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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최근에 아연과 구리를 둘 다 포함된 용접 흄(welding fume)에 노출된 사람에게 혈중 CRP 

(C-Reactive Protein)가 증가하는 등 무증상의 전신 염증이 유발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

에서는 둘 중 어떤 금속이 이 효과의 원인인지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은 통제된 조건 하에서, 15

명의 건강한 남성 피험자들을 아연, 구리, 혹은 아연과 구리를 모두 포함하는 용접 흄에 노출시켰

다. 연구 결과는 모든 노출에서 혈중 CRP가 증가했다. 결론은 구리 및 아연이 함유된 용접 흄은 

전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Hartmann 등은 아연 도금 강철에 구리 함유 용접 와이어를 사용한 금속 불활성 가스 브

레이징(Metal Inert Gas brazing, MIG) 공정에서 용접 흄을 흡입한 사람의 CRP가 24시간 후 뚜렷

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CRP는 대부분의 경우 정상 범위 내에 머물러 있었지만, 증가한 경

우 평균적으로 10배 정도 증가했다. 알루미늄의 MIG 용접, 수동 금속 아크 용접 및 고 합금강 및 

저 합금강의 금속 활성 가스 용접에서 발생한 흄을 마신 경우, CRP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아연 및 구리 함유 용접 가스의 흡입 후 관찰된 CRP의 증가는 ‘금속열’(metal fume fever)의 

초기 단계로 생각되는 무증상의 전신 염증의 징후로 해석되었다. 이 증상은 1822년 Potissier에 

의해 처음 기술되었으며 발열, 기침, 근육통, 불쾌감, 오한 및 피로가 특징이다. 증상은 대개 용

접 흄에 노출되고 3~10시간 후에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금속열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더

라도 24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나면 호전된다. 해당 증상은 일반적으로 고농축의 아연 함유 용접 

흄을 흡입한 뒤 관찰된다.

본 연구에서는 Hartmann 등이 연구했던 MIG 공정의 용접 흄에 존재하는 구리와 아연 중 어

느 쪽이 해당 증상을 일으켰는지, 혹은 두 금속의 상승 작용이 있지는 않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따라서 우리는 randomized 3-fold crossover study를 설계해 15명의 건강한 남성 연구 대상자

를 첫날에는 아연, 다른 날에는 구리, 마지막 날에는 아연과 구리를 모두 포함한 용접 흄에 노출 

시켰다. 각 피험자는 3일간 각각 6시간 동안 노출되었고, 노출 사이의 시간은 1주일이었다. 금속 

흄에서 구리와 아연의 질량 농도는 Hartmann 등의 연구에서와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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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METHODS)

주제(Subjects)

총 15명의 건강한 남성 연구 대상자가 본 연구를 위해 모집되었다. 연구 집단의 신체 계측 데

이터와 기준 폐 기능 데이터를 <표 1>에 나타냈다. 연구 대상자들은 과거의 직업적 금속 흄 노출

이 없었고, 비흡연자였으며, 천식 혹은 다른 폐 질환, 심장 질환의 병력이 없었다. 최종적으로 3

명의 연구 대상자로부터 얻은 노출 데이터는 독감 감염과 비강 헤르페스 감염으로 인해 기각하였

다. 이 연구는 RWTH 아헨 대학교 의학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 대상자들에게 각 

주제별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실험의 설계(Study Design)

Hartmann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용접 흄은 2.5 mg/㎥의 PM10과 1.5 mg/㎥의 아연 및 0.4 

mg/㎥의 구리를 함유하고 있었다. 해당 3-fold crossover study에서 3가지 용접 흄을 사용한 노

출이 시행되었다.

●	아연과	구리를	함유한	용접	흄(target	concentration	[tc]	아연	:	1.5	mg/㎥,	구리	:	0.4	mg/㎥)

●	아연(tc:	1.5	mg/㎥)을	함유하고	구리가	함유되지	않은	용접	흄

●	구리(tc:	0.4	mg/㎥)를	함유하고	아연이	함유되지	않은	용접	흄

각 연구 대상자는 세 번의 연구에서 6시간 동안 노출되었으며, 각각의 노출 사이에는 1주의 

시간 간격을 두었다. 혈액 샘플은 노출 직전, 직후, 24시간 후에 채취했다. 안전을 위해 body 

<표 1> 신체 계측 데이터와 기준 폐 기능 데이터

(Anthropometric Data and Baseline Lung Function Data of the Study Populatio)

Mean SD Min Max

Age (yrs) 26.3 3.2 21.0 34.0

Height (cm) 182.8 5.8 170.0 190.0

Weight (kg) 85.4 10.0 74.0 110.0

VC (L) 6.00 0.69 4.62 6.91

VC %pred 105.99 9.68 83.90 128.10

FEV1 (L) 4.75 0.65 3.84 6.17

FEV1 %pred 104.37 11.62 85.70 128.20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SD, standard deviation; VC, vita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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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thysmography를 사용해 노출 전후에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였다(해당 데이터는 논문에 포함

하지 않았음). 연구 대상자는 약 20분의 시간차 내에 노출 실험실에 입장했다. 물리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한 시간에 한 번씩 10분 동안 80W로 세팅한 bicycle ergometer를 

사용하게 했다.

노출형태(Exposure Technique)

노출은 용접 흄이 생성되는 배출실과 피험자가 노출되는 노출실로 구성된 Aachen Workplace 

Simulation Laboratory에서 수행되었다. 두 방은 환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 노출실의 연기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용접 공정 및 재료가 사용되었다:

아연 및 구리 함유 용접 흄(Welding Fume Containing Zinc and Copper)

용융 아연 도금의 저 합금 구리 와이어(Low alloy Copper wire on hot-dip galvanized steel)

기본 금속(base metal): EN 10346에 따른 DX51DþZ275(1.0226)

필러 재질(filler material): ISO 24373에 따른 직경 1.2mm의 Cu6560

GMA process: impulse arc

아연 함유 용접 흄(Welding Fume Containing Zinc)

용융 아연 도금의 저 합금 아연 와이어(Low alloy Zinc wire on hot-dip galvanized steel)

기본 재질(Base material): EN 10346에 따른 DX51D + Z 275(1.0226)

필러 재질(Filler material): 1.2mm 직경의 ZnAl4

GMA process: CMT controlled short arc

구리 함유 용접 흄(Welding Fume Containing Copper)

강철의 저 합금 동 와이어(Low alloy Copper wire on steel)

기본 재질(Base material): EN 10025에 따른 S235 JR(1.0038)

필러 재질(Filler material): ISO 24373에 따른 직경 1.2mm의 Cu6560

GMA process: short arc

Brand 등에 의해 기술된 총 흄의 질량을 조정하는 기술을 요약하면, 용접을 간헐적으로 수행

하여 질량을 모으는 진동 시간 경과(oscillating time course)를 유도했다. 노출 중 평균 입자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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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는 각 용접 사이클 후 농도 증가의 진폭과 오프셋 농도(다음 용접 사이클이 시작될 때의 농도)

에 의해 결정된다. 농도의 진폭은 용접 시간과 용접 빈도에 의한 오프셋 농도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15명의 연구 대상자들의 노출량을 유사하게 유지하기 위해, 각 연구 대상자들의 노출 질

량 농도의 시간 적분을 Brand 등이 사용한 방법을 통해 온라인으로 계산했다. 각 연구 대상자들

에 대해, 해당 적분 값이 원하는 값(목표 질량 농도 6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노출이 지속되었다.

용접은 노출 실험실의 환기 시스템과 연결된 깔때기 모양의 흄 후드 아래에서 완전히 기계적

으로 수행되었다.

흄농도 및 조성의 특성(Characterization of Fume Concentration and Composition)

용접 흄에 노출되는 동안의 입자 질량 농도는, 진동 필터의 질량 의존성 주파수 변화를 통해 

입자 질량의 농도를 평가하는 테이퍼 요소 진동 Tapered Element Oscillating Microbalance 

(TEOM- series 1400A, Thermo Electron Corpor-ation, West Palm Beach, FL)를 사용하여 

연속 모니터링 되었다. 입자 수 크기 분포 및 총 수 농도는 fast mobility particle sizer(FMPS- 

model 3091, TSI Incorporated, Shoreview, MN)를 사용해 측정했다.

수집된 흄 샘플의 아연 및 구리 함량에 대한 샘플의 준비는 microwave digestion system 

(MWS ETHOS laboratory microwave with MR8-HT rotor, MLS GmbH, Leutkirch im All-

gäu, Germany)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약 50 mg의 흄 샘플을 polytetrafluorethylen 용기에 계량하였다. 3 mL의 질산(65%), 2 mL

의 인산(80%) 및 1 mL의 tetrafluoroboric acid(34%) 혼합물을 첨가했다. 혼합물을 40 bar의 최

대 압력에서 48분 동안 240 ℃로 가열하였다.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용액을 100 mL 플라스크로 

옮겼다. 각 샘플에 이온화 완충용액(증류수에 용해시킨 10 g/L 염화칼륨) 10 mL를 첨가하고 플

라스크를 novAA300 원자 흡광 분석 장치(novAA300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Ana-

lytik Jena AG, Jena, Germany)를 사용하여 증류수로 채웠다. Photron-hollow 음극 램프를 아

연 분석을 위한 광원으로 사용하고 Heraeus Cu/Co/Fe/Mn 램프(Heraeus Noble-light GmbH, 

Hanau, Germany)를 구리 분석에 사용했다.

기준 샘플은 Merck Millipore(Darmstadt, Germany)에서 공급하는 인증된 1000 mg/L 표준 

금속 용액에서 희석했다. 각 흄 파티션에서 각 시행 당 적어도 두 개의 샘플을 분석했다. 모든 샘

플 분석은 평균 4개의 단일 측정값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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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분석(Blood analysis)

본 연구에서 주 평가변수는 CRP였다. 부 평가변수는 응고인자 VIII와 ristocetin cofactor였

다. CRP의 경우 인간 CRP에 특이적인 단일 클론 항체로 코팅된 폴리스티렌 입자를 사용하는 

CardioPhaseRhsCRP assay(Siemens Healthcare Diagnostics Products GmbH, Marburg, 

Germany)에 의해 분석되었다. 모든 측정값은 노출 전, 노출 직후 및 24시간 후 표준 실험실 기

술로 측정되었다.

통계 분석(Statistical Analysis)

이 연구의 주 평가변수는 CRP였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다.

(1) 노출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와 노출 전의 CRP값의 차이가 0보다 큰가?

  - 차이의 중앙값이 0과 같은가 하는 가설은 Wilcoxon test로 검정되었다.

 (2)   노출되는 물질(아연, 구리, 아연과 구리 둘 다)에 따라 노출 이전과 노출 24시간 이후의  

CRP 차이가 달라지는가?

    -   각 그룹 간의 비교는 CRP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노출 시나리오 index를 독립변수로 

한 비모수적 Kruskal-Wallis test로 수행되었다.

두 검정 모두 부 평가변수(응고인자 VIII 및 ristocetin cofactor)에도 사용되었다.

결과(RESULTS)

용접 흄 구성(Welding Fume Composition)

최근 연구된 구리 및 아연이 함유된 용접 흄에 노출되고 24시간 후 관찰된 CRP의 증가가 구리

에 의한 것인지, 아연에 의한 것인지, 혹은 둘 모두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

들은 “구리”, “아연” 및 “구리와 아연”의 세 가지 용접 흄에 노출되어야 했다. 

용접 흄의 농도는 Hartmann 등에 의해 이전에 사용되었던 농도와(아연: 1.5 mg/㎥, 구리:  

0.4 mg/㎥) 유사하도록 고안되었다. 파일럿 연구에서, 용접 매개변수는 실험적으로 결정되어 원

하는 값에 가까운 금속 농도로 용접 연기를 생성할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총 흄 질량 농도에서 

원하는 구리 및 아연의 농도를 얻을 수 있었다. “구리와 아연”- PM10 = 2.78 mg/㎥, “아연”- 

PM10 = 1.9 mg/㎥, “구리”- PM10 = 0.54 mg/㎥. 각각의 날짜에 금속의 필터 샘플을 채취해 용

접 흄의 실제 금속 함량을 측정하였다<표 2>. 아연과 구리를 모두 함유한 용접 흄은 의도된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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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은 구리 함량을 보였으나(0.4 mg/㎥대신 0.66 mg/㎥), 다른 샘플들의 아연과 구리의 농도

는 좋은 근사치로 목표 값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부 노출(External Exposure)

각 노출일에 표적 용접 흄 농도(“아연과 구리” 2.78 mg/㎥, “아연” 1.9 mg/㎥, “구리”  

0.53 mg/㎥)에 양호한 근사치로 도달할 수 있었다<표 3>. 용접 흄 입자의 입자수 중앙직경

(count median diameter)은 3가지 용접 조건에서 약간 상이했다. 가장 큰 입자는 “아연” 용접 흄 

(142 nm)이었고, 입자 수 농도는 평균 92,000/c㎥이었다. “아연 및 구리” 용접 흄은 입자수 중앙

경이 평균 122 nm로 측정되었고 평균 수 농도는 300,000/c㎥이었다. “구리” 흄의 경우 입자수 

중앙경이 105 nm로 확인되었고 평균 수 농도는 87,000/c㎥이었다. 그림 1~3은 각 용접의 시나

리오에서 입자 수와 질량 농도의 일일 코스의 예를 보여준다.

<표 2> 노출에 사용된 3개의 용접 연기의 구리 및 아연의 평균함량

(Average Content of Copper and Zinc of the Three Welding Fumes Used for Exposure)

Mass Cons
(mg/m3) Zn (%) Cu (%) Zn (mg/m3) Cu (mg/m3)

ZnCu 2.78 53.35 22.53 1.48 0.65

Zn 1.90 80.56 0.05 1.53 0.00

Cu 0.54 0.37 76.54 0.00 0.41

Cu, copper only; ZnCu, zinc and copper; Zn, zinc only.

<표 3> 각 노출 일에 표적 용접 흄 농도

(Average Particle Mass Concentration, Count Median Diameter of the Welding Fume Particles,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of the Particle Number-Size Distribution (Sigma g), Mean Number Concentration,

Maximum Number Concentration, and Standard Deviation of Number Concentration for All 9 Exposure Days)

Expo PM10 Target 
(µg/m3) PM10 (µg/m3) CMD (nm) Sigma g Mean Conc 

(cm-3)
Max Conc 

(cm-3)
SD Conc 

(cm-3)
CuZn 2,709 122.75 1.46 306,100 851,000 140,000

CuZn 2,700 2,710 122.00 1.54 298,000 819,000 120,000

CuZn 2,698 121.67 1.78 294,000 796,000 119,000

Zn 1,900 141.50 1.86 91,840 423,000 43,650

Zn 1,900 1,903 142.00 1.60 87,800 289,000 43,256

Zn 2,080 142.71 1.63 97,072 304,000 44,255

Cu 531 105.63 1.63 85,800 307,000 44,900

Cu 530 530 104.71 1.67 87,420 300,000 44,799

Cu 530 105.71 1.69 88,402 270,000 42,800

CMD, count median diameter; Cu, copper only; CuZn, copper and zinc; Mean conc, mean number concentration; Max 
concmaximumnumber concentration; PM10, particle mass
concentration; SD conc, standard deviation of number concentration; sigma g,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Zn, zinc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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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ime course of particle
mass concentration and number
concentration on a copperand
zinc-exposure day.

<그림 2> Time course of
particle mass concentration and
number concentration on a
copperexposure day.

<그림 3> Time course of
particle mass concentration and
number concentration on a
zincexposur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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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평가(Effect Marker)

3가지 노출 시나리오 모두에서 노출 이전과 노출 24시간 후의 CRP의 차는 0보다 훨씬 컸다  

<그림 4> (“구리”: P = 0.001, “아연”: 0.046, “구리와 아연”: 0.002). 이는 아연뿐만 아니라 구리

도 전신 염증을 유도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노출 직후와 노출 이전의 CRP의 경우 0과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그림 5>는 모든 연구 대상자에 대한 세 가지 노출에서 시간에 따른 CRP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 알 수 있듯이 CRP의 주된 증가는 노출 후 6시간과 24시간 사이에 발생했다. 24

시간 후 CRP의 상당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9회 측정에서만 CRP 농도가 기준 범위(3 mg/L 미

만)를 벗어났다. Kruskal-Wallis test에서는 세 가지 노출 시나리오 모두에서 노출 전과 노출 24

시간 후 CRP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연 단독 노출의 경우에서는 차이가 더 적은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리와 아연의 혼합물에 의한 CRP 증가에서 가법(addictive)이나 승법

(multiplicative) 상승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응고 인자 VIII과 ristocetin cofactor 둘 어느 쪽에 대해서도 노출 이전과, 노출 24시간 후의 

차이가 0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Kruskal-Wallis test는 노출 시나리오가 달라지더라도 다

른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어떤 연구 대상자도 노출 이후 증상을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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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ifference of CRP concentrations in the blood 24 hours after exposure versus before 
exposure for the three different exposure scenarios. The box marked ‘‘control (Hartmann et 
al)’’ represents the values for a control exposure(clean air) given by Hartmann et al.1 CRP, 
C-reactive protein; Cu, copper only; CuZn, copper and zinc; Zn, zinc only.

5554함께(With), 활기차게 사는 건강한 세상, 산업보건입니다.

산업보건┃  2017 June Vol. 350



토론(DISCUSSION)

이 연구에는 용접 흄에 노출된 후 24시간이 경과한 뒤 발생하는 CRP의 증가라는 최근 연구결

과가 아연뿐만 아니라 구리에 의해서도 유도됨을 보여주고 있다. 용접 흄(구리 0.4 mg/㎥, 아연 

1.5 mg/㎥, 구리 0.65 mg/㎥과 아연 1.5 mg/㎥의 합) 두 금속의 모든 조합은 전체 입자 질량 농

도가 6배까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증가 CRP의 증가를 보여줬다. 이는 입자 질량 

농도, 개수 농도(number concentration) 혹은 입자의 크기 모두가 이러한 특정 용접 흄의 생물

학적 효과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효과는 오히려 구리와 아연의 농도 및 이들의 독성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

다. 아연의 생물학적 효과는 구리의 효과보다 덜 확연한 경향이 있다. <그림 4>는 용접 흄의 구리 

함유량이 아연 함유량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연에만 노출되었을 때의 CRP의 중간값

이 구리에만 노출되었을 때보다 낮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들의 독성이 구리와 아연 각각의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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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ime course of CRP concentrations in the blood for each subject for the 3 different
exposure scenarios. CRP, C-reactive protein; Cu, copper only; CuZn, copper and zinc; Zn, zinc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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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세포 독성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을 다시 지지한다. 그러나 세 가지 노출 시나리오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분산분석법). 구리와 아연이 함유된 용접 흄에 의해서만 

CRP의 증가가 관찰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루미늄 함유 MIG 용접 흄, 크로뮴과 니

켈이 함유된 manual metal arc 용접 흄, 크로뮴과 니켈이 함유된 metal active gas 용접 흄에 노

출되는 경우에는 CRP의 변화가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관찰된 CRP의 증가는 흡

입 흄에 대한 비특이적 반응 때문이 아니라, 구리와 아연 때문에 촉발된 특이적 반응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아연의 경우, 이 반응의 특이성은 아연이 가지는 면역 반응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일 수 있다. 

CRP의 측정법의 개인 내 재현성(reproducibility)은 양호한 10% 정도로, 임상의학에서 일상

적인 기술이다. 이 결과의 우수한 재현성은 각 연구자의 노출 전과 노출 직후 측정값이 일치함을  

보여주는 <그림 5>에도 잘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CRP의 증가는 수 세기 동안 이미 잘 알려진 금속열(metal fume fever)의 

초기 상태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1550년 Benvenuto Cellini(1500~1571)가 그 유명한 페르세우

스 상의 청동 주물을 작업할 때 고열을 앓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 열이 나는 상태는 수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한다. Johann Georg Krünitz(1728 to 1796)는 놋쇠 주조자들이 놋쇠를 녹이고 주

물 작업을 할 때 겪는 열을 기술했는데, 독일 백과사전 “Oekonomische Encyclopädie”에 그 증

상에 대한 짧지만 자세한 기술들이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 산화아연에 의한 흄열이 자주 관찰되고 기술되었고, 구리, 마그네슘과 카드

뮴 흡입 후에도 비슷한 반응들이 나타났다. Kuschner 등은 15명을 대상으로 산화 아연의 노출 

효과를 조사했다. 이 연구에서 연구 자원자들은 평균 농도 33 mg/㎥의 산화아연에 10분, 15분, 

30분 동안 노출되었다. 그 후, 기관지폐포 세정액을 채취해 proinflammatory cell과 사이토카인

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조기 염증 반응의 징후로서, 종양괴사인자(TNF) 및 인터루킨-8(IL-8)

의 유의미한 증가가 확인되었다. Fine 등은 산화아연 용접 흄(25 mg/㎥, 5 mg/㎥)과 깨끗한 공

기에 13명의 연구 대상자들을 노출시켰다. 낮은 농도의 산화아연에 노출되면 열이 발생하였고, 

고농도의 산화아연에 노출된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근육통, 기침 및 피로와 같은 금속열의 전형적

인 증상이 추가적으로 나타났다.

구리 흄에 노출된 후에 발생한 금속열 현상을 논한 논문은 거의 없다. Borak 등의 리뷰에 의하

면, 지난 88년간 구리 흄과 금속열을 다룬 논문은 7건에 불과하다. Hansen은 전기 아크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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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copper scrap을 녹이는 작업 후 오심과 호흡기 증상 등의 비특이적 증상을 보인 약 10명

의 근로자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Koelsch 등은 압연 공장에서 구리 막대의 열 압연을 작업을 

수행한 10명의 근로자에서 발생한 금속열을 설명했다. 두 연구 모두 분석적인 세부사항과 노출량

의 측정을 언급하지 않았다. Gleason 등은 산화알루미늄 연마재로 동판 연마 작업을 하며 구리와 

산화알루미늄 먼지에 노출된 남성의 급성 불편감을 보고했다. 알려진 연구들에 기초해, Borak 

등은 구리나 다른 금속에 의해 금속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산화아연

만을 금속열을 발생시키는 입증된 원인으로 간주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CRP의 증가는 구리와 아연이 함유된 용접 흄의 흡입에 의해 유발되어 사

이토카인 반응에 따라 국소적일 뿐만 아니라 전신적으로도 발생하는 염증 반응의 후기 단계로 보

아야 한다. Blanc 등은 산화아연 흄에 노출된 23명의 기관지폐포 세척액을 연구했다. TNF-α, 

IL-6, IL-8은 노출 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TNF-α가 금속열의 핵심 매개체라고 보았다. TNF-α 수치는 노출 3시간 후, IL-6은 

8시간 후, IL-8은 22시간 후에 증가하였다. 또한 간과 간 외에서 생성되는 TNF-α, IL-1, IL-6 

및 IL-17과 같은 전염증성(proinflammatory) 사이토카인에 의한 CRP의 생성이 전신적 농도에 

기여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리 혹은 아연에 노출됨으로 인해 유도되는 금속열과 

같은 염증의 정확한 기전과 신호 전달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금속열은 때때로 강력하지

만 가역적이기 때문에 임상적 중요성이 없는 상태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CRP의 미미한 증가가 

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소로 고려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로 용접공의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역학적인 징후가 있다. 그러나 아연

이 함유된 용접 연기에 규칙적으로 노출됨으로 인해 용접공의 건강 위험이 되는, CRP의 만성적

인 증가와 같은 무증상의 만성 염증 상태를 유도하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조사

하면 예방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설계는 CRP의 측정에 최적화되었다. 따라서 이전 연구들에서 대조 노출 후의 CRP

값이 충분히 낮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용접 흄 노출이 없는 대조군에 대한 연구는 수행

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혈중 전 염증세포와 사이토카인뿐만 아니라 비강 내 체액이나 유

도 객담, 기관지폐포 세척과 같이 국소적인 염증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체액 등의 더 많은 평가

변수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국외논문정보

www.kiha21.or.kr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결론(CONCLUSIONS)

이 연구에서, 아연과 구리를 함유한 용접 흄에 6시간 동안 노출되면 24시간 후에 CRP의 상승

과 같이 경미하고 증상 없는 염증 반응이 유도됨을 밝혀내었다. 두 금속에 의한 상승효과는 확인

되지 않았다. 이 염증 반응은 비록 무증상이지만 아연과 구리 용접 흄에 자주 노출되는 용접공들

의 건강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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