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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전문/일반: 전문, 희귀   성분·함량: Pirfenidone 200, 400, 600mg  효능·효과: 특발성 폐섬유증의 치료  용법 · 용량 : 성인 이 약은 초기용량으로 1일 3회, 1회 1정(피르페니돈으로서 200mg)을 식후에 경구투여한다.  환자의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간격으
로 1회 200mg씩 증량하여 1일 3회, 1회 600mg(1일 180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이 약 투여시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환자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용량 감량 또는 투여중단을 고려한다. 주의사항 1) 광과민증이 매우 흔하게 보고되었다. 이 약 투여기간 동안 직사광선(태양등 포함) 
노출을 피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외출 시에 긴소매 의복, 모자 등을 착용하고, 양산, 자외선 차단제 등을 사용하며, 광과민증을 일으키는 약물의 복용을 피해야 한다. 2) 피부 이상반응(광과민증, 발진,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사에게 신속하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증도
에 따라 용량감량 또는 일시적인 투여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3) 간효소(AST, ALT 등) 수치 상승을 동반하는 간기능 장해, 황달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간기능 검사(ALT, AST, 빌리루빈)를 실시한다. 투여시작 후에는 정기적으로(최소 6개월 동안 1개월마다, 그 이후에는 3개월마다) 검
사를 실시하여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4) 간효소 수치가 유의하게 상승할 경우, 용량조절 또는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① 간효소(ALT/AST) 수치가 정상상한치의 3~5배 상승한경우 : 투여약물 중 농도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약물을 모두 중단하고,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필요시 
이 약의 용량을 감량하거나 투여를 중단한다. 간기능 검사결과 정상범위 이내이고 내약성을 보인다면, 1일 권장용량으로 재증량할 수 있다. ② 간효소(ALT/AST)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5배 이내 상승 및 고빌리루빈혈증 등의 증상을 동반할 경우 :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지하고, 동일 환자에게 재투여
해서는 안된다. ③ 간효소(ALT/AST)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5배 초과 상승할 경우 :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지하고, 동일 환자에게 재투여 해서는 안된다.5) 드물게 AST 및 ALT의 상승은 빌리루빈 증가와 관련이 있다. 치명적인 사례를 포함한 약물에 의한 간손상 사례가 시판 후 보고되었다.피로, 식욕부
진, 우측 상복부불편, 검은소변 또는 황달을 포함한 간손상의 증상을 보고한 환자의경우 정기적인 간기능 검사 모니터링 외 추가적으로 임상평가 및 간기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6) 위장관계 이상반응(식욕부진, 구역, 설사 등)이 나타날 경우,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용량감량 또는 투여중단을 고려한
다. 7)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 호중구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투여중지 등 적절한 처치를 실시한다. 8) 졸음, 어지러움, 휘청거림,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 조작을 하지 않
도록 주의한다. 또한 어지러움이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용량감량 또는 투여중지를 고려해야 한다.9) 체중감소가 흔하게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 약을 투여하는 환자의 체중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임상적으로 유의한 체중감소가 나타날 경우 칼로리 섭취를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10) 혈관부종 
/ 아나필락시스 : 피르페니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 투여 후 ��, �� 및/또는 �의 �기와 �은(일부 �각한) 혈관부종으로 인해 호흡곤란 또는 천명과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시판 후 조사에서 보고되었다. 따라서 피르페니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 투여 후 혈관부종 증상, 중증 알레르기 반응 또는 징
후가 나타난 환자는 즉시 치료를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르페니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으로 인한 혈관부종이나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11) 저나트륨혈증 : 저나트륨혈증이 보고되었다. 저나트륨혈증의증상은 감지하기 힘들 수 있고, 동반 질환의 
존재에 의해 가려질 수 있으므로 관련 검사 지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권고된다. 구역이나 두통, 어지럼증 등 저나트륨혈증을 시사하는 징후와 증상이 있는 경우에 특히 모니터링이 권고된다.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포장단위: 90정/상자 (6정 / PTP x 15 / 상자)  제품코드 및 약가: 
•200mg : 642404230 / 2,150원  •400mg : 642404290 / 3,600원  •600mg : 642404300 / 4,800원 ※ 이 내용은 허가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파이브로정은 국내 최초 고용량을 개발하여 
국내 다수의 상급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초대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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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의 고비에서 일선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되며,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이번 2022년 춘계학술대회를 6월 3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효창

공원 옆의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반가운 회원님들을 직접 뵙고 

서로 안부를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집행진은 여러 회원님들의 기대

에 부응할 수 있는 춘계학술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았습니다. 심포지엄 I에서

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성질환 연구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는 회원들

의 학문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심포지엄 II 에서는 실질적인 주제인 

실내공기 오염이 폐질환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prevention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포지엄 III에서는 흥미로운 임상 증례를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하였습니다. 환경과 천식 및 폐질환에 대한 식견을 넓히

고, 연구와 진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6월

대한환경천식폐질환학회 회장  박 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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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22년 6월 3일(금) 13:30~18:00

 진행방식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P R O G R A M

13:00~13:30 등   록

13:30~13:40 개회사 연세의대 박중원 회장

심포지움 I. 환경성 질환의 빅데이터 연구 방법 좌장: 단국의대 지영구, 가톨릭의대 구정완

13:40~14:10 환경성 요인의 건강영향 평가를 위한 공공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세의대 윤진하

14:10~14:40 환경성 질환의 엑스포좀과 멀티오믹스 분석 서울대 원성호

14:40~15:00 Break

심포지움 II. 실내 공기 오염과 알레르기질환 좌장: 아주의대 박해심, 가천의대 강성규

15:00~15:30 실내 공기 오염이 천식과 알레르기질환에 미치는 영향 한림의대 반가영

15:30~16:00 실내 공기 질 개선의 천식 및 알레르기질환에서 효과 연세의대 박경희

16:00~16:15 직업병 안심센터 소개 한양의대 민지희

16:15~16:30 Break

심포지엄 III. 증례 발표 및 토의 좌장: 한양의대 김상헌, 가톨릭의대 김형렬

16:30~17:10 사과 선별 작업자에서 발생한 천식 직업환경연구원 김대호

지정토론 가천의대 강성윤

17:10~17:50 아크용접자에서 발생한 아연흄 노출에 의한 화학적 폐렴 부산의대 김세영

지정토론 서울의대 박종선

17:50~18:00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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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성호

환경성 질환의 엑스포좀과 멀티오믹스 분석

심포지움 I. 환경성 질환의 빅데이터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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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 II. 실내 공기 오염과 알레르기질환

좌장: 아주의대 박해심, 가천의대 강성규

실내 공기 오염이 천식과 알레르기질환에 미치는 영향 한림의대 반가영

실내 공기 질 개선의 천식 및 알레르기질환에서 효과 연세의대 박경희

직업병 안심센터 소개 한양의대 민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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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의대

반가영

실내 공기 오염이 천식과 알레르기질환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움 II. 실내 공기 오염과 알레르기질환

Various allergens, airborne irritants, and infec¬tions trigger exacerbation of asthma. Because 

people spend >75% of their time indoors, exposures found in the indoor environment are 

important. Previous studies showed significant associations of major pollutants including 

environmental tobacco smoke (ETS), O3, NO2, CO, and particulate matter (PM) with moderate and 

severe exacerbations of asthma requiring emergency department visits and/or hospitalization.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of an association between chronic ETS exposure and exacerbations 

of asthma in preschool-age children and suggestive evidence in older children and adults. 

Combustion indoors produces both gases (eg, NO2, CO) and PM that may affect the development 

or exacerbation of asthma. Sources in the home include both heating devices (eg, fire places, 

woodstoves, kerosene heaters, flued [ie, vented] or nonflued gas heaters) and gas stoves for 

cooking. Recent meta-analysis reported short-term exposure to daily O3, NO2, and SO2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asthma exacerbation in terms of asthma-associated 

emergency room visits and hospital admissions. The source of volatile organic chemicals 

(VOCs; benzene, chloroform, paradichlorobenzene, methylene chloride, phthalates, styrene) 

are solvents, glues, cleaning agents, pesticides, building materials, paints, treated water, moth 

repellents, dry-cleaned clothing, air fresheners. There is inadequate or insufficient evidenc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n association exists between indoor residential VOC exposures and 

the exacerbation of asthma. The association of multiple indoor exposures and asthma morbidity 

merit increased attention to prevent exacerbation of asthma. Additional research to establish 

causality and evaluate interventions is needed for these and other indoor exp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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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알레르기내과

실내 공기 질 개선의 천식 및 알레르기질환에서 효과

심포지움 II. 실내 공기 오염과 알레르기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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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직업병안심센터, 한양대학교

민지희

직업병 안심센터 소개

심포지움 II. 실내 공기 오염과 알레르기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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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III. 증례 발표 및 토의

좌장: 한양의대 김상헌, 가톨릭의대 김형렬

사과 선별 작업자에서 발생한 천식 직업환경연구원 김대호

지정토론 가천의대 강성윤

아크용접자에서 발생한 아연흄 노출에 의한 화학적 폐 부산의대 김세영

지정토론 서울의대 박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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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김대호

사과 선별 작업자에서 발생한 천식

심포지엄 III. 증례 발표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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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길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강성윤

지정토론

심포지엄 III. 증례 발표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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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김세영

아크용접자에서 발생한 아연흄 노출에 의한 화학적 폐렴

심포지엄 III. 증례 발표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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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지정토론

심포지엄 III. 증례 발표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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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환경천식폐질환학회 임원명단
(2021~2023년)

대한환경천식폐질환학회 학술위원회 명단

회장 박중원 연세의대 알레르기 내과
부회장 김철우 인하의대 알레르기 내과
부회장 김규상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사 장안수 순천향의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감사 구정완 가톨릭의대 직업환경의학과
총무 박성우 순천향의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부총무 신유섭 아주의대 알레르기 내과
학술위원장 김세훈 분당서울대병원 알레르기 내과
학술부위원장 박소영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재무위원장 김태범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재무부위원장 최원준 가천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기획위원장 김형렬 가톨릭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기획부위원장 이용원 가톨릭관동의대 알레르기 내과
정보위원장 김대호 직업환경연구원 직업환경의학과
정보부위원장 심다운 전남의대 알레르기 내과
홍보대외협력위원장 김상훈 을지의대 알레르기 내과

학술위원장 김세훈 분당서울대병원 알레르기 내과
학술부위원장 박소영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학술 간사 김병근 고려대 안암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김대호 직업환경연구원 직업환경의학과
반가영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강성윤 가천대 길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김미애 분당차병원 알레르기 내과
심다운 전남대병원 알레르기 내과
이상철 국립건강보험일산병원 호흡기 내과
김경원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원준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세영 부산대 양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종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곽경민 고려대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미연 직업환경연구원 직업환경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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