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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 이해와 최신지견
박용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동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서론

발생하며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매우 흔한 질환이
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미친다.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하고 정상인에 비해 동

disease, COPD)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기류제한을

반질환이 흔하여 COPD의 중증도와 예후에 영향을 미

특징으로 하는 만성폐질환이다. 국내 COPD 유병률은

친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40세 이상 성인에서
13.4%로 2008년 13.4%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으

2. 진단

며, 남성에서 21.6%, 여성에서 5.8%, 70세 이상에서
는 남성 51.7%, 여성 13.6%로서 남성, 고령에서 유병
1)

COPD는 성인 이전의 폐성장 발달 저하와 흡연, 실

율이 높다. 하지만 COPD 국내 인지도는 매우 낮으며

내외 오염, 직업성 분진 등 위험인자 노출력이 있는 40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진단된 COPD 환자에서 단지

세 이상의 성인에서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만성적으

2.8%만이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고 1.6%만이 치료를

로 있는 경우 의심해야 하며, 폐활량측정법으로 진단

받고 있는 실정이다.1) 국내 COPD 사회경제적 비용은

한다.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한 후에 폐활량 측정 결과

1조 4천억을 보고하였으며, 직접 의료비용은 전체의

FEV1/FVC＜0.70이면 기류제한이 있다고 정의한다.

약 20%정도 차지하였으며,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환

COPD 환자에서 기침과 가래가 기류제한보다 수년 전

자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우 큰 질환이다.2) 향후

에 먼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환자에서는 기침

COPD 인지도 향상과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통

이나 가래는 없이 기류제한만 발생하기도 한다. 비록

해 COPD 질환 진행 억제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

COPD를 기류제한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환자들

는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본 원고에서는 국내

은 기침 가래 등의 증상 때문에 혹은 호흡곤란의 급성

COPD 지침과 최근 문헌들을 참고하여 COPD 진단 및

악화 때문에 병원을 찾는다.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3. 질병의 평가
본론
COPD 질병의 종합적 평가는 기류제한 및 이로 인한
1. 정의

환자의 건강상태 및 향후 위험도 즉, 급성 악화, 병원
입원 여부, 사망을 평가함으로써 치료를 결정하기 위

COPD 정의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기류제한을 특
징으로 하는 폐질환으로서 흡연, 직업적 노출, 실내외

함이다. 이를 위해 증상, 폐활량, 악화 위험, 동반증상
을 평가한다.

오염, 감염 등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이상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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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assification of patients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mMRC, modified Medical Research Council dyspnea scale; CAT,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ssessment test.

1) 증상 평가

악화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지난 1년간 급성악화 횟수이다. 잦은 급성 악

COPD 환자의 증상을 평가하는데, 다음 두 가지를

화는 1년에 2회 이상 악화를 보이는 경우로 정의한

이용하여 환자의 호흡곤란 정도와 삶의 질을 평가한

다. 또한, 입원할 정도로 심한 악화가 년 1회라도 있

다. 호흡곤란의 정도는 영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mod-

었던 경우 고위험으로 분류한다.

ified Medical Research Council Dyspnea Scale
(mMRC, 호흡곤란점수)을 이용하며, 삶의 질은

4) 동반질환 평가

COPD 평가검사(COPD Assessment Test, CAT)를
COPD 환자가 자주 동반하는 질환은 심혈관질환,

이용한다.

폐암, 당뇨병, 대사증후군, 골다공증, 우울증 등이다.
동반질환은 기류제한이 심한 환자뿐만 아니라 경한

2) 폐활량검사에 의한 평가

환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률과 입원율에 영
COPD 환자를 폐활량검사 결과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국내 기준은 FEV1을 정상예측치와 비교하여

향을 미친다.5) 그러므로 동반질환을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적절하게 치료하여야 한다.

60% 이상인가 60% 미만인가에 따라서 분류하고, 이
5) COPD 종합 평가

에 따라 치료 약제를 선택한다.

COPD가 개별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

3) 악화 위험 평가

해서는 환자의 호흡곤란 증상과 폐기능 정도, 악화 위
급성 악화는 약제를 추가해야 할 정도로 호흡기증
상이 나빠진 급성상태를 의미한다.3),4) 경한 급성악화

험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방
법을 Fig. 1에 제시하였다.

는 기존의 치료에 추가로 흡입속효성기관지확장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등도 급성 악화는 흡입속효성

가군: 위험 낮음, 증상 경함. FEV1 60% 이상이고 지

기관지확장제에 더하여 항생제 및 경구 스테로이드

난 해 악화가 없었거나 한 번이며, mMRC 0~1(또는

제를 추가로 치료하는 경우이며, 중증 급성 악화는 입

CAT 점수가 10 미만)인 경우이다. 나군: 위험 낮음,

원을 필요로 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이다. 급

증상 심함. FEV1 60% 이상이고 지난 해 악화가 없었

성악화가 일어나는 빈도는 환자마다 다양하며, 급성

거나 한 번이며, mMRC 2 이상(또는 CAT 점수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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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vailable inhaled bronchodilators in Korea
Drug

Inhaler (μ
g)

Solution for nebulizer

Duration of
action (hr)

Short-acting beta-2 agonists (SABA)
Salbutamol (albuterol)

100 μ
g/dose, 200 dose/ea (MDI)

2.5 mg/2.5 mL/A

4-6

5 mg/mL/vial
Long-acting beta-2 agonists (LABA)
Indacaterol

150 μ
g/capsule (DPI)

24

300 μ
g/capsule (DPI)
Short-acting anticholinergics (SAMA)
Ipratropium bromide

500 μ
g/2 mL/A

6-8

Long-acting anticholinergics (LAMA)
Tiotropium

18 μ
g/capsule, 30 capsule/ea (DPI),

24

2.5 μ
g/dose (soft mist inhaler)
Aclidinium

400 μ
g/dose (DPI)

12

Umeclidinium

62.5 μ
g/dose (DPI)

24

SABA, short acting beta2-agonist; MDI, metered dose inhaler; LABA, long acting beta2-agonist; DPI, dry powder inhaler; SAMA, short acting muscarinic antagonist; LAMA, long acting muscarinic antagonist.

이상)인 경우이다. 다군: 위험 높음. mMRC 혹은

1) 기관지확장제

CAT 점수와 상관없이 FEV1 60% 미만에 해당하거나
또는 지난 해에 2회 이상 급성악화가 있었거나 입원
할 정도로 심한 악화가 1회 이상 있었던 경우이다.

기관지확장제는 기도 평활근의 긴장도를 변화시켜
1초간 강제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FEV1)을 포함한 폐기능을 개선시키는 약제

4. 안정시 COPD 치료

를 말하며, 흡입약물로는 베타-2 작용제와 항콜린제
가 속한다. 기관지확장제는 COPD 치료의 중심이며

COPD는 치료의 목표는 증상 완화, 운동능력 향상,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흡입약제를 우선 사

삶의 질 향상과 급성악화 감소, 질병진행 예방 및 사망

용하고 지속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속효성보다

률 감소에 있다. 원인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규칙

는 지속성 기관지확장제 사용을 권장한다. 작용시간

적인 병원 방문을 유도하여 위험인자, 병의 진행 정도,

에 따라 속효성과 지속성으로 구분하며, 증상 발생을

약물효과 및 부작용, 급성악화, 동반질환의 진행 정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 시 혹은 규칙적으로 사

를 평가하고 추적 관찰해야 한다. 흡입기관지확장제는

용한다. 흡입속효성기관지확장제의 효과는 대개 4~6

COPD 약물치료의 중심이며 또한 COPD 환자가 건강

시간 지속된다. 흡입지속성베타-2작용제와 흡입지속

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양, 육체적 활동, 재활요

성항콜린제는 약제에 따라 12시간 또는 24시간 이상

법, 급성악화 시의 대처법 등에 대한 조언과 교육을 해

약효가 지속된다(Table 1). 기관지 확장제가 환자의

야 한다.

증상완화, 운동능력, 삶의 질 향상과 급성악화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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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도움을 주지만, FEV1의 연간 감소율 저하와 사

통해 기관지 수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억제성 신경

망률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뚜렷하

수용체 M2를 차단한다. 흡입지속성항콜린제인 tio-

6)-8)

흡입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약물이 효과적

tropium, aclidinium, glycopyrronium bromide

으로 폐와 기도에 전달되도록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및 umeclidinium은 M3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대한

지 않다.

9)

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량흡입기를 사용하기 힘든

결합 연장 및 M2 무스카린성 수용체와의 빠른 해리

경우에는 흡입보조기(스페이서, spacer)가 도움이 될

를 통해 기관지 확장제의 효과지속시간을 연장시킨

수 있다. 분무기는 가격이 비싸고 적절한 유지관리가

다.20) 국내에 유용한 흡입지속성항콜린제 중 tio-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 시 치료에는 추천하지 않는다.10)

tropium과 umeclidinium은 하루에 1회 투여하고,
aclidinium은 하루에 2회 투여하며, glycopyrro-

1. 베타-2작용제

nium은 나라에 따라 하루에 1회 혹은 2회 투여한다.
흡입지속성항콜린제 요법은 증상, 삶의 질과 호흡재

베타-2교감신경 수용체를 자극하여 cyclic adeno-

활 효과를 향상시키고, 급성악화 및 급성악화 관련

sine monophosphate (cAMP)를 증가시키고 기도

입원을 줄여준다.21),22) 임상시험 결과 흡입지속성항콜

평활근 수축을 억제한다. 흡입속효성베타-2작용제

린제(tiotropium) 요법이 흡입지속성베타-2작용제

는 FEV1의 호전과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어 증상 조

요법에 비해 급성악화를 감소시켰다.18),19) 보험기준은

절을 위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다. 흡입속효성제제

FEV1 정상예측치의 80% 미만 COPD에서 인정된다.

를 규칙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보다 흡입지속성제
3. 기관지확장제 병합요법

제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정 시 환자 치료
에 더 효과적이다. Formoterol 및 salmeterol은 폐

서로 다른 작용기전을 가진 기관지확장제를 병용

기능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호흡곤란과 급성악화
11),12)

Indacaterol은 효과가 24시

하면, 단일 기관지확장제의 용량을 증가시켜 사용하

간 이상 지속되어 하루 한번 사용하는 흡입지속성베

는 것보다 부작용의 위험은 줄이면서 기관지 확장

타-2작용제이며, 150 ㎍/day와 300 ㎍/day는 for-

효과는 상승시킬 수 있다.23) 흡입지속성베타-2작용

moterol, salmeterol 보다 폐기능을 더 호전시켰

제와 흡입지속성항콜린제가 하나의 흡입기로 개발

빈도를 감소시킨다.

13),14)

Vilanterol과 olodaterol도 24시간 지속되는

되어 여러 약제가 사용되고 있다. 흡입지속성기관지

흡입지속성베타-2작용제로서 위약에 비해 폐기능과

확장제 병합요법은 위약이나 단일 흡입지속성기관

다.

15),16)

국내에서는 아직 단독흡입제

지확장제 사용과 비교에서 우월한 폐기능 상승효과

로 출시되지 않았다. 흡입지속성베타-2작용제들은

를 나타냈고, 호흡곤란의 개선, 삶의 질 개선과 급성

흡입지속성항콜린제인 tiotropium에 비해 증상, 삶

악화의 빈도를 감소시켰다.24)-27) 급성악화의 과거력

의 질, 폐기능 개선 등에 있어서는 동등한 효과를 보

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입지속성

17)-19)

였으나 급성악화 예방에는 낮은 효과를 보였다.

기관지확장제 병합요법은 흡입스테로이드(inhaled

보험기준은 FEV1 정상예측치의 80% 미만 COPD에

corticosteroid, ICS)와 흡입지속성베타-2작용제

서 인정된다.

복합요법에 비해 급성악화를 감소시켰다.28) 보험기

증상을 호전시키나,

준은 FEV1 정상예측치의 80% 미만 COPD에서 인
2. 항콜린제

정된다.

항콜린제는 기도 평활근의 M3 무스카린성 수용체

흡입스테로이드(Inhaled corticosteroid, ICS)

(muscarinic receptor)에 대한 아세틸콜린의 기관지
수축 효과를 차단한다. 흡입속효성항콜린제인 ipra-

COPD의 국소, 혹은 전신 염증에 대한 ICS 단독 사용

tropium과 oxitropium은 잠재적으로 미주신경을

의 효과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며 논란이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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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surance standard of inhaled bronchodilators and inhaled steroids in Korea
Drug

LAMA

LABA

LAMA+LABA

ICS+LABA

Ingredients

Product name

Tiotropium

Spiriva

Umeclidinium

Incruze

Aclidinium

Eklira

Indacaterol

Onbrez

Glycopyrronium+Indacaterol

Xoterna

Tiotropium+Oldodaterol

Vahelva

Umeclidinium+Vilanterol

Anoro

Aclidinium+Formoterol

Duaklir

Beclomethasnoe+Formoterol

Foster

Fluticarsone+Salmeterol

Seretidie

Budesonide+Formoterol

Symbicort

Fluticarsone+Vilanterol

Relva

Fluticarsone+Formoterol

Flutiform

Insurance standard

COPD and FEV1 ＜80%

COPD and FEV1 ＜60%
or partly controlled asthma

LAMA, long acting muscarinic antagonist; LABA, long acting beta2-agonist;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ICS, inhaled corticosteroid.

부 연구에서 ICS 단독 사용이 위약군에 비해 폐기능

요하겠다. ICS 투여는 천식의 기왕력과 혈중 호산구가

개선이나 급성악화의 감소에 효과를 보였지만 그 효과

높은 경우, 특히 잦은 급성악화자에서 혈중 호산구가

가 흡입지속기관지확장제에 비해 우월하지 않으며 사

높은 경우와 같은 임상적 환경에서 고려되어야 한

망률 감소에도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또한

다.31),32) 국내 보험기준은 부분 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과

ICS 사용에 의한 구인두 진균중, 목소리 변성과 같은

FEV1 정상예측치의 60% 미만 COPD에 보험이 적용된

국소 부작용과 부신 억제, 골밀도 감소, 폐렴 발생의 증

다(Table 2).

가등의 전신적 부작용을 고려하면 COPD에서 ICS 단
Phosphodiesterase-4 (PDE4) 억제제

독 투여는 권장하지 않는다.
ICS와 흡입지속성베타-2작용제 복합제에 흡입지속
성항콜린제를 더한 3제병합요법의 효과에 대한 최근

기류제한이 중증 이상이면서 만성 기관지염 증상이

메타분석에서 3제병합요법이 흡입지속성항콜린제 단

있고 지난해 악화가 2회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ICS/

독이나 흡입지속성베타-2작용제와 흡입지속성항콜린

LABA +/- tiotropium과 함께 roflumilast 혹은 위약

제 병합요법, ICS와 흡입지속성베타-2작용제 복합제

을 추가한 군을 52주간 치료하였다. Roflumilast 추가

에 비해 급성악화 발생의 위험을 낮추며, 폐기능의 개

투여 군에서 중등도 이상의 악화와 악화로 인한 입원률

29),30)

다

감소 효과가 있었다.33) 한편 유사한 환자군에서 시행된

만 3제병합요법에서 흡입지속성베타-2작용제와 흡입

다른 연구에서는 roflumilast 군에서 악화를 감소하는

지속성항콜린제 병합요법에 비해 폐렴 발생이 증가했

경향은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기 때문에 사용에 따른 이익과 위험에 대한 주의가 필

하지만 전년도 악화가 3회 이상이거나 중증 악화가 1

선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효과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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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armacologic treatment algorithms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AE COPD, acute exacerbation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mMRC, modified Medical
Research Council dyspnea scale; CAT, COPD assessment test; SABA, short acting beta2-agonist; LAMA, long acting muscarinic antagonist; LABA, long
acting beta2-agonist; ICS, inhaled corticosteroid; PDE4, phosphodiesterase 4.
a) Postbronchodilator FEV1 50%, symptoms of chronic bronchitis, and a history of exacerbations. b) Asthma overlap or high blood eosinophil.

회 이상인 환자에서는 유의한 악화 예방효과를 보였

1년 동안 급성악화가 1회 이하이면서 modified Me-

다.34)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설사와 구역 증상이고 대부분

dical Research Council dyspnea scale (mMRC)

약물 치료의 초기에 발생한다. 체중감소는 평균 2 kg

0~1단계 사이의 호흡곤란이나 COPD assessment

정도이고 비만 환자(BMI＞30)에서 체중감소를 더 많이

test (CAT) 10점 미만의 경미한 증상이 있는 환자로

볼 수 있으며 체중 변화는 초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정의된다.

다. 대부분 약물 중단 3개월 이내에 체중이 회복된다.

흡입속효성기관지확장제의 경우 폐기능을 호전시
키고 호흡곤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일차치료

국내 각 군 환자별 약물치료

로 권장한다.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mMRC 2단계
이상의 증상이 발생하거나 급성악화가 발생하는 경

COPD 국내 진료 지침에서는 폐기능, 악화력 및 호흡

우 흡입지속성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할 수 있다.

곤란이나 질병 관련 삶의 질 수준에 따라 환자를 세 군
2. 나군 환자

으로 분류하여 치료를 Fig. 2에 제시하였다.
1. 가군 환자

나군은 FEV1이 정상예측치의 60% 이상이고 지난
1년 동안 급성악화가 1회 이하이면서 mMRC 2단계

가군은 FEV1이 정상예측치의 60% 이상이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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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로 정의된다.

장제를 병용하면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관지확

흡입지속성베타-2작용제 혹은 흡입지속성항콜린

장제는 COPD 치료의 중심이며, 특히 흡입약제가 우선

제를 일차 약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약물 간 우열

시 사용되는 만큼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환자의 증상

은 없고 진료의사 및 환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완화, 운동능력의 향상,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급성

있다. 진단 당시 증상이 심한 경우나 흡입지속성기관

악화의 감소, 폐기능 저하의 감소, 사망률 감소까지 기

지확장제 단독 사용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

대해볼 수 있다. ICS 단독 사용은 효과와 부작용을 고

거나 악화가 발생하는 경우 흡입지속성베타-2작용제

려할 때 추천되지 않으며, 천식이 중복되거나 혈중 호

와 흡입지속성항콜린제를 병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산구가 높은 군과 같은 특수한 임상 상황에서 흡입지속
성베타-2작용제와 병용요법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

3. 다군 환자

서 COPD 환자의 적절한 평가와 각 군에 따른 가이드
라인의 권고 약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군은 mMRC 혹은 CAT 점수와 상관없이 FEV1
이 정상 예측치의 60% 미만이거나 지난 1년 동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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