을 가진 환자군(case group)과 해당 질병을 가지지 않은 조군(control group)을 선정하여, 두 

군 간의 특정 요인에의 노출 여부를 비교하는 연구방법이다. 이때 환자군과 조군 간의 노출 정도가 다르

다면, 그 험요인이 질병과 인과  련성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일례로, 1966년에서 1969년의 기간 

 보스턴 지역의 병원(Vincent Memorial Hospital 외 1개 병원)에서 8명의 여아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질선암

(adenocarcinoma of the vagina, clear-cell or endometrial type)이 출생  환자의 엄마가 임신  조산  유산을 

방하기 해 복용한 DES(diethylstilbestrol)에 기인함을 환자- 조군 연구를 통해 밝힌 바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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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말

연구대상 및 방법

　‘원인미상 폐손상'은 아직 질병정의(case definition)가 명확하지 않은 질환으로, 본 환자- 조군 연구 수행

을 하여 다음과 같은 조작  정의(working definition)를 사용하 다. 즉, ‘원인미상 폐손상'은 1) 2011년 

수행된 고해상도 산화단층촬 (high resolution computed tomography; HRCT) 상 간유리음 (ground glass 

opacities; GGO)이 양측(bilateral) 폐에 소엽 심성(centrilobular) 는 미만성(diffuse)으로 침윤한 것이 확인

되며, 2) 임상 으로 다른 질환에 합당하지 않는 증상 는 경과를 보이는, 3) 20세 이상, 45세 미만인 은 

성인으로 정의하 다. 기에 확인된 환례들은 모두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호흡곤란이 악화되며 격하게 

호흡부 (hypoxemic respiratory failure)으로 진행되어 기계환기(mechanical ventilation) 치료가 필요하 으나, 

유사사례 수집결과 등도(moderate)의 증상을 보이는 환례가 확인되어 ‘ 격한 호흡부 ’과 련된 기 은 

정의에서 제외되었다. 아울러 해당 질병이 임산부뿐 아니라 성인남성에서도 진단되어 인구학  특성 한 

최종 으로 수정되었다. 

　환자들을 오분류(misclassification)를 방지하기 하여 호흡기내과 문의 6인, 상의학과 문의 2인, 

병리학 문의 1인, 방의학 문의 2인으로 구성된 역학조사 연구진이 의심사례 수를 검토하여 상기 

기술된 환자군의 정의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 다.  

　환자- 조군 연구는 심 상 질병을 갖고 있는 연구 상자에서 과거 특정요인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지

를 후향 (retrospective)으로 악하기 때문에 비교성 높은 조군을 선택하는 것이 요하다. 환자- 조군 

연구는 조군을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병원기반, 지역사회기반, 인구집단 기반 환자- 조군 연구로 구분

될 수 있고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각각의 장단 이 있다. 이  본 연구에서 실시한 병원기반 환자- 조

군 연구(hospital-based case-control study)는 조군 선정이 용이하며, 내원 환자의 특성이 유사하며, 험요

인 정보의 수집 과정이 환자군과 비슷하여 비교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2). 반면 진단명에 따라 

내원빈도가 달라 비교성이 낮아질 수 있어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에 한 보완이 요하다. 이에 본 연구진

은 조군의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험요인 노출률(exposure rate)의 변동 상황까지 감안하기 해 

연구결과 산출되는 교차비(odds ratio, OR)가 참값보다 과소추정(under-estimate)될 조군을 선택하기로 하

다. 그 결과 조군은 동일병원에 출산 ‧후 입원한 임산부와 호흡기내과  알 르기내과 내원한 환자

들을 상으로 하 다.

　환자군  조군 정의에 부합하는 인원들  역학조사 참여에 동의한 사람들을 상으로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  험요인을 악하기 하여 과거력(당뇨, 결핵, 폐질환, 고 압,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천식, 알 르기질환, 암, 퇴행성 염, 류마티스 염, 신홍반루 스 등), 가족력, 생활환경, 

생활습 (흡연, 음주, 식이, 운동 등), 산부인과력(여자에 한함), 그리고 사회경제  수 (학력, 직업력 등) 

등에 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기에 확인된 총 8명의 ‘원인미상 폐손상' 환례를 분석한 결과, 바이

러스나 화학물질, 독소, 속 등의 공기 (air borne transmission) 물질의 흡입에 의한 폐손상일 가능성

이 농후하다고 단되어, 거주환경, 청소  환기 방식, 각종 세정제  방향제 사용 여부, 황사, 꽃가루, 

농약 등에의 노출 여부, 가습기(가습기살균제)  오존세척기의 사용 여부, 직업  취미 상 화학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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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Variable Case group Control group P-value*

Sex

Age

Male：Female=3：15

Male 44.0±4.6 

Female 35.3±3.8

Total

Obstetrics

Pulmonology

Allergy

Total

Obstetrics

Pulmonology

Allergy

Male：Female=17：104

Male：Female=0：36

Male：Female=13：42

Male：Female=4：26

Male 42.9±6.6

Female 35.4±6.3

Female 31.7±3.7

Male 43.5±7.1

Female 36.5±6.1

Male 41.3±4.6

Female 38.8±7.0

0.72

(−)

0.75

1.00

0.79

0.93

＜0.01

0.90

0.47

0.24

0.05

*Fisher's exact test or Wilcoxon rank sum test result 

노출되는지 여부, 헤어스 이 사용 여부 등 호흡기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악하고

자 노력하 다. 한 본 질환이 임산부에서 집 되는 것은 숙주요인과 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결혼

상태, 임신  출산경험 등과 련된 세부 인 정보를 악하 다. 

연구결과

　2001년 이후 해당 병원에서 '원인미상 폐손상'(연구과정에서 밝 진 특성을 바탕으로 ‘원인미상 증폐

질환’에서 질병명이 변경되었음)으로 진단받은 환자에 한 사례수집을 실시한 결과 환례의 정의에 합당한 

28명(남자 4명, 여자 24명)의 환례를 악했으며 이  설문조사에 동의한 18명(남자 3명, 여자 15명)을 

환자군으로 하 다. 조군은 2011년 6월에서 7월  해당 병원의 산부인과, 호흡기내과, 알 르기내과에 

내원한 환자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121명을 상으로 하 다. 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 방식으로 

험요인에 한 정보를 수집하 다. 술하 듯이, 환자군과 조군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하여 환자 

1명당 산부인과, 호흡기내과, 알 르기내과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으로 조군을 2：2：2의 비율로 모집

하 으며, 남자 환자의 경우 0：4：2의 비율로 모집하 다. 연구 상자 별로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약 30분

∼6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1) 연구 상의 인구학  특성 

　본 환자- 조군 연구에 참여한 연구 상자의 인구학  분포는 Table 1에서 보듯이, 환자군과 조군간의 

성별, 연령 구성비에 있어 통계 인 차이가 없어 비교성이 갖춰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호흡기질환 주요 유발요인 빈도  교차비

　본 환자- 조군 연구는 탐색 으로 총 139명의 연구 상에서 수행되었다. 환자- 조군 연구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는 교차비가 1보다 크면서 교차비에 한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이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이는 환자군이 조군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해당 변수에 한 노출이 교차비 만큼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게 유의한 결과가 도출된 변수들은 험요인으로 추정되며 선행 연구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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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isk factor exposure rate and odds ratio on lung injury with unknown cause 

Variables Case group No. (%) Control group No. (%) Crude odds ratio
†

(C.I.) Adjusted odds ratio
‡

(C.I.)

Total

　Study participant

　Marriage

　Have children 

　Air cleaner

　Room Perfumery

　Humidifier

　Humidifier disinfectant

　Mold

　Insecticide

　Sodium hypochlorite

　Sauna

　Chemical use in job

　Chemical use in hobby

　Hair spray

Obstetrics

　Study participant

　Humidifier

　Humidifier disinfectant

　Mold

Pulmonology

　Study participant

　Humidifier

　Humidifier disinfectant

　Mold

Allergy

　Study participant

　Humidifier

　Humidifier disinfectant

　Mold

18 (100)

17 (94.4)

16 (88.9) 

4 (22.2)

6 (33.3)

17 (94.4)

17 (94.4)

13 (72.2)

13 (72.2)

12 (92.3)

9 (50.0)

1 (6.7)

6 (33.3)

6 (33.3)

15 (100)

14 (93.3)

14 (93.3)

12 (80.0)

18 (100)

17 (94.4)

17 (94.4)

13 (72.2)

18 (100)

17 (94.4)

17 (94.4)

13 (72.2)

121 (100)

98 (81.7)

64 (65.3)

17 (17.9)

34 (28.1)

67 (55.4)

32 (26.4)

45 (37.2)

48 (40.0)

80 (83.3)

43 (35.8)

4 (3.9)

40 (33.3)

46 (38.3)

36 (100)

20 (55.6)

9 (25.0)

11 (30.6)

55 (100)

29 (52.7)

13 (23.6)

22 (40.0)

30 (100)

18 (60.0)

10 (33.3)

12 (40.0)

3.8 (0.5∼30.2)

4.3 (0.9∼19.6)

1.3 (0.4∼4.5)

1.3 (0.4∼3.7)

13.7 (1.8∼106.3)

47.3 (6.0∼369.7)

4.4 (1.5∼13.3)

3.9 (1.3∼11.6)

2.4 (0.3∼19.8)

1.8 (0.7∼4.9)

2.0 (0.2∼19.0)

1.0 (0.4∼2.9)

0.8 (0.3∼2.3)

11.2 (1.3∼94.5)

42.0 (4.8∼365.8)

9.1 (2.1∼38.8)

15.2 (1.9∼122.6)

54.9 (6.7∼453.2)

3.9 (1.2∼12.5)

11.3 (1.3∼96.8)

34.0 (3.9∼293.3)

3.9 (1.1∼13.8)

48.8 (6.1∼392.4)

4.6 (1.3∼15.9)

77.5 (4.2∼999.9)

14.0 (1.7∼114.1)

60.8 (6.5∼567.4)

3.7 (0.8∼16.3)

55.7 (4.5∼668.3)

5.5 (0.99∼31.2)

*Odds ratio: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ethod. 
‡

Adjust model: Inclusion of age, sex,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mold. 

C.I. : Confidence interval.

그 의미를 해석, 고찰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 인 의미를 단한다. 본 연구 결과 환자군은 체 조군과 

비교시 가습기  가습기살균제 사용, 곰팡이 노출, 그리고 살충제 사용은 교차비 값 자체가 다른 험요인

들에 비해 클 뿐 아니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다른 요인들에 비해 험요인일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단하 다(Table 2). 이후 과별 조군과 비교 시 교차비가 비슷한 수 에서 유지되는 요인은 

가습기  가습기살균제 사용, 그리고 곰팡이 노출 세 가지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술된 세 가지 요인  하나가 는 둘 이상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본 '원인미상 

폐손상'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험요인들 간의 연 성(association)을 악하 다. 가습기를 

사용한 환자군 원은 가습기살균제를 모두 사용한 계로 각각 요인인 '원인미상 폐손상'에 미치는 험

도의 크기를 직  비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라는 화학물질이 가습기를 통해 분무되고 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폐손상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생리학 으로 타당한 결과로 생각된다. 곰팡이 

유무는 “집의 벽이나 천장에 곰팡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악한 것으로, 가습기 사용과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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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다변수모형을 구축 시 ‘가습기살균제 사용’, 그리고 ‘곰팡이 노출’ 

두 변수를 포함한 경우가 가장 효율 으로 질병발생을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환자군과 조군의 

비교성 확보를 하여 연령, 성별,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곰팡이에의 노출의 네 가지 변수를 최종모형에 

포함시켰다(Table 2). 

맺는 말

　본 연구진은 ‘원인미상 폐손상'의 험요인과 발생 경로를 악하고, 련 숙주요인을 규명하고자 병원

기반 환자- 조군 연구를 수행하 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곰팡이가 험요인으로 압축되었으

나, 다양한 임상과(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산업의학과, 상의학과, 병리과, 산부인과 등)의 문의 자문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험요인으로 확인된 비특이 인(unspecific) 곰팡이 노출력은 가습기사용의 혼란변수

(confounder)로 작용한 것으로 단되어 제외하 다.  

　연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조사된 다른 요인들에 비해 큰 교차비(strength of association)를 보이며, 조군

과 무 하게 결과가 일 되게 보고(consistent result) 된다는 , 계 의 변화와 함께 환자 수가 더 늘지 

않았다는 , 그리고 질병의 임상  양상과 부합(세기 지를 침범하는 흡입성 손상)되는  등을 근거로 

가습기살균제를 본 질환의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하 다. 체 가습기사용자수에 비해 환자 발생 규모가 

작은 은 본 연구의 특성 상 도(severity)가 높은 환자군만을 포함하게 된다는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습기살균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가습기 내부 통을 세척하는 목 으로 사용되고 있으나(3), 

국내에서는 분무되는 경우 직 으로 흡입되는 가습기물에 가습기살균제를 섞는 독특한 방법으로 사용되

고 있다. Swierez 등이 보고하 듯이 살균제 용도로 사용되는 benzalkonium chloride에 한 동물흡입독성 

시험 결과 폐손상 발생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으므로(4), 본 환자- 조군 조사 결과 험요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에 해서도 성분 악  흡입독성 시험과 같은 심층 인 조사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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