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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current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GOLD) strategy, longacting inhaled bronchodilators for treating stable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use
two classes of pharmacological agents: long-acting β
2-agonist (LABA; eg, Indacaterol) and long-acting muscarinic antagonists (LAMA; eg, Tiotropiu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long-term effect of Indacaterol, including its efficacy on exacerbations and adverse events for
patients with severe COPD compared to Tiotropium. Data were retrospectively collected from COPD
patients who visited a respiratory medicine clinic of Seoul St. Mary's Hospital from April 2013 to
August 2015 when Indacaterol was introduced. They used LABA (Indacaterol) or LAMA (Tiotropium)
alone for more than one year. After 52 weeks of treatment, lung function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FEV1), incidence of COPD worsening (add antibiotics or steroids, hospitaliz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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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se events were measured as outcomes. Between April 2013 and August 2015, 136 patients were
collected (75 with Indacaterol and 61 with Tiotropium). At week 52, estimated least squares mean
trough FEV1 in both groups were increased (Indacaterol: 0.11 L, p 0.0001; Tiotropium: 0.19 L, p
0.0001), show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Sub-analysis results on Exsmokers revealed that FEV1 w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both groups. However, in smokers, the
increase of FEV1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acaterol did not show non-inferiority in terms of
annualized exacerbation rates: 0.35 (Indacaterol) versus 0.46 (Tiotropium); relative ratio of 0.76.
Regarding safety results, the incidence of adverse events was higher in the Tiotropium group than
that in the Indacaterol group (50.00% vs. 27.78%, p=0.0023). The most common adverse event was
cough in the Indacaterol group, while dry mouth and BPH symptoms were the most common in the
Tiotropium group. There was no superiority or inferiority in therapeutic effect between the two drugs
after long-term use. Therefore, clinical pharmacists should consider side effects of the drug and
encourage smoking cessation. Continuous monitoring is required for patients with COPD.

[Key words] COPD, Inhalers, Indacaterol, Tiotropium, FEV1

연구 배경 및 목적

라 속효성과 지속성으로 구분되는데, 효과 및 부작용을
고려하여 흡입기 제형을 우선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증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은 비가역적인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성 기관지확장제의 사용이 추
천되고 있다(Fig. 1).5)-8)

하는 폐질환으로서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 손

흡입 지속성 기관지확장제(inhaled long-acting

상으로 인해 발생한다.1),2)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높

bronchodilator)에는 베타-2 작용제(inhaled long-

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acting beta-2 agonist, LABA; eg, indacaterol)와

40세 이상 성인에서 약 13%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항콜린제(inhaled long-acting muscarinic antago-

하지만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

nist, LAMA; eg, tiotropium)가 있다. 이들 두 약물군

해 유병률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

중 어떠한 약물군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

3),4)

다.

립된 바가 없다. 대표적인 흡입 지속성 기관지확장제인

COPD의 약물 치료요법의 경우, 2014년 개정된 국내

indacaterol (150 μ
g 또는 300 μ
g)과 tiotropium (18 μ

COPD 진료지침과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g)의 1일 1회 요법을 비교한 연구들에서 이들 약제군

Obstructive Lung Disease (GOLD) 에서 안정된 질

간에 최저(trough) FEV1 개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환의 경우 흡입용 기관지확장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

었고 증상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TDI (Transi-

다. 기관지확장제는 기도 평활근의 긴장도를 변화시켜

tion dyspnea index) 점수 및 삶의 질을 평가하는

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SGRQ (St. George’
s Respiratory Questionnaire)

in 1 second, FEV1)을 포함한 폐기능을 개선시키고 증

의 경우 tiotropium에 비해 indacaterol에서 임상적

상 완화, 운동능력 향상, 삶의 질 향상과 급성 악화의

으로 의미있는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9)-11) 그러나 대부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약물 군은 작용시간에 따

분의 연구기간이 12~24주로 상대적으로 짧아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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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on therapy

Fig. 1 Medication therapy in stable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practice guideline 2014, the
Korean Academy of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KATRD))
LAMA; Long Acting Muscarinic Antagonist / LABA; Long Acting Beta Agonist /
AE COPD; Acute exacerbation of COPD / mMRC; modified Medical Research Council Dyspnea Scale /
CAT; COPD Assessment Test / ICS; Inhaled Corticosteroid /
PDE4; Phosphodiesterase 4

효과 비교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흡연력, 흡입용 스테로이드(inhaled corticosteroid.

연구에서는 증상이 안정된 중등도 이상의 COPD 환자

ICS) 및 속효성 베타-2 작용제(short-acting beta-2

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실제 임상에서 1년 이상 사용

agonists, SABAs)의 병용 유무에 대해 확인하였고,

시 Indacaterol과 Tiotropium의 효과 및 안전성을 비

폐기능 검사 결과(FEV1, FVC (forced vital capaci-

교해보고자 하였다.

ty), FEV1/FVC), 흡입기 사용 후 1년간 발생한 급성
악화의 빈도, 약물 사용과 연관된 약물 이상반응의 종

연구방법

류 및 빈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폐기능 검사를 받지 않
은 환자, 연구기간 동안 1회만 방문한 환자, 18세 미만,

1. 대상환자 및 조사항목

천식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

2. 평가항목

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 내원한 COPD 환자 중,
1) 효과 평가

흡입용 Indacaterol 또는 Tiotropium을 처방 받고 1
년 이상 사용한 환자를 Indacaterol 사용 군과 Tio-

Indacaterol 및 Tiotropium 사용 후 52주 경과된 시

tropium 사용 군으로 나누어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을 후향적인 방법으로

점에서 폐기능(FEV1, FVC, FEV1/FVC) 변화량을 비

검토하였다. 대상환자의 성별, 연령, COPD 유병기간,

교하였고 추가로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흡연자 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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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흡연력에 따른 폐기능 변화도 분석하였다.

Tiotropium군 61명이었다. 전체 환자 중 남성이

또한 각 군에서 흡입기 사용 이후 52주간 발생한 급성

88.2% (120/136)을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70.9±

악화의 발생 횟수를 비교하였다. 급성 악화의 정의는

8.3세, COPD 유병기간은 2.5±4.1년으로 두 군간 유

호흡곤란 악화, 기침 증가, 가래량 증가 또는 가래색 변

의한 차이가 없었다. 흡입기 사용 이전 가장 최근에 측

화 등의 증상 악화로 외래를 방문하여 약물 치료가 시

정한 폐기능 검사 결과 FEV1 값은 Indacaterol군에서

행된 경우 및 응급실 방문을 포함하여 입원 후 약물 및

유의하게 높았고(p 0.0001), 흡입 스테로이드제의 병

비약물 치료가 시행된 경우로 하였다. COPD 급성 악

용은 Tiotripium 군에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

화의 약물치료는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전신 스테로이

다(p 0.0001)(Table 1).

드 및 항생제의 추가로 확인하였고 비약물치료는 산소
요법, 환기보조, 침습적 및 비침습적 기계환기 등 호흡

2. 효과 평가

보조요법의 시행 여부로 확인하였다.
1) 폐기능 변화
2) 안전성 평가
Indacaterol군, Tiotropium군 모두 기저치와 비교
약물 이상반응의 발생으로 52주 이내에 투여를 중단

하여 치료 52주 후 FVC, FEV1, FEV1/FVC (%) 폐기

한 환자를 포함하여 Indacaterol과 Tiotropium의 사

능 수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다. 특히

용과 관련한 이상반응의 종류 및 빈도를 조사하였다.

FEV1의 경우, 치료 후 두 군 모두 매우 유의하게 향상

약물이상반응은 처방의가 이 약물로 인한 이상반응으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p 0.001)(Table 2).

로 판단하여 EMR에 기록한 증상을 통해 확인하였다.
2) 두 약제 간 치료 후 폐기능 변화 비교
3. 통계 분석
Indacaterol 사용 군과 Tiotropium 사용 군 간 치료
1차 평가지표인 FEV1, FVC, FEV1/FVC 변화의 비

후 폐기능 변화를 비교한 결과, 모두 향상되었으나 두

교는 wilcoxon signed rank sum test 및 wilcoxon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ank sum test를 사용하였고, 2차 평가지표인 52주간

FEV1 변화량은 두 군 모두 향상된 결과를 보였으며,

악화빈도 비교는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모형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99)(Table 3).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상반응 발생의 빈도 비교는
3) 흡연여부에 따른 폐기능 변화 비교

chi-square test 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AS Enterprise Guide 4 (SAS Institute, Inc,

흡연과 흡입제 사용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두 군의 현

Cary, North Carolin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재 흡연자를 조사한 결과, Indacaterol군과 Tiotropium

p 0.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institu-

군의 흡연자 비율은 각각 23%, 27%로 나타났다(Fig.

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2). 흡연기간과 흡연량을 포함한 pack-year는

(과제번호: KC15RISI0727).

Indacaterol군 33.0 pyr, Tiotropium군 36.0 pyr으
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965). 과거흡연

연구결과

자와 흡연자 그룹의 각 약제 사용에 따른 폐기능 변화
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과거흡연자의 경우 Indaca-

1. 대상 환자의 특성

terol 사용 시 FEV1이 향상되었고(p=0.001), Tiotropium 사용 시에도 FEV1의 유의한 향상이 관찰되었다

연구 대상 환자는 총 136명으로 Indacaterol군 75명,

(p 0.0001). 그러나 흡연자 그룹에서는 두 약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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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136)
Indacaterol (n=75)
Age (yr)

Tiotropium (n=61)

p value

70.4±8.6

71.4±8.1

0.449

66 (88.0)

54 (88.5)

0.925

9 (12.0)

7 (11.5)

2.4±3.6

2.57±4.71

0.488

Ex-smoker

39 (56.5)

31 (55.4)

0.876

Smoker

16 (23.2)

15 (26.8)

Never smoker

14 (20.3)

10 (17.9)

33.0±25.3

36.0±32.4

Yes

4(5.3)

42 (68.9)

No

71 (94.7)

19 (31.2)

Yes

7 (9.3)

15 (24.6)

No

68 (90.7)

46 (75.4)

1.9±0.6

1.5±0.5

9 (12.0)

3 (4.9)

Gender, n (%)
Male
Female
Duration of COPD (years)
Smoking history, n (%)

Number of pack-years

0.965

Inhaled corticosteroids use, n (%)
0.0001

SABA use, n (%)
0.016

Baseline spirometer
FEV1 (liters)

0.0001

COPD criteria, n (%)
80% ≤ FEV1 Predicted
50% ≤ FEV1

80%

58 (77.3)

35 (57.4)

30% ≤ FEV1

50%

8 (10.7)

17 (27.9)

0 (0.00)

6 (9.8)

58.0±10.8

50.1±13.7

FEV1

30%

FEV1 to FVC (%)

0.0008

0.0001

Values are numbers (percentages) for categorical variables and means ± standard deviation(SD).

치료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폐기능 수치 향상을 보이지
못하였다(Table 4).

COPD 급성 악화의 년간 발생 횟수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Indacaterol군이 낮았다(p=0.303). 매년
환자당 급성 악화가 원인이 되어 입원하는 빈도 또한

3. COPD 급성 악화 횟수 비교

Indacaterol 사용군이 더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p=0.518)(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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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ulmonary function before and after 52 weeks of treatment with Indacaterol or Tiotropium
Tiotropium (n=61)

Indacaterol (n=75)
Baseline

After

p value

Baseline

After

FVC (L)

3.3±0.8

3.4±0.9

0.002

3.0±0.8

3.2±0.7

0.001

FEV1 (L)

1.9±0.6

2.0±0.6

1.5±0.5

1.7±0.5

0.001

FEV1 % predicted

64.8±12.8

66.9±14.8

0.011

53.6±15.8

58.7±16.1

0.001

FEV1/FVC (%)

58.0±10.8

59.1±11.6

0.050

50.1±13.7

52.5±13.3

0.001

0.001

p value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D)

Table 3 Comparison of the pulmonary function changes after treatment with Indacaterol or Tiotropium
Indacaterol (difference) (n=75)

Tiotropium (difference) (n=61)

p value

FVC (L)

0.1±0.4

0.2±0.4

0.276

FEV1 (L)

0.1±0.3

0.2±0.3

0.099

FEV1 % predicted

2.2±8.7

5.1±12.4

0.094

FEV1/FVC (%)

1.1±6.9

2.4±6.4

0.181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D)

Fig. 2 Proportion of smokers

4. 약물이상반응 비교

은 기침(cough)이 가장 많았고, 심계항진(palpitation),
인후통(throat discomfort), 목쉼(hoarseness) 순으

Indacaterol군은 27.8%, Tiotropium군은 50.0%에

로 나타났다. Tiotropium군은 입마름(dry mouth)이

서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났으며, Tiotropium군에서 유

가장 많았고, 양성전립성비대증(benign prostate

의하게 발생 빈도가 높았다(p=0.002). Indacaterol군

hyperplasia), 인후통(throat discomfort), 배뇨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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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b-analysis : Pulmonary function in the ‘Ex-smoker, Smoker’subgroup after 52 weeks of
Indacaterol and Tiotropium treatment
Ex-smokers*

Indacaterol (n=39)

Tiotropium (n=31)

Baseline

After

Change

p value

Baseline

After

Change

p value

FVC (L)

3.38±0.53

3.52±0.66

0.13±0.42

0.020

3.05±0.71

3.28±0.63

0.23±0.36

0.001

FEV1 (L)

1.94±0.44

2.06±0.48

0.12±0.27

0.001

1.44±0.47

1.68±0.51

0.24±0.30

0.0001

FEV1 % predicted 65.82±10.76 68.68±14.50

3.05±9.88

0.047 51.87±14.63 59.32±17.45

7.45±11.20

0.0004

FEV1/FVC (%) 57.51±10.30 58.74±11.67

1.23±7.60

0.036 48.03±13.37 51.55±14.93

3.52±6.17

0.0004

Smokers

Indacaterol (n=16)

Tiotropium (n=15)

Baseline

After

Change

p value

Baseline

After

Change

p value

FVC (L)

3.72±0.67

3.68±0.90

-0.04±0.45

0.970

3.14±0.60

3.38±0.58

0.24±0.56

0.111

FEV1 (L)

2.06±0.60

2.14±0.72

0.09±0.42

0.688

1.68±0.36

1.82±0.40

0.15±0.43

0.330

FEV1 % predicted 68.25±13.35 67.75±12.98 -0.50±8.87

0.934 61.53±15.05 63.00±11.90

1.47±16.19

0.852

FEV1/FVC (%) 56.19±11.93 58.31±12.91

0.399 54.07±12.25 54.47±10.22

0.40±7.64

0.969

2.13±7.66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D) / Ex-smokers* : 과거흡연자, 과거에 평생 100개피 이상 흡연하였고 현재는 피우지 않는 경우
Smokers : 현재흡연자, 평생 5갑(100개피)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매일 흡연하거나 가끔 흡연하는 경우

Table 5 Number and rate of exacerbations per patient for 52 weeks of treatment(non-inferiority comparison)
Indacaterol (n=75)

Tiotropium (n=61)

p value

Exacerbations
Number of Exacerbations per patients
none

51 (68.0)

37 (60.7)

1

22 (29.3)

21 (34.4)

2

2 (2.8)

2 (3.3)

3

0 (0.0)

1 (1.6)

26

28

0.4 (0.2-0.5)

0.5 (0.3-0.7)

Total number of exacerbations
Rate(negative binomial model), 95% CI
Rate ratio (Indacaterol/Tiotropium), 95% CI

0.303

0.8 (0.4-1.3)

Hospitalization
Number of hospitalization per patients
none
1
Total number of hospitalization
Rate(negative binomial model), 95% CI

72 (96.0)

57 (93.4)

3 (4.0)

4 (6.6)

3

4

0.0 (0.01-0.12)

Rate ratio (Indacaterol/Tiotropium), 95% CI

0.1 (0.02-0.17)

0.6 (0.1-2.2)

0.518

Person time: all persons contributed exactly 1 year./Values are numbers (percentages) for categorical variables and median (rang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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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dverse events
Indacaterol (n=90)
Patients (%) with ≥ 1 *AE

Tiotropium (n=88)

25 (27.8)

44 (50.0)

73.4

72.4

Gender(male), n(%)

18(72.0)

39(88.6)

Number of adverse events

27

50

Cough

12

1

Palpitation

4

Throat discomfort

3

4

Hoarseness

3

2

Sputum

2

1

Benign prostate hyperplasia

1

6

Constipation

1

1

Dizziness

1

1

Dry mouth

0

23

Dysuria

0

3

Urinary frequency

0

2

Glaucoma

0

1

Hypothermia

0

1

Pruritus

0

1

Chest pain

0

1

Oral bleeding

0

1

Facial edema

0

1

27

50

Age(yr)

Total

p value
0.002

*AE; adverse events
한 환자에게 두 가지 이상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빈도를 각각 계산함.

(dysuria) 순이었다. 두 약제군 모두 대부분 호흡기 계

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고,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은 빈

통의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발생 양상에서는 차이를

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발병의 주요 인자

보였다(Table 6).

는 흡연으로, 흡연자나 과거흡연자에서 그 발생빈도가
높고, 흡연자는 특히 호흡기 증상이 더 흔하며 연간

고찰 및 결론

FEV1 감소 정도도 더 심하고 사망률도 비흡연자에 비
해 높다.13) 본 연구에서도 대상 환자들이 이와 유사한

COPD는 40세 이상에서 주로 발병하며 연령이 증가

일반 특성을 보여, 전체 환자의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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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부분 40세 이상이었고, 남성 환자가 전체의

된 경우가 금연자에서 유의하게 낮았고, 흡연 여부에

8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흡

따른 이환률 및 사망률에 대한 연구에서 금연은 폐기능

연자와 현재 흡연자가 전체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

의 중증도와 관계없이 FEV1의 감소율을 완화시켰다.17)

였다.

본 연구에서도 흡연여부가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COPD 치료의 중심은 기관지 확장제로 지속적인 증

보기 위해 과거흡연자와 현재 흡연자에 대한 하위그룹

상이 있는 경우, 흡입지속성 베타-2 작용제와 흡입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거흡연자의 경우 FEV1

속성 항콜린제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중증이거나

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현재 흡연중인 환자는

악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병용

FEV1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금연

1),2)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병용한

시 약제의 치료효과가 상승됨을 알 수 있었다.

환자의 비율은 Tiotropium군에서 94.7%로 Indaca-

안전성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 결과 두 군간 큰 차이는

terol군의 31.2%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없었고 GOLD stage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률에서

FEV1이 50% 미만인 중등도의 COPD 환자비율이

tiotropium이 높게 나타났으며9)-11) 본 연구에서도 이상

Tiotropium군에서 더 높아 COPD 진료지침 권고사항

반응 발생 빈도는 tiotropium군이 유의하게 더 높게

에 따라 흡입용 스테로이드의 병용 사용이 더 많았던

나타났다. 발생 양상은 두 군 간 차이를 보여 inda-

것으로 판단된다. ISOLDE trial에 따르면 흡입용 스테

caterol군은 기침, tiotropium군은 입마름 및 배뇨곤

로이드는 FEV1 수치의 유의한 증가가 없어 폐기능 향

란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6)

상보다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제이다. 따라서

이상반응을 고려한 치료 약제의 선택이 중요할 것으로

폐기능 향상을 1차 평가지표로 설정한 본 연구에서는

사료된다.

흡입용 스테로이드 병용 여부를 연구 결과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14)-16)

결론적으로, COPD 환자에서 Indacaterol 또는

두 약물 군의 유효성 비교 연구에서 1년 미만 사용 시

Tiotropium 흡입제 치료는 유의한 차이 없이 모두 폐

치료 효과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능을 향상시키고, 금연이 약물치료효과 상승에 긍정

Donohue JF 등의 연구 및 Buhl R 등의 연구에 따르

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약사는

면 26주 이하의 연구기간으로 Indacaterol과

환자의 선호도 및 치료약제의 다빈도 부작용을 고려하

Tiotropium 흡입제의 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두 약제

여 약물요법을 추천하고 복약 상담 시 금연에 대한 적

간 우열성이 없다고 보고된 바 있다.9),10) 장기간 사용시

극적인 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이상반응 모니터링이 필

이 두 약물 간 치료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시행한 본 연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 또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Indacaterol군과
Tiotropium군 모두 치료 52주 후 FEV1이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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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능이 향상됨을 보였으며, 두 군 간 치료효과에서
본 연구는 201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연간 증상 악화
횟수도 Indacaterol군 0.4회, Tiotropium군 0.5회로

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각 흡
입제를 1년간 사용한 후에도 폐기능 향상 효과는 유지

참고문헌

되었으며, 그 효과에 있어 두 약제간 우열성이 없음을
1)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2014개정 COPD 진료지

확인할 수 있었다.
금연은 COPD 환자의 자연경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침. 2014.

COPD 중증도와 관계 없이 폐기능 감소를 늦출 수 있

2)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는 수단이다. 경증-중등증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Lung Disease I.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연구에서 FEV1이 정상 예측치의 60% 미만으로 감소

Obstructive Lung Disease (GOLD). Global

- 28 -

문채원 :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흡입제 Indacaterol과 Tiotropium의 효과 평가

strategy for the diagnosis, management, and

Med 2010;182:155-62.

prevention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11) Vogelmeier C, Ramos-Barbon D, Jack D, et

disease. Available from:2015:http://www.

al. Indacaterol provides 24-hour bronchodi-

goldcopd.org/ uploads/users/files/GOLD

lation in COPD: a placebo-controlled blind-

3) Mathers CD, Loncar D. Projections of global
mortality and burden of disease from 2002
to 2030. PLoS Med 2006;3:e442.

ed comparison with tiotropium. Respir Res
2010;11:135.
12) Halbert RJ, Natoli JL, Gano A, et al. Global

4) Yoo KH, Kim YS, Sheen SS, et al. Prevalence

burden of COPD: systematic review and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n

meta-analysis. Eur Respir J 2006;28:523-

Korea: the fourth Korean National Health

32.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8.

13) Kohansal R, Martinez-Camblor P, Agusti A,

Respirology (Carlton, Vic.) 2011;16:659-665.

et al. The natural history of chronic airflow

5) Caverley PMA. Symptomatic bronchodilator

obstruction revisited: an analysis of the

treatment. In: Calverley PMA, Pride NB, eds.

Framing-ham offspring cohort. Am J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London: Chapman and Hall, 1995.419-424.

Respir Crit Care Med 2009;180:3-10.
14) Calverley PM, Anderson JA, Celli B, et al.

6) Burge PS, Calverley PM, Jones PW, et al.

Salmeterol and fluticasone propionate and

Randomised, double blind, placebo controlled

survival i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study of fluticasone propionate in patients

disease. N Engl J Med 2007;356:775-89.

with moderate to severe chronic obstructive

15) Pauwels RA, Lofdahl CG, Laitinen LA, et al.

pulmonary disease: the ISOLDEtrial. BMJ

Long-term treatment with inhaled budes-

2000;320: 1297-1303.

onide in persons with mild chronic obstruc-

7) Anthonisen NR, Connett JE, Kiley JP, et al.

tive pulmonary disease who continue

Effects of smoking intervention and the use

smoking. European Respiratory Society

of an inhaled anticholinergic bronchodilator

Study o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on the rate of decline of FEV1. The Lung

Disease. N Engl J Med 1999;340:1948-53.

Health Study. JAMA 1994;272:1497-1505.

16) Vestbo J, Sorensen T, Lange P, et al. Long-

8) Vestbo J, S�rensen T, Lange P, et al. Long-

term effect of inhaled budesonide in mild

term effect of inhaled budesonide in mild

and moderate chronic obstructive pul-

and moderate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monary disease: a randomised controlled

disease: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1999; 353:1819-1823.

trial. Lancet 1999; 353:1819-23.
17) Godtfredsen NS, Lam TH, Hansel TT, et al.

9) Buhl R, Dunn LJ, Disdier C, et al. Blinded

COPD-related morbidity and mortality after

12-week comparison of once-daily inda-

smoking cessation: status of the evidence.

caterol and tiotropium in COPD. Eur Respir

Eur Respir J 2008;32:844-853.

J 2011;38:797-803.
10) Donohue JF, Fogarty C, Lotvall J, et al.
Once-daily bronchodilators for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ndacaterol
versus tiotropium. Am J Respir Crit Care

-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