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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크루프(croup)는 후두, 기관 및 기관지를 침범하여 개가 

짖는 듯한 컹컹거리는 기침, 쉰 목소리, 흡기성 협착음 등

의 상기도 폐쇄 증상을 나타내는 급성 호흡기 질환군을 의

미한다. 연축크루프, 후두기관염, 후두기관기관지염과 후두

기관지폐렴 등이 모두 크루프의 범위에 포함되는 질환들이

다[1,2]. 크루프는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6세 

이하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며 7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가

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2]. 소아가 급성 상기도 폐쇄 증상으

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는 흔한 원인들 중 하나이며, 

60%에서 48시간 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짧은 경과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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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Croup is a respiratory illness usually caused by acute viral infection of the larynx, trachea, and bronchi, 
and characterized by the abrupt onset of a barking cough, inspiratory stridor, hoarseness, and respiratory distress 
due to upper airway obstruction. Croup commonly affects children younger than 6 years of age, with peak incidence 
between 7 and 36 months. Although the disease is usually self-limited, it may occasionally become life threatening, 
and can, on rare occasion, lead to respiratory failure. 
Current Concepts: Treatment of viral croup depends on the severity of symptoms as denoted by Westley croup score 
(i.e., mild, moderate, or severe). A single dose of oral or intramuscular dexamethasone (0.15-0.6 mg/kg) is the mainstay 
of treatment for viral croup, irrespective of severity. A single dose of nebulized budesonide (2 mg) is equally effective 
as systemically administered dexamethasone, and is considered when a patient is unable to take a medicine orally. 
Nebulized L-epinephrine (1:1,000, 3-5 mL) causes vasoconstriction in the mucosa, rapidly reducing airway edema. 
Addition of nebulized L-epinephrine is indicated in the patients with croup of at least moderate severity, displaying 
chest retraction and signs of labored breathing.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most effective pharmacological treatments for patients with viral croup are oral or 
intramuscular dexamethasone, and nebulized L-epinephrine. Especially, corticosteroids can significantly decrease the 
intensity of croup symptoms and reduce hospital admissions, return visits to emergency department and length of stay 
in the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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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 22.8%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드물게 기도 삽관

과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중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4]. 

또한 후두 병변으로 인해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수 

이상이 크루프로 인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5]. 이 논문에

서는 바이러스성 크루프의 급성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병인

크루프의 주된 발생원인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이며,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 PIV)

가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의 한 

국내 연구결과에서 PIV 1형은 일반적인 크루프의 발생과 관

련성이 높고, PIV 3형은 후두기관지폐렴의 발생과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6]. 그 외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사람

라이노바이러스(human rhinovirus),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사람코로나바이러스(human coronavirus), 사람보카바이러

스(human bocavirus) 등도 원인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이 

바이러스 병원체들과 크루프의 발생은 계절성 변동을 보이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7]. 

세균 감염에 의한 크루프는 디프테리아균(Corynebacte-

rium diphtheriae)과 인플루엔자균 B형(Hemophilus 

influenzae type B)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접종에 의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기관지 또는 폐실질 등 하기도

로 감염이 확산되어 후두기관기관지염과 후두기관지폐렴의 

임상양상을 나타내는 크루프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 이후 

2차적으로 동반된 세균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2]. 

임상양상과 중증도 평가

크루프의 주증상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한 

후두, 기관 및 기관지의 염증과 부종으로 인한 상기도 폐쇄

에 의해 발생한다. 대부분의 소아들에서 콧물, 인두통, 약한 

기침과 미열이 1-3일 정도 지속된 후 개가 짖는 소리의 기

침, 쉰 목소리, 흡기성 협착음 등 상기도 폐쇄 증상으로 진행

하고 낮보다 밤에 심한 양상을 보이며, 보통 1주일 이내 호

전된다[1]. 그러나 2차적인 세균 감염을 동반하지 않은 바이

러스성 크루프에서도 39도 이상의 고열이 관찰될 수 있다. 

연축크루프의 증상은 바이러스성 크루프와 유사하나 선행

한 상기도 감염의 증상이 거의 없이 갑작스럽게 상기도 폐

쇄 증상으로 진행하며 바이러스성 크루프에 비해 더 짧은 기

간 내에 증상이 소실된다. 흔히 밤중의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호전되며 처음 발생 이후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인다[2]. 

크루프 증상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널리 쓰

이는 방법은 Westley croup score이며, 임상 증상에 근거

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그 타당성과 신뢰성은 현

재까지도 인정받고 있다[8]. Westley croup score는 환자의 

증상을 들숨협착음(inspiratory stridor), 흉부 뒤당김(chest 

retraction), 공기 진입(air entry), 청색증(cyanosis), 의식 

수준(level of consciousness)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의 심한 정도를 점수화한 후 합산하여 총 점수를 0에서 

17까지 산정하였고, 2점 이하일 때 경증, 3-5점일 때 중등

증, 6-11점일 때 중증, 그리고 12점 이상은 호흡 부전에 근

접한 상태로 정의하였다(Table 1). 일반적으로 전체 크루프

의 85%는 경증에 해당하며, 중증은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2,3]. 

대부분의 경우에서 바이러스성 크루프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과를 보이게 된다. 그러

나 크루프의 자연 경과를 보고한 이전의 연구결과에서 치료

를 시행하지 않았던 경증 환자들 중 11%는 증세가 악화되어 

입원이 필요하였고, 중등증 환자들의 49%에서는 증상이 점

차 악화되었으며, 중증 환자들의 53%에서는 기도 삽관이 필

요하였다고 보고되므로[9], 초기 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적절

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약물치료

크루프의 초기 치료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상기도의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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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과 부종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기도 폐쇄와 관련된 호흡 

곤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게 되며, 응급실을 방

문한 환자에서 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치료 가이드라인이 제

시되어 있다(Figure 1) [10].

1. 코티코스테로이드

코티코스테로이드는 가장 효과적인 항염증제로서 크루프

의 치료에서 일차적으로 추천되는 약물이다[11-13]. 코티코

스테로이드제의 종류, 다양한 용량, 투여 경로 등과 치료효

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2018년의 코

크란리뷰에 의하면 코티코스테로이드는 투여 후 2시간 이내

에 크루프의 급성 증상을 유의하게 호전시키며 그 효과는 최

소 24시간 동안 지속되고, 입원 또는 병원으로의 재방문 빈

도를 감소시키며 응급실 체류 기간도 단축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코티코스테로이드제 치료와 관련된 우려할 만한 부작

용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14].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따라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약물들은 전신 

스테로이드제로서 덱사메타손(dexamethasone)과 흡입 약

제로서 부데소나이드(budesonide)이다.

1) 전신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은 바이러스성 크루프의 치료에 처음으로 사용

된 코티코스테로이드제로서 0.6 mg/kg의 용량으로 근육 주

사 방법으로 투여하였다[15]. 현재 한 차례의 덱사메타손 전

신 투여는 급성 증상의 중증도에 상관없이(경증, 중등증, 중

증) 추천되는 약물치료이다[11]. 덱사메타손의 투여 경로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연구결과들에서는 경구로 0.6 mg/kg을 

1회 투여했을 때 근육 주사로 1회 투여했던 경우와 비교하여 

증상의 호전, 입원 빈도, 병원 재방문 빈도 등에 있어서 차이

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6-18]. 

덱사메타손의 투여 용량과 치료효과 간 관련성에 관한 이

전의 메타분석에서 0.15, 0.3, 0.6 mg/kg을 투여한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용량에 따른 치료효과의 차이가 없었다고 보

고된 바 있다[11]. 그러나 각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상군

의 특성에 따라, 연구 디자인에 따라 용량과 관련된 치료효

과에 있어 서로 상이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서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로서는 경증의 크루프에서는 경구 투여로 0.15 mg/kg, 중

등증에서는 경구 또는 근주 투여로 0.3 mg/kg, 중증인 경우

는 근주 투여로 0.6 mg/kg의 용량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보

고를 환자의 치료에 참고할 수 있겠다[10]. 투여 가능한 최대 

용량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아직 없으나 이전의 한 연구에서 

8 mg이 제시된 바 있다[19].  

경구 덱사메타손과 경구 프레드니솔론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었다. 경증 또는 중등증의 크루프로 응급실을 방

문한 환자들을 3일간의 프레드니솔론(2 mg/kg/day)을 처방

한 군과 1회의 덱사메타손(0.6 mg/kg)을 처방한 군으로 나

누어 비교한 연구에서 증상 지속기간, 에피네프린의 추가 치

료, 병원 재방문율 및 입원율의 차이가 없었다[20]. 프레드

니솔론과 덱사메타손을 모두 1회 처방하여 비교한 연구결과

들을 보면, 한 연구에서는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 또는 중등

증의 환자들을 세 군으로 나누어 각각 1회의 프레드니솔론 

1 mg/kg, 덱사메타손 0.15 mg/kg, 덱사메타손 0.6 mg/kg

을 경구 처방하여 비교하였고 치료효과의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나[21,22], 다른 연구에서는 각각 1회의 프레드

Table 1.  Westley croup severity score 

Clinical feature Score

Level of consciousness

Normal (including sleep) 0

Disoriented 5

Cyanosis

None 0

With agitation 4

At rest 5

Stridor 

None 0

With agitation 1

At rest 2

Air entry

Normal 0

Decreased 1

Markedly decreased 2

Retractions

None 0

Mild 1

Moderate 2

Seve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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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솔론 1 mg/kg과 덱사메타손 0.15 mg/kg을 경구 처방한 

두 군 간을 비교하였고 초기 증상 완화 점수는 같지만, 프레

드니솔론 투여군에서 병원 재방문율이나 입원율이 높았다는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저자들은 프레드니솔

론의 짧은 반감기 때문일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다[23]. 2018

년의 코크란리뷰에서는 1회 경구 처방의 경우 급성 증상의 

완화에 있어서는 두 약제 간 차이가 없으나 병원 재방문율이

나 입원율 감소에 있어서는 덱사메타손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14].

전신 스테로이드제의 효과를 요약하면, 크루프의 급성 상

기도 폐쇄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키며, 흡입 에피네프린 사용

의 필요성을 줄이고, 입원율, 병원 재방문율 및 응급실 체류 

시간을 감소시킨다. 특히 덱사메타손의 경우 투여 후 30분만

에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다[24].

2) 흡입 스테로이드제 

현재 바이러스성 크루프의 초기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는 흡입 스테로이드제는 부데소나이드(2,000 μg)의 1

회 흡입 요법이다[11]. 흡입 후 1-2시간 내에 급성 증상을 

호전시키고 그 효과는 최소 24시간 지속되며, 입원율과 응급

실 재방문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다. 다른 연구에서 흡입 

용량을 2배 증량시키거나 12시간 간격으로 2회 흡입하는 방

법을 시도하였으나, 2,000 μg의 1회 흡입에 비해 유의한 치

료효과의 차이가 없었다[25]. 

경구 또는 근주 덱사메타손과 비교한 연구들에서 보면, 

0.6 mg/kg의 덱사메타손 경구 투

여와 2,000 μg의 부데소나이드 흡

입은 증상의 중증도 완화, 입원율 

감소, 응급실 재방문 감소 등에 있

어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

다[11,26,27]. 그러나 실제로 외

래 진료에서 흡입 치료를 소아 크

루프 환자들에서 효과적으로 시행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부

데소나이드 흡입 치료는 환자가 

구토를 하거나 약물의 경구 투여

가 불가능한 경우에 우선 적용된

다[10]. 경구 덱사메타손과 부데소나이드 흡입 치료의 병합 

요법은 각 약물의 단독 요법에 비해 유의한 시너지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11,27]. 

2. 에피네프린 흡입 요법

코티코스테로이드제는 짧게는 30분, 통상적으로는 2시간

이 경과해야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빠른호흡과 흉부 뒤당

김이 관찰되는 중등증 이상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크루프에

서는 기도 삽관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더 빠르게 작용하는 

약물이 필요하다[14]. 흡입 에피네프린은 β-아드레날린수용

체에 작용하여 후두 점막의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점막의 

부종을 감소시켜 크루프의 상기도 폐쇄 증상을 신속하게 완

화시키며 흡입 30분 후에 증상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낸다[28].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2시간이 지나

면 소실되므로 증상의 중증도가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면 흡

입 에피네프린 치료를 반복하여 시행할 수 있다[10]. 이러한 

흡입 에피네프린의 작용은 마치 급성 천식 악화에서의 기도 

확장제의 작용과 유사하며 전신 코티코스테로이드제에 의한 

항염증 효과가 시작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흡입용 에피네프린은 D-이성질체와 L-이성질체가 같은 

함량으로 들어있는 라세믹 에피네프린과 L-이성질체로만 

이루어진 L-에피네프린이 있다. 라세믹 에피네프린은 L-에

피네프린에 비해 심혈관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치

Figure 1.  Croup management in the emergency department (ED) based on the initial assessment of clinical severity. 
PO, per oral; IM, intramuscular; IV, intravenous; PICU,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Adapted from Petrocheilou A, et 
al. Pediatr Pulmonol 2014;49:421-9, with permission from John Wiley & Sons, Inc. [10].

Mild croup

0.15-0.60 mg/kg 
dexamethasone PO or 

2 mg nebul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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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제로 먼저 선택되었다[29]. 그러나 두 약물 사이에 치료효

과와 부작용에 대한 전향적 무작위 이중맹검 연구에 있어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29], 라세믹 에피네프린은 국내에 

도입되어 있지 않아,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는 L-에피

네프린(1:1,000)을 이용하고 있다. 

흡입 L-에피네프린(1:1,000)의 적절한 용량에 대해서

는 여러 연구에서 3-5 mL의 다양한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28]. 최근에 중등증 이상의 크루프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

한 한국 소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이중맹검 시험을 시행

하였던 연구결과에서 0.5 mL/kg (최대 5 mL)의 기존 용량

을 투여한 군과 0.1 mL/kg (최대 1 mL)의 저용량을 투여

한 군 간에 투여 후 30분에 관찰된 증상 점수의 호전에 차

이가 없었으며, 혈압과 맥박 수도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

고 보고한 바 있다[30]. 용량과 치료효과가 비례하지 않는

다고 한다면 혈압 상승 또는 빈맥 등 가능한 심혈관계 부작

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량을 투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

며 적절한 용량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실제 환자들의 치료에 3 mL의 L-에피네프린

(1:1,000)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결과[10]를 참고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3. 헬륨산소 흡입 요법

헬륨산소(heliox)는 헬륨과 산소가 혼합된(70:30) 기체 혼

합물로서 공기 중의 질소 성분을 헬륨으로 대치하여 합성되

었고 공기보다 4배 정도 밀도가 낮기 때문에 환자가 기체를 

흡입하는 데 힘이 그만큼 덜 들게 된다. 신생아 호흡곤란증

후군으로 인해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는 신생아들에서 많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중증의 크루프 환자들을 이송시키는 과

정에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중등증 또는 중증의 크루프에

서 상기도 폐쇄로 인한 호흡 곤란 증상의 완화를 기대하여 

시행한 연구들이 있었다. 2018년의 메타분석에서는 헬륨산

소의 효과와 안전성을 기존의 치료와 비교한 연구가 아직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31].

4. 항생제 치료

바이러스성 크루프의 치료에 있어서 항생제 투여는 2차

적인 세균 감염의 동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

며, Streptococcus pneumoniae, Hemophilus influenzae, 

Moraxella catarrhalis, Staphylococcus aureus 등에 의한 

감염을 고려하여 항생제를 선택한다. 

5. 찬 공기 흡입과 가습기 치료

찬 공기와 가습기 치료는 오래 전부터 경험적으로 적용되

어 왔으나 실제로 크루프 환자들의 급성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32].

결론

바이러스성 크루프의 급성 상기도 폐쇄 증상을 호전시키

는 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요법은 전신 및 흡입 

스테로이드제와 흡입 에피네프린이며, 두 가지 종류의 약

물 모두 현재 권고되고 있는 용량 범위 내에서 급성 증상의 

호전, 입원율과 응급실 재방문율 및 응급실 체류 기간을 감

소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찾아보기말:  크루프; 코티코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  

부데소나이드; 에피네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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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크루프는 소아에서 흔히 발생하며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해 증상

이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질환으로,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내원할 정도의 중증을 보

이기도 하며, 적절한 약물 치료로 빠른 호전을 보이기도 한다. 그

러나 진단과 치료가 늦어 증상이 악화되면 중환자실에 입원하기

도 하여 외래 혹은 응급실에서의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

은 소아에서 흔한 급성 호흡기 질환 중의 하나인 크루프의 임상 

양상과 약물 치료에 대한 최신 논문을 정리하여 쉽게 설명해 주

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크루프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중증도의 

평가와 그에 따른 약물의 선택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

다. 특히 최근 약물 용량에 대한 연구 결과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일선 진료현장에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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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처 : KEB하나은행 133-890026-21104 (예금주: 대한의사협회) 

              (※ 입금시 성명, 면허번호 기재 요망 / 면허번호 미기재시 동명이인 처리 불가)

   ▷ 구독료 입금 후 신청서 양식을 이메일(hihi719@nate.com) 또는 팩스(02-792-5208)로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구독 회원은 입금 후 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안 보내주셔도 되고,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신청서]

구     분 작  성  란

1. 성명

2. 면허번호

3. 핸드폰번호

4. 이메일 주소

5. 우편 받으실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6. 구독료 납부일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수집목적: 구독접수 및 결과 회신, 구독기간 동안의 CS처리, 구독서비스 안내, 기타 구독에 관한 업무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지에 대한 큰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총무학술국 학술교육팀 허혜진

       전화) 02-6350-6652   팩스) 02-792-5208  이메일) hihi719@nate.com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