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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PD 조기진단을 위한 선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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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pulmonary obstructive disease (COPD) is defined by persistent and progressive airflow limitation, and
is also associated chronic inflammation of airways and lungs. In terms of its progressive nature, prevention has
been believed as a proper way to cope with COPD. Likewise, early diagnosis and early intervention could also
be a potent measure. However, since there has been no definitive intervention to modify disease process, screening for early diagnosis of COPD remained debated. Generally, it is not recommended to screen asymptomatic
population for COPD. However, case-finding which is evaluating people at increased risk of having COPD to
make a diagnosis should be done. Therefore, a clinician should keep a low threshold for considering C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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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OPD는 환자가 증상이 생긴 뒤에 병원에 내원하면 대부분 기도의 기류제한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어, 적절한 치료에도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가 반복되는 질환이다. 또한 이렇게 진단된
COPD 환자에게 약물 치료를 하여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증명된 연구가 미미하다. 따라서 선별검사(screening
test)를 통해 조기에 COPD를 진단하고 병의 진행을 막거나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면 개개인의 환자뿐 아니라 사회경제
적으로도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COPD 선별검사의 방법과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다.
2. 본론
1) 선별검사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선별검사란 어떤 질병의 조기단계에서 이를 진단하기 위해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집단검진으로 행해지는
검사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이다. 증상이 없는 사람에는 증상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증상이 있기 전 단계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선별검사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집단선별검사(mass screening)는 위험요인(risk factor)을 고려하지 않은
대상집단에 대한 검사를 뜻하고, 다상선별검사(multiphasic screening)는 동시에 여러 질환에 대한 검사, 표적선별검
사(targeted screening)는 특정위험요인에 노출된 그룹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환자발견(case finding) 또는 기회검
진(opportunistic screening)은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말한다. 국가건강검진의 모든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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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ynthesis of emerging screening criteria proposed over the past 40 years1
•
•
•
•
•
•
•
•
•
•

The screening programme should respond to a recognized need.
The objectives of screening should be defined at the outset.
There should be a defined target population.
There should be scientific evidence of screening programme effectiveness.
The programme should integrate education, testing, clinical services and programme management.
There should be quality assurance, with mechanisms to minimize potential risks of screening.
The programme should ensure informed choice, confidentiality and respect for autonomy.
The programme should promote equity and access to screening for the entire target population.
Programme evaluation should be planned from the outset.
The overall benefits of screening should outweigh the harm.

COPD 선별검사를 추가한다면 집단선별검사이면서 다상선별검사이고, 흡연력을 고려하여 한다면 표적선별검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병원 또는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COPD 때문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도 COPD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선별검사를 한다면 환자발견에 해당된다.
선별검사는 보통 진단적인 검사가 아니며, 선별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는 경우 확진검사를 추가로 해서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에서 선별검사는 특이성(specificity)보다는 감수성(sensitivity)이 높도록 고안되며,
이 때문에 과도한 진단(overdiagnosis)과 오진(misdiagnosis)의 문제가 동반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2008년에 발표한 선별검사의 원칙1은 Table 1과 같으며,
이 원칙을 고려하여 현재 COPD 선별검사가 가진 필요성과 한계를 논의하려고 한다.
2
COPD는 최근 들어 세 번째 사망원인 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질병의 경과를 바꾸거나 사망률을 낮추는
치료가 마땅히 없다. 흡연이나 환경적인 노출과 같은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피해서 1차 예방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
나 흡연을 제외하면 원인-결과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현실적으로 모든 위험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3. 따라서
조기에 COPD를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COPD가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망률과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낮추려는 2차 예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기류제한
(prebronchodilator FEV1/FVC ＜70)이 있었던 대상자의 약 71%는 이전에 기도 질환을 진단받지 않았으며, 이들은
이전에 천식 또는 COPD를 진단받았던 환자와 유사한 사망률을 보였다4. 하지만 기류제한이 있다고 해서 이들을
모두 같은 환자군으로 볼 수는 없다5,6. 인구기반조사(population-based study)인 Swiss Study on Air Pollution and
Lung Diseases in Adults (SAPALDIA cohort)의 연구 결과를 보면, 기류제한이 있는 1초간 강제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FEV1)이 80 이상인 stage 1 COPD 환자이더라도 증상이 없는 군은 폐기능이 정상인
군과 폐기능 감소, 의료기관 이용, 삶의 질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7, 두 차례 검사한 폐기능의 COPD 분류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였을 때 stage 2 COPD로 지속되거나 stage 1 COPD로 악화되는 군이 호흡기관련 의료이용
및 증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8. 즉 기류제한이 있으면 예후가 좋지 않지만 나쁜 예후는 주로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나타난다. 이런 연구결과를 고려해서 다음에 논의할 COPD 선별검사의 대상을 설정해야 한다.
2) COPD 선별검사의 대상

선별검사의 대상은 무증상의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으나, 앞서 언급한 원칙에 따라 COPD의 위험 인자로 알려진
3,9-11
흡연, 간접흡연, 기도과민성, 직업환경노출, 여성, 아토피, 결핵의 과거력 등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할 수 있다 .
COPD의 정의이면서 진단기준인 기도폐쇄가 있는 환자라도 활동이 많지 않으면 호흡곤란을 크게 못 느낄 수 있고,
호흡곤란이 있더라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병원에 오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12. 이런 환자들이
13-15
호흡기 증상이 아닌 이유로 병원에 방문했더라도 COPD를 의심해서 검사하는 것이 선별검사 중에 환자발견이다 .
일반적으로 COPD 지침에서 말하는 선별검사는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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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uld it be COPD?” questionnaire17
1. Do you cough several times most days?
2. Do you bring up phlegm or mucus most days?
3. Do you get out of breath more easily than others your age?
4. Are you older than 40 years?
5. Are you a current smoker or an ex-smoker?
If you answered yes to three or more of these questions, ask your doctor if you might have COPD.

Yes
Yes
Yes
Yes
Yes

No
No
No
No
No

3) COPD 선별검사의 검사 방법

COPD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post-bronchodilator, postBD) 폐활량측정16을 해야 하지만 폐기
능검사 자체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비용 효과를 고려하면 선별검사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선별검사로
는 호흡기증상에 대한 설문, 휴대용 폐활량 측정기(handheld spirometric device, HSD)를 이용한다.
선별검사를 할 때 설문을 통해 증상이 있는 고위험군을 걸러내고, 이후에 확진 검사를 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설문지로는 Table 2의 “Could it be COPD?” 설문17과 COPD Population Screener (COPD-PS)
18
19
20
설문 , COPD diagnostic questionnaire (CDQ) , lung function questionnaire (LFQ) 가 있으며, 그 밖에 Diagnosis
Score for COPD (DS-COPD)21, International Primary Care Airways Guidelines (IPAG) 설문22 등도 있다. “Could
it be COPD?” 설문은 다섯 개의 질문 중에 세 개 이상의 예가 있으면 COPD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으로 85%의
17
감수성과 45%의 특이성을 보였다 . CDQ는 ＞16.5를 기준으로 할 때 민감도 87%, 특이도 44%였고, ＞19.5를 기준으
로 하면 민감도 69%, 특이도 70%를 보였다23.
휴대용 폐활량 측정기는 선별검사 목적으로 6초간의 강제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6 seconds, FEV6)이
24
측정되는 장비를 사용한다. Hi-Checker (Takara Tsucho, Japan) , PiKo-6 (nSpire Health, Inc. Longmont, CO,
USA)22,25 등을 사용한 연구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COPD-6 (Vitalograph, Enns, Ireland)가 많이 쓰인다26,27. FEV6이
강제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을 대체 가능한지 본 연구에서 FEV1/FEV6 ＜lower limits of normal (LLN)이
28
FEV1/FVC ＜LLN을 기준으로 볼 때 민감도 94.0%, 특이도 93.1%였다 . FEV6을 활용한 진단의 기준값으로
COPDGene 코호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postBD FEV1/FVC ＜0.7과 대응되는 값이 postBD
FEV1/FEV6 ＜0.73이었고, 이때의 민감도가 92.1%, 특이도는 97.3%였다29. 하지만 선별검사로 FEV6을 사용할 때는
postBD보다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없이(prebronchodilator, preBD) 검사가 이루어지며 preBD FEV1/FEV6 ＜0.7이
postBD FEV1/FVC ＜0.7를 기준으로 할 때 민감도 51∼53%, 특이도 90∼93%였다25,30. 선별검사 목적으로 감수성을
더 높게 하기 위해 FEV1/FEV6의 기준치를 80으로 올리면 민감도가 95%까지 증가되었다31. Lung health study에서는
32
FEV1/FVC가 낮을수록 폐기능 감소와 사망률이 증가는데 , FEV1/FEV6도 FEV1/FVC만큼 폐기능 감소의 예측인자임
을 보고하였다33. 즉 임상적인 의의도 FEV6가 FVC와 유사함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설문지과 휴대용 폐활량 측정기를
조합하여 선별검사의 정확도를 올리려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22,34.
4) COPD 선별검사에 대한 권고사항과 근거

올해 갱신된 GOLD16와 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TF)23,35-37에서는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는 권하지 않으나 환자발견은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의 3차 의료기관을
연구를 보면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를 통해 선별검사를 했을 때 증상이 없는 흡연자는 7.06%의 COPD 유병률
을 보였는데 반해 증상이 있는 흡연자는 12.22%의 유병률을 보였고 반대로 COPD로 진단된 사람의 13.7%만이 증상
12
이 없는 흡연자였다 . 증상이 없는 비흡연자에게 검사했을 때는 유병률이 더 낮을 것이고 이는 비용-대비 효과를
낮추는 이유가 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증상이 없는 사람은 경증의 COPD로 진단이 되더라도 증상이 있는 사람에
비해 더 심한 COPD로 진행이 안 되거나 더디고 의료이용을 COPD가 없는 사람에 비해 더 하지 않으므로, COPD
치료에 대한 이득이 적고 이 역시 무증상 선별검사의 효과를 크게 낮추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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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선별검사를 권하지 않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선별검사를 통해 경증의 COPD 환자를 발견하
더라도, 이 환자들을 치료해서 COPD의 진행을 늦추고 사망률을 낮추며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근거가 약하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COPD의 치료로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약제나 방법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인데,
특히 경증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근거가 매우 부족한 것이다. 즉, 앞서 언급한 선별검
사의 전제 조건 중 “선별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3. 결론
COPD의 정의로 돌아가서 COPD는 기관지나 폐에 국한된 질환이 아닌 전신적인 염증질환이고 이 때문에 호흡기원
38
인이 아닌 심혈관계 또는 동반된 질환에 의한 문제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 단순히 폐기능만을 보고 선별검
사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반문해 볼 수 있다. 폐기능 외에 COPD가 진행되거나 COPD로 진행될 위험이
큰 인자에 해당하는 생체지표(biomarker)가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선별검사를 해서 폐기능이 낮은 사람을 찾아내더라도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는 이들을 치료하여 예후를 바꿀 수
있다는 연구가 거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증상이 없는 COPD라도 치료의 위험보다 득이 크다면 현재 지침의 권고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 지침의 권고는 선별검사를 하면 안된다는 것보다 “아직은 근거가 없으니 할
필요가 없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자발견(case-finding)13-15,39은 무증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를 권하지 않는 지침들에서도 COPD
환자를 찾아서 치료하는데 중요한 방법으로 권하고 있다. 꼭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지 않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주증상
이 아니더라도, COPD가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폐기능검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럼으로써 COPD를 진단하거나
배재하는 것이 환자의 전체적인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보는 임상의사들이 COPD에
대한 인식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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