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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업성천식폐질환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정말 보람 있는 일이 많았던 한 해 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세계알 르기학회(WAC 

2015)가 있었고, 5월에는 세계의 산업보건인들이 모여 직업병의 방과 리 방법을 

논의하는 국제산업보건 회(ICOH 2015)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학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세계의 심에 있음을 확인하는 한 해 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  발 에도 불구하고 산업 장에서는 여 히 OECD의 하 권의 

산업재해 지표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으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며 온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는 우리 의료의 민낯을 그 로 노정한 아픔이었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직업병 문제도 아직 우리 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어

려운 시기에도 근로자 건강 리를 한 문가들의 노력이 계속되는 것이 안입니다.

이번 학회에서도 그동안 우리 회원들이 연구해 온 결과와 직업성천식폐질환의 최신

지견이 발표될 정입니다. 지난 한해 온 국민을 힘들게 했던 메르스 사태를 보건-의료

기  근로자의 건강 리측면에서 조망할 것이며, 이 사태를 계기로 국내의 직업성 호

흡기 감염실태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매우 흔한 직업성 호흡기질환 험군  하나

인 제빵사의 발병 련 유 자에 한 고찰, 그리고 직업성천식과 유 자의 련성에 

한 연구보고와 지하철 종사자의 크롬 노출에 의한 천식과 주물공장 근로자의 특발성

간질성폐질환 환례 발표와 토의가 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리는 2015년 추계학회에서도 다양한 역의 문가들이 직업병 

방과 리라는 공통된 주제에 한 풍성한 토론하는 장이 열려 그동안 우리 회원들

이 성취한 업 을 소개하고, 학문  발 을 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친교가 이루어지기를 기 합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학회가 늦게 개최되어 가을학회의 비에 어려움이 있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 회를 훌륭하게 비해 주신 김상훈 학술 원장을 비롯

한 학술 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학회 운 을 하여 큰 도움을 주신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항상 후배들을 하여 지원과 어려운 걸음을 마다하지 않는 

선배님께도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한직업성천식폐질환학회 회장  송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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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그 램

일 시 : 2015년 11월 21일(토) 13：00∼17：30

장 소 :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1층 대강당


13：00∼13：30 등  록

13：30∼13：40 개회사 송재철 회장

    Topic 1 직업인의 호흡기 감염병

좌장: 강성규(안 보건공단), 최병휘( 앙 )

13：40∼14：10 MERS 사태를 통해 본 의료인의 호흡기 감염병 성균  김수근

14：10∼14：40 국내 직업성 호흡기 감염병 실태 가톨릭  명준표

   Topic 2 직업성천식과 유전자 연구

좌장: 홍천수(연세 ), 지 구(단국 )

14：40∼15：10 제빵사에서 작업 관련 호흡기 증상 발생과 CD14 유전자 및 

후생 유전 개량과의 상관성 연구 차의과  김미애

15：10∼15：40 직업성천식과 유전자 연구 서울  박흥우

15：40∼16：00 Coffee Break

   Case Review

 좌장: 이병재(성균 ), 김양호(울산 )

16：00∼16：20 Case 1. 지하철 종사자에서 크롬에 의한 천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김대호

16：20∼16：35 지정토론 아주  신유섭

16：35∼16：55 Case 2. 주물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특발성간질성폐질환 순천향  서현정

16：55∼17：10 지정토론 인제  김세영

17：10∼17：30 종합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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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1 직업인의 호흡기 감염병

1. MERS 사태를 통해 본 의료인의 호흡기 감염병

김수근

2. 국내 직업성 호흡기 감염병 실태

명 표





Topic 1

3

보건의료인의 메르스 감염실태와 교훈

성균 의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   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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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2 직업성천식과 유전자 연구

1. 제빵사에서 작업 련 호흡기 증상 발생과 CD14 유 자  
후생 유  개량과의 상 성 연구

김미애

2. 직업성천식과 유 자 연구

박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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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에서 작업 관련 호흡기 증상 발생과 

CD14 유전자 및 후생유전 개량과의 상관성 연구

차의과학 학교 분당차병원

김   미   애

  제빵사 천식은 직업성 천식에서 가장 흔한 종류이며 우리나라도 차 서구화되는 식습 으로 인하여 

가루를 취 하는 제빵사가 늘어가고 있다. 주요 기 은 청 가루 특이 면역 로불린 E에 의해 매개되

는 Th2 반응이지만, 실제 제빵사 천식에서 청 가루 특이 면역 로불린 E의 검출율은 높지 않다. 천식의 

발생에 선천성 면역 체계가 기여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에 더하여 직업성 천식, 특히 

기존에 면역 로불린 E에 의해 매개된다고 알려진 고분자량 물질에 의한 직업성 천식에서도 선천성 면역 

체계가 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있다. 를 들어, 인터류킨 18(interleukin 18, IL-18)이나 toll-like 

receptor(TLR) 유 자 다형성이 제빵사에서 작업 련 호흡기 증상 발생과 연 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가루에 다수 포함된 세균 내독소(endotoxin)나 지질당류(lipopolysaccharide, LPS)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LPS 반응에 요한 역할을 하는 IL-18 유 자다형성이 가루 감작과 연 될 수 있고, 세포 표면 내독소 

수용체인 TLR4의 유 자다형성이 가루 감작  작업 련 호흡기 증상과 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제빵사 천식의 발병 기 에 가루에 한 면역 로불린 E 매개 type 2 helper 

T-cell 면역 시스템뿐만 아니라, 선천성 면역 시스템도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다른 

선천성 면역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CD14 유 자도 천식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CD14 유 자다형성  

청 CD14 수치, methylation과 천식 발생과의 상 성에 한 의미 있는 보고가 많고, 이는 CD14 유 자다

형성(-159C>T, rs2569190)이나 methylation level이 soluble CD14 수치에 향을 미쳐 천식 발생에 기여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한 직업성 천식 분야에서는 TDI와 같이 분자량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직업성 천식과의 

연 성이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Th2 면역반응이 주요 기 으로 생각되는 고분자량 물질에 의한 직업성 

천식의 표 인 인 제빵사 천식에서 CD14 유 자와의 상 성을 본 연구는 국내외에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천성 면역 시스템이 제빵사 천식의 발병기 과 연 이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기존에 천식 

발병 기 에 여한다고 보고된 CD14 유 자가 제빵사에서 작업 련 호흡기증상과 연 성이 있는지 분석

하 다. 

  한국의 한 단일 제빵업체에 근무하는 381명 제빵사를 상으로 설문지  액 채취, 폐기능 검사 등을 

시행한 Registry를 확보하여 이 샘 에서 CD14 유 자 다형성(-159 C>T, rs2569190), methyl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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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ble CD14 level을 확인하 다. 이 Registry를 통하여 과거 제빵사 천식의 임상 특성 분석  IL18 유 자 

다형성, TLR4 유 자 다형성에 한 연구가 시행되어 보고된 이 있다. 제빵사들의 연령, 성별, 흡연력, 

비염이나 천식의 과거력, 천식 기간, 아토피 유무, 청 총 면역 로불린E(total IgE), 폐기능 검사 결과를 

수집하 다. 한 제빵사들은 각 작업장에서 dust sampler를 착용하여 각 작업장의 먼지 농도에 따라 작업장 

노출 강도를 노출, 간 노출, 고노출군으로 분류한다. 작업 련 호흡기 증상(work-related respiratory 

symptom, WRS)은 제빵사들이 작성한 설문지에 근거하며, 설문지는 상기도 증상과 하기도 증상을 포함한

다. 상기도 증상에는 코가려움증, 흐르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을 설문하 고 하기도 증상에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 천명음을 포함하 다. 제빵사들은 가루에 한 피부반응시험  면역효소법(Enzyme-linked 

immunosorbant assay, ELISA)에 의한 청 특이 면역 로불린E 측정을 시행받았다. 이들 액에서 CD14 

유 자 다형성, DNA methylation level, soluble CD14 level을 측정하 다. CD14 유 자다형성은 -159C>T 

치에서 TaqMan assay를 통해 확인하 고, 이 치에서 Bisulfite sequencing method를 사용하여 methylation 

level을 측정하 다. soluble CD14 level은 청에서 ELISA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 다.

  연구 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4.9 ± 7.7세, 남성 218명(56.5%), 흡연자 146명(37.8%), 가루 노출 기간 

4.0 ± 3.5년, 가루 노출 강도 낮음 109명(28.2%), 간 123명(31.9%), 높음 140명(36.3%) 다. 총 65명

(17.1%)의 제빵사가 WRS를 호소하 고, 평균 FEV1(% pred) 94.8 ± 12.7%, Atopy 132명(34.2%) 다. 가루

에 한 피부반응검사  청특이IgE는 각각 32명(8.3%)과 49명(12.7%)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평균 

DNA methylation level(rs 2569190)과 soluble CD14 level은 각각 15.4 ± 4.9%, 1299.9 ± 364.5 ng/mL 다. 

노출 강도에 따라 유 자 다형성에 따른 WRS를 비교했을 때, 가루 노출 강도 간군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CC/CT군이 WRS가 많았고, WRS를 보인 군의 DNA methylation level이 높았다. 하지만 WRS 발  

유무에 따른 soluble CD14 level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 가루 노출 강도가 높아질수록 CD14 유 자

의 DNA methylation level과 soluble CD14 level이 낮아졌다.

  결론 으로 가루 노출 강도에 향을 받은 CD14 유 자의 후생유  개량은 제빵사의 작업 련 호흡기 

증상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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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천식과 유전자 연구 

(Occupational asthma and genetic study)

서울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박   흥   우

서  론

  기 지 천식은 다양한 발병 원인을 가지는 질환으로 유  소인에 있어서도 여러 유 자의 복합  상호 

작용이 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한편 유  소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은 기 지천식의 병인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데, 식사 습 , 출생과 성장지, 직업력, 교육과 심리  소인 등으로 표되는 환경 요인이 

많게는 40%까지 알 르기 질환 련 유  소인의 발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2)

 직업성 

천식은 원인 물질에 한 노출 시작과 지속 시간이 분명하므로 술한 바 있는 기 지 천식의 발생에 있어 

유  소인과 환경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 생각되고 있다.
3,4)

 일례로 1,000명이 

넘는 성인 천식(adult-onset asthma)를 분석한 유럽의 최근 연구에서 고분자물질(특히 라텍스)에 한 노출력

과 HLA-DPB1*0301 유 형의 유의한 상호 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5)

 본 원고에서는 직업성 천식과 유 자 

연구에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 직업성 천식과 유 자 연구의 

- 직업성 천식에 있어 유  소인과 환경(직업  노출)의 상호 작용

- 직업성 천식 유 자 연구 결과의 임상 용 시 윤리  문제

직업성 천식과 유전자 연구

  직업성 천식의 병태 생리에 기 를 두고 선천 면역, 면역 조 , 사이토카인, 항산화 작용 련 유 자를 

상으로 한 연 성 연구가 많았다. 특히 diisocyanate(TDI) 노출 근로자를 상으로 험 HLA 유 형을 

밝히기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사이토카인은 일반 인 기 지 천식과 마찬가지로 IL-4, IL-13 같은 

Th2 사이토카인 유 자가 주로 연구되었고 Glutathione S-transferase(GST)나 N-acetyltransferase(NAT)과 같은 

항산화 작용, transferase 유 자가 많이 연구되었다. 최근에는 가설 없이 근하는 Genome-wid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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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genetic polymorphism studies and their associated genetic markers

Allergen Population Susceptible markers Protective markers Associations

High molecular weight allergens 

Swine operator7) Canadian TLR2 -16933T/

A (AA) TLR2 Arg677Trp 

Decreased lung functions

Laboratory animal8) Caucasians CD14 −1619G Decreased lung functions

Endotoxin9) Netherlands CD14 SNPs (-260 C/T, 

-1247T/C, -1721

A/G), MD2 SNP T/C

Exposure and WRRS

Bakers10) Korean IL18 -137G/C (GC or

CC) haplotype ht3 

[ACC]

Wheat sensitization

Bakers11) Korean IL4RA Ile75Val A>G,

IL4RA Gln576Arg 

A>G

WRRS, Wheat sensitization

Bakers
12)

France IL13 R130Q, IL4RA

S478P, IL13 R130Q, 

IL4RA Q551R

Decreased lung functions

Low molecular weight allergens 

TDI13) Swedish GSTP1 Ile105 Val OA

TDI14) Canadian CTNNA3 OA

TDI15) Korean NK2R 7853GG Higher serum VEGF

Abbreviation; CD14 cluster of differentiation 14, CTNNA3 catenin alpha 3, alpha-T catenin, GSTP1 the pi class 

glutathione-S-transferase locus, IL4RA IL-4 receptor alpha, IL13 interleukin 13, IL18 interleukin 18, NK2R neurokinin 

2 receptor, OA occupational asthma, SIC specific inhalation challenge,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TDI toluene 

diisocyanate, TLR2 toll-like receptor 2, TLR4 toll-like receptor 4,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WRRS 

work-related respiratory symptoms

연구 방법론도 직업성 천식 유 자 연구에 용되고 있는데 84명의 TDI 유발 천식 환자를 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는 alpha-T-catenin(CTNNA3) 유 자 상의 다형성이 연 성을 보임을 보고하 다.
6)

 직업성 천

식 련 표 인 유 자 연구 결과를 표 1에 정리해 두었다.
7-15)

유전 소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

  동일 환경에 노출됨에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분명 개인 유  감수성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직업성 천식을 비롯한 환경성 폐질환에서 유  소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림 1은 이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으며 직업성 천식의 발생에 아주 강력한 기여를 하는 

단일 유 자는 존재할 가능성이 음을 시사하고 있다. 직업성 천식을 포함한 환경성 폐질환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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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netic susce-

ptibility in occupational 

lung disease development

소인과 환경 요인(직업  노출)의 상호 계를 보여 주는 표  를 표 2에 정리해 두었다.
16)

 

윤리적 문제

  유 자 연구 결과는 해당 질환의 조기 진단, 후, 약물 반응의 측에 도움을  수 있으므로 유 자 

선별 검사의 임상  유용성에 한 기 감을 갖도록 한다. 그러나 한두 가지 약물유 체 마커를 제외하고 

민감도나 특이도 측면에서 임상 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 지 천식 유 자 연구 결과는 지 까지 없었다. 

이는 직업성 천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분의 연구가 수 배의 낮은 험도(Odds ratio)를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17)

 유 자 선별 검사를 직업성 천식에 용하여 험 유 자를 가진 상의 직업  노출을 피하게 

함으로써 방이 가능하다면 가장 이상 이겠으나 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측 유 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유 자 선별 검사가 남발된다면 일종의 유  차별을 래하게 된다. 즉 험 유 자를 

가졌다는 이유로 고용이나 산재 보험 가입에 있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18)

 이런 측면에서 

향후 직업성 천식 유 자 연구는 질병의 발생 유무보다 직업  노출의 정도가 질병의 발생 혹은 악화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악하는 유  소인과 환경의 상호 련을 규명하고자 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결  론

  유 자 연구는 직업성 천식의 발생 기 을 밝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환경(직업  노출)과 유 자

의 상호 련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 자 연구 결과를 향후 임상에 용하기 해서는 련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윤리  문제를 필수 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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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lected gene–environment interactions

Clinical disease Exposure Genes/polymorphisms Putative mechanism of effect modification

Chronic beryllium

disease

Beryllium HLA-DPB1Glu69 Mediates beryllium presentation by antigen presenting

cells, perhaps by providing a beryllium binding site

HLA-DRPHe47 May mediate beryllium presentation

TNF2–308A May increase production of beryllium-stimulated TNF-α

production

Asbestosis Asbestos fibers GST genes, NAT2 

slow-acetylator genotype, 

SOD2

Genes with antioxidant activity might modify the

response to asbestos-fiber–induced oxidative stress

Silicosis Silica IL-1R, TNF-α Mediation of silica-induced proinflammatory cytokine

production

Byssinosis Endotoxin Tyr113His Decreased microsomal epoxide hydrolase activity could

slow down detoxication of endotoxin-induced reactive 

oxygen species

TNF 308A Amplification of endotoxin-induced TNF-α 

up-regulation

Asthma Diisocyanates HLA-DQB1*0503 Mediation of diisocyanate presentation by antigen 

presenting cells, increasing risk of diisocyanate

IL4RA Mediation of the Th2-specific immune response to 

diisocyanates

GST genes Modification of diisocyanate and metabolite conjugation 

by glutathione

NAT1 “slow acetylator” 

genotype

Decreased antioxidant activity

CTNNA3 Hypothesized that polymorphisms in this component of 

the epithelial

Junctional complex could contribute to abnormal airway 

epithelial barrier and modified response to diisocya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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