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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rgic diseases such as asthma are increasing. The prevalence of adult asthma is about 3% in Korea. However, asthma becomes 

more prevalent with age: 6.8-12% in the elderly. In terms of socioeconomic burden, asthma is the 6th important chronic disease in 

Korea. The symptoms of asthma such as dyspnea, wheezing, cough, and chest discomfort may vary according to time and season. 

Reversible airflow limitation and airway hypersensitivity are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asthma. Inhaled corticosteroid is the 

mainstay in the management of asthma as chronic airway inflammation is the underlying mechanism. Stepwise approach is recom-

mended according to the severity and the control status. Physicians should be aware of the control status, lung function, and the risk 

factors of future risk including asthma exacerbations. Doctor-patient relationship is always important to increase the adherence and 

treatment outcome. Patients should learn how to use inhalers: video clips on inhalers are available at the websites such as 

Gyeonggi-do Atopy Asthma Education Information Center. In this review, the practical approach of asthma management was de-

scribed mainly referring to the Korean guideline for asthma which has been published, revised, and updated by the Korean 

Academy of Asthma,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and recently published in 2015. (Korean J Med 2016;90:29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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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천식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질

환으로, 2010년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약 3억 3천 4

백만명 정도의 천식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1]. 우리나

라에서는 천식으로 인한 장애보정수명(quality-adjusted life-year,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904/kjm.2016.90.4.298&domain=pdf&date_stamp=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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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LY) 손실은 연간 10만 명당 약 400년으로 만성 질환 중 

6번째로 큰 질병부담이다[1]. 연령별로 보면 소아기에 유병률

이 5-9% 정도 되다가 젊은 성인 연령에서는 3% 정도로 감소

되나 50대 이후 천식의 유병률이 증가하여 65세 이상에서는 

6.8-12%의 유병률을 보여 두 번의 피크를 보인다[1-4]. 특히 

50세 이후 연령층에서 천식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

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

리나라에서 천식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할 가능

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내과 의사라면 대표적인 알레르기질

환인 천식이 동반된 환자를 진료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질병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치료의 원칙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천식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질환의 사회경제적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천식 치료에 관한 전문가의 합의를 진료일선에 

전달하기 위하여 국제적 또는 국가적 치료지침이 발표되었

다. 1992년 천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국제지침이 최초로 제

정된 이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에서는 1994년 우리나라 최

초의 진료 치료지침을 발표하였다. 이후 1998년, 2003년, 2007

년, 2011년, 2015년에 천식 진료지침 개정본을 발표하였다[1]. 

또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중진 교수가 모여 설립한 한국

천식알레르기협회에서는 진료일선에서 보다 사용하기 적합

하도록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내에 탑재가 가능한 Easy Asthma 

Management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5], 웹 기반

의 대화형 천식지침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6].

이 글에서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임상진료지침개

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2015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대한

소아알레르기학회가 공동으로 편찬한 ‘한국 천식 진료지침’

을 바탕으로 성인 천식에 대한 기술을 하고자 한다[1]. 한국 

천식 진료지침은 성인 천식과 소아 천식을 모두 다루고 있으

며, 핵심질문에 따른 문헌고찰과 함께 2011년 이후 개정된 주

요 국외 진료지침의 내용을 분석하여 K-AGREE II 평가 개발

척도에 따라 세계천식기구(Global Initiative for Asthma, GINA)

의  Global Strategy for Asthma Management and Prevention [7], 

British Guideline on the Management of Asthma [8]을 선정하여 

지침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진료지침 수용개작 방법론에 따

라 개발된, 1994년 이래 개정되고 발전되어 온 한국 천식 진

료지침의 최신판이다.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때 편리하도록 

기존 연구 결과에 따라 천식의 치료와 모니터링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며, 진료지침 개발 과정은 지침의 제일 

끝부분에서 설명하고 지침에 나오는 모든 권고사항을 요약 

정리하였다. 특히 핵심질문에 따른 문헌검색과 근거표 등은 

별도의 웹에 게시하여 지침서의 분량을 줄여 임상의가 편리

하게 지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한국 천식 진료지

침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홈페이지(www.allergy.or.kr)에서 

로그인 없이도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핵심적인 내용

을 정리한 천식지침 요약본도 제작하여 따로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다[9].

천식의 진단

천식의 전형적인 증상인 호흡곤란, 천명, 가슴답답함, 기침

은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특징적인 양상과 

함께 가변적인 기류제한을 증명하면 천식을 진단할 수 있다. 

증상과 호기 기류제한에 대한 진단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호흡곤란, 천명, 가슴답답함, 기침 등의 한 가지 이상의 증

상이 일중 변동이 있고 다양한 강도로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밤이나 기상 직후에 나빠지며, 운동, 웃음, 알레르겐 노출, 찬 

공기,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진단을 위해서는 폐기능 검사가 필요하며 폐기능이 정상

보다 감소가 된 경우는 속효성 베타2항진제인 살부타몰을 

200-400 μg 흡입하고 10-15분 후 FEV1 증가가 기저치보다 > 

12%이면서 > 200 mL이면 기관지확장제 반응 양성으로, 전형

적인 증상과 함께 기관지확장제 반응 양성을 보이면 천식으

로 진단할 수 있다.

반면 폐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는 기관지유발 검사를 시행

하며 메타콜린 혹은 히스타민 유발시험으로 FEV1 감소 ≥ 

20%, 혹은 표준화된 과호흡, 고장성 식염수, 만니톨을 이용하

는 경우 FEV1 감소 ≥ 15%인 경우에 기관지과민증이 있다고 

하며 특징적인 증상과 함께 기관지과민증이 검증되면 천식

으로 진단할 수 있다.

2주간 1일 2회 최대호기유속(peak expiratory flow, PEF)을 

측정하여 성인에서는 일일 PEF 변동 > 10이면 과도한 변동성

이 있어 전형적인 증상과 함께 천식으로 진단할 수 있다.

천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기관지확장제 반응성이 떨어

질 수 있어 항염증 치료 4주 후 폐기능이 호흡기계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 FEV1 증가 > 12%이면서 > 200 mL이면 전형적

인 증상과 함께 천식으로 진단할 수 있다.

기존 진료지침과 변동된 부분은 운동유발시험의 양성 기

준이다. 운동유발시험을 통해 FEV1 감소 > 10%이면서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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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이면 운동유발시험 양성으로 판정한다. 임상시험 등 엄격

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FEV1 감소 > 15%의 양성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양성 기준에 대한 변화는 엄격

한 문헌검색과 문헌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천식의 진단 단계에서 임상의는 임상적인 소견에 따라 다

른 질환의 동반 가능성에 대해 항상 감별하여야 하며, 천식이 

임상적으로 의심되나 검사를 바로 시행하기 어렵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흡입스테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치료

를 시행하고 1-3개월 내에 진단적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천식 조절도 평가

천식 조절은 ‘현재의 증상 조절’과 ‘미래의 위험’을 포함하

여 평가한다. ‘현재의 천식 증상 조절’ 정도는 지난 4주간 일

주일에 3번 이상의 주간 증상이 있었는지, 천식으로 인한 야

간 증상이 있었는지, 일주일에 3번 이상 증상완화제를 사용

했는지, 천식으로 인한 활동 제한이 있었는지 4개 항목에 대

하여 평가하여 모두 없으면 ‘조절’, 1-2개가 있으면 ‘부분조

절’, 3-4개가 있으면 ‘조절 안 됨’으로 평가한다.

FEV1을 포함한 폐기능 검사는 천식 진단 당시 시행하게 되

고 이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미래의 위험 정도는 ‘급성 천식 

악화의 위험인자’가 있는 지로 평가하는데, 특히 조절되지 않

는 천식 증상이 있는 환자, 한 달에 200번 이상 증상완화제를 

사용하는 환자, 흡입스테로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환자, 

FEV1이 60% 미만으로 낮은 환자, 중대한 심리적, 사회경제적 

문제가 있는 환자, 흡연에 노출되는 환자, 감작 항원에 노출

되는 환자, 비만, 부비동염, 식품알레르기 등 동반질환이 있

는 환자, 객담 또는 혈액에서 호산구증다증이 있는 환자, 임

신 환자, 천식으로 기관 삽관이나 중환자실 치료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지난 12개월 동안 1번 이상의 심한 급성 악화가 

있었던 환자는 천식 악화의 위험인자가 동반된 환자라고 할 

수 있으며 증상이 잘 조절되더라도 미래의 예후가 나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치료하고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가역적인 호기 기류제한’이 천식의 특징이지만 ‘고정’ 기

류제한으로 될 위험이 있는 환자는 흡입스테로이드를 잘 사

용하지 않거나, 흡연, 유해 화학물, 직업성 알레르겐에 노출

되는 환자, 초기 FEV1이 낮은 환자, 점액이 만성적으로 과다

분비되는 환자, 혈액에서 호산구증다증이 있는 환자 등이다.

천식 치료 중 약물유해반응의 위험인자는 고용량의 흡입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주 사용하는 경

우이며, 고용량 흡입스테로이드나 흡입기 사용법이 잘못된 

경우에는 구강칸디다증이나 목 쉼 등의 국소적인 약물유해

반응이 올 수 있다.

천식의 비약물 치료

천식의 일차 예방과 관련해 알려진 사항 및 권고사항은 다

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임신 중 흡연 혹은 출생 초기 간접흡

연은 영유아의 천식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해

야 한다. 둘째, 천식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유가 가지고 있

는 다양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권장한다.

이미 천식이 있는 환자에서 천식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여섯 가지 이차 예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은 천식 

조절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천식이 있는 부모에게는 흡연

이 자신과 자녀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금연을 권장하여야 한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이 폐기능이나 

천식 증상을 자체를 호전시키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도록 권장한다. 셋째, 

특정 작업환경이 천식 악화와 관련되는 경우 유발물질을 제

거하거나 해당 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체중

감량과 천식 조절 간의 관계는 아직 근거가 없지만 과체중 

환자가 체중을 감량하면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가 있고 천식 

증상도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체중 환자에게는 체중감

량을 권고할 수 있다. 다섯째,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경우 천

식 등의 알레르기질환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천식 환

자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여섯째, 천식 환자에서 폐

렴구균접종을 고려할 수 있고, 특히 소아와 노인 및 중증 천

식 환자 등 중증의 폐렴구균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높은 환자

에서 폐렴구균접종을 고려한다.

위에 열거된 사항 이외에 천식의 일차 예방 및 이차 예방

을 위해 시행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권고할만한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천식 약물 치료의 선택

천식의 초기 질병조절제는 호소하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한국 진료 지침에서는 기존 진료지침과는 다

르게 환자의 증상의 정도에 따라 시작할 수 있는 질병조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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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tepwise approach in the management of asthma [1]. ICS, inhaled corticosteroid; 
LABA, long-acting beta2 agonist. 

의 예시를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흡입스테로이드제는 지속성 

천식을 치료하는 항염증 약제 중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천

식 치료의 근간이 되는 약제이다.

천식 증상 또는 증상완화제의 사용이 한 달에 1번 이하이

고 지난 1달간 천식으로 인한 수면 장애가 없으며, 앞에서 설

명한 급성 악화의 위험인자가 없이 지난 1년간 급성 악화를 

경험한 적이 없으면 질병조절제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필요

시 증상완화제를 사용하며 경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급성 

악화의 위험인자가 한 가지 이상 있다면 저용량 흡입스테로

이드제를 시작한다.

천식 증상 또는 증상완화제의 사용이 한 달에 2번 이상이

면서 일주일에 1번 이하이거나, 천식 증상으로 인한 수면 장

애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면 저용량 흡입스테로이드제 투여

를 시작한다.

천식 증상 또는 증상완화제의 사용이 일주일에 2번 이상이

면 저용량 흡입스테로이드제 사용을 권장하며 대체약제로 류

코트리엔조절제 또는 테오필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천식 증상이 거의 매일 발생하거

나, 천식 증상으로 인한 수면 장애가 일주일에 1번 이상 발생

하면 중간 또는 고용량 흡입스테로이드 또는 저용량 스테로

이드제/지속성 베타2항진제를 사용한다.

심한 천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급성 악화의 형태

로 천식 증상이 시작하는 경우에는 단기간 전신적인 스테로

이드제를 사용하면서 고용량 흡입스테로이드제 또는 중간용

량 흡입스테로이드제/지속성 베타2항진제를 사용한다.

천식 증상 조절과 미래 위험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치료 접근 방식

천식의 증상 조절을 위해서는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단계적인 치료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1단계 치료: 필요할 때 증상완화제

1단계 치료는 필요할 때 속효성 베타2항진제 등의 증상완

화제를 흡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속효성 베타2항진제는 천식 

환자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그 안전성이 불충분하여 한 

달에 한 번 이하의 주간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수 시간 내로 

호전될 때, 야간 증상과 폐기능 감소가 없을 때에만 제한적으

로 사용하여야 한다. 증상이 자주 발생하고 야간 증상, 폐기

능 감소가 동반되어 있으면 질병조절제를 규칙적으로 투여

하여야 한다. 급성 악화의 위험인자가 한 가지 이상이 있으면 

규칙적인 저용량 흡입스테로이드제 추가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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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항콜린제, 속효성 경구 베타2항진제, 속효성 테오필린 

등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약제들은 약효 시작이 늦

고 부작용의 발생 위험이 높다. 빠르게 작용하는 지속성 베타

2항진제는 속효성 베타2항진제만큼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흡입스테로이드제 없이 규칙

적으로 지속성 베타2항진제를 사용하는 것은 급성 악화의 위

험이 있어 추천되지 않는다.

2단계 치료: 질병조절제 한 가지와 증상완화제

치료 2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질병조절제를 규칙적으로 사

용하고 필요할 때마다 증상완화제를 사용한다. 2단계에서는 

처음 치료하는 모든 환자에게 저용량의 흡입스테로이드제를 

질병조절제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흡입스테로이드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질병조절제로는 

류코트리엔조절제가 있다. 류코트리엔조절제는 환자가 흡입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 또

는 흡입스테로이드제 때문에 목이 쉬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경험하거나 알레르기비염이 동반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질병조절제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환자에서 약물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 저용량 흡입스테로이드제/지속성 베타2항진

제 복합제가 증상과 폐기능 호전에 흡입스테로이드제 단독

요법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나 단독요법보다 급성 악화의 위

험을 낮추지 않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리하다.

상기 질병조절제 외에 다른 질병조절제도 있으나 2단계 치

료의 추천 질병조절제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

지 않는다. 서방형 테오필린은 항염증 작용과 질병조절제 효

능이 약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흔한데 그 정도는 다양하다.

3단계 치료: 질병조절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와 증상완화제

3단계의 치료 방법은 저용량 흡입스테로이드제/지속성 베

타2항진제 복합제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속효성 흡입베타2항

진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약제를 증량하기 전에는 먼저 흡입

제 사용 방법, 환경적인 노출, 증상이 천식에 의한 것이 확실

한지 등을 확인한다.

같은 용량의 흡입스테로이드제 단독요법에 비하여 지속성 

흡입베타2항진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증상 조절 

효과, 폐기능 개선 효과, 급성 악화 감소 효과 등이 있어 이를 

추천한다. 흡입스테로이드제/포모테롤 복합제를 사용한다면 

증상완화제와 질병조절제 두 가지 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도 

있다. 고위험 환자에서 흡입스테로이드제/포모테롤 복합제를 

유지 및 증상완화제로 사용할 때 같은 용량의 흡입스테로이

드제/지속성 베타2항진제 복합제 유지 치료 또는 더 높은 용

량의 흡입스테로이드제 단독 사용보다 더 낮은 용량의 흡입 

스테로이드제로도 비슷한 증상 조절 효과와 급성 악화 감소 

효과를 보인다.

3단계 치료 조절제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치료 방법은 

흡입스테로이드제 용량을 저용량에서 중간용량으로 증량하

는 것이다. 이 경우 지속성 베타2항진제를 추가하는 것보다 

덜 효과적일 수 있다. 저용량 흡입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면

서 류코트리엔조절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서방형 테오필

린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4단계 치료: 질병조절제 두 가지 이상과 증상완화제

4단계 치료에서는 중간용량 흡입스테로이드제/지속성 베타

2항진제 복합제를 유지하고 필요시 속효성 흡입베타2항진제 

사용한다. 약제를 증량하기 전에는 흡입제 사용 방법, 환경적

인 노출, 증상이 천식에 의한 것이 확실한지 등을 확인한다.

고용량의 흡입스테로이드제/지속성 베타2항진제 복합제가 

고려될 수 있지만 중간용량 이상으로 흡입스테로이드제를 증

량하는 것은 추가적인 효과는 크지 않고 부작용의 위험을 높

일 수 있다. 따라서 고용량의 흡입스테로이드제는 중간용량

의 흡입스테로이드제와 류코트리엔조절제나 테오필린 등의 

추가 약제를 사용하면서 천식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3-6

개월 정도로 단기간 시도해볼 수 있다.

중간 또는 고용량의 흡입스테로이드제에 추가할 수 있는 

다른 약제는 류코트리엔조절제, 저용량 서방형 테오필린 등

이 있다. 그러나 지속성 베타2항진제 복합제를 추가하는 것

에 비하여 효과가 적다.

세계천식기구(GINA)에서는 2015년 GINA Global Strategy 

for Asthma Management and Prevention 개정판을 발표하며 미

스트 형태의 티오트로피움도 중간 또는 고용량의 흡입 스테

로이드제에 추가할 수 있는 약제로 추가하였다[10].

4단계에서, 특히 고용량 흡입스테로이드 사용의 경우 약

물유해반응 가능성이 올라가기에 천식에 대한 평가나 치료, 

동반 악화인자 평가 등을 위해 천식 전문가에게 의뢰를 고려

한다.

5단계 치료: 전문가에게 의뢰

어느 단계에서나 천식 평가나 치료를 위해 천식 전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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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trategy to step down the medications

현재 단계 현재 약제와 용량 단계를 낮추는 방법 근거

5단계 고용량 ICS/LABA 복합제 

+ 전신적 스테로이드제

• 고용량 ICS/LABA 복합제 용량 지속 + 전신적 스테로이드제 감량 D

• 전신적 스테로이드제 감량 시 기준으로 객담 활용 B

• 전신적 스테로이드제 격일 사용 D

• 전신적 스테로이드제를 고용량 흡입 스테로이드제로 대체 D

고용량 ICS/LABA 복합제 

+ 기타 약제

• 전문가에게 의뢰 D

4단계 중간용량-고용량 ICS/LABA 
복합제

• ICS 용량을 50%씩 감량하여 지속성 베타2 항진제 사용 지속 B

• LABA를 중단하면 악화 발생 위험 증가 A

중간용량 흡입 스테로이드제/
포모테롤 복합제

• ICS/포모테롤 복합제를 저용량으로 감량하고 필요시 증상완화제로 사용 D

고용량 ICS + 다른 질병조절제 • ICS 용량을 50%씩 감량 + 다른 질병조절제 유지 B

3단계 저용량 ICS/LABA 복합제 • ICS/LABA 복합제를 하루 한 번으로 감량 D

• LABA를 중단하면 악화 발생 위험 증가 A

저용량 흡입 스테로이드제/
포모테롤 복합제

• ICS/포모테롤 복합제를 하루 한 번으로 감량하고 필요시 증상완화제로 사용 C

중간용량, 또는 고용량 ICS • ICS 용량을 50%씩 감량 B

2단계 저용량 ICS • 하루 한 번 사용 A

저용량 ICS 또는 류코트리엔 

조절제

• 6-12개월간 증상이 전혀 없고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중단을 고려하

고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D

• 성인에서 ICS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급성 악화의 위험을 높이므로 권장되

지 않음

A

ICS, inhaled corticosteroid; LABA, long-acting beta2 agonist.

게 의뢰할 수 있지만 올바른 흡입제의 사용으로 4단계의 약

물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조절되지 않거나 급성 악화가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증 천식에 대한 경험이 많은 천식 전문

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5단계에서 추

가로 고려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항 IgE 항체(omalizumab): 4단계의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고 

폐기능의 감소와 잦은 천식 악화를 보이는 아토피성 천식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기관지 열성형술: 성인 중증 천식 환자에서 고려할 수 있다. 

아직 장기적 효과는 증명된 바 없다.

• 저용량 전신적 스테로이드제 추가(프레드니솔론 7.5 mg/일 

이하): 일부 중증 천식 환자에서 효과적이나 상당한 부작용

이 있다. 4단계의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고 폐기능 감소와 

잦은 천식 악화를 보이는 환자에서만 고려하여야 한다. 환

자에게 가능한 부작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사용

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위험에 대하여 평가가 필

요하다.

천식 치료 단계를 낮추는 원칙

3개월 이상 천식 증상이 잘 조절되고 폐기능의 변화가 없

을 때 천식 치료 단계를 낮출 수 있다. 급성 악화의 위험이 

있거나 고정 기류제한이 있을 경우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며. 

급성 호흡기 감염, 여행, 임신 때에는 변경을 피하고 적절한 

시기를 선정한다. 환자에게 감량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증상 

악화 때 사용할 약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행동지침

에 대해 숙지하도록 한다. 표 1에서 자세히 제시하였지만 적

어도 3개월 간격으로 흡입스테로이드제 용량을 25-50%씩 감

량하는 것이 안전하다.

천식의 급성 악화와 사망 위험인자

급성 천식 악화(천식발작)는 기침, 호흡곤란, 천명 및 가슴

답답함과 같은 천식의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을 말하

며, 이는 현재의 치료 수준을 변경하여야 함을 뜻한다.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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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management of asthma exacerbation in primary care medical centers [1]. PEF, peak ex-
piratory flow; SABA, short-acting beta2 agonist.

의 급성 악화는 특히 천식 관련 사망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

서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천식 관련 사망의 위험인자를 

잘 파악해야 한다.

한 번이라도 천식으로 인해 기도 삽관 및 기계 호흡을 받

은 적이 있는 환자, 최근 1년 이내에 천식발작으로 응급실을 

방문했거나 입원한 적이 있는 환자, 경구 스테로이드제를 사

용 중이거나 최근에 사용하다 끊은 환자, 흡입스테로이드제

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환자, 속효성 흡입베타2항진제

를 과다하게 사용하던 환자, 정신적 문제가 동반된 환자, 평

소에 치료 계획에 잘 순응하지 않는 환자, 천식과 함께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 등은 천식 관련 사망의 위험인자가 있

는 환자이다.

한국 천식 진료지침에는 가정, 일차의료기관 그리고 병원 

응급실 단계에서 천식 악화의 치료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

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의 천식 급성 악화의 치료는 서면화된 

천식 행동지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천식 행동지침에서

는 천식 증상과 최대호기유속을 바탕으로 자신의 천식 조절 

정도를 평가하여 치료약물을 스스로 조정하는 방법을 포함

하여 설명한다.

일차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급성 천식 악화에 치료에 대해

서는 한 눈에 알기 쉽도록 도표를 인용하여 정리하였다(Fig. 2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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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management of asthma exacer-
bation in the hospital based emergency room [1]. 
PEF, peak expiratory flow; FEV1, forced ex-
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특수 상황에서의 천식

한국 천식 진료지침에서는 천식-만성 폐쇄성 폐질환중복

증후군(asthma-COPD overlap syndrome, ACOS), 임신, 수술, 비

염, 부비동염, 비용종, 직업성천식, 호흡기 감염, 위식도역류, 

아스피린과민성 천식, 운동유발기관지수축, 난치성 천식, 노

인 천식에 대하여 따로 기술을 하고 있다. 특히 ACOS는 천식

과 관련된 특징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관련된 특징을 동시

에 보이면서 지속적인 기류제한을 보이는 질환이다. 따라서 

ACOS는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특징을 공유하는 질환

으로 천식이 전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40대 이

상에서 잘 나타난다.

아스피린과민증 천식은 성인 천식 환자의 10-28%까지 나

타날 수 있고,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에 의하

여 천식 악화가 나타나며 특히 중증 천식 환자에서 더 흔하게 

관찰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는 최소한 한 시간 이상 의사 감시하에 COX-2 억제제나 아세

트아미노펜을 투여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천식 환자에서는 아

스피린 또는 비스테로이스성 소염제를 사용하고 천식 악화

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처방한다. 특히 비용종이 동

반된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보다는 아세트아미노

펜을 권유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천식 환자에서 베타차단제의 사용은 금기이며, 임상

적으로 필요한 경우 저용량 또는 상용량의 선택적 베타1차단

제를 투여해 볼 수 있다.

흡입기 교육

천식 치료에 있어 흡입기 교육은 매우 필수적인 환자 교육

내용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회에서 노력 중이지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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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가 아직 책정되어 있지 않고 인력이 부족하고 바쁜 외래 

환경에서 일부 병원에서만 제대로 된 흡입기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진료 현장에서 흡입기 교육과 천식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국천식알레

르기협회와 함께 흡입기 사용 교육동영상을 제작하고 배포

하고 있다.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www.kaaf.org) 또는 경기

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www.e-allergy.org) 홈페이지

에서 흡입기 사용 교육동영상 등 교육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11].

결     론

호흡곤란, 천명, 기침이 대표적인 천식 증상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가역적인 호기 기류제한와 기도과민증을 

특징으로 하며, 만성적인 기도 염증이 천식의 근본적인 병태

생리 기전이므로, 천식의 조절도에 따라 흡입스테로이드를 

근간으로 하는 치료를 충분히 시행하고 이와 함께 환자 교육

에 힘써 의사와 환자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여 치료의 순

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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