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성폐질환(Obstructive Lung Disease)

Volume 8, Number 1, January, 2020

IX Should ICS Be Maintained for Whole Life in Mild Asthma?
이세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Maintenance of inhaled corticosteroid (ICS) has been supported by many studies. The new guideline
mentioned that ICS should not be withdrawn in adult asthmatics. Meanwhile, asthma is variable disease
in symptom and severity, so it is not easy in real practice to maintain ICS, especially asthma is well controlled
for long time. In this review, we will cover the characteristics of asthma, what happen when ICS is stopped
in asthma, and the safety of ICS. Although ICS is the most important pharmacotherapy in asthma, we should
consider its careful withdrawal in well-controlled and well-informed asth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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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trategy for Asthma Management and Prevention (GINA) 2014년 지침부터 성인 천식에서 Inhaled
Corticosteroid (ICS)를 끊지 말라는 다음의 문구가 삽입되었다1.
‘Do not completely withdraw ICS unless this is needed temporarily to confirm the diagnosis of asthma’
이와 함께,
‘Consider step down once good asthma control has been achieved and maintained for about 3 months,
to find patient’s lowest treatment that controls both symptoms and exacerbations’
즉 조절하기 위해 효과적인 가장 낮은 ICS의 용량으로 step down을 하되 끊지는 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전 GINA 2011 지침 내용을 보면2,
Controller treatment may be stopped
- if the patient’s asthma remains controlled on the lowest dose of controller and no recurrence of symptoms
occurs for one year
즉, 환자가 안정적이고 상당 기간 동안 증상이 없을 경우 ICS를 끊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음을 언급했다.
천식 치료의 핵심적인 치료, ICS는 과연 평생 끊을 수 없는 약인가?
1. 천식 질환의 특성

천식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가역적인 기도의 염증질환이다. 가역성 변동성(vary overtime in
intensity)은 COPD와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천식 환자는 증상이 심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약을
줄이거나 거의 안 써도 편안하게 지내기도 한다. 실제 연구에서 환자는 증상이 심할 때 약을 더 찾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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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반면 증상이 별로 없을 때는 임의로 약을 줄이고 안 쓰기도 한다3. 이런 천식의 특징을 활용한 치료
방법으로 ICS/formoterol을 구제약으로 사용하며 용량을 늘리는 SMART 혹은 MART (Single maintenance and
reliever therapy)가 있다. 이는 formoterol의 속효성 특성을 활용하고, ICS의 염증을 줄이는 성질까지 활용한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SMART 요법은 적은 ICS 용량으로도 고정 용량(fixed dose)에 비해 기관지 염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급성악화 및 의료 비용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4,5. 이 근거들을
바탕으로 GINA 2019에서는 기존의 필요시 Short active beta2 agonist (SABA) 대신 필요 시 ICS/formoterol을
쓰는 것을 step 1 천식의 1차 치료로 인정하였다6.
천식의 가역성 및 변동성은 자연 경과로도 이어진다. RHINE 연구는 1945년에서 1975년에 태어난 21,802명의
피험자를 입적한 관찰 연구로 2년 이상 투약 없이 천식의 증상이 없는 경우를 관해(remission)로 정의하였다7.
이 연구에 따르면, 출생 연도에 따라 17.9∼22.5%에서 천식 관해를 보였으며, 금연을 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천식의 증상이 없었던 사람들이 보다 관해가 잘 일어났다. 맬버른 천식 코호트는 천명음이 있는 7세 아동을
입적하여 50세까지 매 7년마다 추적하였다. 매 7년마다 20% 정도의 환자들이 관해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특히 21세부터 관해가 증가함을 보였다8. 이렇듯 천식은 악화될 수도 있지만, 일부 환자는 ICS 등의 천식약이
없이도 상당 기간 어쩌면 평생동안 특별한 증상의 재발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변동성’ 있는 질환임을 알 수
있다.
2. ICS 유지의 근거: 끊으면 어떻게 되는가?

ICS를 끊을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지의 근거들을 확인해야 한다. ICS의 용량을 줄였을 때의 경과를

Figure 1. Meta-analysis about the impact of inhaled corticosteroid (ICS) withdrawal. Maintenance of ICS is better than withdrawal
in acute exacewrbation, lung function anbd symptom. Meanwhile, this studies were performed for whole asthmatics
without consideration of phenotypes. Modified from J Allergy Clin Immunol 2013;131:724-910.

43

폐쇄성폐질환(Obstructive Lung Disease)

Volume 8, Number 1, January, 2020

본 메타 분석에서 ICS는 50∼85% 정도 감량하였고, 급성악화, 폐기능(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FEV1), 오전 최대 기류 속도(AM PEF), 증상 등에서 AM PEF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9.
반면, ICS를 끊었을 때의 경과를 본 메타분석에서 급성악화, 폐기능(FEV1), 오전 최대 기류 속도, 증상 등 모든
면에서 통계적으로 악화됨을 확인하였다(Figure 1)10. 이 메타분석의 대표 연구를 보면 Haahtela 등이 수행한
연구에서 budesonide가 terbutaline에 비해 기관지 과민성이 적었으나, budesonide를 끊으면 기관지과민성은
증가하고, 이는 terbutaline을 쓰다가 budesondie로 바꾼 집단에 비해 더욱 떨어짐을 보였다11. Lazarus 등이
수행한 연구에서 6주간 ICS 혹은 ICS/LABA로 run-in 기간을 가진 후에 세 그룹으로 나누어 placebo / salmeterol
(LABA) / triamcinolone (ICS)을 투여하였다. 이 연구에서 ICS군은 LABA나 Placebo군에 비해서 FEV1, PC20,
reliever의 사용 등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오전 PEF에서는 LABA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12. Martinez
등이 연구한 TREXA 연구에서 continuous ICS가 rescue ICS에 비해 첫 급성악화까지의 시간을 늘였다. 이렇듯
장기간 천식을 관찰한 연구에서 일관되게 ICS를 지속한 것이 그것을 끊거나 reliever로 사용한 것에 비해 악화,
기관지과민성, 폐기능 등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다13. 단, 이 연구의 한계는 run-in period가 4∼6주로 비교적
짧아 충분한 천식의 조절 기간을 가졌다고하기에는 짧으며, 집단을 나누지 않고 전체적인 risk를 비교하여 이전
의 연구들에서 보듯, ICS없이 상당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에 대해 별도의 분석은
이루지지 않았다.
3. ICS 평생 안전한가?

ICS는 흡입을 하게 되면 폐에 8∼30% 정도 축적되고, 나머지는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되어 간에서 분해가
되면서 전신 혈류를 돌게 된다. 따라서 양은 적지만 스테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은 다 가지게
되며, 단기 부작용으로 기침, 변성, 구강 백태, 코티솔 분비 장애 등이 있으며, 중기 부작용으로 Hypothala-

Table 1. Side effect of inhaled corticosteroid
Short-term effects

Intermediate effects

Long-term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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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gh
Dysphonia
Thrush
Suppression of basal cortisol secretion
Suppression of ACTH and CRH secretion
Suppression of lower leg growth
Suppression of bone formation
Sex hormone suppression
HPA axis suppression
Linear growth velocity reduction
BMD reduction
Weight gain
Cushing syndrome
Mood swings, psychosis
Hypokalemia
Hyperglycemia
Dermal thinning and skin bruising
Glaucoma
Adrenal insufficiency and crisis
Growth suppression
Failure to attain expected adult height
Osteoporosis and fractures
Cata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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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Pituitary-Adrenal 축(HPA axis) 억제, 성장 장애, 골밀도 감소, 저칼륨혈증, 당뇨, 멍, 백내장 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부신기능 억제, 성장 저하, 골다공증, 백내장 등이 있다(Table 1)14-21. HPA axis의 억제는 ICS를
투여한 직후부터 나타나 4∼6시간 후부터 가장 떨어지게 되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용량에서도 일어난다. 이런
HPA axis의 억제는 지용성인 fluticasone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골밀도 감소는 36개월 썼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골절도 통계적으로 메타분석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ICS의 용량이 증가할
수록 백내장이 증가하고 성장도 둔화됨이 나왔다. 결핵은 우리나라 건보 데이터 분석에서 ICS가 발병을 증가시
키는 것이 확인되었고, 피부가 얇아지고 멍드는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4. ICS withdrawal: 그 이후의 대안에 대해

2018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에는 2개의 SYGMA 연구가 게재되었다22,23. 내용을 요약하
면, mild asthma에서 ICS를 유지하는 것이 천식 조절에는 가장 좋지만 급성악화의 발생에서는 ICS 유지와 필요
시 ICS/LABA (formoterol)을 쓰는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step 2에서 조절이 잘 되는 환자에게서 ICS를
유지하는 대신 prn ICS/LABA를 사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또 다른 연구에서 지난 4주간 SABA를
reliever로 하루에 2회 이하로 사용한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을 때, 필요 시 ICS/LABA를 사용하는
것이 first severe exacerbation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24.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조절이 잘 되는 천식 환자를
step down을 하면서 필요 시 ICS/LABA 치료는 ICS 유지의 좋은 대안으로 자리잡게 된다.
5. 요약 및 제언

ICS는 천식에서 사망률을 줄여준 유일한 치료로서 그 유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천식은 변이성이 있으며,
관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ICS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 및 경제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최근의 여러 연구들에서 필요 시에만 ICS/LABA를 사용하는 치료가 ICS를 유지하는 치료에 상응하는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천식이 최소한의 ICS 유지 요법으로 상당기간 잘 조절될 때, 필요 시
ICS/LABA를 사용하는 치료를 대안으로 끊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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