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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환자에서 급성 악화 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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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tients with severe and uncontrolled asthma are at high risk for severe exacerbation and death, and are known
to have significantly more health care utilization than well-controlled patients. This study aims to report types of
exacerbation, case-fatality and medical costs in patients with severe and uncontrolled asthma. We used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National Patient Sample 2016~2017. Four types of exacerbation were defined:
exacerbation requiring corticosteroid burst, exacerbation requiring emergency room visit, exacerbation requiring general
ward admission, and exacerbation requiring intensive care unit (ICU) admission. The 28 day case-fatality was calculated
for exacerbation requiring general ward and ICU admission, respectively. The medical cost by types of exacerbation were
calculated as total medical cost incurred during the exacerbation episodes. The 28 day case-fatalities for exacerbation
requiring general ward and ICU admission were 0.033 and 0.167, respectively. The medical cost per episode of the above
four exacerbations were 78,818 Korean won (KRW), 561,832 KRW, 1,923,265 KRW and 11,215,063 KRW, respectively.
We reported types of exacerbation, 28 day case-fatality and medical costs in patients with severe and uncontrolled asthma.
This study was significant because it clearly defined and distinguished the patient group and each exacerbation episodes.
Keywords Severe asthma, exacerbation, hospitalization, case-fatality, medical cost

서 론(Introduction)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에서의 질병 부담이 현저
하게 큰 것을 고려하기 위해 이들 환자군의 사망과 의료비가 구

Global Initiative for Asthma (GINA) 2018 진료지침에 따르면,

분되어 산출될 필요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명확한 정의를

중증 천식을 4-5단계 치료가 필요한 천식 또는 4-5단계 치료에

통하여 구분한 연구가 거의 없다. 또한, 악화로 인한 중환자실

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천식으로 정의하고 있다.1) 이 중 적

입원이 천식 관련 사망의 주요한 위험인자이자 의료비를 가장

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 환자의 경우, 중증 악화 및 사

많이 발생시키는 인자임에도 아직까지 많은 연구에서 이를 입

망에 대해 더욱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구

원에서 구분시켜 보고하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다.1)

체적으로는 천식으로 인한 사망의 약 80-85% 정도가 적절하게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환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에 기인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2-3) 또한,

자에서 발생하는 급성 악화의 유형과 입원(일반병동과 중환자실)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천식환자는 잘 조절되는 천식환자에 비

후 사망률, 그리고 급성 악화 유형별 의료비 발생 양상을 파악

해 유의하게 많은 의료 이용을 하며, 그로 인한 비용은 잘 조절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되는 천식 환자의 비용의 약 3-4배에 달한다.2,4)

연구 방법(Research Metho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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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2016~2017년 전
체 환자 데이터셋(HIRA-NPS-2016-0148; HIRA-NPS-2017-0006)
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 환자 데이터셋은 전체 환자 추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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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hydrocortisone) 주사제를 200 mg 사용하는 경우.1)

년에는 1,473,083명이 비식별화 조치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

본 연구에서는 급성 악화 유형을 정의하고 각 유형별 의료비

학적 정보, 보험 유형, 진료 내역, 처방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를 구하기 위해 급성 악화 에피소드 기간을 정의하였다. 급성

포함하고 있다.5)

악화 에피소드 기간은 기본적으로 CS burst의 처방기간으로 정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Pusan National

의하였는데, 만약 다음의 2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있다면 에피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심의면제 승인을 받아

소드 기간을 연장하였다: (1) 첫 번째 CS burst 처방 마지막 날

진행되었다(PNU IRB/2019_18_HR).

에 바로 이어서 다음 CS burst가 처방된 경우 두 번째 CS burst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간 중 발생한 입원기간의 마지막 날이 에피소드 기간을 넘어설

처방기간 마지막 날까지 에피소드 기간을 연장; (2) 에피소드 기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체 환자 데이터셋을 이용

경우 입원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에피소드 기간을 연장.

한 후향적 단면연구이다. 2016~2017년 각 해 동안 적절하게 조

급성 악화의 유형을 정의하기 위해, 급성 악화 에피소드 기간

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 환자의 급성 악화 유형, 악화로 인한 입

중 발생한 3가지(응급실, 일반병동 입원, 중환자실 입원)의 의료

원 후 사망, 그리고 악화 유형별 의료비를 분석하였다.

이용을 확인하였다. 만약 급성 악화 에피소드 기간 중 응급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환자군은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방문이 있었다면 해당 급성 악화 에피소드를 ‘응급실 방문을 요

천식 환자로, 최근 출판된 중증 천식 레지스트리 연구에서 사용

하는 악화’로 정의하였고, 일반병동 입원이 있었다면 ‘일반병동

한 중증 천식 정의에 기반하여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환

입원을 요하는 악화’로 정의하였고, 중환자실 입원이 있었다면

자군으로 정의하였다: (1) 연령이 18세 이상인 환자; (2) 천식 진

‘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악화’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급성 악화

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

에피소드 기간 중 두 가지 이상의 의료이용이 모두 있었다면 중

eases) 기준 J45 또는 J46)을 1회 이상 받은 환자; (3) Inhaled

환자실 입원>일반병동 입원>응급실 방문의 우선순위를 적용하

corticosteroids (ICS) 또는 ICS와 long-acting β2 agonist의 복합제

여 해당 악화 에피소드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의료이용 하나

(ICS/LABA)를 1회 이상 처방 받은 환자; (4) 응급실 방문을 요

로만 정의되도록 하였다. 즉,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급성 악화 에

하는 악화를 1회 이상 겪은 환자 또는 전신 스테로이드의 추가

피소드 기간 중 응급실 방문과 중환자실 입원이 모두 발생하였

적인 사용을 요하는 악화(corticosteroid burst, 이하 CS burst)를

을 경우, 해당 급성 악화로 인해 결국 가장 심각한 상태인 중환

3회 이상 겪은 환자 또는 입원(일반병실 또는 중환자실)을 요하

자실 입원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당 급성 악화를 ‘중환자실

는 악화를 1회 이상 겪은 환자.6) The European Respiratory Soci-

입원을 요하는 악화’로 정의하였고, ‘응급실 방문을 요하는 악

ety (ERS)/American Thoracic Society (ATS)의 중증 천식의 정의

화’로는 정의되지 않도록 하였다. 즉, 하나의 악화 에피소드가

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중증 천식에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여러 가지의 악화 유형에 동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위의

상태에 관한 추가적인 정의를 위해 전신 스테로이드의 추가적

3가지(응급실, 일반병동 입원, 중환자실 입원)의 의료이용이 하

인 사용을 요하는 악화(CS burst)의 횟수와 입원을 요하는 악화

나도 발생하지 않은 급성 악화 에피소드의 경우, ‘전신 스테로

의 횟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의 (4)번 조건을 이에 상응하는

이드의 추가적인 사용을 요하는 악화(CS burst)’로 정의하였다.

조건인 것으로 가정하고, 위의 (1)~(4)번 조건을 통해 포함한 환
자군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 환자군으로 정의하

2) 입원을 요하는 악화의 사망률

였다.7) 위의 (1) 조건에 대해 2017년 자료의 경우 연령군이 5세

GINA 2018 진료지침에서 급성 악화로 인한 입원이 천식 관

단위로 구분되어 제공되었기 때문에 18세 이상이 아닌 20세 이

련 사망 위험 인자임에 기반하여, ‘일반병동 입원을 요하는 악

상으로 환자군을 정의하였다. ICS, ICS/LABA 복합제, 전신 스

화’와 ‘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악화’ 이후 발생한 사망을 조사

테로이드제의 사용은 약물 주성분코드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하여 28일 사망률(28 day case-fatality)을 산출하고자 하였다.1) 사

동반질환의 경우 단면연구디자인이기 때문에 환자로 선정된 당

망은 진료결과구분코드(DGRSLT_TP_CD)에서 ‘사망’으로 구분

해 1년 동안 관련 상병코드가 한번 이상 있는 경우로 확인하였다.

되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입원시작일 이후 28일 이내에 사
망이 발생한 경우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일반
병동 입원의 28일 사망률은 ‘일반병동 입원시작일 이후 28일 이

변수
1) 급성 악화 유형

내에 발생한 사망 건수/일반병동 입원을 요하는 악화 에피소드

급성 악화는 Chastek et al.(2016)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천식

수’이고, 중환자실 입원의 28일 사망률은 ‘중환자실 입원시작일

상병코드가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하여 CS burst가 처방된

이후 28일 이내에 발생한 사망 건수/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악

경우로 정의하였다. CS burst는 GINA 2018 진료지침의 권고사

화 에피소드 수’이다.

8)

항을 근거로 하여 정의하였는데, 다음의 2가지 중 한 가지라도
있다면 CS burst로 정의하였다: (1)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을

3) 급성 악화 유형별 의료비

>30 mg/day로 3일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2) 하이드로코티

급성 악화 유형별 의료비는 총진료비로 산출하였는데, 본 연
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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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이는 심사결과 수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본인부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담금)과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보험자부담금)을 모두 포함
한 금액을 의미한다. 위에서 정의된 급성 악화 에피소드 기간

Characteristics

Study population (n=120)

Age in years

중 발생한 모든 의료비용을 해당 급성 악화 에피소드의 비용으

18-24

04 (3.3)

로 계산하였다.

25-34

14 (11.7)

35-44

7 (5.8)

결 과(Results)
연구대상자의 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2016~2017년 전체 환자 데
이터셋의 총 2,941,116명 중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 환자군은
총 120명이었다. 연령군별 빈도는 75세 이상이 38명(31.7%)로
가장 많았고, 여성이 71명(59.2%)으로 남성보다 많았다. 동반질
환의 경우 고혈압이 59명(49.2%)으로 가장 많았다(Fig. 1, Table 1).

급성 악화 유형과 사망 및 의료비
1) 급성 악화 유형
연구대상자에서 발생한 급성 악화 에피소드는 총 162건이었
다. 그 중 응급실 방문을 요하는 악화는 13건, 일반병동 입원을
요하는 악화는 91건, 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악화는 12건이었

45-54

14 (11.7)

55-64

20 (16.7)

65-74

23 (19.2)

≥75

38 (31.7)

Sex
Male

49 (40.8)

Female

71 (59.2)

Comorbidity
Hypertension

59 (49.2)

Diabetes

50 (41.7)

Cancer

32 (26.7)

Coronary heart disease

16 (13.3)

Cerebrovascular disease

21 (17.5)

다(Table 2). 전체 급성 악화 건수 중 입원(일반병동과 중환자실)
을 요하는 악화 건수의 비율은 63.6%이고, 전체 입원을 요하는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일반병동 입원을 요하는 악화의

악화 건수 중 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악화 건수의 비율은 11.7%

28일 사망률은 0.033, 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악화의 28일 사

였다.

망률은 0.167로 나타났다.

2) 사망

3) 의료비

입원을 요하는 악화 이후 28일 사망률(28 day case-fatality)을

급성 악화 유형별 의료비 중에서는 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Fig. 1. Patient selection flow diagram. ED, emergency department;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Revision; ICS,
inhaled corticosteroids; ICU, intensive care unit; LABA, long-acting β2 agonist. 1) Because HIRA-NPS 2017 only provided age variable which
was grouped by 5-year intervals, we included patients aged ≥20 years for HIRA-NPS 2017.
Vol. 63, No. 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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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ypes of exacerbation, 28 day case-fatality and costs per
exacerbation in patients with severe and uncontrolled asthma
Study population
(n=120)
Number of exacerbations
Corticosteroid burst

46

ED visit

13

Hospitalization (general ward)

91

Hospitalization (intensive care unit)

12

28 day case-fa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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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의 주요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이다.1,11)
각 급성 악화 유형별 에피소드당 의료비를 살펴본 결과, 전신
스테로이드의 추가적인 사용을 요하는 악화, 응급실 방문을 요
하는 악화, 일반병동 입원을 요하는 악화, 중환자실 입원을 요
하는 악화의 에피소드당 비용이 각각 78,818원, 561,832원,
1,923,265원, 11,215,063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
(2017)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전신 스테로이드의 추가적인 사
용을 요하는 악화, 응급실 방문을 요하는 악화, 입원을 요하는
악화의 비용을 보고한 바 있는데, 환자당 비용으로 각각 $210,
$201, $3002이고, 연간 각각 3.8회, 1.5회, 1.4회 발생했다고 보

Hospitalization (general ward)

0.033

Hospitalization (intensive care unit)

0.167

Average costs per exacerbation episode (Korean Won)

고하였다. 중환자실 입원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완전한 비
교는 어렵지만 각각의 환자당 비용과 연간 발생횟수를 고려하
면 본 연구의 결과값에 비해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인다.13) 이러

Corticosteroid burst

78,818

한 경향은 본 연구에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환자군의 조건

ED visit

561,832

을 추가한 점과 악화 에피소드 기간을 정의한 후 그 기간 동안

Hospitalization (general ward)

1,923,265

발생한 처방전을 비용 계산에 포함함으로써 비용 계산에 포함

Hospitalization (intensive care unit)

11,215,063

될 처방전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내외 급성 악화 비용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들을 고찰한 결과, 천식의 중증도 및 급성 악화의 중증도가 증

악화의 의료비가 가장 높았다. 전신스테로이드의 추가적인 사용

가함에 따라 의료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을 요하는 악화(CS burst), 응급실 방문을 요하는 악화, 일반병

잘 알려져 있었는데, 특히 급성 악화에 대한 예시로 Bavbek et

동 입원을 요하는 악화, 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악화의 에피소

al.(2011) 연구에서는 severe asthma attack과 life-threatening

드당 의료비는 각각 78,818원, 561,832원, 1,923,265원, 11,215,063

asthma attack 간 의료비용 차이가 1:5.3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14)

원이었다(Table 2).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들에서 에피소드 기간이나 악화 유형의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연구들 간에 비

고 찰(Discussion)

교를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관한 보다 명확
한 정의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2017년 전체 환자

본 연구는 청구자료 분석과 관련된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데이터셋을 자료원으로 하여,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

첫째, 자료원의 한계로 분석에 포함된 환자들의 지난 1년간 겪

식 환자에서 발생하는 급성 악화의 유형과 입원 후 사망 및 악

었던 악화의 횟수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추

화 유형별 의료비를 분석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천식과

적한 사망자료는 환자가 원내에서 사망했을 경우만 추적될 수

급성 악화의 중증도 및 에피소드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고 사망 및 의료비를 파악했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

못하였다. 셋째, 각 악화 유형별 의료비 산출 시 악화 에피소드

들을 명확히 정의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별성과 함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의료비를 해당 악화 에피소드 해소를 위

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 비용인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에 포함하였다. 이에 실제 악화

일반병동 입원과 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악화의 28일 사망

로 인해 떨어진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의료비가 아닌 비용

률(28 day case-fatality) 결과는 각각 0.033과 0.167이었다. 천식

도 포함되었을 수 있다. 비록 급성악화 에피소드의 시작은 주상

환자에서의 입원 후 사망을 보고한 몇몇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

병/제1부상병이 천식 상병코드인 CS burst 처방이어야 하지만,

찰하였으나, 환자군의 중증도나 입원의 유형이 명시되어 있지

본 연구에서는 특정 악화 에피소드 기간 내에 발생한 모든 의

않거나 추적조건이 달라서 본 연구의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

료이용이 해당 악화에 파생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원 후 28일 사망률과 비교할 수 있는 국내외 선행연구는 없었

에피소드 기간 중간에 발생한 각 의료이용 발생 당시의 상병에

다.9-12) 그러나,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환자군은 평균

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악화 유형별 에피소

연령이 62세일 정도로 고연령의 환자가 많고, 중증 악화 경험을

드당 의료비 분석에 환자의 천식 외의 다른 동반질환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많이 갖는 특성을 가지므로 다른 천식환자군에 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저특성으로 동반질환 분포

해 사망 위험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연령일 경우 저

를 제시하였으나, 단면연구디자인이기 때문에 환자로 선정된 당

연령에 비해 악화로 인한 입원 후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것

해 1년 동안 관련 상병코드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였기에 동

으로 알려져 있고, 이전의 중증 악화 경험들 역시 천식 관련 사

반질환이 각 악화 에피소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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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했을 비급여
비용, 교통비용, 간병비용, 시간비용, 생산성 손실 비용은 분석
에 고려하지 못하였다. 넷째, GINA 2018 진료지침의 권고사항
에 따르면 중증 천식으로 구분되는 환자에서 중간용량 이상의
ICS 또는 ICS/LABA 치료가 권고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원
의 한계로 중간용량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원에는 ICS 또는 ICS/LABA 흡입제의 용량 계산에
필요한 흡입횟수가 대부분의 청구기록에서 이용가능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CS burst를 정의함에 있어
서 GINA 2018 진료지침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프레드
니솔론 >30 mg/day를 3일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
였으나, 동일역가의 다른 스테로이드는 해당 정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결 론(Conclusion)
본 연구는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 환자에서의 급
성 악화 발생으로 인한 사망과 의료비 부담 정도를 확인하였으
며, 환자군 및 각 급성 악화 에피소드를 명확하게 정의 및 구분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에 대해 추가적인 함의를 갖는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
증 천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병 부담 연구 및 경제성 평가
연구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정책 및 건강보
험 재정 계획 설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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