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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PD와 동반된 기관지확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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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chiectasis commonly coexists with COPD. COPD patients with bronchiectasis have more symptom.
Bacterial colonization was observed and overall prognosis is poor. Physiotherapy and antibiotics are key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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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valence
COPD 환자에서 기관지확장증은 흔히 동반되는 질환 중 하나이다. 캐나다에서 40세 이상 1,361명이 참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관지확장증이 흔하게 CT에서 발견되었고, 폐기능이 나쁠수록 빈도가 증가되었다(Table 1)1.
2. 특징
2

Ni 등 은 기관지확장증이 동반된 COPD와 동반되지 않은 COPD를 비교하여 meta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관
지확장증이 동반된 COPD 환자들은 나이가 많았으며, 남자의 비율이 높았고, 흡연력이 길었으며, 가래 배출이 더
많았고, FEV1/FVC 값이 낮았으며, FEV1 (%)가 낮았고, CRP가 높았고, albumin level이 낮았다. Jin 등3이 시행한
연구에서는 IgE와 bronchiectasis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 다변량 분석 결과 남성, 과거 결핵 병력, 높은
IgE level이 기관지확장증과 연관된 유의한 인자들이었다.
Yang 등4은 COPD 환자들에게 PNS CT 촬영과 설문을 통해 chronic rhinosinusitis (CRS) 여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CRS가 동반된 COPD 환자에서 동반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기관지확장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고,
기관지확장증의 정도도 더 심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기관지확장증이 동반된 COPD 환자를 CRS 동반 여부에 따라
비교하였다. CRS가 동반된 COPD-bronchiectasis 환자에서 유의하게 혈중 호산구(%), IL-6, IL-8, MMP-9가 높았다.
Table 1. Prevalence of bronchiectasis in CT

Total number
Bronchiectasis, N (%)

Normal

At risk

LLN mild

LLN moderate

LLN severe/very severe

408
81 (19.9%)

502
100 (19.9%)

198
28 (14.1%)

216
48 (22.2%)

37
13 (35.1%)

LLN: lower limit of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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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ters와 Stockley 은 COPD 환자를 기관지확장증 동반 여부에 따라 양군으로 나눈 후 객담의 purulence를 조사
하였다. 기관지확장증 동반한 COPD 환자에서 유의하게 객담이 purulent한 환자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관지확장증 동반한 COPD 환자에게 chronic한 bacterial colonization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COPD 환자 중 pseudomonas가 isolation 되는 경우 기관지확장이 유의하게 risk factor로 작용하였다(odd ratio: 9.8,
95% confidence interval [CI]: 1.7∼54.8, p=0.009)6. Du 등7은 COPD 환자에게서 potentially pathogenic microorganism (PPM)과 pseudomonas 검출에 대해 meta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관지확장증이 동반된 COPD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PPM이 검출될 risk는 3.76배(95% CI: 2.37∼5.96), pseudomonas가 검출될 risk는 4.75배
(95% CI: 1.25∼18.04)였다.
3. Prognosis
8

Martínez-García 등 은 스페인의 COPD cohort를 이용하여 기관지확장증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Moderate, severe COPD 환자를 multicenter, prospective observation 연구를 통해 추적 관찰을 하였다. HRCT를
촬영하여 기관지확장증 유무를 확인하였다. 100개월 추적관찰 연구 결과 기관지확장증이 동반되지 않은 86명의 환자
중 8명이 사망하였고, 기관지확장증이 동반된 115명 환자 중 43명이 사망하였다. 다변량분석을 통해 나이, 폐기능,
Charlson index 등을 보정한 후에도 기관지확장증은 사망 위험을 2.54배(95% CI: 1.16∼5.56) 증가시켰다.
Meta 분석 결과에서도 기관지확장증이 동반된 COPD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급성악화 위험이 1.97배
7
(95% CI: 1.29∼3.00) 높았고 사망 위험이 1.96배(1.04∼3.70) 높았다 .
9
중국에서 시행된 726명의 COPD 환자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 전체 환자 중 257명(35.4%)이 기관
지확장증이 동반되어 있었다. 이들 환자에서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객담에서 세균이 검출되었고, 특히 pseudomonas
가 유의하게 높게 검출되었다. 60개월 추적관찰 결과 기관지확장증이 동반된 COPD 환자가 유의하게 사망 위험이
높았다. 다변량분석 결과 나이, PPM이 isolation 된 경우, 기관지확장증이 사망에 연관된 유의한 인자들이었다. 기관
지확장증이 없는 경우에 비해 기관지확장증이 동반된 경우 사망 위험이 1.77배(95% CI: 1.02∼3.08, p=0.043) 높았다.
4. Management
현재까지 기관지확장증이 동반된 COPD 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약물치료에 대한 임상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evidence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기관지확장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연구와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연구를 종합하여 간접적으로 macrolide 항생제가 효과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999년 기관지확장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8주간의 erythromycin 500 mg bid 치료가
placebo에 비해 폐기능을 향상시켰고, 객담 양을 감소시켰다(Figure 1)10. 기관지확장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 500 mg azithromycin을 주2회 6개월간 투약한 결과 급성 악화가 감소되었고, 객담 양이 줄었으며,
11
삶의 질이 호전되었다 .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macrolide 연구도 positive한 결과를 보였다. Albert 등12이 시행한 임상연구에서 azi13
thromycin 250 mg 매일 1년간 투여는 위약에 비해 유의하게 COPD 급성악화를 감소시켰다. Uzun 등 이 시행한
임상연구에서도 azithromycin 500 mg 주 3회 1년간 투여는 위약에 비해 급성악화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약물치료 이외에도 active cycle of breathing technique, percussion, postural drainage 등과 같은 physiothrapy
(airway clearance)가 기관지확장증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간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악화를 줄일 수는 있으나, 내성균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또한 ototoxicity나 부정맥 같은 부작용 발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흡입 항생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관지확장증 환자 대상으로 시행한 2상 연구에서 흡입 ciprofloxacin은 유의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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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폐질환(Obstructive Lung Disease)

Volume 6, Number 1, January, 2018

Figure 1. Effect of erythromycin on patients with bronchiectasis.

보였고 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았다14. Ciprofloxacin DPI 제제를 일반인, COPD, 기관지확장증 환자에게 각각 흡입
한 결과에서도 세 군에서 모두 양호한 폐 침착을 보였고 부작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15.
기관지확장증이 동반된 COPD 환자에게 ICS를 사용 할 경우 폐렴 및 NTM의 위험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대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기관지확장증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COPD 환자에 비해 폐렴
발생이 유의하게 많았고, ICS를 사용한 경우 발생이 증가되었다16. 덴마크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ICS 사용 시 NTM
17
발생 위험이 COPD가 있는 경우 15.7배, 기관지확장증이 있는 경우 18.7배 증가되었다 . 특히 NTM 발생은 현재
ICS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ICS 용량이 높은 경우 매우 증가되었다. 하지만 ICS＋LABA나 ICS＋LABA＋LAMA
치료가 기관지확장증이 있는 Tb destroyed lung 환자에게 폐기능을 높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18 기관지확장증이
동반된 COPD 환자에게 ICS 역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5. Conclusion
기관지확장증은 COPD에서 흔히 동반되어 있는 질환이다. 기관지확장증이 동반된 COPD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
에 비해 증상이 심하고 bacterial colonization된 경우가 많으며 악화를 많이 하고 사망위험이 높다. 예방적 항생제
치료 및 physiotherapy가 악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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