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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관지확장증은 기도의 반복적인 감염과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폐질환의 하나로, 기도 또는 기관지의 지속
적인 확장으로 정의된다. 기관지확장증은 주로 흉부 CT에 의해 진단되는데, CT소견에서 기관지의 내경이 인접혈관의
1
내경보다 크거나, 기관지가 폐의 말초부위에서도 내경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기도 한다 .
기관지확장증의 유병률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미국에서는 유병률이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로 고령, 여성, 아시아계에서 높다고 알려져 있다2. 국내에서 이루어진 건강검진에서 흉부
CT를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1%의 환자에서 기관지확장증이 관찰되었고, 여성, 고령, 호흡기계
질환, 이전 결핵병력이 기관지확장증의 유병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3.
기관지확장증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또는 난치성의 호흡기계 감염으로 발현할 수 있으며, 합병증으로 객혈, 만성
적인 기류제한, 지속적인 호흡곤란 및 호흡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임상적 중요성 및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 본 글에서는 낭포성 섬유증을 제외한 기관지확장증의 치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기관지확장증의 병태생리

기관지가 영구적으로 병적으로 확장되는 기전은 다양하며, 반복적인 호흡기계 감염과 구조적인 폐질환에 의해
기관지가 물리적으로 영향으로 받고 약화되면서 구조적인 변형이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기전으로 Cole이 제안한
악순환모형(Figure 1)이 잘 알려져 있는데4, 이에 따르면 호흡기계의 감염과 기도손상에 따른 염증반응이 기도의
구조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이에 따라 점액분비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세균의 집락화가 조장되어 반복적인 감염과
염증을 일으키는 순환구조가 지속적인 기도의 손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기관지확장증의 치료는 이런 악순환 구조
의 각 단계를 차단함으로써 임상경과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 기관지확장증의 치료

기관지확장증 치료의 주된 목적은 증상을 조절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급성 악화를 예방하며 폐기능을 유지하
는 것이다. 기관지확장증의 구체적인 치료에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관지확장증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었던 기저 질환을 확인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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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Vicious cycle hypothesis of bronchiectasis. Adapted from the article of McShane et al. (Am J Respir Crit Care Med
2013;188:647-56)5.

Figure 2. Overview of comprehensive approach to bronchiectasis management. Adapted from the article of McShane et al. (Am J Respir
5
Crit Care Med 2013;188:647-56) .

(1) 기도청결기법(airway clearance technique): 우선적으로 기관지확장증에서 기관지와 폐의 분비물을 원활하게

배출시켜서 반복되는 염증을 조절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 흉부물리요법 및 체위성 배액, 흡입약제 및 점액용해제
의 사용 등이 이런 치료에 포함된다.
흉부물리요법 및 체위성 배액은 기관지확장증 병변의 위치를 상부로 위치하도록 하고, 흉곽을 두드리거나 흔들어
주는 방법, 호기성 양압기구의 적용 등을 통해 기도 분비물의 국소적인 배액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는 부족하나, 일부 연구에서 객담 배출량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함을 보고하였다6,7. 특히, 진동 호기성 양압기구를
3개월간 1일 2회 적용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호기성 양압기구와 비교할 때 증상 및 폐기능, 삶의 질의 유의한 호전이
8
관찰되었다 .
또한 생리식염수를 흡입하여 기도 분비물의 삼투성을 낮추어 배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의 치료에 생리식염수 흡입을 추가함으로써 객담의 양과 점도, 배출의 용이성이 향상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
6,9
며, 이는 특히 고장성 식염수(3∼14%)를 적용하였을 때와 흉부물리요법을 함께 적용하였을 때 더욱 효과적이었다 .
점액용해제를 투여하여 객담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시도 중, 감염 부위에서 분비되는 DNA를 분해하여 객담의
점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인 배경으로 재조합 인체 DNA분해효소(recombinant human DNase, Dor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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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a)를 투여하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실제적인 이득을 보여주지는 못했으며 , 일부 연구에서 폐기능의 감소가 관찰되
어 현재는 권장되지 않는다11,12. 반면 고용량의 bromhexidine을 기관지확장증의 급성악화 시에 항생제와 함께 투여하
였을 때 객담의 배출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erdosteine을 안정된 기관지확장증 환자에서 물리요법에 추가적으로
투여하였을 경우 마찬가지로 객담배출이 향상됨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장기적인 임상자료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
다12.
(2) 기관지확장제(bronchodilators): 기관지확장증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생리나 기관지과민성을 임상적으로 나
13
14,15
타낼 수 있어 , 이 경우 흡입성 베타항진제 및 항콜린제가 증상 및 폐기능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확인된 바 있으나 ,
이에 대한 증거수준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다16,17. Methylxantine의 경우, 급성 천식과 연관된 기류제한이
18
동반된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지지하는 연구는 아직 없어 일상적으로 권장되지는 않는다 .
(3) 항염증치료(anti-inflammatory therapy): 기관지확장증의 병태생리에 있어 만성 염증과 기도내의 염증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항염증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때 고려할 수 있는 약제가 corticosteroid와
macrolide이다.
19
전신적인 corticosteroid 투여는 폐기능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 전신적인 부작용만을 조장할 수 있어 권장
되지 않는다. 반면, 흡입 corticosteroid는 일부 연구들에서 증상, 급성악화의 빈도, 삶의 질 및 폐기능을 향상시킨다는
20-22
23
증거가 있으나 , 그 증거수준이 일상적인 사용을 권장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
Macrolide의 경우 면역조절효과가 알려져 있으며, 면역세포의 기능 및 염증성 매개체를 억제하고 세균에 의한
바이오필름의 형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24 기관지확장증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azithromycin과 erythromycin에 대한 여러 연구가 최근 이루어졌다. Azithromycin을 장기간 투여한 군에서 placebo군과
25,26
비교할 때 급성 악화의 빈도가 감소하고, 증상 및 삶의 질이 호전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 또한 erythromycin를
장기간 투여한 연구에서도 placebo군과 비교할 때 급성 악화의 빈도가 감소하고 객담양과 FEV1의 감소 정도가 줄어드
27
는 것이 관찰되었다 . 하지만 이와 같은 macrolide 유지요법은 macrolide 저항성 세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할 확률이
25,27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으며 , azithromycin 투여와 연관되어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음이 보고되어 있는데
이로 인한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4) 항생제 치료: 기관지확장증에서 Pseumononas aeruginosa의 집락화가 증상 및 삶의 질의 악화, FEV1 감소와
28,29
연관이 있으며 , Pseudomonas 감염이 동반된 경우 Pseudomonas를 조기에 적극적으로 박멸하기 위한 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급성악화의 빈도가 감소됨이 확인된 바 있다30. 이와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British Thoracic Society
에서 제시하는 2012년 진료지침에서는 Pseudomonas 및 methicillin 내성 Stapylococcus aureus 이 호흡기계 검체에서
31
최초로 동정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
최근에는 흡입 항생제를 이용하여 전신부작용을 줄이고 기도에서의 농도는 높게 유지하면서 기도내 세균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흡입 tobramycin, gentamycin, ciprofloxacin의 약제를
32-34
장기간 투여하며 관찰한 연구에서 Pseudomonas의 기도내 밀도 및 급성 악화의 빈도가 감소함이 확인되었으며 ,
흡입 colistin의 투여로 삶의 질과 폐기능 감소속도의 향상이 관찰된 바 있다35. 이에 따라 British Thoracic Society에서
제시하는 2012년 진료지침에서는 항생제를 요구하는 급성악화의 연간 빈도가 3회 이상이거나 이보다 적은 빈도라도
31
중증의 경과를 동반하는 경우 장기간 흡입 항생제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
(5) 수술: 기관지확장증에서 폐절제술은 증상이 내과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과적 치료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에서 국소적인 질환인 경우 고려할 수 있다. 주로 폐엽 또는 폐분절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며, 최근에는 흉강경
36,37
수술기법을 이용하여 수술 전후 낮은 이환률 및 사망률이 보고된 바 있다 .
(6) 객혈의 치료: 객혈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기관지확장증의 합병증이며, 기관지확장증은 객혈의
38
주요 원인으로, 원인질환 중 20% 정도까지 보고되어 있다 . 객혈이 발생하였을 때, 우선적으로는 기도를 유지하고,
산소화 및 혈역학적인 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객혈의 조절을 위해 기관지동맥색전술(bronchial artery embolization) 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최근에는 경피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지동맥색전술이 선호되고
39,40
있는데, 수술과 비교하여 그 안정성과 효과가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된 바 있다 . 폐절제술은 병변이 국소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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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적 치료 및 색전술과 같은 혈관중재술을 시행함에도 조절되지 않는 객혈이 있을 때 고려할 수 있다.
3. 결론
기관지확장증은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성적인 호흡기질환의 하나로 반복적인 호흡기계 감염 및 만성기류제한,
객혈 등의 여러 병적 상태와 연관이 있다. 기관지확장증의 치료는 기도청결기법, 기관지확장제, 항염증치료, 항생제치
료, 수술 등 다양한 방안이 적용 가능하며, 치료법의 결정에 있어 환자의 임상상에 따른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관지확장증 치료방안에 대한 증거수준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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