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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맞춤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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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zed medicine (PM) has received much attention in recent years after rapid developments in genomics
which had enabled scientists and medical practitioners to develop personalized diagnosis and treatment. COPD
is a complex disease with various clinical phenotypes; thus, there are likely to be drugs that are more or less
effective for patients with a particular phenotype. Until now, frequent exacerbator, emphysema, chronic bronchitis
and asthma-COPD overlap syndrome have been regarded as clinically relevant phenotypes which could be used
for personalized treatment. A large amount of biomarkers has been evaluated in COPD patients. However, there
are still no well validated biomarkers or surrogate endpoints that can be used to establish efficacy of novel drugs
for COPD. Peripheral blood eosinophil and sputum eosoinophils may be a feature of ACOS, and have been
shown to be associated with a positive response to corticosteroid treatment in patients with COPD. Recently,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developing CT-based biomarkers which can be used for predicting response
to current and novel therapies. Combined assessment of lung volume and disease components of COPD with
CT can be valuable decision-making tools in the lung volume reduction treatment. α1-antitrypsin deficiency
provides an example of the significance of COPD subtypes in COPD pharmacogenetics. Molecular phenotyping
of COPD through ‘omics’ data is likely to lead to an even more personalized pharmacological treatment of individual patients with COPD. An integrated approach will be critical for the development of genetic profiles
based on the complex molecular mechanisms underlying treatment responses to eventually deliver truly precise
and personalize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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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 PM)’의 개념은 오래 전부터 제시되었으나, 최근 유전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환자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Personalized medicine은 협의로는 적절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약을 처방하는 것(the right patient with the right drug)을 나타내고, 광의로는 환자의 개별
특성과 선호에 따라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에 따른 개별화된 맞춤의학을 나타낸다1. Personalized medicine과 혼용
되는 용어로 pharmacogenocmics, precision medicine, stratified medicine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Pharmacog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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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s는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 발생의 개인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Precision medicine은 유전체 정보뿐만 아니라 후성유전체(epigenomics), 기타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3
개별화된 치료를 의미한다 . Stratified medicine은 환자의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적 검사를 통해 환자를
4
그룹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은 단일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임상적, 영상학적, 기능적 특성을 나타내는 복합적(complex)이며 이질적인(heterogeenoues) 질환이다. 또한
약물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이 매우 다양하여,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임상지표 및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본 종설에서는 COPD 환자에서 도입되고 있는 맞춤치료 전략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COPD 치료 전략의 변화(Paradigm Evolution of COPD Treatment)
약 20년 전까지 COPD 환자에서는 금연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COPD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COPD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향상 및 COPD 환자 치료법 향상을 위해서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GOLD)가 1998년에 결성되어 2001년에 처음으로 COPD 지침
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 GOLD 지침에서는 COPD 환자의 치료를 위해 post-bronchodilator forced expiratory volume
5
in 1 send (FEV1)을 기준으로 한 COPD 중증도에 따른 약물 치료법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이후 COPD는 FEV1 하나로
대변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질환이라는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져, 2011년 GOLD 지침에서부터는 새로운
COPD 분류를 통한 치료법을 제안하였다. 2011년 지침에서는 FEV1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악화 과거력, 호흡곤란
증상(mMRC), COPD Assessment TEST (CAT) 설문 점수를 포함한 환자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한 약물 치료법을
6
제안하였다 .
3. COPD 임상 표현형 기반 맞춤치료(Clinical Phenotype-based Personalized Treatment in Stable
COPD)
통상적으로 표현형(phenotype)은 유전형(genotype)과 비교되어 생명체가 유전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세포, 조직
및 개체에 단백질과 당을 통해 생산한 기능적 형질을 말한다. COPD 임상 표현형은 COPD 국제 연구자들에 의해
COPD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증상, 악화, 치료 반응, 질병 진행 속도 또는 사망)와 연관된 단일 또는
7
특성의 복합으로 정의되고 있다 . 다양한 임상적, 생리학적, 영상학적 지표를 이용한 COPD 표현형들이 제시되었으나
현재까지 합의된 COPD 표현형 분류는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다양한 임상 표현형 중에
반복 악화 환자(frequent exacerbator), 폐기종(emphysema), 만성기관지염(chronic bronchitis)과 Asthma-COPD
8
overlap syndrome (ACOS)이 COPD 맞춤의료에 활용될 수 있는 임상 표현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
1) 반복 악화 환자(frequent exacerbators)

COPD 악화(exacerbation)는 일일 변화(day-to-day variation)를 넘어서는 호흡기 증상의 악화로 인해 투약의 변화
를 초래하는 급성 변화(acute event)로 정의한다. COPD 악화는 환자의 삶의 질 악화, 폐기능 감소 증가 및 사망률
증가를 초래하여, COPD 악화 예방이 치료의 중요한 목표이다. COPD 악화는 환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빈도로
발생한다. COPD 악화를 예측할 수 있는 여러 임상 지표 중에서 악화 병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9
1년에 2회 이상의 중등도 이상의 악화를 겪는 COPD 환자를 frequent exacerbator로 정의한다 . COPD 환자의 악화를
예방의 효과가 있는 약제로는 지속성 기관지확장제(long-acting bronchodilators), 흡입 스테로이드(inhaled corticosteroid, ICS), phosphodiesterase IV (PDE-IV) 억제제, 점액용해제(acetylcysteine, carbocysteine)가 있다. 또한 흡연,
10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호흡재활 치료와 같은 비약물치료가 악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Fixed-dose
ICS/long-acting β2 agonist (LABA) 복합제는 1년에 2회 이상의 악화를 경험하는 FEV1이 예측치의 60% 미만인
환자에서 추천된다. 또한 장기간의 예방적 macrolide 투여가 COPD 악화 빈도를 낮출 수 있으나, 항생제 내성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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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
2) 폐기종(emphysema)

폐기종은 종말세기관지(terminal bronchiole) 이하의 공기낭(airspace)이 폐포 벽의 파괴로 인해 영구적으로 확장된
상태를 말한다. COPD의 특징인 만성 기류 제한은 소기도 질환(폐쇄성 기관지염)과 폐실질의 파괴(폐기종)가 혼재되
어 발생하며, 환자에 따라 폐쇄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의 비율은 다양하다. 최근 흉부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기술의 발전으로 이를 통해 COPD 환자의 폐기종 정도를 평가하여 표현형 분류를 할 수 있다. 폐기종
이 심한 COPD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COPD 환자에 비해 빠른 폐기능 감소와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12,13
알려져 있다 . 또한 폐기종 우세형 COPD 표현형 환자에는 기관지 우세형 COPD 표현형 환자에 비해 기관지
14,15
확장제와 흡입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치료 반응이 좋지 않다 . 폐기종으로 인한 폐탄성력의 저하로 인해 폐의 과팽
창(hyperinflation)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폐의 과팽창 정도는 FEV1보다 환자의 호흡곤란 증상이나 운동 능력과
16
더 좋은 연관성을 보인다 . 기관지확장제는 기류제한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폐용적을 축소시켜 흡기 폐용량
17
(inspiratory capacity)을 향상시킴으로써 COPD 환자의 운동 능력을 개선시킨다 . 폐기종이 심한 COPD 환자에서는
폐용적축소술(lung volume reduction surgery)이 시도될 수 있는데, National Emphysema Treatment Trial (NETT)
연구 결과 낮은 운동 능력을 가진 상엽-우세형 폐기종(upper lobe-predominant emphysema) 환자들에서만 폐용적축
18
소술이 운동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망률을 줄였다 . 따라서 COPD 환자에서 폐기종의 중증도뿐만 아니라
분포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향후 치료 방침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3) 만성 기관지염(chronic bronchitis)

만성 기관지염은 2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기침 도는 객담이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된다19. 만성 기관지염은 폐기능
20-22
감소 속도, 악화 빈도와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PDE-IV 억제제인 roflumilast는 전체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악화 예방 효과가 없었으나,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 중증
COPD 환자에서만 악화를 유의하게 낮추었다23. 이로 인해 roflumilast는 현재 만성 기관지염이 동반된 중증 COPD
환자에서만 승인이 되어 사용되고 있다. Roflumilast가 만성 기관지염에 효과적인 기전으로는 기도 상피세포의 cystic
24
fibrosis transmembrane conductance regulator (CFTR)을 활성화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 또한 COPD
악화 예방을 위한 항생제로 사용되는 macrolide는 항균 작용 외에 호중구로 인한 점액 정체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25
통해 만성 기관지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 점액 용해제인 acetylcysteine, carbocysteine 또한 COPD 환자의 악화를
26,27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만성 기관지염을 동반한 COPD 환자에서 사용될 수 있다 .
4) ACOS

COPD와 천식은 폐쇄성폐질환은 가장 흔한 원인으로 일부 환자에서는 COPD와 천식을 모두 갖고 있어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COPD 환자의 약 15∼20%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28, ACOS 환자는 COPD 단독 환자에
29
비해 삶의 질이 나쁘고 악화 빈도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최근 GOLD와 GINA 지침에서는 ACOS에 대해
30
천식과 COPD의 특성을 모두 나타내는 지속적인 기류제한을 가지는 경우를 ACOS로 정의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까
지 ACOS의 객관적인 진단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ACOS 환자는 대부분의 COPD 및 천식 임상연구에서
제외되어 이러한 환자에서의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근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ACOS 환자는 COPD 단독 환자와
31
비교하여 혈액 및 객담 호산구 수가 많고, ICS에 반응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ACOS에서의 기도
염증은 천식과 유사하여 ICS/LABA 병합치료가 권장되며, 기관지확장제 단독 투여는 피해야 한다32. 그러나 장기간의
흡입 스테로이드 투여로 ACOS 환자에서 폐기능 저하와 악화 빈도를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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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이오마커 기반 맞춤치료(Biomarker Guided Personalized Treatment in Stable COPD)
1) 객담 또는 혈액 바이오마커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에 따르면, 바이오마커란 ‘정상적인 생물학적 과정, 질병 진행
상황, 그리고 치료방법에 대한 약물의 반응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FEV1은 COPD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생리적 바이오마커이지만, 약제 치료 반응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COPD 환자에서의 맞춤 치료를 위해서는 약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비침습
적 바이오마커 개발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COPD 바이오마커 개발 및 검증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임상 현장에 사용될 수 있는 바이오마커는 전무한 실정이다. 유도객담 또는 혈액 호산구와 factional exhaled
nitric oxide (FeNO)는 호산구성 기도 염증을 나타내는 바이오마커로 많이 연구되었다.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32-34
여러 연구에서 유도 객담과 혈액 호산구 수는 흡입 스테로이드 치료 반응과 연관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 FeNO는
35
천식에서 흡입 스테로이드 치료 반응 및 악화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 그러나 COPD에서는
FeNO의 유용성이 떨어지는데, 이는 흡연이 기도 염증과 별개로 FeNO 값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36. 최근
37
COPD 악화를 4가지 표현형(세균성, 바이러스성, 호산구성과 pauci-inflammatory)으로 분류가 제시되고 있다 . 한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에서 혈액 호산구수에 따른 선택적 전신 스테로이드 투여를 통해 경증 또는 중등증 COPD
악화 환자에게 불필요한 스테로이드 투여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38.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세균성 COPD 악화의 바이오마커로 procalcitonin과 C-reactive protein을 이용하여 주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줄일
39,40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
2) CT 바이오마커

최근 CT 해상도 및 영상 재구성 기술의 발전으로 COPD 환자에서의 폐기종 정도와 기도벽의 두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CT 정량적 지표를 이용한 COPD 환자의 표현형 분류와 질병의 진행을 평가할 수
41
있게 되었으며 , 또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CT 지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CT에서
측정된 기도벽의 두께가 기관지확장제 반응과 연관이 있으며, 폐기종이 우세한 COPD 환자는 ICS/LABA 병합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음을 보고하였다42,43. 또한 흡기와 호기시의 공기포획(air-trapping) 정도와 폐기종 정도가 COPD
14
환자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치료 반응 패턴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 또한 CT를 이용하여 전체 폐용적과
44
폐엽용적(lobar lung volume)을 측정하여 폐용적 축소술 치료 방침 설정에 이용할 수 있다 .
3) Genetic biomarker

COPD 발병과 진행과정에서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게 관여한다. 현재까지 만성폐질환과
확실한 연관성이 확인된 대표적인 유전적 소인은 백인 COPD 환자의 1∼2%를 차지하는 AAT 유전자(SERPIN1)의
45
변이에 의한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인 알파-1 항트립신(alpha-1 antitrypsin) 부족에 있다 . 중증 알파-1 항트립신 결핍
46
COPD 환자에서는 알파-1 항트립신을 투여하는 치료법이 권고되어 , COPD 환자에 유전자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맞춤 치료의 예가 될 수 있겠다. COPD 환자에서 약물유전학(pharmacogenetic)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는데, 베타
교감신경 항진제의 수용체 유전자인 ADRB2 변이와 기관지확장제 반응성에 대한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가 보고
47-49
되었다 . 최근 한 연구에서는 corticotropin-releasing hormone receptor-1 (CRHR1)이 흡입스테로이드 치료 반응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50, 다른 연구에서는 EPHX1, SERPINE2 유전자형이 기관지확장제 반응과 연관성이
51
있음을 보고하였다 . 최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 COPD 유전체 연구에 도입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COPD 환자의
52,53
새로운 치료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환자 맞춤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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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COPD 환자 치료를 위한 다양한 약제와 치료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많은 COPD 환자들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는 다양한 COPD 환자의 표현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모든 환자에게 획일적인 치료법을 적용한 것에도 일부 기인한
다. 최근 임상 표현형에 따른 치료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혈액 호산구가 흡입스테로이드 치료 반응 예측 바이오
마커로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COPD 환자의 치료 효과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향후 COPD의 발생 및 약제 치료 반응과 연관된 유전적,
환경적 인자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COPD 환자 맞춤형 치료법 개발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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