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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가정 산소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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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term oxygen therapy (LTOT) is known to increase survival in patients with chronic respiratory failure
and severe resting hypoxemia. In Korea,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egan to cover prescribed LTOT
since 2006. In this article, we briefly review the effectiveness of LTOT and the current status of home oxygen
therapy in Korea.
Key Words: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Oxygen therapy, Long-term
Corresponding author: Yong Il Hwang, M.D.
Division of Pulmonary, Allergy and Critical Care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22, Gwanpyeong-ro 170 beon-gil, Dongan-gu, Anyang 14068, Korea
Tel: +82-31-380-3715, Fax: +82-31-380-3973, E-mail: hyicyk@hallym.or.kr
안정상태에서 중증 저산소혈증을 동반한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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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COPD) 환자에서 하루 15시간 이상의 장기간 산소 투여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 본 원고에선
장기 산소 투여(long term oxygen therapy, LTOT)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내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LTOT 효과
LTOT는 만성적인 저산소혈증이 있는 환자들이 하루 15시간 이상의 산소를 사용하는 것을 정의한다1,2. 만성 저산소
혈증은 산소분압이 ≤7.3 kPa (55 mmHg)이거나 특정 조건에서는 ≤8.0 kPa (60 mmHg)인 상태로 정의된다. LTOT
숨이 찬 환자들의 증상 완화를 위해 투여되는 산소치료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2.
LTOT는 2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통해 증증의 만성적인 저산소혈증이 동반된 COPD 환자에서 생존율을 향상시
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시행된 Nocturnal Oxygen Therapy Trial (NOTT) 연구는 LTOT의 첫 무작위 대조군
연구로3 동맥혈 산소분압이 55 mmHg 이하이거나 산소분압이 59 mmHg 이하이면서 적혈구용적률이 55% 이상으로
상승되어 있거나 부종이 있거나 심전도 검사에서 P pulmonale가 관찰되는 COPD 환자 203명을 대상으로 12시간
동안의 야간산소치료(nocturnal oxygen therapy, NOT)와 24시간 동안의 지속산소치료(continuous oxygen therapy,
COT)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였다. NOTT 연구는 NOT군이 COT군에 비해 1년째의 사망의 위험도가 1.94배 높음을
보고하였다. 영국에서 시행된 Medical Research Council (MRC) 연구는 폐성심(cor pulmonale)을 시사하는 부종의
병력이 있는 저산소혈증(PaO2 5.3∼8.0 kPa)이 있는 87명의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하루 15시간 이상의 산소치료(LTOT)의 효과를 연구하였다4. 5년간의 연구 기간 동안 LTOT군 42명 중 19명이 사망하
였고 산소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은 45명 중 30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하루 15시간
이상의 LTOT가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LTOT는 저산소혈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탄산혈증이 동반된 환자들에게도 투여가 가능하다. 정상 이산화탄소
분압을 보이는 환자들에게서 LTOT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없지만 NOTT 연구에서는 고탄산혈증이 있는 환자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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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율 향상이 더 뚜렷하였다. MRC 연구에서 기저(baseline) 적혈구용적률(hematocrit)과 이산화탄소분압이 높은
경우는 산소치료 여부에 상관없이 사망의 위험도가 높았지만 연구자들은 연구 산소 독성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NOTT 연구에서 8년 생존율은 산소치료 첫 6개월 때의 폐동맥압 감소와 관련이 있었으며 24시간 산소를 투여
받은 환자들이 12시간 산소를 투여 받은 환자들 보다 폐동맥압과 일회박출량(stroke volume) 개선이 되었다. MRC
연구에서는 LTOT가 3 mmHg 정도의 폐동맥압의 상승을 막았다.
또한 COPD 환자들은 환기-관류 불균형, 기능 용량(functional capacity)의 감소, REM 수면 시 두두러지는 야간
저환기(nocturnal hypoventilation)로 인해 야간에 저산소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5
된다. LTOT는 야간 산소 포화도를 개선시키고 수면잠복기(sleep latency)를 감소시키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 .
일반적으로 COPD 환자들은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데, LTOT는 St. Goerge Respiratory Questionnaire (SGRQ)
로 측정한 삶의 질을 악화시키지도 않지만 개선시키지도 못하였다6. NOTT 연구에서는 신경정신학 기능의 개선이
7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크지는 않았다 . LTOT는 입원 후에 산소치료를 시작한 COPD 환자들의 입원을 감소
8
시키나 외래에서 산소치료를 시작한 환자들에게서는 입원을 줄이지는 못하였다 . MRC 연구에서도 LTOT가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되지 않았다4.
LTOT는 또한 신혈류량을 개선시키고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의 활성화를 줄여 염분과 수분의 저류를 감소시키나
8
4
신장 기능 자체를 개선하지는 않았다 . LTOT 또한 2차성 적혈구증가증을 감소시켰다 .
LTOT의 생존율의 향상 효과는 중등증의 저산소혈증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최근 보고된 Long-Term Oxygen
Treatment Trial (LOTT) 연구는 안정 상태의 산소 포화도가 89∼93%이거나 운동 시에만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9
COPD 환자들에게는 산소치료가 생존율을 향상시키지 못함을 보고하였다 . 또한 야간산소치료(nocturanl oxygen
therapy, NOT)는 단독은 LTOT의 적응증이 안되는 환자들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이동식산소치료(ambulatory oxygen therapy)도 LTOT의 적응이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권장되지 않으며 LTOT를 처방 받은 환자들이 운동 프로그램
을 할 때는 추가적인 산소 투여의 효과가 확인될 경우 권장된다. 그 외에 저산소혈증이 동반되지 않은 환자들에게
증상 완화를 위해 산소 투여(palliative oxygen therapy, POT)를 하는 것 역시 권장되지 않는다.
2. LTOT의 실제 사용
영국흉부학회(British Thoracic Society, BTS)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루에 최소 15시간 이상을
산소 사용을 권고하며 24시간까지 사용할 경우 추가적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권장하며 LTOT의 적응증이 되는
환자들은 1 L/min의 유량으로 시작하여 산소 포화도가 90%가 될 때까지 증량하고 90%에 도달할 경우 산소 분압이
60 mmHg가 되었는지 확인을 위해서 동맥혈가스분석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탄산혈증이 없는 LTOT 대상
환자들은 절대적인 부적응증이 없으면 수면 시에는 산소 유량을 1 L/min 증량해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LTOT를 처방 받은 환자들은 첫 3개월 후에 추적 관찰을 하고 이후로는 6∼12개월 뒤에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산소 공급 장치의 종류는 산소 발생기(oxygen concentrator), 액체 산소, 산소 탱크 등이 있으며 산소 발생기는
4 L/min 이하의 유량으로 LTOT를 공급할 때 사용이 권장된다. 산수 투여 방법은 nasal cannula가 일반적으로 사용되
나 고탄산혈증이 있어 일정한 산소 농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venture mask를 사용할 수도 있다. 고유량 nasal cannula
2
(high flow nasal cannula)는 LTOT에는 일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
3. 국내가정산소치료 서비스 현황
우리나라는 2006년도부터 가정산소치료 서비스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지원 대상의 적응증은
일반적인 LTOT 사용 기준과 다르지 않다(Table 1). 가정산소치료 서비스가 보험 급여가 되기 이전에 시행된 초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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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dication for home oxygen therapy in Korean health insurance
구분

세부기준

적용대상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90일 미만의
신상아의 경우는 제외함)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동맥혈 가스 검사
동맥혈 산소분압이 55 mmHg 이하인 경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 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이 55%를 넘는 경우)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
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 경우
2)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
산소포화도가 88% 이상인 경우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 경우
2.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서 별도 검사 없이 전문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산소치료처방전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및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할 것(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음)
산소치료처방기간 1회 1년 이내로 할 수 있음

국내 연구에서는 가정산소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환자 중 33.7%만이 COPD 환자였으며 68.3%의 환자들이 공업용
고압 산소통을 산소 공급 장치로 사용하였다. 또한 16.5%만이 지속적으로 동맥혈 산소포화도나 흡입 산소량을 모니
터링하고 있었다10. 가정산소치료 서비스가 보험 급여가 된 후에는 가정산소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 중의
11,12
52.3%∼61%가 COPD 환자들이었다 . 최근 연구에서는 산소처방전을 새로 받는 환자들의 26.8%는 산소치료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지만 처방을 받고 있었다. 산소처방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은 환자 중 36.2%는 폐암, 16.5%는
간질성폐질환이었다13.
보험 급여 이후의 초기 연구에서 가정산소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의 평균 산소처방기간은 8.2개월이었고, 하루
평균 산소시간은 9.8시간이었다. 또한 평균 외출시간(5.4시간) 동안은 산소를 사용하지 못했다.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환자 중 62.8%가 산소 사용을 중단하였으며 원인으로 사망이 50%, 임의중단 36%, 저산소증 호전 12%의 순서였
다. 임의 중단 환자는 산소처방 후 평균 7.0±4.7개월의 시점에 산소를 중단하였으며 임의중단 사유는 증상호전
12
(45%), 사용불편(25%), 증상호전 없음(17%), 경제적 비용 부담(13%) 순이었다 .
보험 급여 적용 이후 전국 13개 병원에서 시행한 가정산소치료 실태 조사에서는 가정산소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중 남자가 66.5%였으며, 호흡기장애등록자는 57.1%였다.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 환자 중 7%는 흡연 중이었
고 기저 폐질환은 COPD가 52.3%로 가장 많았으며, 결핵파괴폐(19.8%), 기관지확장증(6.6%), 간질성폐질환, 폐암,
척추후측만증의 순서였다. 호흡기내과전문의가 가정산소치료를 처방하기 위해 이용한 기준으로는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 저산소혈증을 보이는 경우가 64.8%로 가장 많았으며, 14%는 호흡곤란의 증상, 9.8%는 맥박 산소측정기를 이용
한 산소포화도의 감소, 11.4%는 폐기능 검사와 호흡곤란의 증상을 산소처방의 기준으로 이용하였다(Table 2). 산소공
급용기는 산소발생기가 98.3%로 압축산소통은 1.7%로 가정산소치료 급여화 이후 산소 발생기 사용이 늘었다. 산소전
달방법은 98.3%가 코삽입관을 이용하였으며 이동 시 휴대용 산소용기를 사용하는 환자는 19%였다. 하루 평균 산소사
용시간은 16.9시간이었고, 68.2%의 환자가 하루 15시간 이상 산소를 사용하였다. 평균 산소유량은 휴식 시 1.6±0.7
L/min, 운동 시 2.1±0.9 L/min, 수면 시 1.5±0.8 L/min이었다. 산소치료 전후의 산소포화도는 각각 83.2±10.5%,
91.6±7.0%였고(p＜0.001), 산소치료 후 호흡곤란의 호전이 82.9%, 전신부종의 호전이 3.6%, 수면의 질 향상이
30.9%, 급성악화의 감소가 6.1%에서 관찰되었다. 가정산소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5.8%만이 휴대용 맥박
산소측정기로 집에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였고 외래를 방문할 때마다 규칙적으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환자는
24.9%였다. 가정산소치료 시 불편한 점은 일상적인 활동의 제한이 38.4%, 산소발생기기 관련 불편함이 26.8%, 산소
발생기 임대비용이 14%였고 21.5%의 환자는 가정산소치료 시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하였다. 산소발생기 사용 시 불편
한 문제는 소음이 41%로 가장 많았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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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thods of prescription oxygen therapy (Modified from reference 11)
Methods

%

Arterial Blood Gas Analysis
Symptom (dyspnea)
Oxygen saturation (SaO2)
Pulmonary function testy with dyspnea

64.8%
14%
9.8%
11.4%

4. 환자 설문 조사
최근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적정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었다. 본 장에서는 가정산소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의 일부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14.
설문조사에는 총 195명의 환자가 참여하였으며 남성이 76.4%였고 전체의 40.0%가 70대에 속해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 비율은 81%였으며, 월 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85.6%를 차지했다.
호흡기장애 등급을 판정 받은 자는 전체의 71.8%였으며, 1급부터 3급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호흡곤란지수(mMRC)를 통해 응답자의 호흡곤란 정도를 알아본 결과, mMRC 2점 이상인 응답자가 전체의 97.4%
였으며 평균 mMRC 점수는 3.4점이었다. COPD 평가 검사(CAT)를 통해 응답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였을 때 CAT
점수가 10점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이 99.0%였으며 CAT 총점의 평균은 29.7점이었다. 가정산소치료 서비스를 이용하
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건강 상태와 삶의 질에 문제를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의 가정산소치료 서비스를 사용해 온 기간은 평균 45.9개월이었으며, 안정 시 하루 평균 12.9시간의 산소
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평균 산소사용량은 1.8 L/분이었다. 운동 시 사용 시간의 평균은 1.9시간이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운동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들이 많아서 실제 사용시간 0이라는 응답자가 많았다. 취침 시에는 평균
1.7 L/분의 산소를 평균은 6.6시간 정도 사용하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환자들 중 57.9%는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후에 주관적인 건강 상태의 호전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정산소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 중 54.9%가 최근 1년 동안 COPD로 인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응급실 치료 횟수는 2.5회라고 조사되었다.
5. 요약
LTOT는 일부 COPD 환자들에게서는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치료이다. 따라서 적응증이 되는 환자들을 잘
선별하여 LTOT를 처방하여야 될 것이다. 또한 산소치료의 적정관리방안을 위한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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