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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 환자 종합평가에 FEV1은 꼭 필요한가?

엄수정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내과학교실

In totally revised version of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GOLD) 2017 document,
the degree of airflow limitation was excluded from patient assessment ABCD system. The claimed reasons for
this change were because FEV1 by itself lacks sufficient precision to be used clinically as a predictor and exacerbation history i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COPD exacerbation. Though GOLD ABCD classification had
been introduced to reflect heterogeneity of COPD, considering air flow obstruction and exacerbations at the same
time as a risk predictor made the classification heterogeneous, difficult to apply. The revised GOLD ABCD 2017
is simpler and more accessible to various levels of health care system than FEV1 based version. However, there
are concerns that the new ABCD is expected to shift significant proportion of patients from grades C and D
to A and B. Initial treatment choice of Patients with severe air flow limitation and without frequent previous
exacerbations will be LAMA or LABA alone instead of LABA/LAMA. Although the new step-up system is expected
to complement the reduction, the impact of this change need mo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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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GOLD)는 1998년 설립되었는데 목적은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질환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단과 치료의 기준을 제시하
기 위함이었다. 2001년에 첫 번째 지침서를 발간한 이래 약 5년마다 개정되어 왔으며 그 설립기준에 맞게 전 세계적으
로 영향력을 가진 지침으로 발전되었다. 최근 2017년도에 GOLD 지침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FEV1을 환자
평가법에서 제외한 것이다1. GOLD 기준이 생긴 2001년 이후 10여 년 동안 FEV1이 유일한 환자 평가 도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파격적 결정이다. GOLD 위원회에서는 FEV1을 제외하고자 결정한 배경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
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후 FEV1을 제외하는 것이 더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 수많은 논쟁이 있다. 여러 COPD 코호트
연구자들은 개정 전의 평가법과 개정 후 평가법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발표된 자료도 있다.
본 고찰에서는 COPD 환자의 평가에서 FEV1의 의미와 진료 지침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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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LD 지침과 FEV1
COPD 환자를 평가하는 목적은 기류제한의 중증도 및 기류제한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즉 증상과 삶의 질을
평가하고 악화나 입원, 사망과 같은 중요 위험도를 예측하여 결국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GOLD에서 2001
년 처음 진료 지침을 발간한 이후 FEV1으로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를 결정하는 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2011년
2
개정 전까지 유지되어 왔다(Figure 1) . FEV1은 그 자체가 COPD라는 질환의 정의 즉 기류제한을 의미하므로 질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류제한의 중증도가 증가할수록 환자의 삶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악화와 사망
3-5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도구로써도 인식되어 왔다 . FEV1으로
1
기류제한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분류 방법은 Table 1과 같다 .
COPD 환자의 치료 목표는 증상 완화와 위험도 감소라는 두 가지 목표로 나눌 수 있으며 증상완화는 호흡곤란,
기침, 객담을 감소시키고 운동 능력을 증가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위험도 감소는 질환의 진행을 막고
악화를 치료하고 예방하며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치료 목표와 연관되는 환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
이 개발되었는데 호흡곤란의 정도를 나타내는 modified medical research council (mMRC), St. George respiratory
questionnaire (SGRQ), 6분 보행거리, 악화횟수 등이다. 이들 변수는 각 개인 수준에서 FEV1과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6
것이 밝혀졌는데 특히 Agusti 등 이 Evaluation of COPD Longitudinally to Identify Predictive Surrogate Endpoints
(ECLIPSE) 코호트 환자 2,1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같은 중증도의 기류제한이 있는 환자군 내에서 mMRC,
SGRQ, 6분 보행거리, 전년도 악화횟수 및 동반 질환의 분포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FEV1 한 가지로 환자 개인의
상태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Figure 1. COPD treatment strategy according to FEV1 (by GOLD 2006).

Table 1. Classification of air-flow limitation severity in COPD (based on post bronchodilator FEV1)
Mild
Moderate
Severe
Very Severe
Referen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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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V1≥80%pred.
50%≤FEV1＜80% pred.
30%≤FEV1＜50% pred.
FEV1＜30% p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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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는 다양한 임상상이 존재하는 질환군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치료를 결정하는 환자 평가도구도 이러한 다양성
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GOLD는 2011년 FEV1뿐만 아니라 악화력, mMRC, CAT를 환자 평가에 포함시키고 ABCD군
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대폭 개정하였다(Figure 2A). 이후 2017년 개정에서는 FEV1을 제외한 평가도구를 제안하였
다. 단 이는 환자의 약물치료를 결정하는 평가도구에 한한다고 하였다.

Figure 2. Revised GOLD 2017 COPD assessment method(a) and strategy of phamacotherapy. (A) COPD assessment method. (B) Initial
choice of pharmacotherapy according to revised GOLD2017 ABCD grouping. Green line: preferre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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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PD의 약물 치료와 FEV1
1) COPD 약물치료의 목표와 FEV1

Inhaled corticosteroid/Long acting beta agonist (ICS/LABA) 및 Long acting muscarinic antagonist (LAMA)는 3년
이상 진행된 무작위 대조군 연구(TORCH, UPLIFT)에서 증상을 호전시키고 악화를 예방하였으며 폐기능을 호전시켰
7,8
으나 COPD 질병의 진행 즉 FEV1 감소 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 두 연구는 약물 치료로 질환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폐기능의 증가 혹은 감소 즉 질환의 진행 여부와 진행 정도는 환자마
다 다양한데 치료 시점의 폐기능 즉 FEV1이 질환 진행을 예측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전향적 무작위 대조군
연구 자료들과 코호트 연구 자료들을 모아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폐기능이 나쁜 환자보다 오히려 폐기능 상태가
좋은 환자(GOLD stage 2 이상)의 FEV1 감소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는 폐기능보다는 증상이나
9
악화 병력과 같은 다른 요인이 질환의 진행에 더욱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COPD 치료 목표 중 위험도
감소 측면에서 볼 때, 약물 치료의 목표는 사망감소나 질환의 진행 억제 측면에는 근거가 거의 없으므로 악화 예방에
집중될 수 밖에 없고 잦은 악화 병력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악화 예측 인자로 알려져 있다5.
2) FEV1 제외한 환자 평가법과 환자 구성의 변화

2017년 GOLD 개정 후 새로운 지침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출판된 연구에서
10
는 BODE 코호트 환자 중 819명의 자료를 2015년 GOLD와 2017년 GOLD로 재 분류해서 그 변화를 보고하였다 .
FEV1을 제거한 영향은 C와 D군에서 가장 뚜렷하였고 두 군의 환자가 반 수 정도 A와 B군으로 이동하였다. 즉 전체
환자군에서 A군과 B군의 비중이 예전에 비해 훨씬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B, D군이 A, C보다 BODE 점수 및 사망률
10
이 높았으며 사망률 예측은 예전의 지침, 즉 FEV1을 고려한 분류 방법이 더 좋다고 보고하였다 . 유사한 결과가
계속 보고 되고 있으므로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침으로서의 유용성과 FEV1

GOLD는 2011년 개정 시 COPD의 다양한 임상상을 반영하여 맞춤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를 ABCD군으로
나누고 위험도가 낮은 A, B군은 기관지 확장제만으로 치료하도록 권고하였고 C, D군은 ICS/LABA, 혹은 LAMA를
첫 번째 치료 선택으로 권고하였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A, B 군에서도 ICS를 포함한 처방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10
국내 자료에 의하면 저위험군 환자의 약 50%가 ICS를 사용하고 있었다 . 진료 지침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ICS는 폐렴 위험도를 증가시키므로 반응 군에서만 처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한
이 때에 지침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가능한 이유로는 지침서의 복잡성이다. 특히 일차 의료 현장에서는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한 환자 평가는 적용하기
힘들다. 또한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서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실제 국내에서 시행된 COPD
적정성 평가 결과에 의하면 일반 병원이나 의원 급의 폐기능 검사 시행률은 30%에서 50% 정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스페인의 2014년도 지침서에 의하면 환자를 4개의 임상상으로 나누고 임상상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는
형태로 제시하였는데 FEV1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11. 스페인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 의하면 COPD를 진단한 후에
같은 환자를 호흡곤란의 정도(mMRC)와 악화 병력만으로 치료를 결정하였을 때와 2011 GOLD (FEV1이 포함된 지침)
로 치료를 결정하였을 때, 약물치료 선택의 일치도를 평가하였는데 7% 정도의 환자에서만 일치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12. 환자를 평가하는 목적이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COPD를 진단 후 약물 치료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FEV1을 제외하고 결정하여도 치료 선택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새로운 분류법에서 환자들이 대거 낮은 단계로 이동하여 치료 정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지만
B군으로 분류된 환자라도 기관지 확장제 단독으로 치료하다가 호흡곤란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가 발생하면 치료
단계를 높이는 치료 단계 올림이라는 새로운 장치를 만들었으므로(Figure 2B) 환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쉽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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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없다. 한편, 예후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GOLD에서 FEV1을 제외한 지침을 제시한 배경이 사망률 예측을
높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 진료 지침을 의료 상황이 다양한 모든 지역과 시설의 의사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치료를 표준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또한 COPD라는 질환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치료적 접근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하였으므로 지침에 대한 접근성은 높이면서 질환의 복잡한 면을 반영하여 치료를 세분화하는 복잡성
을 모두 충족시키는 최적의 방법으로 FEV1을 제외한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분류법에 대한 반론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약물치료 연구가 FEV1을 기준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치료제인 LABA/LAMA의 경우 악화 병력은 1회 이하이면서 FEV1이 50% 이하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고 이들 환자의 악화예방, 폐기능 증가, 증상 완화 효과가 LABA 혹은 LAMA 단독 치료보다 우수하다는
11-13
것을 입증하였기 때문이다 . 이들 연구 대상자들은 GOLD 2017에 의하면 대부분 B group이 되는데 새로운 지침에
의하면 LABA 혹은 LAMA 단독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새 지침에서 이들 중 증상이 심하면
LABA/LAMA로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결과는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FEV1은 중요한 예후 예측 인자이므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환자를 평가할 때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4. 결론
COPD는 다양한 임상상이 존재하는 복잡한 질환이며 임상상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방법과 치료 선택이 중요해
지고 있다. ABCD 분류법은 과거 FEV1만으로 평가하던 방법에 비해 환자에 대한 접근을 개인 맞춤형에 가깝게 할
수 있으나 적용이 어렵고 위험도 예측면에서 더 나은 점이 없었다. FEV1을 제외하는 개정된 지침은 환자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진료적 편의성을 증가시키면서 치료 약제 선택에 있어서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애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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