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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Predictor of Severe Exacerbation in Asth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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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of patients who are at a greater risk for asthma exacerbation is important for asthma
management. There are several well-known risk factors related to asthma exacerbation and possible predictive biomarkers. In this review, I would like to summarize the effect of risk factors and biomarkers for
asthma exacer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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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천식의 치료 목표는 질병과 관련된 증상을 조절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과 급성 악화, 비가역적
기류 폐쇄, 약제 관련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데 있다. 천식 관련 증상의 악화로 병원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을 하게 되거나, 경구 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요한 경우를 중증 급성 악화로 정의하는데 이는 의료비 증가를
포함한 사회 경제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질병 자체의 진행 및 향후 악화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2. 따라서 급성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위험군의 환자에게 악화에 대한 개념
및 관련 증상, 개개인에게 적절한 행동 지침을 교육하고 천식 관련 동반 질환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식의
악화와 관련된 고위험군의 환자를 선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 및 biomarker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위험 요인

GINA guideline에서는 조절되지 않는 천식 증상과 이전 악화력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이외에 잠재적으로
교정이 가능한 위험 요인로 천식 악화와 관련된 위험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1) Major risk factors: Uncontrolled asthma symptom and previous exacerbation history

3년간의 전향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천식 증상 조절이 지속적으로 불량했던 환자는 잘 조절되거나, 호전된
환자에 비해 천식 악화로 인한 입원, 응급실 방문 및 전신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3배 이상 유의하게 증가했다3.
특히 소아에서 그 위험은 6배 이상으로 더 높았다. 즉, 천식 조절 정도가 악화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위험 요소로 평소 환자의 조절 정도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같은 전향적 코호트에서 이전의 악화력이 향후 악화 발생을 5배 이상 증가시킴을 보고하기도 하였고4,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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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악화력이 있었던 환자에서는 그 위험도가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기
도 하였다5. 따라서 초기 환자 평가에서 이전 악화력에 대한 문진이 필요하며, 과거 악화를 경험했던 환자에서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하겠다.
(2) Additional potentially modifiable risk factors
① Medication: 천식

치료의 근간은 흡입 스테로이드(inhaled corticosteroid, ICS)인데 ICS를 꾸준히 사용할
경우 악화 위험이 감소하나, 반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적절치 못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악화 위험이 증가한다6.
따라서 천식 환자에게 ICS를 처방하고 방문할 때마다 치료 순응도를 평가하고 꾸준한 사용을 교육하는 것이
향후 악화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하다.
천식의 전 조절 단계에서 필요시 short-acting beta2 agnoist (SABA)를 reliever로 사용하도록 권장되는데
SABA인 salbutamol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악화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으며 심지어 매달 200번 이상 사용할
경우 천식 관련 사망 위험도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7,8. 평소 천식 조절 정도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필요시 사용한 SABA의 빈도, 양에 대한 평가 및 유지 치료에 반영하는 중재가 악화 위험을 줄이는 데 필요하겠
다.
② Comorbidities:
(i) Chronic rhinosinusitis; 13,884명의

천식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천식환자의 50%에서 비염, 축농증,
중이염과 같은 상기도 질환이 동반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nasal steroid를 사용한 경우에는 천식 악화
로 인한 응급실 방문을 감소시켰으나 항히스타민제는 유의한 감소 영향을 보이지는 못하였다9.
(ii)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 천식 환자에서 증상 또는 내시경 또는 pH 측정에 따른 GERD의
발병이 높게 보고되었는데, 이는 gastric content의 microaspiration을 통한 기관지 손상으로 염증이 유발되는
직접적인 영향과 vagus nerve 자극을 통해 기관지 수축을 유발하는 간접적인 영향이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0.
이전 1년간 1번 이상의 중증 천식 악화를 겪었거나, 경구 스테로이드를 유지중인 difficult to treat 환자를
대상으로 1년에 3번 이상의 빈번한 중증 악화가 발생하는데 GERD가 5배 정도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11.
(iii) Psychiatric disorder; 잘 조절되지 않는 천식 환자에서 anxiety나 depression이 유의한 영향을 주며 이는
더 나아가 악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 감소, 불량한 천식 조절 등으로 이어짐이 알려져 있고, 잦은 천식 악화에도
10배 이상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11,12. 따라서 조절되지 않는 천식 환자에서 anxiety나 depression에
대한 평가 및 mental health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겠다.
(iv) Pregnancy; 임신에 따른 천식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약 20%에서 악화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임신 2분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치료에 대한 불량한 순응도, 흡연 등이 위험인자
로 여겨지고 있다13. 임신 중 천식의 악화는 저체중아, 조산, 전자간증 등 주산기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한 영향을
주게 되고, 따라서 임신 중 천식 치료단계를 낮추는 것은 피하도록 권고된다14.
(v) Obesity; 비만할 경우 adipose tissue와 관련된 여러 mediator를 통해 전신 염증 반응 및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어 천식 발생 및 여러 동반 질환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15. 또한 비만할수록 천식의 단계가
증가하고 전신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악화 및 ICS 사용이 증가하였다. 반대로 식이조절이나 운동을 통해 체중
감량을 할 경우 천식 조절 정도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16,17. 따라서 천식 환자가 비만하다면 적극적인 체중감소
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③ Exposures: 각종 유발 인자의 노출이 천식 악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감작된 allergen이나 흡연, 대기 오염,차
고 건조한 공기 등의 비알러지성 자극 물질 이외에도 격렬한 운동, 날씨 변화, 감기 등 바이러스 감염, 폐렴,
직업성 노출 및 아스피린이나 NSAID, 베타 차단제나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와 같은 약제가
알려졌다18. 특히 흡연의 경우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서의 간접흡연 또한 천식 악화로 인한 입원
위험이 2배 가량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어 흡연하는 천식 환자에서는 여러 중재를 통해 금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19. 음식 알러지에 의한 천식악화는 흔하지는 않으나 경구 유발 시험이나 확실한 병력으로 확인된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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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는 중증 악화위험을 6배까지 증가시키기 때문에 회피가 필요하겠다20. 최근 대기 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지 과민성, oxidative stress, immune response modulation 등의 과정을 통해 천식의
발생 뿐만 아니라 악화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악화와 관련된 인자로는 ozone, carbon monoxide,
nitric oxide, PM10, PM2.5 등이 보고되었다21,22.
④ Lung function: 성인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에서 젊은 나이 및 양호한 폐기능이 급성 악화의
저위험 요소로 확인되었고, 특히 FEV1 60% 미만인 경우 급성 악화의 위험이 80% 이상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함
이 보고되었다23. 또한 증상 조절에 필요한 흡입 스테로이드의 용량 또는 사망을 평가 지표로 하였을 때 bronchodilator response (BDR)이 클수록 위험이 증가하였다24.
2) 위험 요인 예측에 관한 biomarker
(1) 혈액 호산구: 지속성

천식 환자 2,000명 이상에서 의료 이용, 급성 악화를 분석했을 때 혈액 내 호산구
수치가 높을수록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졌으며, 잘 조절되지 않는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혈액
내 호산구 수치가 높을수록 급성 악화가 증가하였다. 두 연구에서 모두 특히 혈액 내 호산구 수치가 400
cells/mm 이상에서 악화 예측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25,26.
(2) 호기 시 산화 질소(Fractional exhaled nitric oxide, FeNO): FeNO가 높은 천식 환자에서 증상 조절 및 악화에
대한 SABA 및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27. 특히, 혈액 호산구와 호기 시 산화 질소가 동시에
높은 경우 악화 위험이 증가하였고, 둘 다 낮거나 어느 한쪽만 높은 경우 위험 증가는 낮거나 뚜렷하지 않았다.
악화 관련하여 biomarker로서 사용이 가능한 Th2 inflammation의 지표인 혈액 내 호산구와 FeNO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28.
3. 맺음말

천식 조절정도는 간단한 평가 도구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천식의 향후 악화 발생 위험에 대한 예측은
단순히 한두 가지 평가 요소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최근 개인의 악화 관련 병력, 폐기능 및 biomarker를 통합하
여 개인의 악화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평가 도구가 제시되기도 하였다29,30. 앞서 살펴본 다양한 위험 요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천식 환자 각각에 대해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평가하여 악화 고위험 환자에 대해
action plan에 대한 교육 등의 대처가 향후 악화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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