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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 종합평가에 FEV1 역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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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GOLD) has recently published its updated report
on diagnosis and management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Compared to the previous
version, this documents has been an extensively revised including the role of spirometry. Spirometry is still required for the diagnosis, and it is described as fundamental tool for evaluating prognosis, disease progression,
and non-pharmacologic treatment. However, differently from the previous version, spirometry is no longer included in the ABCD tool, which is now centered exclusively on respiratory symptoms and history of exacerbation.
This is a brief review of the potential pitfalls of the revised assessment of COPD without the forced expiratory
volume in the first second (F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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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GOLD 2017 보고가 발표되었으며, 중요한 변화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폐활량 검사의 역할에 대해 기존과
같이 진단, 예후 및 질병 진행을 평가하고, 비약물적 치료 접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GOLD 2017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COPD 환자를 ABCD 군으로 나누는 종합평가에 있어 1초간 강제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the first second, FEV1)이 제외되었다. 즉, 향후 급성악화에 대한 위험 인자에서 FEV1을 제외한 것으로,
중증 급성악화의 5년 생존율이 50% 이하라는 불량한 예후를 고려하였을 때 과연 이러한 변화가 COPD 환자의 평가
및 치료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1.
2. FEV1의 급성악화 위험인자로서의 역할
2

3

낮은 FEV1이 급성악화의 위험인자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 Hoogendoorn 등 의 보고에 의하면 FEV1 예측치가
50% 미만인 COPD 환자들이 FEV1 예측치가 50% 이상 환자들보다 급성악화의 빈도가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입원을
요하는 중증 급성악화도 FEV1 감소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4. 20,000명 이상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도, FEV1이 낮을수록 입원의 위험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입원의 유무는 사망에도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5.
한편, COPD 급성악화의 원인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trigger로 기도의 microbiome의 변화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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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biome의 구성이 폐활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진행된 COPD 환자에서
기관지 microbiome의 다양성(diversity)이 감소되어 있었으며, 급성악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들이 더 많이 포함되
6
어 있었다 .
또한 낮은 폐활량이 급성악화의 위험인자가 된다는 사실과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중증 급성악화로 입원한
350여 명의 COPD 환자가 퇴원한 후 5년 추적 시 사망하거나 재입원할 위험도를 예측할 때, 기저 폐활량이 가장
7
중요한 인자라는 연구결과이다 .
그렇다면, 이처럼 급성악화의 위험 인자 및 예후 인자로서 의미를 가지는 FEV1이 새롭게 개정된 GOLD 2017
종합평가에서 제외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 이유는 바로 FEV1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정확도(precision)가
8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
3. FEV1을 포함한 종합평가
물론, FEV1이 정확도(precision)에 있어 약점을 가진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COPD
치료를 위한 종합평가 시 FEV1이 정확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최근 이슈 중 하나인
precision medicine이라는 것이 COPD라는 질환에 있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본 이후에 재론하는 것도 늦지 않을
듯하다.
최근 personalized 혹은 individualized medicine이라는 용어와 함께 쓰이고 있는 precision medicine의 목표를
보면, 환자 개개인의 임상 결과(clinical outcome)를 향상시키고, 특정한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것 같은 환자에게는
9
투여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GOLD 2017 종합평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FEV1을 남겨두게 되었을 때, 치료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부작용 등의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
도록 하자.
우선, 종합평가에 있어 고위험군 기준으로 FEV1을 남겨두게 된다면, GOLD 2017 기준으로 그룹 A 중에서 FEV1
예측치가 50% 미만인 환자라면 그룹 C가 된다. 치료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룹 A일 때는 GOLD 2017에 따르면,
하나의 기관지확장제를 흡입하게 되는데, 그룹 C로 분류되면 GOLD 2017에서 권장하는대로라면 LAMA를 흡입하게
된다. 즉 단시간작용 기관지확장제를 흡입할 수도 있는 환자가 LAMA를 흡입하게 되는 셈인데, 그런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분석해 본 연구가 있다10. 즉, COPD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이상 진행된 연구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ipratropium군에 비해 tiotropium군이 FEV1 개선, 입원 횟수, 삶의 질, 1회 이상 급성악화가 있었던 환자수, 심각한 부작용
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tiotropium군의 결과가 더 좋았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tiotropium이 ipratropium에 비해 과연 비용 효율성(cost effectiveness)이 있을지 보았을 때, 500여 명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진행된 연구에서 삶의 질이나 급성악화 감소 측면에서 tiotropium이 비용 효율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11
보여주었다 .
또 한 가지 경우, GOLD 2017 기준으로 그룹 C에 속한 환자들 중 FEV1 예측치가 50% 미만인 환자인 경우 그룹
D로 변경되며, 이로 인해 LAMA 혹은 LABA를 흡입할 환자가 LAMA/LABA 이중기관지확장제를 흡입하게 되는데,
12
이러한 약제선택의 변화가 어떠한 차이를 낳는지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그 중 최근 Calzetta 등 의 발표한 2만
명 이상의 COPD 환자를 포함한 메타 분석에 의하면 LAMA나 LABA 단독 치료군에 비해 LAMA/LABA 치료군이
폐활량, 증상 및 삶의 질 개선 모두에서 의미있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심장관련 부작용은 두 그룹 간에 차이가
13
없었다. 또한 Wedzicha 등 은 LAMA/LABA (glycopyrronium/indacaterol) 복합제가 LAMA (glycopyrronium, tiotropium) 단독치료보다 급성악화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임을 보여 주었다. 특히, 치료비용에 있어 국내에서는 LAMA나
LABA 단독제와 비교했을 때 LAMA/LABA 복합제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도 있어 결국, LAMA 단독치료
보다 LAMA/LABA 복합치료 시 환자에게 여러 측면에서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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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EV1을 제외한 종합평가
GOLD 2017년 개정과 같이, 종합평가에 있어 FEV1을 제외시켰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급성악화 고위험군 기준에서 FEV1을 제외시키면 결국 단 한가지, 급성악화력만이 남게 되는데 이는 종합
평가의 X축에 해당하는 증상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기억에만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환자의 기억력에 의존한 과거
14
급성악화력이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는지 Frei 등 이 409명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급성악화를
정확하게 보고한 사람은 절반이 되지 않았고(48%), 1회라도 급성악화가 있었던 경우에는 24%에 해당하는 환자만이
정확하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기억력이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과거의 급성악화력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급성악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임을 보여주었던
ECLIPSE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GOLD 2017 개정 종합평가에서 급성악화 고위험군 기준에 유일하게 남게 된 급성악
화력이 과연 그렇게 안정적인 지표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즉, 이전에 급성악화가 잦은 환자는 그 이후에도 급성악화가
계속 잦으며, 그렇지 않았던 환자는 계속 급성악화 위험도가 낮을 것인지에 대해 덴마크에서 1회 이상 급성악화로
치료를 받았던 약 2만 명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추적조사하였을 때 첫 해에 급성악화가 2회 이상이었던
환자가 다음 해에도 2회 이상 있었던 경우는 절반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급성악화가 1회이거나 없었으며, 시간이
15
갈수록 급성악화가 없는 군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 또한 1만 명 가량을 5년간 추적조사하였을 때 첫 해에 2회 이상
급성악화를 보인 사람이 5년 연속 연 2회 이상의 잦은 급성악화를 경험하는 경우는 5.6%에 불과했다. 즉, 일반
인구에서 COPD 환자의 대부분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급성악화 횟수는 상당한 변동을 있음을 보여 주었다.
5. 결론
GOLD 2017 보고의 큰 변화로 종합평가에 있어 FEV1이 제외된 사실은, 상당히 나쁜 예후와 관련된 급성악화의
고위험군에 대해 최대한의 예방을 위한 약물적 치료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COPD 급성악화가 발생하게 되면, 심부전, 급성심근경색, 부정맥 등 심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게
16
17
되며 ,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인지장애와도 연관이 있는 등 단순히 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인
문제를 낳게 되며, 더 넓게는 신체적인 면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 사회적인 면까지 영향을 주므로18 더욱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종합평가에 있어 FEV1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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