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대한직업성천식폐질환학회 추계학술대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 인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한직업성천식폐질환학회 추계학술 회는 11월 18일(토) 순천향 학교 부천

병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 회는 크게 두 가지 토픽으로 구성하 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직업과 련된 천식, 비염, 그리고 아토피피부염에 한 강의를 

비하 습니다. 세 분 문가들의 훌륭한 강의를 통해 직업성 알 르기 질환의 최신 지

견을 공부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 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가습기 살균제 련 질환에 

한 강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 습니다. 특히 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련 질환에 포

함된 배경과 인정기 에 한 강의가 있을 정이며, 표 인 가습기 살균제 련 질

환인 폐섬유화의 인정기 과 진료 경험도 발표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회원 상호 간에 우의도 다지시고 직업성 알 르기  

폐질환 분야의 최신 지견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극 인 참여와 심

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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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비염과 직업

서울의

김   정   현

  

개  요

  직업성 비염(Occupational rhinitis, OR)이란 기존의 비염이 직업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악화되는 형태의 

비염(Work-exacerbated rhinitis)과 함께 직업과 연 된 비염의 2가지 형태  하나로 2009년 유럽 알 르기 

 임상면역 학회(European Academy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에서는 직업성 비염을 “특정 작업 

환경에 인해 간헐  는 지속 으로 비강증상(비강 울 , 재채기, 콧물  가려움)  / 는 다양한 비강 

기류의 제한 / 는 비강 분비물의 과분비가 특징 인 코의 염증성 질환(직업 환경 외의 요인은 이러한 

증상의 자극원이 아님)”으로 정의하 다. 직업성 비염은 알 르기성과 비알 르기성 비염으로 다시 나

어 지는데, 알 르기성 직업성 비염은 크기가 10 kDA을 과하는 고분자물질(high molecular weight agent) 

혹은 분자물질(low molecular weight agent)의 자극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다. 비알 르기성 비염의 경우에

는 감작 없이 염소 가스와 같은 자극성 물질에 단 한번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때에도 상기도의 기능 부 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다양한 자극 물질에 증도 이상의 농도로 수 차례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자극물질에 의한 비알 르기성 직업성 비염은 다양한 증상의 경 을 보여 가볍게는 불편함 정도의 증상

부터 심한 경우 만성 미란성 비염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원인으로는 암모니아, 표백제, 염소, 휘발성 유기 

용제의 증기, 알데하이드 류,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황화수소 등의 많은 화학물질들이 직업성 비염을 일으

키는 자극 물질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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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학

  정확한 역학 자료는 아직 없으나, 200가지 이상의 물질이 직업성 비염에 여하며, 크기에 따라 고분자물

질과 분자물질로 나 어 지는데, 고분자물질에 의한 발병이 더 흔하다. 고분자물질은 개 유기화합물

로, 식물 (  : 천연 고무 라텍스, 가루 단백질, 곡물 먼지), 미생물 (  : 곰팡이, 박테리아 효소) 는 

동물 (  : 동물 비듬, 어류 단백질) 등에서 유래한다. 분자물질은 무기화합물로, diisocyanate, anhydride, 

속, 특정 의약품들이 해당된다. 를 들어, 무수 트리멜리트 (trimellitic anhydride) 와 에폭시 경화제인 

헥사하이드로 탈릭 안하이드라이드(hexahydrophthalic anhydride)는 산업 노동자의 직업 비염과 연 되어

있다. 미용사  기타 미용업 종사자들은 과 황산염(persulfate)이 포함된 탈색제, 라페닐 디아민

(paraphenylenediamine) 는 톨루엔 -2,5- 디아민 황산염(toluene-2,5-diamine sulfate)이 함유 된 모발 염색제, 

시아노아크릴 이트(ethyl cyanoacrylate)를 함유한 속 썹 연장술 착제에 노출되어 직업성 비염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의료계에 종사하는 간호사나 약품을 조제하는 약사들의 경우에도 소독제인 클로르헥시딘

(chlorhexidine)이나 약품 내의 알 드론산나트륨 (sodium alendronate)이 원인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 명확한 

노출원으로 가루와 실험동물이 가장 흔한 직업성 비염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직업 성 비염의 반 인 유병률은 통일 된 진단 기 이 없어 명확하지 않지만, 직업 성 비염의 발생률과 

빈도를 조사하는 몇몇 연구가 있어왔다. 유병률 조사에 한 이  보고들에 의하면 노르웨이의 제빵사들의 

경우 23%~50% 정도의 유병률을 보인 바 있으며 실험동물 리인의 경우 10~40%로 보고된 바 있으며 

피부반응시험에서도 더 높은 감작률을 보 다. 1997년 핀란드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제빵사, 음식 가공

련 직업, 농부, 채식주의자, 모피상인, 가축 리더, 기계 조립 작업자, 선박 작업자에서 높은 직업성 비염

의 유병률을 보 다. 직업  기  외에도 노출 물질에 따라서도 유병률이 나뉘어 질 수 있는데 고분자물질

의 경우 2~87%, 분자 물질의 겨우 3~48%의 직업성 비염 유병률을 보인다. 

위험 인자

  험인자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는데 노출의 정도, 특정 물질, 노출자의 아토피 여부이며 흡연과 직업성 

비염 간의 연 계는 명확하지 않다. 가루와 같은 특정 음식물원료, 동물 상피 등의 노출이 다른 물질 

노출에 비해 직업성 비염을 더 잘 일으킬 수 있다. 노출의 정도와 IgE 연  감작이 일부 세정제 효소, 가

루, 실험동물, 라텍스와 같은 고분자물질에서 알려진 바 있으나 직업성 비염 발생과의 연 계는 아직 

명확히 밝 진 바 없다. 그럼에도 IgE 감작이 이루어진 것은 비염뿐 아니라 천식의 발생의 강한 측 인자

로 보이며 분자물질 에서는 산화 무수물(acid anhydrides)의 경우 노출의 정도와 IgE 감작간의 연  

계가 보고된 바 있다.

  직업성 비염의 유병은 산업 환경  노출되는 물질에 따라 다양하며 많은 연구에서 실험동물, 가루와 

같은 고분자물질 노출 자체가 그로 인한 감작의 험 증가와 함께 아토피 발생의 증가와도 연  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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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기전

  알 르기성 직업성 비염의 경우 화분 감작등으로 인한 IgE 여의 비 직업성 알 르기성 비염과 그 기

은 같으며 수개월에서 수년간의 노출에 의해 감작이 일어난 후 특이 IgE 항체의 생성  TH2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원인물질을 사용한 비강 유발검사 상에서 환자들의 비강 세척액에서는 다수의 호산구가 

찰될 수 있다. 그 밖의 면역 기 으로 IgG 혹은 응면역계(adaptive immune system)의 일부 요소가 여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비알 르기성 직업성 비염은 아직 기 에 해 연구된 바가 거의 없어, 살충제, 세정제와 같은 일부 물질

이 비알 르기성 기 으로 직업성 비염을 일으킨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기 은 아직 밝 지지 않았으며 

neurokinin분비, nociceptors 와 비강 상피세포 손상이 비알 르기성 직업성 비염의 병인에 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알 르기성 직업성 비염은 별도의 감작이 필요 없으며 가장 심한 형태인 부식성 비염

(corrosive rhinitis)의 경우에도 단 1회의 고농도의 자극성 물질에 노출 된 후 발생하여 증상이 지속 될 수 

있다.  

임상양상

  직업성 비염의 임상양상은 일반 인 비염의 증상과 유사하다. 환자는 비폐색, 비루, 후비루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되며 알 르기기 에 의한 비염의 경우 소양감이 동반되기도 한다. 알 르기 기 에 의한 비염의 

경우 감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 첫 노출 후 1~5년 뒤에 증상이 발생하게 되며 비알 르기성 비염의 

경우에는 첫 번째 노출에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직업성 비염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는 원인 물질 

노출 후 수 분에서 수시간의 짧은 시간에 걸쳐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학  검사 상에서 직업성 비염 환자의 비강내 다량의 분비물과 비강내 부종을 찰 할 수 있으며 직업

성 각결막염 혹은 직업성 천식과 연 되어 안구  호흡기 증상이 동반 될 수 있다.

  핀란드의 연구에서 직업성 비염 환자는 천식에 해 4.8%의 상  험도를 보고 90%의 직업성 비염 

환자가 직업과 연 된 비염 증상을 동반하 다. 원인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직업성 천식 환자의 76%

에서 직업성 비염이 동반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직업성 비염은 직업성 천식의 연 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직업성 비염의 존재는 추후 직업성 천식에 이환을 측할 수 있는 인자이기도 하다. 직업성 천식으로 발병

한 환자의 20-78%에서 하기도 증상 발병 이 에 상기도 호흡기 증상이 선행되었다. 그 밖에 43-77%의 

직업성 천식 환자에서 천식 진단 에 비강 증상이 선행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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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료

1. 급성기
  치료의 가장 요한 원칙은 원인 물질  환경의 회피이며 그밖의 약물 치료의 경우 일반 인 비염의 

경우에서와 동일하다. 가장 효과 인 치료제는 비강내 스테로이드제와 비강내 항히스타민제이며 비강 크

로몰린 역시 일부 환자들에게서 효과 일 수 있다. 생리식염수 세척 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구 H1 항히

스타민제와 류코트리엔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1세  항히스타민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에 사용해야 한다. 면역치료의 경우 직업성이 아닌 비염의 경우에서는 종종 

이루어지지만 직업성 비염에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반 으로 권장되지는 않는다.

2. 만성기
  원인 물질이 밝 진 경우에는 회피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 환경을 바꿈으로서 

완 한 회피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밖에 마스크와 같은 개인보호장구나 작업 환경의 환류 시스템의 개선

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료의 측면에서 노출을 이는 방법에 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며 노출을 회피하기

보다 감소된 노출이 이루어진다면 증상 지속 혹은 악화 여부에 한 주의 깊은 감시가 필요하다.

감별진단

  감별진단으로는 비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에 한 평가가 필요하다. 환자의 증상 발생의 시작과 

같은 병력 정보가 진단에 있어 요하기는 하지만 병력만으로는 직업성 비염을 진단하는데 있어 부족할 

수 있다. 환자가 직업환경에서 특정 물질 노출에 따른 증상 발생 시작이 의심이 된다면 분자 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이 알려진 자극원 인지에 한 물질안 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MSMD)를 통한 확인을 

하도록 한다. 개의 고분자 물질의 경우에는 MSMD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단백물질의 흡입을 일으키는 

모든 작업 과정이 이러한 외부 단백에 한 감작이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학  검사 상에서 비강의 부종, 발 , 비루등이 찰된다면 직업성 비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직업성 

비염환자에게서는 동반된 직업성 천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한 호흡기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직업성 비염이 IgE 매개 알 르기 기 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특이 IgE 항체에 한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직업성 비염을 진단하는 진단  검사로는 비강 유발검사가 있지만 비강 유발검사의 경우 

실제 으로 시약 수  가능 여부, 양성 기 에 한 일반 인 합의  이러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

의 부재로 인해 시행에 있어 제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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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후

  원인 물질의 회피가 히 이루어 진다면 직업성 비염 환자의 후는 반 으로 정 이다. 환자는 

여러 연구에서 지속 인 회피로 인해 함께 명백한 증상의 호 과 삶의 질의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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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섬유화 인정과 진료경험

국립 앙의료원 호흡기내과

조   준   성

배  경

  서울 한 학병원 환자실에 내원한 산모들에게서 보고된 ‘원인미상 증 폐질환’과 련하여 질병 리

본부 앙 역학 조사반은 2011년5월6일 다학제  역학조사를 시행하 고 동물흡입실험을 통해 2012년2월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과의 인과 계를 최종 확인하 다

  화학물질(PGH, PHMG 등)이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사용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소비가 증가되면서 임산부뿐만 아니라 소아와 성임 남성에까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 다. 

  비슷한 시기에 2009년 국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 성 간질성 폐렴 소아 환자 78례를 국내에 첫 보고하

으며 사망률이 높고 격한 진행 경과를 보여 본 질환에 한 경각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을 언 하 습니

다.1 이후 2006~2011년 동안 원인미상의 독성 물질 흡입 가능성에 의한 소아 간질성 폐질환16례에서 주로 

겨울철~ 철에 발생, 한 가족 내 여러 가족 구성원에서 거의 동시에 유사한 증상이 발생하 으며 방사선한 

 병리학 으로 기 지를 따라 손상된 특징을 보여 기 지내로 흡인되는 물질에 의한 독성이 소아 간질성 

폐질활의 원인일 수 있음을 처음 시사하 습니다.2 복지부는 2011년 ‘원인미상 증폐질환 발생 규모  

질병 특성 악을 한 연구’를 통해 2006년 1월~ 2011년 9월동안 국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 증폐질환

의 발생 규모  질병 특성에 한 후향  연구를 시행하 고 임상  동질성을 질환이 한 가족내에서 동시

에 발생하고 구성원이 증증폐질환에 이환되어(45~54%), 감염성 질환이 아닌 다른 원인이 증 폐질환 발생

과 연 됨을 시사하 다.

  가습기 폐손상은 다음과 같은 임상 , 상 , 병리학  특징을 보인다.3

  임상 경과: 에 발병하고 기침, 호흡곤란등의 감기증상으로 시작하여 아 성의 매우 빠른 진행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임

  상의학  소견: 기에는 불규칙한 간유리음 , 반상음 이 나타나고 진행함에 따라 미만성 간유리 

음 는 경결(ARDS), 종격동기종, 기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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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설문 폐 기능검사 상의학 검사 유 자  면역 련 검사(필요시) 

소아청소년과 검진 PFT Chest X-ray CBC

호흡기내과 검진 LFT 5종(AST/ALT, protein, albumin. T-bilirubin)

건강 설문 조사 DLco(7세 이상) HRCT Renal panel (Na, K, Cl, TCO2,Ca/P, uric acid)

산소포화도 측정 NT-proBNP, ABGA

Definite Probable Possible Unlikely

임상 정 다른 호흡기질환으로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습기살균제 련 

임상상 등이  있음

다른 호흡기질환의 

가능성도 있으나, 

가습기살균제 련 

임상상의  가능성이  

높음

가습기살균제 련 

임상상의  가능성도 

있으나, 다른 

호흡기질환의 

가능성이 높음

다른 호흡기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습기살균제 련 

임상상의 가능성은 

낮음

  병리학  소견: 늑막하와 소엽 격막주 는 비교  보존되는 심소엽성의 폐쇄성 세기 지염과 주  손상. 

  2013년부터 1차에서 3차까지 아산병원에서 조사 정(주 부서: 1차는 질병 리본부, 2차부터는 환경부)

을 수행하 으며 2016년 피해자 수가 격히 늘어나면서(4000여명) 4-1차부터는 정기  10개병원으로 

확 되었고 4-2차는 20개병원으로 확 되었으며 로 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 조사 판정

  환경산업기술원에 청구인의 신청과 제출자료(의무기록 등)  정기 에서 검사(CT, PFT 등)를 통하여 

진행하 다

신청자검사 (4차 판정)

  조사 정은 개별 청구인의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노출의 유무를 확인하 고 의무기록 등의 검토는 임상, 

상, 병리의 3분야에서 각각 2인이 독립 으로 4(5)단계(definite, probable, possible, unlikely, undeterminate)

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종합 정을 하 다 

  환경조사는 가습기세정제의 노출여부에 한 정근거를 검토( : 환경보건학회)하고 임상 정, 병리

정과 상 정은 각각의 세부 정기 에 따라 정하 다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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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e Probable Possible Unlikely

상 정 기에 subpleural saving 

multifocal patchy 

consolidation 

진행하면서 consolida 

tion 없어지고 diffuse 

centrilobular ground 

-glass opacity증가되는 

양상 air trapping, 

reticular opacity 없음

Diffuse and extensive 

centrilobular 

ground-glass nodular 

opacity가 follow 

up에서 남아있음, air 

trapping 없음

Diffuse and extensive 

centrilobular 

ground-glass opacity가 

분명치는 않으나 

유사한 소견 보임

Diffuse and extensive 

centrilobular 

ground-glass opacity와 

다른 양상

병리 정 Non-suppurative 

necrotizing and 

obliterative 

bronchiolitis with 

various stage of 

peribronchiolar 

organizing alveolar 

damage. Relative 

sparing of subpleural 

and paraseptal, 

parenchyma.

Patch distribution of 

alveolar damage with 

predominant 

centrilobular 

distribution. 

Cellular and fibrosing 

interstitial pneumonia 

with predominant 

centrilobular 

distribution without 

granuloma.

Diffuse alveolar damage, 

fibrinous and 

organizing pneumonia 

Diffuse homogeneous 

fibrosis, predominant 

subpleural and septal 

fibrosis, granuloma, 

temporal heterogeneity

종합판정의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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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부 내 2단계 이상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세부 내 재 정 시도  의 → 제 3자의 의견 수렴

※ 세부 간 이견(discrepancy)가 있는 경우: 보다 높은 등 으로 정

※ 가족 증례  가습기살균제 노출력이 있는 무증상 소아에 해서는 증상이 없고 상이 Unlikely 라도 

폐 기능 감소를 보이는 경우 장기추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Possible로 정함.

◦ 연구에서의 다양한 세부 정에 한 종합 정은 아래 기 을 용하여 종합 정을 시행함. 

(1) Definite 종합 정 종합 사례(1단계)

   ① 임상 정, 상 정, 병리 정이 모두 Definite이며, 환경 정이 Possible 이상인 경우

   ② 병리 자료가 없을 경우, 환경 정이 Possible 이상이며, 상 는 임상 세부 정  하나 이상에서 

Definite이고, 나머지 세부 정이 Probable 이상인 경우

(2) Probable 종합 정 종합 사례(2단계)

   ① 임상 정, 상 정, 병리 정이 모두 Probable이며, 환경 정이 Possible 이상인 경우

   ② 병리 자료가 없을 경우, 환경 정이 Possible 이상이며, 상 는 임상 세부 정  하나 이상에서 

Probable이고, 나머지 세부 정이 Possible 혹은 Probable인 경우

 

(3) Possible 종합 정 종합 사례(3단계)

   ① 임상 정, 상 정, 병리 정이 모두 Possible이며, 환경 정이 Possible 이상인 경우

   ② 병리 자료가 없을 경우, 환경 정이 Possible 이상이며, 상 는 임상 세부 정  하나 이상에서 

Possible이고, 나머지 세부 정이 Unlikely 혹은 Possible인 경우

(4) Unlikely 종합 정 종합 사례(4단계)

   ① 임상 정, 상 정, 병리 정에서 모두 Unlikely로 정한 경우

   ② 병리 자료가 없는 경우, 임상 정  상 정 모두 Unlikely인 경우

(5) 정불가 종합 정 사례

   ① 의무기록 불충분으로 연락하 으나 검진  검사 불가능, 추가 자료 제출 의사 없음 확인으로 정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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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거의 확실)

2단계

(가능성 높음)

3단계

(가능성 낮음)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정

불가

1차 질병 리 

본부

361 129 43 40 144 5

생존 256 71 25 30 126 4

사망 105 58 18 10 18 1

2차 환경부 169 28 23 21 96 1

생존 131 15 16 21 78 1

사망 38 13 7 0 18 0

3차 환경부 

(‘17.3월 기 )

452 23 34 61 323 11

생존 376 7 29 56 278 6

사망 76 16 5 5 45 5

합계(1~3차) 982 180 100 122 563 17

생존 763 93 70 107 482 11

사망 219 87 30 15 81 6

판정결과(1, 2, 3차)

향후 규명해야할 문제

1. 새로운 특징 인 바이오마커(과학  근거) 찾기

2. 피해 인정기  확 : 건강피해 인정기  검토 원회

   - 기 질환(IPF, COPD 등)의 악화와의 련성, 비염, 기 지염 등

   - 폐섬유화를 제외한 기도에 미치는 향( : 비염, 축농증, 만성기침, 기 지염)

4. 진단의 일 성 유지: 의학   vs. 사회  합의

   - 천식의 진단기 : 구제 여 vs. 구제 계정

5. 장기 인 향(건강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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