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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있다.8) 결과는 체질량지수가 가장 높았던 비만한 군의 남자에

비만은 천식 발생의 중요한 위험 인자 중 하나로서 성인에서는 비
1,2)

만으로 인해 천식 발생이 1.9–2.3배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 기도과민성의 발생이 가장 높게 관찰되었으며, 체중의 증가도 기

이러한 체질량지수의 증가와 천식 발생의 증가에는 용량-반응 관계

도과민성의 발생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가 관찰되며, 소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의 비만과 기도과민성의 관련성을 관찰한 단면연구들의 결과는 현

1,2)

3)

하지만 비만이 천식의 중증도와 치료 반응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까지 다양한 결과로 보고되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이번 호에

에 대한 연구는 그 결과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어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는 전체 대상이 되었던 천식환자 323명 중에

아직 결론에 이르기는 어렵다. 18세 이상의 성인 천식 환자를 대상

서 65세 미만의 여자 환자 137명을 따로 분석하였을 때만 체질량지

으로 했던 연구에서는 비만한 천식 환자가 정상 체중의 천식 환자

수와 기도과민성을 확인하기 위한 PC20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에서보다 천식 증상이 더 지속되고 증상으로 인한 직장의 결근, 질

의 상관관계(r = –0.244, P = 0.036)가 관찰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병조절제와 증상완화제 약물의 요구량 등이 증가되었다. 또한 35

한 비만과 기도과민성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내 연구가 많지

세 이상의 성인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비만으

않은 상황에서 비교적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여자 환자에서만

로 인해 천식에 의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천식 조절이 잘 유지되지

비만이 기도과민성과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는 흥미롭

않으며 천식으로 인한 병원의 입원율이 증가된 것을 보고하였다.5)

다. 최근 들어 환자의 여러 가지 임상 정보들을 이용하여 군집분석

그리고 1년의 추적 기간을 통한 전향적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성인

을 통해 천식의 새로운 표현형들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

천식 환자 429명에 대하여 분석하였을 때, 비만은 노력성 폐활량의

후 천식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감소와 천식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다. Moore 등9)에 의하면, 주로 나이

였다. 하지만 천식의 중증도나 천식으로 인한 병원 이용률과의 관련

가 많은 비만한 여자가 늦은 나이에 천식이 발생하였고 비아토피의

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임상 특성을 가지는 경우는 특별히 폐기능이 감소되어 있으며 증상

4)

6)

이번 호 Choi 등 의 연구는 국내 성인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비만

이 많아지고 치료를 위한 약물요구량이 증가하며 의료기관의 이용

과 기도과민성 및 폐기능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향적 연구이다.

률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미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유일한 전향적 종적 연구로서 연

통해 이런 특별한 표현형을 가지는 질환군에서는 천식의 중증도와

구 시작 당시에는 기도과민성이 없었던 61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하

관련된 여러 가지 임상적인 특성들이 비만과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

여 약 4년 동안의 추적 기간을 통해 기도과민성의 발생을 확인한 연

다고 저자들은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비만한 여성 천식 환자’

7)

Correspondence to: Sang-Ha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20 Ilsan-ro, Wonju 220-701,
Korea
Tel: +82-33-741-0926, 1234, Fax: +82-33-741-0928, E-mail: sanghakim@yonsei.ac.kr
Received: March 19, 2014 Revised: March 21, 2014 Accepted: March 21, 2014

1

© 2014 The Korean Academy of Pediatric Allergy and Respiratory Disease
The Korean Academy of Asthma,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http://www.aard.or.kr

Allergy Asthma Respir Dis

군을 특별한 천식 표현형의 하나로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임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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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평을 통하여 연구자들께 제안하는 바이다.

특성과 천식의 표준 치료에 대한 반응도 등을 함께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국내 연구의 결과를 설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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