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성폐질환(Obstructive Lung Disease)

Volume 2, Number 1, January, 2014

IX KOLD 코호트 연구 논문 리뷰
이재승, 이상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Key Words: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hort, Phenotype
1. 서론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은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은 기류제한을 특징으
로 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COPD는 폐활량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간 강제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FEV1) 대 강제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의 비가 0.7 미만인 경우에 진단된다1.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COPD의 다양한 표현형(phenotype)을 반영하지 못하며, 개별 환자에서의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데에
2
도 제한이 있다. COPD는 장기간의 폐기능 저하를 초래하며, 이러한 폐기능 저하는 환자마다 다양하다 . 따라서
COPD의 다양한 표현형과 장기간의 질병 경과를 규명하고 새로운 환자 맞춤형 치료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가 필요하다3. 지난 2005년 6월부터 시작된 Korean Obstructive Lung Disease (KOLD) 코호트
연구는 만성기도폐쇄성질환의 다양한 임상표현형을 확인하고 새로운 질병 분류와 생물학적 표지자(biomarker)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된 전향적 관찰연구이다. KOLD 코호트는 현재 477명이 입적되어 추적관찰 중으로 다양한
임상정보, 폐기능,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자료, 심초음파, 혈액, DNA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현재까지 KOLD
코호트 연구를 통해 23편의 SCI 논문을 출판하였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1) 폐쇄성폐질환 군집분석 연구 결과

천식과 COPD 환자를 포함한 폐쇄성폐질환 환자의 다양한 임상지표(호흡기증상, 삶의 질, 운동능력, 폐기능 검사,
흉부전산화단층촬영 지표 등)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시행하여 4개의 중요 임상 지표 inspiratory capacity
(IC)/total lung capacity (TLC), St George’s Respiratory Questionaire (SGRQ) 점수, CT 폐기종 지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 변화량을 선정하였다. 이후 군집분석을 시행하여 3개의 임상 표현형으로 분류하였다. 군집 1은 기관지
확장제 가역성을 동반한 중등도에서 중증 기류 제한, 군집 2는 기관지확장제 가역성을 동반하지 않는 중등도 기류
제한, 군집 3은 기관지확장제 가역성을 동반하지 않는 중증 기류제한의 특성을 보였다4. 이러한 3가지 표현형에
대해 전향적 코호트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OPD 환자에서의 폐동맥압 증가의 예측 인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117명의 심초음파를 시행한 KOLD COPD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6분 보행 거리, SGRQ 점수, FEV1/FVC, TLC, 혈색소(Hemoglobin)가 폐동맥 수축기 압력과 연관성
을 보였으며, 다변량 분석에서는 혈색소 수치가 유일한 독립적인 연관 인자로 밝혀졌다5.
2) COPD 환자 치료 약제 반응성 예측 인자 연구

COPD 환자에서의 흡입 기관지확장제와 스테로이드의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임상지표에 대한 분석을 KOLD
코호트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165명의 KOLD COPD 환자를 대상으로 CT 폐기종 지수와 폐활량 검사에서의
FEV1값을 기준으로 폐기종 우세형, 기도폐쇄 우세형, 경증 혼합형, 중증 혼합형 4개의 군에 대한 3개월 흡입 기관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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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스테로이드 복합제 투여 후 폐기능 호전 정도를 비교하였다. 기도폐쇄 우세형 군이 폐기종 우세형에 비해 유의
하게 폐기능의 호전을 보여, CT 폐기종 지표를 이용하여 약제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6.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천명음,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FEV1, 기관지확장제 가역성과 폐기종 정도가 3개월 salmeter7
ol/fluticasone 투여에 대한 폐기능 호전 예측인자였다 . 또한 폐용적 검사에서의 소기도 폐쇄를 잘 반영하는 residual
volume/TLC와 폐기종 정도를 잘 반영하는 폐확산능(diffusing capacity for carbone monoxide)을 이용하여 COPD
8
환자의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또한 흡기/호기 흉부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한 폐기종 정도와 공기
포획(air-trapping) 정도를 정량화한 지표가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 FVC 변화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
었다9.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COPD 환자의 기도폐쇄 정도, 폐기종 정도를 반영하는 흉부전산화단층활영 및 폐기능
지표를 이용하여 흡입 기관지확장제 및 스테로이드제의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향후 이러한 약물치
료 예측인자를 활용하여 환자 맞춤 치료법을 도입할 수 있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COPD 악화 예측 인자 연구

260명의 KOLD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악화 예측인자와 흉부전산화단층촬영 악화 예측지표와 비교 분석하
였다. 임상적 지표 중에서는 나이와 악화병력, Charlson 동반질환 지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이 악화와 연관이
10
있었다. 흉부전산화단층촬영 지표 중에서는 폐기종 정도가 나이와 함께 악화와 연관이 있었다 .
4) COPD 폐기능 변화 예측인자 연구

국내 COPD 환자의 장기간의 폐기능 저하의 예측인자를 규명하기 위해 KOLD 코호트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분 보행검사에서 혈중 산소포화도가 90% 미만 또는 4% 이상 감소 보이는 저산소증 환자에서 3년간의
FEV1 감소와 및 삶의 질(SGRQ score) 점수의 악화가 컸다11. COPD 환자에서 장기간의 폐용적 변화 연구는 제한적이
다. KOLD COPD 환자를 대상으로 3년간의 폐용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KOLD 코호트 324명의 3년 동안 vital capacity, IC, IC/TLC의 감소를 분석하여 호흡곤란 정도(MMRC dyspnea score, Charlson comorbidity index, 기관지확
장제 후 FEV1이 IC/TLC 감소와 독립적인 연관이 있었다12.
5) COPD 유전자 연구

KOLD 코호트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COPD 연관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을
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ADRB2 genotype이 COPD CT airway wall area와 연관이 있었으나 폐기종 지표와는
13
연관이 있었다. 이를 통해 유전적 인자가 COPD의 표현형에 관여함을 보여주었다 . 또한 ADRB2 genotype과 속효성
흡입 베타-2-항진제와 지속성 흡입 베타-2-항진제/스테로이드 병합제의 효과와의 관련성을 KOLD COPD 환자에서
14
분석하여, ADRB2 genotype이 COPD 환자의 흡입 베타-2항진제의 치료 반응과 관련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 그러나
3개월간의 흡입 베타-2-항진제/스테로이드 병합제의 투여 후 폐기능 호전 정도와 corticotrophin-releasing hormone
receptor 1의 polymorphism과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5. 최근 COPD 발병과 관련한 서구인의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에서 hedgehog interacting protein (HHIP) 유전자가 보고되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바이오
뱅크에서 139명의 COPD 환자와 199명의 정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15개의 SNP genotyping을 시행하여 KOLD 코호트
에서 219명의 COPD 환자와 Korean Genome Epidermiology study에서의 305명을 대상으로 하여 재현분석
16
(replication study)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HHIP 부근의 두 개의 SNP가 COPD 환자의 FEV1과 연관이 있었다 .
또한 서구인에서 폐암과 COPD의 발병과 연관된 유전자로 보고된 CHRNA3 유전자 변이에 대해 KOLD 코호트 COPD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19명의 COPD 환자와 305명의 대조군을 토대로 한 분석에서 CHRNA3 SNP와 COPD와
17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이 있었다 .
6) COPD 영상 연구(radiologic study)

KOLD 코호트 환자의 영상학적 표현형 분석을 위하여 흡기/호기 흉부 CT를 촬영하여 폐기종 지수(emphys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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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기도벽 두께(large airway wall thickness, wall area percent), 공기포획 지수(air-trapping index)를 개발하였
다. CT 폐기종 지수는 흡기 흉부 CT상에서 −950 Hounsfield unit 미만의 폐 부피가 전체 폐 부피에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되었으며, 기도벽 두께는 우상엽의 apical bronchus와 좌상엽의 apicoposterior bronchus에서 측정되었다. 공기
포획 지수는 흡기와 호기시의 평균 폐밀도(mean lung density)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CT 지표들과 COPD 임상지표
(BMI; FEV1; DLco; Modified Medical Research Council; 6-minute walk distance; BMI, airflow obstruction, dyspnea,
18
6-minute exercise capacity [BODE index])와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 이후 CT를 통한 폐기종 정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texture-based quantification 기법과 서로 다른 CT 기종간의 폐기종 측정 변이를 보정하기 위한 density
보정기법을 개발하였다19,20. 또한 CT 폐기종 정도뿐만 아니라 폐기종 분포의 다양성(heterogeneity)이 폐기능(FEV1,
21
FEV1/FVc, DLco)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 이외에도 흡기/호기 CT를 통해 기관의 형태 변화와 폐기종 및
폐기능과의 연관성 분석 연구, CT 폐기종 지수를 이용한 폐확산능 정상하한치 검증 연구와 흉부 대동맥 석회화
정도(calcification in the major thoracic areteries)와 폐기종 및 폐기능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22-24.
7) KOLD 코호트와 COREA 코호트 통합 분석 연구

천식과 COPD 환자의 통합분석을 위하여 천식 중심의 COREA 코호트와 COPD 중심의 KOLD 코호트 입적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통합 분석을 시행하였다. 633명의 천식 환자와 157명의 COPD 환자와 41명의 중간형(intermediate
type)의 임상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세 그룹은 나이, 성비, BMI, 아토피 양성 비율, 흡연 정도, 폐기능 및 기관지확
장제 반응에 차이를 보였다. 응급실 방문과 입원 횟수에서는 천식 그룹에서 가장 적었고, 중간형 그룹에서 가장
25
많았다 .
8) ANOLD 코호트 연구

KOLD 코호트 환자를 포함하는 ANOLD (Asian Network for Obstructive Lung Disease) 코호트를 구축하여 7개국의
922명의 COPD 환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COPD 환자들은 지역에 따라 biomass 연료 노출과
분진 관련 직업력 및 호흡기 증상의 차이를 보여주었다26. Biomass 연료에 노출된 COPD 환자들은 심한 기도 폐쇄를
보였고 삶의 질이 나빴다. 아시아 지역의 COPD 환자의 호흡기 증상과 삶의 질 및 기도 폐쇄 정도에 흡연뿐만 아니라
biomass 연료 노출 및 분진관련 직업력이 중요함을 보고하였다.
3. 결론
KOLD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23편의 SCI 논문을 출판하였으며, 향후 KOLD 코호트의 장기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내 COPD 환자의 임상 양상과 질병 경과의 다양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OLD extended 코호트와 ANOLD 코호트를 통해 1,000명 이상의 COPD 환자 장기 코호트로 연구되
어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COPD 코호트 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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