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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직업성천식폐질환학회에서 대한환경천식폐질환학회로 이름을 변경한 후 첫 학술대회인 

2018년 추계학술대회가 11월 24일(토)에 개최됩니다. 이제 우리 학회는 직업 환경과 함께 다른 여러 

환경 요인과 천식, 폐질환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환경성 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예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환경성 질환의 원인에 대한 특강을 준비하였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환경 속 유해물질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의 강의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치명적인 천식 발작 및 급성호흡부전과 관련된 증례 발표와 토의를 통하여 

임상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본 학회에 보내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에 감사드리며, 새로 출발하는 학회의 2018 

추계학술대회에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유익한 정보 교류와 함께 친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년 11월

대한환경천식폐질환학회 회장   지 영 구

초대의 글





 일시  2018년 11월 24일(토) 13:00~18:00
 장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지하1층 제1강의실
 평점  3점

P R O G R A M

13:00~13:30 등   록

13:30~13:40 개회사 지영구(단국대)

심포지엄 I. 특강 좌장 : 조상헌(서울대)

13:40~14:20 환경성 질환과 원인론 홍윤철(서울대)

14:20~14:40 Coffee break

심포지엄 II. 생활환경 속 유해물질과 건강 영향 좌장 : 윤호주(한양대), 하은희(이화여대)

14:40~15:10 환경호르몬과 알레르기질환 신유섭(아주대)

15:10~15:40 소아에서 환경호르몬의 건강영향 한만용(차의대)

15:40~16:10 라돈 침대를 계기로 살펴본 생활환경 속 방사선 위험 진영우(원자력의학원)

16:10~16:30 Coffee break

심포지엄 III. 증례발표 및 토의 좌장 : 박중원(연세대), 우극현(순천향대)

16:30~17:00 Phthalic anhydride induced fatal asthma 김대호(직업성폐질환연구소)

17:00~17:10 지정토론 김미애(차의대)

17:10~17:40 성분미상의 물질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급성호흡부전 최원준(가천의대)

17:40~17:50 지정토론 박성우(순천향대)

17:50~18:00 폐회 및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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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endocrine disruptors in allergic disease

Yoo Seob Shin
Department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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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호르몬이란

화학 물질은 우리 일상 생활의 필수 요소이다. 내분비 교란 물질(내분비계 장애 물질,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 EDCs)로 알

려진 일부 화학 물질은 신체의 내분비 시스템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 호르몬이란 이러한 내분비 교란물질을 일컫는다. 호르

몬은 몸의 발달, 성장, 생식, 신진 대사, 면역 및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아주 적은 양으로 작동한다. 이때 EDCs는 인체 내 호르몬 작용을 

방해한다. EDCs이 신체에 흡수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 수정 또는 차단하곤 한다. 이러한 물질은 에스트로겐, 

안드로겐 및 갑상선 수용체와 같은 세포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한다. 수용체 결합에 따른 강도와 효과는 다양하다. 또한 사춘기의 성장 

및 발달과 같은 여러 호르몬과 관련된 복잡한 과정에 관련한다. 이러한 물질에 의해 성장, 체중, 사춘기 진행, 정자의 운동과 생식기 형

태와 연관이 있다. 또한 노출이 중단 된 후에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오래 지속된다. EDCs에 노출은 평생 지속되며 심지어 다음 세대

에 태어나는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DCs은 다양한 물질에서 발견된다. 농약, 금속, 식품의 첨가제 또는 오염 물질 및 개인 위생 용품과 같은 물질에서 발견된다. EDCs

은 남성과 여성의 생식 기능, 유방암의 발병률 증가, 비정상적인 성장 패턴 및 소아의 신경 발달 지연과 면역 기능의 변화와 관련이 있

다고 의심되어왔다. EDCs 은 식품 섭취, 흡입과 피부를 통해 인체내로 흡수된다. 또한 EDCs은 임신부에서 태반을 통해 발달중인 태아

로 그리고 모유를 통해 어린 아이에게 넘어갈 수 있다. 임산부와 어린이는 발달 중 노출에 의해 영향받는 가장 취약한 개체이며, EDCs 

노출의 영향은 아주 늦게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비 전염성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

120개의 화학물질 조사에 따르면 89 개의 유기 화학 물질이 내분비 교란 물질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것이 프탈레이트, 

o-phenyl phenol, 4-nonylphenol과 4-tert-butylphenols이었다. 이외에도 많이 알려진 것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Diethylstilbestrol, Bisphenol A,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paraben과 같은 물질이 있다. 

건강 영향

EDCs는 생식 기관과 이와 관련한 생리적 반응에 손상을 일으킨다. 생식기의 고환 및 난소 이상을 유도한다는 여러 증거가 있다. 

EDCs는 또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는 비만의 주요 원인이다 일부 POPs에 대한 낮은 수준의 노출은 당뇨병의 위험 증가

와 관련이 있다. 임신 중 에스트로겐 수치가 증가하면 유방암 및 기타 내분비 손상이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EDCs의 일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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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에서 환경호르몬의 건강 영향

한만용
차의과학대학교 소아과학교실 

심포지엄 II. 생활환경 속 유해물질과 건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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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aphene, DDT 및 기타 살충제는 유방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옥신은 알려진 인간 발암 물질이다. EDC는 갑상선 호르

몬의 수송 또는 경로를 변경시키는 작용제 또는 길항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에 노출되면 신생아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신진 

대사가 손상된다. 다른 화학 물질 중에서도 파라벤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부제이다. Methylparaben은 갑상선 기능 저하에 대

한 증거가 있다. DDT와 HCB (hexachlorobenzene)와 같은 살충제는 갑상선 호르몬 생산에 발달 장애를 유발한다. DDT는 갑상선 호

르몬 활동을 감소시키는 반면 HCB는 신진 대사를 일으켜 갑상선 호르몬을 표적으로 하는 독성이 강한 화합물을 생성한다. EDCs는 또

한 심혈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제초제나 POP 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며 형태학 및 행동 반응을 바꾼다. 또한 동물 연구 결과에 따르

면 다이옥신 노출은 흉선 위축, 세포 독성 T- 또는 B- 림프구 분화의 감소, 항체 반응의 악화 및 림프구 활성화의 감소와 관련이 면역계

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밝혀졌다.

프탈레이트는 식품 포장재의 주성분 중 하나이다. 샴푸 병 및 플라스틱 식품 포장에서 고분자 물질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는 내분

비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살충제는 암, 당뇨병, 신경 퇴행성 질환, 파킨슨 병, 알츠하이머 병, 근 위축성 측삭 경화증 (ALS), 선천성 

결손 및 생식 장애와 같은 다양한 만성 질환에 관여한다.

기전

내분비 교란 물질은 인체내 에스트로겐 및 안드로겐과 유사한 기전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활성산소와 free radical을 생

성하여 세포의 DNA, 단백질 및 지질 생성을 손상을 주고 이로인해 여러 질병의 원인 기전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스테

로이드의 생합성과 관련된 효소는 내분비 교란물질의 표적이다. 시토크롬 P450 (CYP450)은 부신, 고환, 난소, 뇌, 태반 및 지방 조직

과 같은 다른 기관에 의해 조절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생합성에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도료, 농업 및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Organotin 화합물은 어류에서 CYP450 및 CYP1A1 및 aromatase의 활성을 억제한다. 암컷에서 aromatase의 억제는 암컷의 음경발달

과 같은 내분비 교란 효과를 일으킨다. 핵 수용체는 신진 대사, 분화 및 성 기능에 관련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 인자이

다. 성 호르몬, 부신 스테로이드, 비타민 D3, 갑상선 및 레티노이드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에 대한 표적 세포의 반응을 조절하는 100 개 

이상의 핵 수용체가 존재한다. 천연 또는 합성 리간드는 co-activator라고 불리는 핵 수용체의 작용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

르몬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생물학적 반응을 자극하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EDC는 호르몬 생산주기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들 호르몬 교란물질은 호르몬 기능 및 신호 전달 경로를 과민하게 반응하게 만든다.

대량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

이러한 물질에 의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밀 묘종에 첨가 된 hexachlorobenzene의 섭취로 인해 1956 년부터 1961 년까지 

동부 터키에서 4,000 명이 넘는 사람들에서 Porphyria가 발생했다. 1968 년 큐슈 지방의 약 1200 명이 식용 유에 PCB와 부주의하게 섞

이면서 90 일 동안 섭취하여 대량 중독이 발생하였다. 이를 Yusho (oil disease)라 불렸다. 1979 년에 대만에서 오염 된 쌀 기름으로 비

슷한 질병이 발생했다. 이 오염으로 이후 태어난 170 명의 자녀는 어머니를 통해 PCBs와 PCDF에 노출되었다. 1976 년 이탈리아 세 베

소 (Seveso)에서 화학 공장이 폭발하자 다이옥신 동족체 인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TCDD)이 대량으로 배출되었다. 약 

2,000 만 갤론의 Agent Orange 를 포함한 제초제가 베트남에서 1962 년과 1971 년 사이에 수확과 작물 파괴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1999 년 벨기에에서 동물 사료 500 톤이 PCBs와 다이옥신으로 오염되어 벨기에, 프랑스, 독일 및 네덜란드의 동물 농장에 배포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2011년까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도 대량 노출에 의한 건강문제를 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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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인체내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POPs는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환경에서 지속된다. 또한 POPs은 먹이 사슬에 침투하여 생체 축적 및 생체 증식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물질이 인간을 포함하여 

더 높은 단계의 생태계에 높은 농도로 축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기 및 물과 살아있는 유기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

갈 수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인간 및 다양한 생물체에 심각한 건강 영향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POPs는 지방 친화성이다. 즉 지방 조

직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POPs는 인간의 혈액, 체지방 및 모유로 측정된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잘 대사되지 않거나 배설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섭취하는 소량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측정 가능한 양으로 축적된다. 따라서 2001 년 5 월 스톡홀름 협약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첫 모임에서는 12 개의 POPs (Aldrin, chlordane, 

DDT, dieldrin, endrin, heptachlor, hexachlorobenzene, mirex, toxaphene, PCB, Dioxins, furans)이 대상물질이었다. 국내에서도 잔

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매년 농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규 POPs가 추가되었는데 국내에서는 PBDE 

(polybrominated idphenyls ethers), PFOS (perfluoro octane sulfonate), HCHs (hexachloro cyclo hexane), Pentachlorbenzene, 

Chlordecone, PBBs (polybromiated biphenyls)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 많은 화학물질이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 물질 (PBT,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물질 또는 잔류성 독성물질 (PTS, persistent toxic substances) 라 불리고 있다. 잔류성 독성 물

질은 스톡홀름회의에서 발표한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이 포함하며 또한 organomercury, organotin과 organolead와 같은 유기금속

화합물(organometallic)이 포함된다. 이러한 물질 또한 모두 생체내 독성, 생물 축적 특징이 있으며 먼 거리로 옮겨갈 수 있다. TV, 컴

퓨터, 휴대 전화, 플라스틱 유아용 병 등 일상 생활 용품에 널리 사용되는 pentabromodiphenyl ether, bisphenol A, di (2-ethylhexyl) 

phthalate와 같은 일부 새로운 화학 물질을 포함하기도 한다.

노출 경로

환경 유해물질은 섭취, 흡입 및 피부 접촉 경로를 통해 노출 될 수 있다. 어린이는 태내에서 노출되기도 한다. 또한 유아는 모유 수

유를 통해 노출됩니다. 임신 전 노출도 우려된다. 노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하는 음식 섭취가 주요 경로이다. 과일, 채소 및 곡물에

는 소량의 POP가 포함되어 있다. 가장 높은 노출 농도를 가진 식품은 동물성 지방이다.

POPs는 종종 물과 공기 그리고 토양에 잔류하는 물을 통해 사람들이 먹는 음식 재료에 포함하게된다. 하천, 호수 및 대양으로 배출

된 POPs가 퇴적물에 모여서 먹이 사슬의 바닥에 있는 작은 무척추 동물에 의해 섭취된다. 이러한 유기체 속으로 들어가면 POPs가 지

방 조직에 축적한다. 살충제로 오염 된 무척추 동물을 먹는 물고기는 더 많은 양의 화학 물질을 축적한다. 크고 성숙한 물고기는 더 높

은 잔류 물을 포함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생체내 농도 증가 때문에 식품 사슬 상단에 있는 동물, 즉 인간, 새, 물범 및 기타 육식 동물에서 

가장 높은 농도가 발견된다. 

PBDE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는 깔개, 장식품, 커튼 및 전자 제품과 같은 가정용 제품에 널리 사용되며 다른 많은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유해할 수 있다. 주요 노출 경로는 실내 공기 흡입 및 가정용 먼지 노출이다. PBDE는 내분비계 장애와 신

경 독성이 알려져 있다.

DDT는 1951 년에 처음으로 모유에서 발견된 사실이 보고되었다. Hexachlorobenzene, dieldrin, heptachlor, chlordane 및 PCBs

를 포함한 오염 물질은 직업적 노출 또는 노출이 없는 여성의 모유에서 흔히 발견된다. 6 개월 동안 모유 수유를 하며 다이옥신과 PCBs

의 누적 일생 노출량의 14 %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노출은 유아가 성인기와 청소년기에 건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다행스럽게

도 POPs 농도는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모유 내 농도는 떨어지고 있다. 모유에서 POPs과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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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지만 모유는 신생아에게 최적의 음식물로 간주된다. 따라서 모유에서 다이옥신과 PCBs의 존재는 모유 수유를 피할 수 있는 지표

가 아니다. 

가장 강력한 EDCs의 하나인 프탈레이트는 노출 농도의 근원을 완전히 파악하기 힘들다. 식품을 통해 이들 화합물이 노출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가금류, 오일 및 크림 유제품 (≥300 μg/kg)에서 높은 DEHP 농도가 지속적으로 관찰되

었다. 역학 연구에 따르면 육류, 지방과 유제품와 DEHP의 농도간에 상관성을 보였다. 육류 및 유제품 소비량이 많은 식단은 노출의 두 

배 증가를 보였다. 전형적인 식사에 따른 식이 요법에 근거한 유아의 추정치는 환경 보호청의 기준 용량 인 20 μg/kg-day을 초과했다. 

청소년이 섭취한 식사에도 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문헌 조사에 따르면 일부 육류, 지방 및 유제품의 DEHP는 지속적으로 고농도로 발

견되며 노출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에 잘 디자인 한 연구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일종인 DMP, DEP, DiBP, DnBP 및 BBzP는 주로 음식과 

연관이 없는 노출과 관련이 있는 반면 음식과 관련있는 노출은 DEHP, DiNP 및 DiDP가 가장 중요한 경로임을 발견했다. 프탈레이트는 

착유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튜빙, 뚜껑 개스킷, 식품 포장 필름, 식품 준비에 사용되는 장갑 및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가소 화 

PVC 재질에서 식품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화합물은 포장재로 오염 된 조리 용 도료뿐만 아니라 식품 포장지의 인쇄 잉크 및 접착

제에서도 발견된다.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은 DEHP와 같이 친 유성이 높은 프탈레이트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소아의 영향

배아, 태아 및 어린 아이가 EDCs 및 POPs에 잠재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소아의 직접적인 노출이나 부모의 노출로 소아에서 장기

간의 독성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은 성인보다 체중 kg 당 더 많은 음식과 물을 섭취한다. 이들의 식사 패

턴은 성인과 다르며 종종 발달 단계가 다르면 변하기 쉽다. 어린 아이들은 또한 호흡량이 높기에 흡입 노출도가 높아지고 체 표면적과 

체중 비가 높아 피부 노출 위험도 증가한다. 어린이의 정상적인 행동 (예 : 땅에 기어 다니기)과 손과 물건을 입에 넣는 것과 같이 성인

이 경험하지 않은 노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종종 환경 적 위험을 인식하거나 무시하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제거 할 

수 없으며 대개는 라벨을 읽지 않습니다.

POPs가 정자와 난자에 독성을 가지기 때문에 임신 전 부모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임산부의 지방에 저장되어 있던 

유해물질이 태반을 통해 독성 물질이 전이되어 임신 중 태아에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 노출은 또한 모유 섭취로 발생할 수 있다. EDCs 

또한 이러한 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가 증가하고 있다.

노출이 발생하면 화학 물질을 흡수, 대사 및 해독하는 능력은 일반적으로 소아는 성인과 다르다.태아, 유아 및 아동은 장기의 급속

한 발달, 특정 해독 효소의 감소, POPs를 격리하기 위한 지방 축적물이 적기 때문에 POP에 더 민감 할 수 있다.

감수성이 매우 높은 시기를 “위험시기” 라 하며 이 시기는 POPs 및 다른 화학 물질의 부작용에 매우 민감하다. 발달 단계 내에서 노

출 간격이 짧더라도 그 시기 발달하는 장기에 영향을 강하게 줄 수 있다. 노출 시기에 따라 노출된 시기의 신경계, 내분비계 및 생식계 

및 면역계에 영향을 주어 기능이 아마도 일생 동안 불리한 결과로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앞으로 더 오랫동

안 미래의 삶을 살기에 초기 환경 노출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만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렇게 긴 

시간을 “유통기한의 장기화 (long shelf life) 라고 표현한다.

예방

개인은 노출을 줄이기 위해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농도의 POPs에 대한 만성 노출은 대부분 음식물 섭취에 의한다. 노출은 일

반적으로 시간이 따라 천천히 발생하며 뚜렷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다.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찍부터 특정 식품의 소비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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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어린이들의 환경유해물질 노출을 줄여준다. 또한 젊은 여성들의 임신 전 환경유해물질 부담을 줄여 미

래의 자녀가 태아기 및 유아기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POPs 농도가 가장 높은 식품은 지역 사회, 지역 및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

다. 이러한 음식에는 종종 쇠고기, 베이컨, 치즈, 버터 및 지방이 많은 연어가 포함된다. 능한 한 과일, 채소 및 전체 곡물의 섭취를 증가

시키면서 “먹이 사슬이 낮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지방이 적은 육류 제품의 섭취가 권장된다. 이러한 음식이 건강한 체

중과 혈압 증진과 같은 추가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유기 농산물은 적은 농약으로 재배되지만 비 유기농보다 비싸다. 과일

과 채소의 일부 POPs는 주로 외부 껍질에 많으며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잔류 물을 씻어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일부 다른 POPs는 종자

와 과일에 깊이 침투하여 제거 할 수 없다. 물고기는 단백질과 오메가 -3 지방산의 좋은 공급원이다. 민물고기는 바다 물고기보다 더 높

은 농도의 화학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오염 물질은 지방과 피부에 집중된다. 낚시를 좋아하는 가족은 높은 농도로 노출 위

험도가 있다. 모유에서 다이옥신과 PCBs가 보인다고 모유 수유를 피할 필요는 없다.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어린이에서 우유는 생후 2 

년 동안 지방과 영양소의 중요한 원천이다. 탈지 분유는 필수 지방산을 함유하지 않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 프탈레이트에 대한 노출

도 식품과 연관이 있기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많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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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도금사업장을 운영하는 55세 사업주가 호흡곤란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일 오후 3시경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연기를 10분 정도 흡입하였고, 목이 칼칼함을 느꼈지만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여 귀가하였다. 집에서 휴식하던 중 호흡곤란 

발생하고 증상이 점차 심해져 오후 10시경 스스로 병원에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특이할만한 병력은 없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폐부종을 동반한 심한 산증과 저산소증이 확인되었다. 치료 도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자가순환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였다. 기계보조 호흡이 필

요한 상태였고,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여 혈액 투석을 시행하였다. 혈변이 있어 시행한 위내시경에서 괴사성 위염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5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의 대표로서 동일업종에서 2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화장품 용기 제작 과정 중 알

루미늄 도금작업을 하면서 질산, 황산, 인산을 사용하였다. 

사고 당일에는 이전 사업체가 남겨두었던 원인 미상의 용액을 물과 함께 폐수처리시설로 흘려보냈다. 잠시 후 폐수처리시설에서 

노란색 가스가 새어나와 이를 제거하기 위해 폐수처리시설 내부로 들어가 10분 정도 작업을 하였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

서 작업을 하면서 가스에 노출되었다.

이 사례에서 급성호흡부전을 유발한 원인 물질을 특정할 수는 없었으나, 작업내용과 진술로 미루어볼 때 강한 산성 증기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급성으로 강산에 노출되는 경우 1차적으로 피부와 호흡기에 영향을 미친다.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초기 증상으로 콧물, 인후부 작열감, 기침 등 자극증상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폐부종이 발생하여 급성호흡

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화학물질이 아닌 폐업한 이전 사업장의 미확인된 화학약품 용액을 임의로 버린 것이 화근

이었다. 모든 사업장에서 본인들의 소유가 아니거나 미확인 화학약품이 있는 경우 유관기관에 신고하고 수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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