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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업성천식폐질환학회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기치 않은 메르스의 발생으로 학회 개최가 연기되었으나, 늦게라도 2015년 춘계학

회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세계의 산업보건인들이 모여 직업병의 방과 리 방법을 논의하는 국제

산업보건 회(ICOH 5.31~6.5)와 알 르기질환의 진단, 치료 그리고 리방법에 한 경

험을 공유하는 세계알 르기학회(WAO, 10.14~17)가 서울, 더구나 같은 장소(COEX)에

서 개최됩니다. 직업병 리에 있어, 그리고 알 르기의 학문  수 에 한 우리나라의 

상을 보여주는 큰 이벤트라 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학회가 추구하는 역

이 두 큰 학회의 교집합이라는 에서 회원들이 다양한 역의 최신지견을 얻을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학회에서도 그동안 회원들이 연구해온 결과와 직업성천식폐질환의 최신지견이 

발표될 정입니다. 특별강연으로 장에서 알아야 할 ‘작업악화 천식의 정의와 진단, 

그리고 리’에 한 임상 /직업의학  근방법, 그리고 호흡기 질환의 고 험 집단

인 ‘소방 의 직업성 호흡기질환’ 실태에 한 연구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 경험한 과민성 폐렴과 폐장염 환례에 한 토론이 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학교소아병원에서 열리는 2015년 춘계학회에서도 직업성 알 르기  호흡기

질환에 한 다양한 공자들의 토론의 장이 열려, 그동안 우리회원들이 성취한 업

을 소개하며, 학문  발 을 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친교가 이루어지기를 기 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학술 회를 비해 주신 김상훈 

학술 원장을 비롯한 학술 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학회 운 을 하여 큰 

도움을 주신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학회창립부터 꾸 한 참여와 자문을 

아끼지 않는 선배님들 열정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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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악화 천식의 정의와 진단

송우정

2. 작업악화 천식의 작업 리

권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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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악화 천식의 정의와 진단 
(Definition and diagnosis of work-exacerbated asthma)

서울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송   우   정

서  론

  기침, 호흡곤란, 천명을 특징으로 하는 천식은 만성 인 기 지 염증 질환으로 2009년 미국의 일할 수 

있는 연령의 성인 약 8.2%가 증 천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
 한편 직업 요인이 천식의 발생

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03년 미국 흉부학회에서는 새롭게 발생하는 성인 천식의 

약 15%는 직업과 련된다고 발표하 다.
2)
 직업 련 천식(Work-related asthma)은 크게 작업 환경에서 특수 

물질에 한 감작으로 나타나는 직업성 천식(Occupational asthma; OA), 자극 물질의 흡입에 의한 자극제 

유발 천식(Irritant-induced asthma; IIA), 그리고 기존 천식이 작업 환경에서 악화되는 작업 악화 천식

(Work-exacerbated asthma; WEA)로 구분한다. 본 원고에서는 작업 악화 천식의 정의와 진단에 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 작업 악화 천식이란 무엇이며 요 험 인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작업 악화 천식이 임상 으로 혹은 의료경제 으로 얼마나 요한가?

  - 작업 악화 천식과 직업성 천식은 과연 다른 질환인가?

  - 작업 악화 천식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작업 악화 천식의 정의

  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통 작업 악화 천식은 작업 환경에서 새로운 물질에 한 감작이나 자극성 

물질에 한 노출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기존 천식 증상이 작업 환경에서 악화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직업성 천식과 작업 악화 천식은 상호 배타 인 진단은 아니며 환자에 따라 정확히 구분할 수 없이 

공존하는 경우도 많다. 2011년 미국 흉부학회에서는 작업 악화 천식을 정의하기 한 4가지 기 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 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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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uses of work-exacerbated asthma

Agent category Specific agents

Inhaled; low & high levels of 

exposure to predominantly irritants

General exposures to known irritant chemicals, dusts, vapours, fumes, gases, 

fibres, aerosols, volatile agents.

Specific exposures identified; constructions dusts, perfumes, fragrances, ozone, 

sulphur dioxide, odours, pollens, moulds, ambient air pollution, wood dusts, 

endotoxins, environmental tobacco smoke, inorganic dust, mineral dusts, 

cleaning agents; including ammonia, hydrochloric acid, monochloramine, 

sodium hydroxide,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 monoethanolamine.

Inhaled; exposures to known & 

likely sensitizers

Common aeroallergens and occupational allergens (e.g. flour dust, wood dusts). 

Specific exposures identified; inorganic dusts, cleaning agents with particular 

relevance to amines, aldehydes,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scents with 

terpines, isothiazolinones, formaldehyde, latex, animal danders.

Physical work environment Temperature extremes, changes in temperature, physical exertion and varying 

physical demands of work tasks.

Others Stress, behavioural states

  1) ‘이 부터 존재’하는 혹은 ‘공존’하는 천식(Pre-existing or concurrent asthma): ‘이 부터 존재’란 의심되

는 직업 시작 혹은 동일 작업장 이라도 의심되는 물질에 노출 시작 시  을 의미한다. ‘공존’이란 의심되

는 직업을 가진 동안 발생했으나 작업 환경 노출 물질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천식을 의미한다.

  2) 작업 시작과 천식 증상 발생의 시간  후 계: 환자의 증상 일지, 약물 사용력, 혹은 객 으로 

최 호기유속의 연속 측정 등을 통해 작업과 천식 증상 악화의 시간  후 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3) 작업 환경  천식을 악화 시킬 수 있는 요인(알려진)이 존재한다.

  4) 직업에 의해 천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다(즉 직업성 천식 가능성이 다). 

작업 악화 천식의 역학 

  기존 12개 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한 미국 흉부학회 보고에서 작업 악화 천식의 유병률은 성인 천식 환자

의 21.5% 다.
3)
 그러나 작업 환경과 천식 증상 악화의 련성을 좀 더 객 이고 체계 인 방법으로 분석

한 3개 연구만으로 국한하면 유병률은 약 14%로 어든다.
4-6)

 작업 환경에서 천식 증상을 악화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자극 인 화학 물질, 흡입성 알 르겐, 정신  스트 스, 온도와 습도, 신체  활동 등이 

제시되었는데,
7)

 흥미로운 은 작업 악화 천식과 연 되는 직종이 도소매업, 공공운수업, 공공 행정업 등 

기존에 알려진 직업성 천식 연  직종과 조  다르다는 이다(표 1, 2). 작업 악화 천식 환자도 직업성 

천식 환자와 비슷한 비율로 작업 환경과 련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고 병원 혹은 응 실을 방문하지만 

보상을 받는 경우는 직업성 천식 환자의 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8)

 작업 악화 천식이 주는 

사회경제  부담도 상당히 커서 직업성 천식 환자 만큼 직업 변경이나 상실을 경험하고(54% vs. 52%),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5% vs. 6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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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igh-risk occupations for work-exacerbated asthma

Occupation Things that can cause or worsen asthma

Autobody workers Acrylate in resins, glues, sealants, adhesives

Animal handlers, veterinarians, animal researchers, farmers Dander, hair, scales, fur, saliva, and body wastes 

Bakers, grain workers, farmers Cereal grains, flour, amylase, enzymes, tobacco

Carpet makers Gums

Dental hygienists Latex gloves, material for filings, impressions, disinfectants

Forestry workers, carpenters, sawmill workers, cabinetmakers Wood dust

Firefighters Smoke

Hairdressers Bleach, dye

Health care professionals Latex gloves, formaldehyde, glutaraldehyde, antibiotics, 

detergent enzymes

Janitors, cleaning staff Disinfectants, detergent enzymes, mixtures of chemicals (e.g. 

mixing bleach and ammonia),

Jewelry, alloy, and catalyst makers Platinum

Landscapers, gardeners, other outdoor workers Cold air, humidity, mold, pollens, smog pollution, exercise

Manicurists Acrylate in artificial nails

Office workers Mold, fungus, dust

Pharmaceutical workers Antibiotics, psyllium, enzymes

Printing industry Gum arabic, reactive dyes, acrylates

Seafood processors who work with lobster, crab, shrimp, etc. Proteins in the shellfish

Shellac handlers Amines

Teachers Viral or other kinds of lung infections, mold, dust

Waiters, bar staff Secondhand smoke

Welders, refiners, metal platers Metals, nickel sulfate, solder fluxes

Spray painters, autobody shop painters, insulation installers, 

plastics, foam, and foundry industry workers 

Diisocyanates (chemicals found in polyurethane products like 

flexible and rigid foams); molded parts; coatings, such as 

paints and varnishes; building insulation materials

Textile workers Dyes

Users of plastics, epoxy resins Chemicals, such as anhydrides

직업성 천식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2년의 향  찰 연구에서 작업 악화 천식은 직업성 천식에 비해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처방 받는 비율

과(P = 0.009) 비호산구성 기 지 염증이 나타나는 비율이(P = 0.04) 유의하게 높았으며, 흡연자의 비율이(P 

= 0.06) 높고 폐기능이 낮은 경향을(P = 0.06)보 다.
10)

 한편 진단  1년 동안의 직  의료 비용에 있어 

직업 악화 천식[1679.6 ± 1251.8 (평균 ± 표 편차) Canadian dollars] 이나 직업성 천식(1257.8 ± 927.0 

Canadian dollars) 모두 직업과 련이 은 천식(154.9 ± 429.0 Canadian dollars)에 비해 10배 이상 컸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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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work-exacerbated and occupational asthma

Parameter Work-exacerbated asthma (WEA) Occupational asthma (OA)

Prevalence 18-34% 5-17%

Severity of asthma Similar to OA Similar to WEA

Functional characteristics Seem similar, but PEF variability when at Higher peak expiratory flow variability 

when at work compared with WEA

Airway inflammation Neutrophilic inflammation inconstantly found 

depending on the studies

Eosinophilic inflammation in most cases, 

but some cases of OA show a 

neutrophilic inflammation

Socioeconomic impact Similar to OA, but additional data are needed Similar to WEA

둘의 차이는 없었다.10) 한 리뷰 논문은 작업 환경에서 노출을 피할 경우 직업성 천식에서 더 큰 호 을 

기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11) 그러나 임상 으로 작업 악화 천식과 직업성 천식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며 

좀 더 체계 이고 오랜 기간의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에 작업 악화 천식과 직업성 

천식의 유사 과 차이 을 정리해 놓았다.11) 

작업 악화 천식의 진단

  작업과 련되어 천식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는 일단 모두 작업 악화 천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근

해야 한다. 작업 악화 천식의 진단  근은 유발 검사가 가능하지 않은 임상의에게 매우 어렵지만 략

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그림 1).3,12,13) 

  1) 천식이 맞는지 확인한다.

  2) 천식 확진이 되면 증상 시작과 작업 환경에서 노출 시작의 시간  선후 계를 악한다(즉 직업 

련 천식을 진단한다). 

  3) 직 으로 기존에 천식이 존재 했던 경우를 작업 악화 천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 

조사에 의하면 작업 악화 천식으로 진단 받은 환자의 7%에서만 해당 직업을 갖기 부터 천식을 가지고 

있었다.14) 따라서 천식의 과거력만으로 작업 악화 천식을 진단하기는 어렵다. 시간 으로 두 시 이 비슷하

다면 의심되는 원인 물질을 이용한 유발 검사가 작업 악화 천식과(유발 검사 음성) 직업성 천식(유발검사 

양성) 감별에 도움이 된다. 이외 이미 알려진 직업성 천식 원인 물질에 노출되거나, 이와 련된 면역학  

증거가 있거나, 원인 물질 노출과 증상 발생 사이에 알려진 잠복 기간이 있다면 직업성 천식의 가능성을 

더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인 물질을 이용한 유발 검사가 불가능하다면 직업과 공존하는 천식

(Concurrent asthma) 확인은 매우 어려우며 기존에 있던 천식만을 작업 악화 천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작업 악화 천식의 진단 못지 않게 작업 환경에서 천식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악하는 것이 요하

다. 가능한 요인을 표 2에 정리해 두었다. 작업장 노출 물질에 한 Material safety data sheets(MFDS)를 

작성해 보거나 작업장 방문, 산업 생 보고서 확인, 동일 작업장의 다른 직원 증상 유무, 혹은 비슷한 

작업 환경을 가진 다른 작업장의 증상 발생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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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ummary flow chart of clinical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work-related asthma. 

PEFRs, Peak Expiratory Flow Rate; SIC, Specific Inhalational Challenge; WRA, Work-Related Asthma.

결  론

  작업 악화 천식은 직업  노출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기존 천식이 작업 환경에서 악화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보상 련된 법  문제 등으로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물질에 감작되거나 자극 물질을 흡입하여 

발생하는 직업성 천식과 구분이 필요하지만 임상 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부분이다. 작업장 노출 물질에 

한 유발 검사 양성 유무가 감별에 도움을  수 있다. 정확한 진단뿐만 아니라 작업장 내에서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잘 찾아 내는 것이 장기 인 치료 측면에서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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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직업성 호흡기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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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연   순

  소방 은 화재진압  다양한 종류의 유해가스  화학물질에 노출된다. 화재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종류

에 한 다양한 분석이 국내외에서 시도되었다. 유해가스는 질식제  자극제로 화학  질식제의 요한 

성분은 일산화탄소와 시안화수소이며, 자극제는 할로겐화수소, 이산화황, 알데히드류 등이 주요성분이다. 

연소물질 용해도가 낮은 질소산화물, 포스겐 등의 경우 하기도나 폐포를 침범하여 세기 지염이나 성 

폐포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 다핵방향족탄화수소와 크롬, 니 , 카드뮴, 비소 등 폐암을 일으키는 속도 다수의 논문에서 화재 

장에서 측정되었다. 

  소방 의 호흡기질환은 크게 화재진압  유해가스 는 진압 후 연소물질에 의한 성 흡입손상과 상기

도질환이 있다. 노출자에서 만성 호흡기증상  징후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과 폐기능감소 

등의 소견을 보이나, 소방 에서 장기간 노출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질환에 한 

연구는 연구도 매우 드물고 결론도 분명치 않다. , 발암성물질 노출로 인한 폐암  석면에 의한 피종 

증가도 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분명치 않다. 

소방관의 비암성 호흡기질환

호흡기계 증상 및 폐기능검사 연구

  화재시 발생되는 이산화황, 염화수소, 포스겐, 질소산화물, 알데하이드  입자상의 호흡기 자극물질에 

의해 기 지와 폐포 손상으로 호흡기능 하는 물론 자극성 천식, 폐쇄성 세기 지염, 기 지확장증, 만성 

기 지염, 기도 손상  폐섬유화증 등의 호흡기 질환을 래한다. 염화수소와 같은 수용성 가스는 상기도

에 침착되어 기 지염을 유발하고, 포스겐 등의 비수용성 가스는 세기 지염과 폐렴 등을 야기한다. 염화

탄화수소는 연소시 염화수소와 포스겐을 발생시킨다.

  Genovesi 등(1977)의 연구에 의하면 PVC가 함유된 건물의 화재 진압시 고 도의 연기에 노출된 소방공무

원 21명  2명은 경도의 산소증, 나머지 19명은 경도에서 등도 정도의 산소증을 보 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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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포화도; 범  54-102 mmHg, 평균 71 mmHg) 증상은 없었으며, 24시간 내에 정상 인 상태로 돌아왔지

만, 만약에 천식이나 고 압 는 심증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치명 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Markowitz 등(1989)은 polyvinyl chloride (PVC) 화재에 노출된 소방  80명과 비노출 소방  15명을 상

으로 증상조사를 실시하 는데 PVC의 주요 열분해 산물인 염화수소 노출 증상과 일치하는 증상이 있었다. 

연기 흡입과 련된 증상의 험이 증가한 항목도 있었고 어떤 항목은 심리 사회 인 결과로 험이 증가

한 것 같았다. 노출된 소방  내에서는 첫날 화재를 진압하고, 트럭을 운 하고, 화재발생지에서 1.6 km 

이내에 사는 소방 에서 증상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Chia 등(1990)은 20명의 소방 을 상으로 연기방에 노출되기 1시간 과 1시간 후의 폐기능과 기도 

반응성을 조사했다. 노출 의 기도 반응성은 모두 증가하지 않았지만 노출 후는 8명이 증가했고, 6시간 

후에는 3명이 여 이 반응성 증가를 보 다. 24시간 후에는 모두 반응성이 정상화되었다. 폐기능은 3명이 

6시간 후까지 기값으로 환원되지 않았다.

  Burgess 등(2001)은 잔화정리시 호흡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25명과 카트리지 호흡보호구를 착용한 26

명에 해 연소산물의 노출과 폐기능  잔화 정리 후 폐 침투성의 변화를 측정했다. 두 군 모두 Clara 

cell protein (CC16)가 증가했다. 기 와 달리 호흡보호구 착용 소방 에서 SP-A (surfactant-associated protein 

A)가 증가하고 FVC와 FEV1이 감소하 다. FEV1, CC16  SP-A 변화는 특정 연소산물 즉 COHb농도와 

련이 있었다.

  Rom 등(2002)은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WTC) 붕괴 장에서 구조활동 후 석면 분진에 의한 

성 호산구성 폐렴이 발생한 사례를 보고하 다. 기 지세척검사상 호산구가 70%이었지만 액에서는 

1%이었다. 석면 섬유 농도는 305개/106 식구이었다. 

  Ribeiro 등(2008)의 Sao Paulo에 있는 소방 의 천식 유병률과 험 연구에서 소방 은 경찰 과 비교해 

천명음(wheezing) 비차비가 1.63 (95% 신뢰구간: 1.43-1.87), 호흡곤란을 동반한 천명음의 비차비가 1.34 

(95% 신뢰구간: 1.10-1.64), 감기가 걸리지 않았을 때 천명음의 비차비 1.60 (95% 신뢰구간: 1.32-1.95), 가슴

이 답답하여 자다가 깨는 경우의 비차비는 1.20 (95% CI: 1.02-1.42), 비염의 비차비는 1.12 (95% 신뢰구간: 

1.03-1.22)로 유의하게 높았다.

  국내에서 소방 을 상으로 한 호흡기질환에 한 역학논문은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이후 진행된 역학

조사 결과를 정리한 논문(Cho et al, 2013)과 부산지역 소방 을 상으로 한 연구가 유일하다(Kim et al, 

2006). 2012년 9월 27일 구미에서 불산 출로 인하여 약 15,000여명의 주민과 공단 근로자가 불산에 출되

었고, 소방 은 당시 경찰 등과 함께 사고 진화  수습에 참여하 다. 이들348명을 상으로 호흡기증상에 

한 설문  면 조사, 의사의 문진  흉부방사선 촬 , 폐기능검사 등을 실시하 다. 조사결과 사고 장

에 가까이 있었던 집단이 멀리 있었던 집단에 비하여 기침, 안증상, 두통이 유의하게 많이 호소하 고 폐기

능 검사결과 노력성폐활량이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 흉부방사선 소견의 차이는 없었다. , 사고 장에 

오래 머무를수록 호흡기, 객담  구토 증상이 유의하게 많았다. 호흡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은 집단이 사용

한 집단에 비하여 호흡곤란을 더 많이 호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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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례군 소개가 있는데 1999년 인천 호 집 화재에 노출된 9명에 해 6개월 후 임상증상, 임상검사 

 폐기능을 평가하 을 때, 모든 환자가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있었고, 3명이 운동시 경미한 정도의 호흡

곤란이 있었고, 8명에서 메타콜린에 기도과민반응을 보 고 폐기능은 정상이었다(Park et al, 2003). 구지

하철 화재사고로 성 호흡기능부 으로 입원한 96명에 한 연구에서 13명이 성 호흡기능부 으로 인

공호흡기 치료를 받았고, 이  4명은 사망하고, 5명은 심각한 기 지 착증이 발생하 다(Cha et al, 2007). 

  김성훈 등(2006)은 부산 소재 소방  699을 상으로 호흡기증상 등에 한 설문조사  폐기능검사를 

실시하 다. 폐기능검사 비교에서 화재노출군의 FVC, FVC%,FEV1, FEV1%, FEF25%는 비노출군에 비해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하되어 있었고, 이를 흡연여부에 따라 층화하 을 때, FVC와 FEV1은 흡연여부

과 계없이 노출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이나 FVC%, FEV1%, PEFR은 흡연군에서만 차이를 보 다. 폐기능 

검사 이상을 비교하면 체 으로 화재노출군이 비노출군보다 폐기능 이상자의 수가 많았고 흡연군에서 

FEV1 이상자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FVC, FEV1, MMEF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을 때, FVC와 FEV1은 부분 으로 화재노출유무와 련성이 있었다. 호흡기 증상 조사에서 화재

노출군은 비노출군에 비해 코막힘, 목아픔, 흉부압박감의 증상의 호소율이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높았으

나, 이를 흡연여부에 따라 층화하면 이들 증상들은 경계역의 차이를 보 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소방 은 화재진압과정에서 노출되는 많은 호흡기 유독물질로 인해 성 폐기능 하와 높은 호흡기 증상 

호소율을 보이며, 이는 화재노출 외에 흡연의 부가  효과가 향을 미친다고 단하 다. 

만성 호흡기질환

  소방 에서 화재진압  노출된 유해가스, 분진, 속 등의 장기간  노출에 의해 만성폐쇄성폐질

환 등 만성호흡기질환이 증가하는가의 연구는 매우 드물다. 장기간의 추 찰이 필요하고, 건강상태를 

측정할만한 방법이 한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단된다. 

  일부 사망 코호트에서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표 화사망비를 산출한 결과는 연구자체도 드물지만 그 결

과도 일 되지 않다. 2003년 Hass 등이 17개의 코호트 사망연구를 분석한 결과 소방 이라는 직업은 호흡

기질환 사망 증가와 계가 없었다. 이 후 2005년 로리다 소방 을 상으로 실시한 사망연구에서도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증가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찰되었다(SMR=0.50, 95% CI=0.35-0.70). 우리나

라에서도 33,422명의 남성 소방공무원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호흡기계질환 표 화사망비가 유의하게 

낮았다(SMR=0.13, 95% CI=0.03-0.37)(Ahn and Jeong, 2014).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37,000여명을 상으로 2000-2008년까지 9년간의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입원을 분

석한 결과 표 화입원비는 1.19(95% CI=1.13-1.24)으로 우리나라 남성에 비하여 19% 통계학 으로 유의하

게 더 많이 입원하 다. 분류 질병군별로는 상기도의 기타 질환(SAR=1.54, 95% CI=1.45-1.65)이 우리나라 

남성에 비하여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입원하 고, 만성하기도 질환(SAR=0.70, 95% CI=0.57-0.85)

은 유의하게 더 게 입원하 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만성하기도질환의 향은 입증하지 못하

으나 건강근로자효과가 큰 집단임을 고려하여 추후 찰이 필요하다(Ah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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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계 암

  국제암연구소는 소방  자체를 발암가능성이 있는(Group 2B) 직업군으로 분류하 다(IARC, 2008). 이는 

소방 을 상으로 한 암 이환  사망연구 32개를 상으로 실시한 메타분석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LeMasters et al, 2008). 이 연구에서는 노출과 련하여 가능성이 높은 암으로 고환암, 립선암, 비호지킨

림 종, 다발성골수종 등 4개 암종을 분류하 고, 기타 8개 암종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하 는데 피부암, 

흑색종, 뇌암, 직장암, 구강  인두암, 암, 장암, 백 병 등 8종이다. 즉, 후두암, 폐암, 피종 등 호흡기

계 암은 가능성이 높지도, 가능성이 있다고도 단하지 않았다. 즉 이들 3개 암종은 방 암, 식도암, 췌장암, 

신장암, 간암, 호지킨병과 함께 소방 의 직업  노출과 련이 없을 것 같은 암종으로 분류하 다. 

  우리나라는 33,416명의 남성 소방공무원 코호트를 구축하여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2년 동안 486명의 

암발생자를 찰하 다. 체 소방공무원에서 체 암의 표 화발생비는 0.97 (95% 신뢰구간 0.90-1.19)로 

우리나라 남성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장암(SIR=1.35, 95% CI=1.07-1.67), 신장암(SIR=1.59, 95% 

CI=1.00-2.41), 방 암(SIR=1.77, 95% CI=1.08-2.73)  비호지킨림 종(SIR=1.81, 95% CI=1.12-2.76)의 표

화발생비가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화재진압 직무자(소방 )도 체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우리나라 남성에 비하여 장암, 신장암  비호지킨림 종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구

에서도 후두암  폐암의 표 화발생비가 각각 0.57 (95%CI=0.11-1.67), 0.78 (95%CI=0.55-1.09)로 우리나라 

남성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발생이 낮았고 피종은 찰되지 않았다(Ahn et al, 2012). 

  2008년 IARC에서 소방 을 Group 2B로 지정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 몇 국가에서 소방 을 상으

로 폐암 발생  사망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나 폐암  피종 증가와 련하여서는 역시 일 된 증거

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2014년 발표된 미국(Daniel et al, 2014)과 노르딕 지역(Pukkala et al, 2014) 규모 

역학연구에서 피종과 폐암이 모두 증가하 다. 피종의 표 화발생비는 미국 연구에서 2.29 (95% 

CI=1.60-3.19), 유럽 노르딕지역 연구에서 체 소방  1.55 (95% CI=0.90-2.48), 70세 이상 소방  2.59 (95% 

CI=1.24-4.77)이었다. 이들 연구는 소방 을 상으로 한 역학  연구에서 피종 증가를 찰한 첫 연구결

과이다. 폐암은 노르딕연구에서는 체 소방 에서는 선암만 유의하게 증가하 고(SIR=1.29, 95% 

CI=1.02-1.60), 편평상피세포암(SIR=0.88, 95% CI=0.71-1.08)  소세포암(SIR=0.83, 95% CI=0.58-1.16)은 증

가하지 않았다. 미국 연구에서는 폐암의 표 화사망비가 1.10 (95% CI=1.24-4.77), 표 화발생비가 1.12 

(95% CI=1.04-1.21)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코호트의 건강근로자 효과, 잠복기 등을 고려시 향후 수행

될 코호트연구에서는 이들 폐암과 피종은 다른 코호트에서도 결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결  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소방 은 화재진압이나 화재정리  다양한 종류의 유해가스, 분진, 속 

등에 노출되어 성 흡입손상  만성 폐기능감소 등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유해물질의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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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로 인한 호흡기계 향에 해서는 연구가 고 연구결과가 일 되지 못하다. , 후두암, 폐암, 피종 

등 표 인 호흡기계암의 발생  사망에 한 연구결과도 일 되지 못하다. 국제암연구소는 2008년 소방

을 발암가능성이 있는 직업군으로 지정하 으나 폐암은 소방  직무와 련성이 낮은 것으로 단하

다.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 몇 국가의 코호트 연구에서도 폐암  피종에 한 증가는 일 된 연구결

과가 찰되지 않았으나, 최근 미국과 노르딕국가 소방 을 상으로 한 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폐암과 

피종 증가가 찰되어 잠복기 경과로 인한 이들 암 증가가 조심스럽게 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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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능공에서 발생한 용접흄에 의한 과민성 폐렴 2예

1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2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
3가톨릭 학교 서울성모병원 상의학과

박소영
1
, 곽현석

2
, 정정임

3

  서  론

  외인성 알 르기성 폐포염이라고도 하는 과민성 폐렴은 항원이 포함된 유기 는 무기 분진이나 흄 등을 

계속 흡입함으로써 면역학  과민반응에 의하여 말 세기 지  폐포에 육아종이 유발되는 간질성 폐질

환으로, 명칭과는 달리 아토피, 알 르기 는 호산구성 염증과는 례없이 폐포 뿐만 아니라 간질과 기도

를 모두 포함하는 폐 실질의 염증성 질병이다.

  자들은 동일 사업장에서 작업한 기 기능공 2명에서 발생한 과민성 폐렴 사례를 확인하 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근로자 A: 남자/49세, 근로자 B: 남자/50세

직업력 및 작업내용

  S사업장은 반도체의 열 산화막 etch  cleaning에 사용되는 고순도 제품인 Hydrofluoric acid와 Buffered 

oxide etchant를 생산하는 업체로, K기업은 S사업장의 불화암모늄 설비 배  이설공사  신축공사를 담당

한 업체로, 설계, 배 , 냉동, 기/계장, DIW System, NH3 설비 총 6개 공사를 진행하 다. 근로자 A와 

B는 K기업의 하도  업체로 배 과 기/계장 공사를 수행한 H사업장에서 기/계장 작업을 수행하 다.

  기 기능공인 근로자 A와 B는 모터  제어 배  배선, 이블 배 , 덕트 트 이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 다. 기/계장 작업 시에는 주변에서 배  공사도 이루어졌는데, 배  공사는 부분이 용  작업

으로 스테인리스 배 에 한 아르곤 가스용 과 스틸 배 에 한 기아크용 이 7:3정도 비 을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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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A와 B는 2013년 10월 3일 녁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시작되었다. S사업장 담당자에 따르면 

10월 3일에도 과 동일한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배  공사 시에는 화학설비정비지침서에 따라 일정 압력

의 질소 가스를 필터하우징 배 에 연결하여 압력이 0 (zero)이 될 때까지 퍼징(purging)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10회 실시하여 하우징 내 잔존 가스를 제거하 으며, 한 휴 용 검지기를 이용하여 가스

의 농도를 측정하여 0 ppm일 경우 작업종료, 1 ppm 이상 시 재작업을 실시하는 차를 밟았다고 하 다. 

  H사업장 장 작업소장도 증축공사 장에서 검 작업이 끝난 후에 배 , 기/계장 작업을 수행하 으

며, 별다른 가스 출 징후는 느낄 수 없었다고 하 다. 당시 배  작업은 3~4인, 기/계장 작업은 2~3인이 

동시에 작업을 하 으며, 작업 시 출입문을 완 히 개방하고 작업을 하 다고 한다. 증축동 작업 장은 

암모니아 탱크와 유량제어밸 , 배  등을 4면과 천장을 넬로 막아놓고 출입문이 설치된 폐된 구조이

다. 배 용 작업과 기/계장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 용 작업  자바라를 이용한 국소배기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용 흄에 한 노출이 높았을 것으로 단된다.

  신축동 작업의 경우에는 배  8~10인, 기/계장 2~3인이 투입되어 동시에 작업을 하 다. 신축동 장의 

경우 상부가 상층과 연결된 구조이지만 소한 공간에서 증축동에 비해 다수 인원이 투입되어 여러 지 에

서 배 용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계장 작업이 이루어졌다.

근로자 A의 임상경과

  2013년 9월 23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 A는 10월 3일 녁부터 춥고 떨리는 등 몸살 기운이 있어 

다음날인 10월 4일 K 학교병원 가정의학과를 방문하 다.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거부하고 3일간 약 

처방을 받고 돌아온 후에도 증상이 호 되지 않아 10월 8일 내과 의원을 방문하여 다시 약물 처방을 받았

고, 이후에도 증상은 계속되었지만 근무를 지속하 다.

  한편 동일 작업자 8명  근로자 A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작업자가 4명이 있어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여 10월 12일에 K 학교병원에서 촬 한 흉부 단순방사선 상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다. 하지만 

근로자 A는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날에도 기침과 열감이 있어 의원을 방문하여 해열제 주사를 맞았으며, 

이후 10월 18일에 기침, 호흡곤란, 열감과 오한 증상으로 K 학교병원 응 실을 방문하 다.

  응 실 방문 당시 말 액산소포화도가 74%로 낮았고, 흉부 단순방사선 상에서  폐야에 침윤이 

증가한 소견이 찰되어 촬 한 흉부 컴퓨터단층 상에서 양측 폐야 체에 미만성의 간유리 음 이 찰

되었다. 이에 환자실로 입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흉부 단순방사선 상에서 찰되던 음 은 격

히 호 되어 10월 22일에 촬 한 상에서는 특이 소견이 거의 찰되지 않았고 임상 증상도 호 되어 

10월 26일에 퇴원하 다. 

근로자 B의 임상경과

  2013년 9월 23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 B는 약 3주간 지속된 마른기침을 주소로 10월 24일 D병원 

응 실을 방문하 다. 근로자 B는 3주간 마른기침과 고열, 흰 객담 증상이 지속되었고, 3주 동안 약 2 kg의 

체 감소가 있었다. 응 실 방문 당시 말 액산소포화도가 93%로 낮았고, 38.1
o
C의 발열이 있었다. 흉부 

컴퓨터단층 상에서는 양폐야 체에 미만성의 다발성 결 과 간유리 음 이 찰되었고, 액검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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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구수 11,600/μl, 성구 분율 81.0%로 증가되어 있었다. 입원한 다음날부터 임상증상과 검사소견은 

격히 호 되었고, 11월 5일에 증상  검사 소견이 호 되어 퇴원하 다.

고  찰

  근로자 A와 B는 기 기능공으로 기/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모터  제어 배  배선, 이블 배 , 

덕트 트 이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 다. 기/계장 작업 시에는 주변에서 배  공사도 이루어졌는데, 

배  공사는 부분이 용  작업으로 스테인리스 배 에 한 아르곤 가스용 (70%)과 스틸 배 에 한 

기아크용 (30%)이 이루어졌다.

  2013년 9월 23일부터 작업을 시작한 근로자 A와 B는 10월 3일 평소보다 작업환경이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한 후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약물 복용 후 약간의 증상 호 을 보 다가 작업을 하면 증상이 

다시 악화되는 경과를 반복하 고, 입원 치료 후 임상증상과 검사소견은 격히 호 되는 경과를 보 다. 

근로자 A와 B의 흉부 방사선 상을 재 독한 결과  폐야에 미만성의 경계가 불분명한 심소엽성 결

과 간유리 음 이 찰되어 과민성 폐렴에 합당한 소견이 찰되었다.

  근로자 A와 B가 수행한 기/계장 작업은 특별한 호흡기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이 아니지만 동일 

작업공간에서 상시 으로 이루어진 용  작업을 통해서는 용  흄에 노출될 수 있다. 근로자 A와 B는 

에는 용  작업자와 같이 작업을 한 이 없었다고 한다. 용  작업자들은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 지만 근로자 A와 B는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B하 고, 작업 치가 높은 곳에

서 작업을 하 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루어진 여러 용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 흄에 상 으로 다량으로 

노출되었다고 단되었다.

  결론 으로 근로자 A와 B는 기/계장 작업 수행  동일 작업공간에서 이루어진 용  흄 노출에 의해 

과민성 폐렴이 발생하 다고 단되었다. 한편 암모니아, 불화암모늄 등과 같은 가스 노출에 의해 화학성 

폐렴이 발생하 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작업과정에서 가스 출을 방지하는 작업 차를 수하

다고 단되며, 가스 출이 있었다면 동일 작업공간 내 다수의 다른 작업자에서도 호흡기계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단되기 때문에 가스 노출에 의한 화학성 폐렴의 가능성은 낮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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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의
-전기배관 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 과민성폐렴-

연세 학교 원주의과 학 

원주세 란스기독병원 호흡기센터

김   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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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과민성 폐렴 환례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김   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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