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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증 천식의 새로운 치료방법
허규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Asthma is a heterogeneous disease with complex pathological mechanisms. Currently, asthma treatment is based
on inhaled corticosteroid (ICS) and long-acting β2 agonists (LABA), but some asthmatics have poor response
to high dose ICS treatment. Several new treatments have been approved for severe asthma. Tiotropium has been
approved as an additional therapeutic option despite of high dose ICS and/or LABA treatment. Bronchial thermoplasty has also a suggested therapy in severe asthma. New humanized antibodies to Th2 targets, including IgE,
IL-4, IL-5, and IL-13 antibodies, have revealed promising results in some asthmatics. To identify appropriate patients for newer treatment, specific biomarkers including sputum and/or blood eosinophilia can be used. They
can be used to predict the outcome of clinical and inflammatory responses. Therefore, distinguishing specific
phenotypes of asthma patients using various inflammatory biomarkers may be a prerequisite for selecting appropriate treatment modalities for severe asth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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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부분의 기관지 천식 환자들은 적절하게 약물치료를 하면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1,2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천식이 잘 조절되지 않으며, 약 5∼10%에 달한다 . 이러한 환자들을 중증 천식으로
분류하며, 유럽호흡기학회 및 미국 흉부학회(European respiratory society/American thoracic society, ERS/ATS) 가이
드라인에 따르면, GINA (Global initiative for asthma) 4∼5단계로 치료를 하면서도, 조절되지 않는(uncontrolled)
1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 즉, 고용량 흡입스테로이드(inhaled corticosteroid, ICS) 및 지속성 베타항진제
(long-acting β agonist, LABA), 혹은 기타 조절제(항류코트리엔제, leukotriene receptor antagonist, LTRA/테오필린,
theophylline)를 사용하면서도 조절되지 않는 경우이다.
중증 천식은, 1) 증상조절이 안되고: ACQ (asthma control questionnaire) ＞1.5, ACT (asthma control test) ＜20,
2) 반복적인 중증 악화: 지난 1년간 전신 스테로이드를 2회 이상 사용, 3) 심각한 중증 악화: 지난 1년간 1번 이상의
입원, 중환자실 입원 혹은 기계환기, 4) 기류제한: 적절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고도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FEV1) ＜80%인 경우로 정의된다.
천식의 병인기전은, 기도내의 T helper 2 (Th2) 염증반응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표준 천식 치료에 효과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 천식 표현형(phenotype)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3. 최근에 Th2 염증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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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차단하는 다양한 새로운 생물학적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식의
표현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특정 Th2 사이토카인에 대한 표적치료제가 어떤 환자군에서 최적의 치료효과가
있는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특정 표적치료제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환자군을 선별하기 위한 바이오마
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중증 천식에서 병인 기전에 따른 새로운 치료법을 분류하고, 각 치료법에 적절한 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Table 1).
2. 본론
1) 기도 평활근
(1) 지속성 항무스카린 제제(long acting anti-muscarinic agent, LAMA)

기관지 수축 혹은 이완은, 부교감신경이 무스카린 수용체에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도록 하여, 기도 평활근을 수축
시켜 조절된다.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등 기도의 만성질환에서
는 기도 수축력이 증가되어 있으며, 천식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베타2 항진제가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 지속성
항무스카린 제제(long acting anti-muscarinic agent, LAMA)는, 3형 무스카린 수용체(M3)에서 아세틸콜린의 결합을

Table 1. Summary of studies on the treatment for severe asthma
Target

Treatment

Indications or Biomarker

Smooth
muscle
IgE

Tiotropium
Bronchial
Thermoplasty
Omalizumab

GINA step 4 or 5
AQLQ≤6.25, FEV1≥60% ,
PC20＜8 mg/mL
Serum IgE 30∼700 IU/mL

IL-5

Mepolizumab

↑12 years old
Blood eosinophil≥150

Reslizumab
IL-5Rα

Benralizumab

Blood eosinophil≥400
Sputum eosinophil≥3%
Blood eosinophil≥300

IL-4

Pitrakinra
Lebrikizumab

High periostin (≥50ng/mL)

IL-4Rα

Tralokinumab
Dupilumab

CRTH2

Anti-CRTH2
(Fevipiprant)

Il-17

Brodalumab

Main responses
↑ FEV1, ↓ exacerbations, ↑ A-QOL
↓ exacerbations

Study/Year
Kerstjens/20127, 20158
Castro/201010

Busse/200112
Holgate/200413
Hanania/201114
↓ exacerbations, ↓blood/sputum eosinophils, Haldar/200920
↓ OCS dose, ↑ A-QOL, ↑ FEV1
Bel/201421
Ortega/201422
↑ ACQ, ↑ FEV1, ↓ exacerbations
Castro/201123, 201524
↓ exacerbations, ↓ ICS dose
↓ rescue medications, ↑ A-QOL

↓ sputum eosinophils
↓ exacerbations, ↑ FEV1, ↑ACQ-6

↑ FEV1
↓ exacerbations, ↑ FEV1
But, failed in large phase 3 trial
↑ FEV1
↓ exacerbations, ↑ FEV1

High DPP-4 (over median)
Uncontrolled asthma
(irrespective of eosinophil
count)
Uncontrolled asthma
↓ sputum eosinophil
(elevated sputum eosinophil ↑ FEV1 (in FEV1＜70% at baseline),
≥2%)
↑ACQ
Moderate to severe asthma No treatment difference in FEV1 and ACQ

Laviolette/201325
Castro/201426
FitzGerald/201628
27
Bleecker/2016
29
Wenzel/2007
Corren/201130
31
32
Hanania/2015 , 2016
33
Brightling/2015
Wenzel/201334, 201635

Gonem/201641
Erpenbeck/201640
Busse/201344

ACQ, asthma control questionnaire; AQLQ, asthma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A-QOL, asthma-specific quality of life; CRTH2, chemoattractant receptor-homologous molecule on Th2 cells; DPP-4, dipeptidyl peptidase-4;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GINA,
global initiative for asthma; ICS, inhaled corticosteroid; IgE, immunoglobulin E; IL-4, interleukin-4; IL-4Rα, interleukin-4 receptor α; IL-5,
interleukin-5; IL-5Rα, interleukin-5 receptor α; OCS, oral corticosteroid; PC20, the provocative concentration that causes a 20% fall in
F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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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여 기도확장 효과가 탁월하다 . LAMA는 지금까지 주로 COPD 환자에서 기도확장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
나 최근에는 천식환자에서도 LAMA가 효과적으로 기도를 확장시키며, ICS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치료법으로 제시되
5
고 있다 .
조절되지 않는 천식 환자에서, ICS를 2배 증량한 군과, salmeterol 추가한 군과 비교하여 tiotropium을 추가하였을
때, peak expiratory flow rate (PEF) 및 증상조절 정도는 LABA 추가와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6. Kerstjens 등7이 912명
의 중증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연구(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trial,
RDBPC)를 시행하였고, 고용량 ICS 및 LABA 치료에도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에서, 하루 한번 흡입 tiotropium을
추가하였을 때 FEV1의 호전 및 천식 악화 위험이 감소하는 것을 증명하였다(Hazzard ratio, HR=0.79, p=0.03). 또한
2,103명의 중등도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RDBPC 연구에서도, 중간용량 ICS를 사용함에도 조절되지 않는 천식
8
환자에서, tiotropium을 추가하였을 때 FEV1이 호전되는 것을 보였다(p＜0.001)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GINA
진료지침에서도 최근 1년 이내 악화 경험이 있는 12세 이상 성인에서, 4단계 및 5단계에서 tiotropium을 추가할
9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
(2) 기관지 열성형술(bronchial thermoplasty, BT)

기관지 열성형술(bronchial thermoplasty, BT)은 천식 치료의 새로운 시술로서, 열 에너지를 기관지내시경을 이용
10
하여 기도 벽에 전달하여, 기도평활근의 부피를 줄이는 방법이다. Castro 등 은 288명의 고용량 ICS 및 LABA를
사용 중이나 증상이 있는 천식환자에서, BT 시행군(n=190)과 sham 군(n=98)을 비교하였다. 각 환자들은 시술을
받고 12개월간 추적관찰하였으며, BT 군에서 중증 악화(전신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하거나, ICS를 2배 증량해야
하는 악화) 및 응급실 방문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11
2013년 Wechsler 등 은 BT 시행 이후 5년간 추적관찰 결과를 발표하였고, 모든 환자들은 시술 시행 직후부터
중증 악화 횟수 및 응급실 방문 수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 5년 이후 약 28%는 ICS 용량을
50% 이상 감량하였으며, 약 12%는 LABA를 끊었고, 9%는 ICS, LABA, 7%는 모든 천식약제를 끊을 수 있었다. 따라서,
BT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천식치료 방법이며, 또한 치료 효과는 시술 이후 첫 1년부터 5년간 지속됨을 보여주었다.
2) Th2 표적치료
(1) IgE

항 IgE 제제인 omalizumab은 천식치료제로서 첫번째로 개발된 단클론항체이다. Omalizumab은 free IgE에 결합하
여 IgE가 FcεRI과 결합하는 것을 억제한다. 따라서, 비만세포(mast cell) 및 호염기구(basophil)의 활성을 억제하여
12
천식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 2001년 Busse 등 은, 525명의 중증 천식환자에서, 12주간 omalizumab 치료를 하였고,
치료군에서 천식 악화 감소(p=0.009), ICS 감량(p＜0.001), 및 구제약물 사용 횟수 감소를 확인하였다. 또한 Holgate
13
등 은 고용량 ICS를 사용하는, 중증 천식 환자 246명을 대상으로 omalizumab을 32주간 2∼4주 간격으로 투약하였
고, omalizumab 군에서 증상악화 없이, 효과적으로 ICS를 감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
850명에서, omalizumab을 48주간 투약하였고, 치료군에서 급성악화를 25% 줄였으며, 삶의 질 및 증상점수를 모두
14
호전시켰다 . 이러한 대규모 연구결과를 토대로, omalizumab은 잘 조절되지 않는 중증천식 환자에서 전신 스테로이
15
드 사용 및 ICS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치료약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 GINA 진료지침에서도 5단계 치료약제로 제시되
어 있다9.
(2) IL-5 길항제 및 IL-5Rα

천식의 병인기전인 Th2 염증반응에서 호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질환의 중증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16. 또한 천식의 분류에서도, 호산구성 천식 여부가 중요한 표현형으로 제시되고 있다17,18. 강력한 친호산구성
19
사이토카인인 IL-5 및 그 수용체인 IL-5R에 대한 단클론성 항체가 개발되어 천식 치료에 적용되고 있다 .
20
Mepolizumab은 IL-5에 대한 단클론 항체이다. Haldar 등 은 2009년 61명의 난치성 천식 환자에서 RDBPC를 시행
하였다. 1년간 1개월 간격 mepolizumab 치료를 유지하였을때, 치료군에서 급성 악화가 감소하고, 천식 관련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말초혈액 호산구수 및 객담 호산구수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and p=0.002). 또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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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BPC에서도, 호산구성 천식에서 mepolizumab 사용군이 경구 스테로이드제 감량, 급성악화 감소, 천식 증상의
호전(ACQ-5 호전)이 있었다21. 투여방법에 따라서, 정맥, 혹은 피하주사 모두 악화 빈도를 감소시키고, FEV1을 향상시
22
켰다 . Mepolizumab은 2015년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12세 이상 중증 천식
환자에서 승인되었고, 조만간 국내에서도 출시될 예정이다.
Reslizumab 역시 IL-5 단클론 항체로서,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에서 연구되어 왔다. 초기 연구에서23, 잘 조절되지
않는 호산구성 천식(객담 호산구≥3%) 환자에서 치료군에서 천식조절 점수 및 FEV1이 향상되었고, 2015년 다기관
24
3상 연구에서도 resulizumab이 급성 악화 감소(p=0.0001), FEV1 및 천식관련 삶의 질을 호전시켰다 . Resulizumab
역시 2016년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18세 이상 중증 천식 환자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Benralizumab은 호산구 표면의 IL-5가 결합하는 수용체, IL-5Rα에 대한 단클론 항체이다. 초기 연구에서 benrali25
zumab 치료를 통해 객담 호산구수가 95.8% 감소한 것이 보고되었다 . 324명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임상연구에서, 기저 말초 호산구수 ≥300/μL인 경우, benralizumab 20 mg 및 100 mg 모두 천식 악화를
26
방지하고, 폐기능 및 천식 증상이 호전되었다 . 최근 2건의 3상 임상시험이 완료되었으며, 기저 말초 호산구 ≥300/μL인
27,28
benralizumab 치료군에서 연간 천식 악화 횟수가 감소하고, 폐기능의 증가, 천식 증상점수가 호전됨을 보고하였다 .
(3) IL-4, IL-13, and IL-4Rα

IL-4와 IL-13은 Th2 염증반응에서,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사이토카인으로서, STAT6 pathway를 활성화시켜
Th2 염증반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있다. IL-4에 대한 단클론 항체인, pitrakinra에 대한 임상연구가 진행되었고, 2007
년 2상 연구에서, pitrakinra 치료군에서 FEV1이 향상되는 것을 보고한 바 있으나29, 더 이상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Lebrikizumab은 IL-13 단클론 항체로서, 첫 임상 연구에서 혈중 periostin 수치가 높은 군에서 폐기능이 향상된
30
것을 보여주었다 . 이후 2상 임상시험을 통해 중등도-중증 천식 환자 중에서, 혈중 periostin 수치가 높은 경우(≥50
ng/mL), 급성 악화횟수 감소 및 폐기능 호전 효과를 보였다31. 그러나 최근 2016년 2회의 반복된 3상 임상시험 결과
(LAVOLTA I, II), 총 2,148명 환자에서, lebrikizumab이 천식 급성 악화에 대해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지 못해,
32
실패하였다 . 또다른 항 IL-13로서, 개발된 tralokinumab은, 중증 천식환자에 대한 2상 임상연구 결과, 혈중 DPP-4
(dipeptidyl peptidase-4)가 중간값 이상으로 높은 경우, FEV1이 향상되었다33.
Dupilumab은 IL-4Rα에 대한 단클론 항체이며, 이는 IL-4 및 IL-13에 대한 공통수용체로서, 동시에 IL-4와 IL-13을
억제하여 STAT6 pathway를 비활성화할 수 있다. 초기 연구에서, 지속성 중증 천식 환자에서 말초혈액(＞300/μL)
혹은 객담 호산구(＞3%) 수치가 증가한 경우, dupilumab 치료가 천식 악화를 줄이고, 폐기능을 호전시키는 것을
34
보고하였다 . 최근 대규모 2상 임상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말초혈액 호산구 수치와 상관없이, 중증 천식 환자에
35
서 dupilumab 치료가 폐기능 개선 및 천식 악화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 모든 중증 천식 환자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3상 임상연구 결과가 기대된다.
(4) CRTH2

Prostaglandin D2 (PGD2)는 PGD2 receptor 2 (DP2 receptor, CRTH2)에 의해 활성화 되며, 천식에서 호산구성
기도 염증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36. CRTH2는 Th2 림프구, 호산구, 호염기구 등을 활성화시켜 염증 반응을
37
일으킨다. 2012년 Barnes 등 은, 경구 항 CRTH2인 OC000459를 중등도 지속성 천식 환자에서 치료효과를 비교한
첫 임상 연구를 시행하였고, 폐기능(p=0.037) 및 삶의질 점수(p=0.0022), 야간증상 점수(p=0.022), 객담 호산구 수
(p=0.03) 등을 호전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다른 CRTH2 antagonist인 BI 671800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도 있었
38
으며, 잘 조절되지 않는 천식 환자에서 BI 671800 치료군에서 FEV1의 호전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 그러나
최근 2상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12주간 잘 조절되지 않는 천식 환자에서 ICS에 추가하여 BI 671800을 투약하였을
때, FEV1 및 천식조절 점수에서 유의한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다39. Fevipiprant는 또다른 경구 CRTH2 antagonist
이며, 2016년 157명의 천식 환자에서 2상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었고, 전반적인 폐기능 호전을 보여주지는 못했으
40
나, 중증 기도폐쇄가 있는 경우(FEV1＜70%)에는 폐기능 및 천식조절 점수가 호전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 또한
지속적인 호산구성 천식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한 다른 2상 연구에서도, 객담 호산구 수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다
41
(p=0.0014) . 앞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조절되지 않는, 호산구성 천식 환자에서 호산구 염증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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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목적으로 ICS 외에 추가적인 치료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겠다.
(5) 기타, IL-17

지금까지 소개한 IgE, IL-4, IL-5, IL-13 등에 대한 단클론 항체들은, Th2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치료약제들이다.
그러나 일부 중증 천식 환자들은, Th2 염증반응 보다는 호중구(neutrophil) 성 염증반응을 주로 갖는 Th1 염증반응이
주인 경우도 있다42. 객담내 호중구 분율이 높고, ICS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이다.
43
Th17은 호중구성 염증반응과 관련이 있으며, 중증 천식에서 표현이 증가하기도 한다 . Brodalumab은 항 IL-17RA
단클론 항체이며, 잘 조절되지 않는 중등도 천식 환자 302명에서, 위약군에 비해 치료군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44.
3. 결론
ICS를 사용하는 표준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은 중증천식은, 심각한 국민 건강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천식의 다양한 표현형을 이해하고, 각각의 표현형에 따라 적절한 치료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의 분자학적, 유전자 연구 결과에 따라, 다양한 단클론 항체들이 개발되었고, 특정 바이오마커를 활용하여
임상 및 염증반응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염증반응의 바이오마커를 잘 이용하여 천식환자의 특정
표현형을 구별해내는 것이 중증 천식의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선행조건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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