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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천식 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임신 중 환경 요인
김효빈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Modifiable prenatal environmental factors for the prevention of childhood
asthma
Hyo-Bin Kim
Department of Pediatrics,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Seoul, Korea

The 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is increasing worldwide, yet risk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asthma is unclear. Evidence to
date indicates that environmental factors are the main reason of the recent increase in the prevalence of asthma. For example, exposure to air pollution and diet as well as microbial alterations are reported as environmental factors. In addition, we should focus
on the critical period of the exposure, especially pregnancy period as an important period for human development. Therefore, environmental exposure during pregnancy to tobacco smoke or air pollutants, maternal stress, obesity, and vitamin D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hildhood asthma. Herein, modifiable prenatal exposure, its mechanisms associated with childhood asthma
and multiple intervention controlling risk factors needed during pregnancy in order to achieve primary prevention of asthma has
been described. (Allergy Asthma Respir Dis 2019;7:179-185)
Keywords: Asthma, Child, Environment, Pregnancy, Risk factor

사한 논문에서는 소아천식과의 연관성, 노출 여부, 중재 가능성을

서 론

고려하였을 때, 급성호흡기바이러스감염, 항생제 사용, 제왕절개
천식은 기관지 내에 발생하는 만성알레르기염증질환으로 전 세
계적으로 그 유병률이 다양하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천식 유병률
1

출생, 비만, 간접흡연, 알레르겐 감작이 가장 중요한 소아천식 발생
의 위험 요인으로 보고하였다.9

이 정체기에 이르렀다고 하나2 아직 많은 나라들에서 증가 추세를

천식의 발생 원인으로 환경 요인을 고려할 때 또 하나 주목할 점

보고하고 있다.3,4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은 노출 시기이다. 어느 시기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위험도가 큰지

천식 유병률 또한 1995년, 2000년, 2010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는 소아천식 발생에 있어

있었다. 그런데 소아천식 유병률이 나라마다 다르거나 증가하는

임신 중이나 생애 초기가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고 있다.3,10,11 임신 기

이유, 천식 발생의 원인에 대해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는 상태

간은 태아의 기도, 폐 및 면역체계의 발달이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이다.

시기로, 이후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12 따라서 임신 기간 동안

5,6

천식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최근 천식 유병률의 증가 원인을 환경 변화에

에 중재 가능한 소아천식 발생의 위험 요인을 밝히면 천식의 일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서 찾고 있다. 그중 급성호흡기바이러스감염, 항생제 사용, 출산방

이 종설에서는 소아천식 발생과 연관이 있는 임신 중의 환경 요

법(제왕절개), 임산부의 건강상태와 스트레스, 임산부의 임신 중 흡

인(Fig. 1)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소아천식 예방을 위한 방법을 모색

연과 간접흡연, 대기오염물질이나 알레르겐 노출, 임산부의 식이패

해 보고자 하였다.

7

턴과 비타민 D 섭취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32개 메타분석을 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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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nvironmental factors exposed during pregnancy that may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childhood asthma.

연뿐 아니라 간접흡연 또한 소아천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임신

임신 중 흡연과 대기오염

중 아버지에게 금연하도록 하였을 때 소아천식의 발생 위험이 감소
출산 전후 흡연에 노출되는 것이 소아천식 발생의 위험 요인이라

하였으므로 임신 중 부모 모두 금연을 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16

는 것은 이미 많은 보고들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임산부가 흡연하

대기오염물질 또한 임신 중에 노출되었을 때 소아천식 발생과 연

였을 때 소아천식 발생 위험은 85%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79개의

관성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으나, 연구마다 다르게 결과를 보고하

전향적 연구들로 메타분석을 한 보고에 따르면, 임산부가 흡연을

고 있다. 2017년까지 역학연구들을 분석한 메타분석연구에서는

하면 2세까지 소아에게 천식 발생을 21%–85% 증가시켰고, 출산 전

NO2, SO2, PM10이 임신 중에 고농도 노출되었을 때 소아천식 발생

후 간접흡연은 소아천식 발생 위험을 30%–70% 증가시켰다. 유럽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17 임신 기간은 태아의 폐성장에

의 15개 출생코호트의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에도 임신 중 임산부

있어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임산부가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에 노

의 직접흡연뿐 아니라(adjusted odds ratio [aOR], 1.33; 95% confi-

출되면 임산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바로 태아의 폐

dence interval [CI], 1.03–1.71), 임신 중 간접흡연에만 노출되었을

성장과 면역체계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8,19 캐나다에서 시행

때에도(aOR, 1.11; 95% CI, 1.03–1.20) 2세까지 천식이 발생할 위험

한 연구에서는 임신 2기에 PM2.5 노출이 증가할수록 6세까지 소아

이 증가하였고, 임산부가 직접흡연과 간접흡연에 임신 중과 출산

천식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였고(hazard ratio [HR] per interquar-

후에 모두 노출되었을 때 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aOR, 1.73;

tile [IQR] increase = 1.07; 95% CI, 1.06–1.09), NO2 노출도 소아천

95% CI, 1.59–1.88). 그런데 연구 대상에 따라 출산 전후 흡연과 소

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HR per IQR in-

아천식 발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이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

crease = 1.06; 95% CI, 1.03–1.08).20 그런데 이는 임산부가 천식이 있

었는데, 영국에서 진행된 the Avon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

는 경우, 임신 중에 흡연한 경우, 남아에서, 저체중아로 조산한 경

코호트연구에서는 임신 중 흡연이 신생아 천명 발생과 연관성을 보

우, 임신 중에 임산부가 도시에 사는 경우에 그 영향이 더 크므로,

였고, 출생 후 간접흡연은 연관성이 없었던 반면, 체코에서 진행된

임산부와 소아의 여러 요인들 또한 소아천식 발생의 위험 요인을 조

European Longitudinal Study of Pregnancy and Childhood 코호

사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겠다. 미국에서 시행한 the Asthma

트연구에서는 반대로 출생 후 신생아 때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이

Coalition on Community, Environment and Social Stress project

신생아 천명과 연관성이 있었고, 임산부의 흡연은 연관성이 없다고

의 출생코호트 연구에서도 임신 2기인 재태연령 16–25주에 PM2.5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종, 문화, 흡연율 등에 따라 흡연 노출 시

노출량이 증가되었을 때 6세 소아천식 발생과 의미 있는 연관성을

기에 따른 소아천식 발생과의 연관성은 차이를 보이지만, 흡연 노

보였고 특히 남아에서 뚜렷하였다.21 이후 추가로, 임산부의 스트레

출과 소아천식 발생 사이 연관성은 분명히 존재하므로 임산부와

스가 높은 경우 임신 19–21주에 PM2.5 노출량이 많을수록, 특히 남

소아를 진료할 때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아천식을 예방하기 위

아에서 소아천식 발생 위험이 증가함도 보고하였다.22 따라서 임신

해서는 가족 내 금연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산부 본인의 흡

중 대기오염물질 노출은 소아천식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데, 향후

13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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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기간 중 특히 어느 시기가 더 중요한지, 임산부나 소아에게 어

미국의 한 후향적 코호트연구에서는 임신 중 패스트푸드 섭취량과

떤 특성이 있을 때 영향이 큰지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대기오염

비례하여 자녀의 3.5세 때 천식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다.34 이후로

노출에 대한 중요한 시기와 취약군을 밝히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

32개 연구들로 메타분석을 하였을 때, 비타민 D, 비타민 E, 아연의

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임신 중 섭취가 증가할수록 8세 때 소아의 천명의 발생 위험이 감소

임신 중 대기오염물질 노출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은 NO2
가 노출되었을 때 제대혈 내 항산화물질이나 항염증과 관련된 유

한다고 보고되면서35 비타민 D와 천식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관심
이 증가하게 되었다.

전자들의 methylation 변화로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염증

천식의 예방과 관련된 요인들로 제시되는 것 중에 모유수유와

반응을 일으켜 폐손상을 야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tumor

충분한 임신 중 비타민 D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가

necrosis factor (TNF)-α 유전자의 특이 다형성이 있는 경우 SO2에

격 효능면에서도 좋고, 비교적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9 비

노출되었을 때 폐기능저하를 일으키고,24 항산화 glutathione S-

타민 D 농도는 12–44세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28%

transferase 유전자 다형성이 있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반응

정도의 임산부들에서 낮은 농도를 보였다고 한다.36 연구에 따라 임

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25

신 중 비타민 D 농도와 1–6세 소아의 천명이나 천식 발생과 연관성

23

이 없다는 보고들도 있고,37,38 덴마크와 미국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임신 중 스트레스

시행한 다기관 무작위 이중 눈가림법 위약 처치연구(randomized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trial, RCT)에서는 임신 중 비타

임신 중 스트레스가 소아천식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재부각되고 있다.

민 D 섭취가 소아천식 예방에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30개 연구를 메타분석한 보고에서는 임

발표하였다.39,40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임신 중 25-hydroxy-vitamin

신 중 스트레스가 소아의 천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OR, 1.15;

D 농도가 높은 경우 천식 발생을 예방한다고 제시하였고,35 가장 최

95% CI, 1.04–1.27), 특히 임산부의 불안과 우울이 강한 스트레스

근 보고된 임신 중 비타민 D 중재연구(Vitamin D Antenatal Asth-

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임신 기간 중, 특히 임신 3기에 스트레스가

ma Reduction Trial과 Copenhagen Prospective Studies on Asth-

클수록 더 크게 천식 발생 위험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임신 3기 중의

ma in Childhood 2010)에서는 임신 중 비타민 D를 4,400 IU/일 복

노출만이 문제가 아니라 임신 기간 중 누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

용하였을 때 400 IU/일 복용한 군보다 3세 때 소아천식 발생 위험

로, 조기에 스트레스가 있을수록, 그리고 스트레스가 지속될수록

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41 SEATON (study of Eczema and

소아천식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다.29 다만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제한

Asthma To Observe effects of Nutrition) 출생코호트에서는 임신

점으로는 임산부의 스트레스나 소아천식의 평가가 대부분 자가설

중 섭취한 비타민 D의 효과는 10세까지 소아천식이나 천명을 감소

문으로 이루어져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향후 필요하겠다고 하였고,

시킬 수는 있으나 15세까지 추적하였을 때는 그 효과가 감소하여

연구들마다 평가방법이 다른 점 또한 이후 연구에서 개선해야 할

사춘기 이후로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였다.42

26-29

점으로 제안하였다.

비타민 D는 태아의 폐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43 또한 면역체계 발

스트레스와 천식 발생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기전으로 동물실

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고되었다.44-46 비타민 D는 산모-태아 접

험을 통해 스트레스에 의해 코티솔이 증가하면 Th1에서 Th2로 세

촉면에서 조절T세포를 유도하기도 하고44 비타민 D 수용기(recep-

포분화가 변화하게 되고, 스트레스 증가로 분비된 코티솔이 자녀의

tor) 유전자 이형이 interleukin-10과 같은 유전자와 상호작용을 하

기도과민성을 증가시킴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기전으로는 임신

기도 하며45 태내 수지상세포의 관용(tolerance)을 유도하는46 등 면

중 임산부의 스트레스가 DNA methylation과 같은 후생유전학적

역계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타민 D 농도가 높은 임산부에서

변화를 일으켜 태반에서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발생하여 자녀에게

출생한 자녀는 천식이 예방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 임신 중

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제안되고 있다. 또한 임신 중 스트레스가

비타민 E 섭취도 소아천명 예방과 관련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35 아

자녀의 장내세균의 구성에 변화를 주어 천식 발생 가능성을 높인

직 소아천식 예방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다.47

다고 설명되기도 한다.32

비타민제를 복용하지 않는 미국 성인의 90% 이상에서 비타민 D와

30

31

E의 성인 하루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니,48 임신 중 적절

임산부의 식이와 비타민 D 섭취

한 비타민제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임신 중 엽산 섭취와 소아천식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

천식 유병률 증가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주요한 요인

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둘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보고35 또는 임

으로 서양식 식단이 문제시되어33 임산부의 영양분 섭취나 식이패

신 초기에 엽산을 복용한 경우 자녀의 천식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턴과 자녀의 천식 발생과의 상관성에 대하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보고들이 있는 반면,49,50 임신 중기에 임산부의 혈중 엽산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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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ng/mL 이상으로 높은 경우 자녀의 3세 때 현증천명 감소와 연

산부의 알레르기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75-77

관성이 있다는 보고51와 아토피 임산부에서 임신 중 엽산 섭취가 소

임산부의 비만이 어떻게 자녀의 천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천명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도 있다. 소아천명 발생에 엽산이 영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다음의 몇 가지가 제안되고 있다. 먼저 비만

향을 미치는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엽산이 항산화제로 작

은 만성적인 낮은 정도의 전신 염증반응이 있는 상태로, 임산부의

52

용을 하였거나 후생유전학적 변화를 통해 면역체계에 변화를 주

만성 염증반응이 자녀의 천식 발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 염증반응을 감소시키는 것54으로 고려하고 있다.

비만인 임산부에서는 혈중 TNF-α, IL-6, C-reactive protein과 같

53

임신 중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polyunsaturated fatty acids,

은 염증매개체들이 정상 체중을 가진 임산부들에 비해 높아져 있

PUFA) 섭취가 소아천식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한 8개의

고, 이는 자녀의 천명 발생과 연관성이 있었다.78,79 또 사이토카인인

RCT 연구를 메타분석하였을 때, 오메가3 PUFA가 포함된 식이를

leptin이 비만인 임산부의 혈중과 제대혈에 증가되어 있고, 기도 염

한 군과 일반식사를 한 군 사이에 자녀의 천명이나 천식 발생 사이

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adiponectine이 비만인 임산부와

에 연관성이 없었다. 네덜란드에서 시행한 출생코호트에서도 임

신생아에게 감소되어 있었다.80 다음으로, 임산부의 비만이 특별한

신 중 오메가3 PUFA 농도는 6세 때 소아천식 발생과 연관성이 없

영양분 섭취나 정상 체중인 임산부와는 다른 식이섭취 패턴과 관

어 아직 소아천식 예방법으로 명확히 제안하기가 어렵다.

련이 있고, 이것이 소아의 천명이나 천식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55

56

도 있다.81,82 비만인 임산부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았는데,83
이것이 소아의 천명 발생 위험을 증가시켰을 수도 있다. 또, 비만인

임신 중 항생제 복용

경우 Bacteroides와 같은 마이크로바이옴이 감소하는 변화를 보이
임신 중 항생제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임신 중 항생제
57

를 복용하였을 때 소아에서 천식 발생 위험이 20% 증가된다고 보
고된 바 있다.

58,59

게 되는데,84 이것이 신생아의 장내미생물을 변화시킴으로써 천명
이나 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

때때로 바이러스 감염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못하게 항생제를 투약하였을 때 신생아의 장 마이크로바이옴(mi-

결 론

crobiome)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공생균(commensal bacteria)
60

은 인체 내에서 대사작용을 수행하고 면역체계 발달을 조절하는데

소아천식의 일차예방의 목표는 천식이 발생하기 전에 중재가 가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에 불균형

능한 위험요인들을 찾고 이에 대한 노출을 결정적 시기부터 감소시

(dysbiosis)이 발생하게 되고 천식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임

킴으로써 천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변화

신 중에 임산부가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자궁 내뿐 아니라 임산

하는 환경 속에서 현재까지 소아천식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 제시되

부의 피부, 질 내 공생균을 변화시키게 되고, 태반을 거쳐 태아의 혈

는 임신 중 흡연과 대기오염물질의 노출, 스트레스, 식이와 비타민

63,64

중에 노출됨으로써 신생아의 장내세균을 변화시키게 되므로,

D 섭취, 항생제 복용, 비만 등을 조절하고, 향후 새로운 위험 요인을

임신 중 항생제 복용 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는 소아천식

발굴함으로써 소아천식 발생을 감소시킬 다방면의 방법 모색이 필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용량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임

요하겠다.

61,62

59

신 중 항생제 복용뿐 아니라 분만 방법,65,66 빠른 이유식 시작,67 손
윗형제가 많은 환경68,69과 같은 어린 시기에 마이크로바이옴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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