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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COPD 악화 시 항생제 역할 및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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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exacerbations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are caused by bacterial infection, viral
infection, air pollutions, and unknown etiologies. The most common cause, approximately 50% of exacerbations
in COPD, is bacterial infection. Antibiotics should be used for bacterial exacerbations to prevent overuse, side
effects, and resistance emergence. However, in real life field, almost patients with COPD exacerbations are extensively treated with antibiotics regardless of guideline recommendations, because there are no rapid, specific,
and precise markers which identify bacterial exacerbations. We review the recent studies that have defined clinical
and laboratory markers to distinguish between bacterial and nonbacterial exacerbations. These markers are sputum
colors, sputum purulence, C-reactive protein, and procalcitonin, which are readily available. However, they
showed the inconsistent associations with bacterial exacerbations. Further investigation will be needed for easy,
quick, and precise markers to identify bacterial exacerbations which benefit from antibi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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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의 급성악화란 ʻ호흡기증상이 매일-매일의 변동
범위를 넘어서 치료약제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 상태ʼ로 호흡곤란의 악화, 기침의 증가, 가래양의
증가 또는 가래색의 변화 등이 특징이다1,2. COPD 급성악화의 원인으로는 기도감염이 가장 흔하며 대기오염, 원인미
상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2-4. 기도감염의 50%는 세균성 감염, 30%는 바이러스에 의하며, 세균과 바이러스 동시감염
4-7
1,2
도 있다 . COPD 급성악화 시 치료는 기관지확장제, 전신 스테로이드, 항생제가 권고되고 있다 . 많은 지침서가
기관지확장제, 전신 스테로이드를 모든 COPD 급성악화에 권고하며, 항생제 사용은 지침서마다 권고하는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8 일관되게 세균감염에 의한 악화인지, 비세균성 감염에 의한 악화인지를 구별하고, 세균성
악화에만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세균성 악화의 가장 흔한 원인균인 Haemophilus influenzae와
Streptococcus pneumoniae에 대한 항생제 국내 내성률을 보면 COPD 지침서에서 권고되고 있는 많은 항생제들에
내성을 보이고 있으므로9,10, 항생제 오남용에 의한 내성균의 출현을 예방하기 위해 세균감염성 악화에만 항생제를
제한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급성악화 시 항생제 처방의 기준은 Global Initiative Obstructive
Lung Disease (GOLD) 지침서는 호흡곤란, 가래양 증가, 화농성 가래의 세 가지 증상 또는 화농성 가래를 포함하여
두 가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 기계환기가 필요한 경우로 제시하며2, 국내 COPD 지침서에서는 화농성 가래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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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기계환기가 필요한 경우로 권고하고 있지만 , 그 근거의 질이 높지 않고, 세균성과 비세균성 악화를 구별하는
임상징후와 검사실 지표는 제한적이다11.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COPD 급성악화 시 항생제 사용의 근거와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COPD 급성악화 시 세균의 역할
4

COPD 급성악화 시 가래의 40%∼60%,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하기도 검체의 50%에서 세균이 동정되지만 , 안정
기에도 기도 검체에서 세균 집락이 흔히 동정되며(25∼50%), 기도 폐쇄가 심할수록 세균 집락도 증가하였다5,6,12.
4
중증 COPD의 악화 또는 기계환기가 필요한 악화의 경우에는 균 동정률이 증가하였으며 , 급성악화 시 세균 집락수가
6
13,14
증가하거나 , 새로운 변종의 획득이 관찰되기도 했다 . 급성악화의 흔한 원인으로 반수 이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세균이 관여하는 것은 명확하지만5, 세균성 급성악화를 구별하고 항생제 사용의 지침을 제시하는 지표에 관한 높은
2
질의 정확한 근거는 없어 악화 시 항생제 사용의 지표에 대해 논란이 있다 .
3. COPD 급성악화 시 항생제의 역할
COPD 급성악화에서 항생제군과 대조군의 비교에 관한 2012년 코크란 분석을 보면, 외래에서 치료한 환자는 항생
제군이 대조군에 비해 치료실패를 25% 낮췄지만, 근거의 질이 낮고, 현재 사용되는 항생제만 분석한 경우에는 대조군
과 차이가 없었다. 병동환자와 중환자실환자는 항생제군이 대조군에 비해 치료실패율을 각각 23%, 81% 낮췄고,
근거의 질이 높았다. 전체환자의 치료실패율은 항생제군에서 낮았다. 병원재원기간과 사망률은 병동환자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환자실 환자에서는 항생제군이 유의하게 낮았다. COPD 급성악화 시 중환자실 환자에게 항생
11
제의 이득은 분명하였지만, 외래와 입원환자는 일관된 이득을 보이지 않았다 . 그러나 최근의 후향적 연구에서는
15-17
항생제 사용이 COPD 급성악화의 병원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예측인자였으며 , 치료실패, 기계환기, 30일 이내
COPD로 인한 재입원을 감소시켜16,17, 입원환자에서도 항생제의 이득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11,16
또한 COPD 급성악화 시 항생제는 설사, Clostridium difficile로 인한 설사 및 이로 인한 재입원을 증가시켰으며 ,
16
의료비용의 증가를 보여 항생제 사용의 이득이 없는 비세균성 악화에서는 부작용만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실제로 COPD 급성악화로 입원한 환자에게 항생제 처방률은 86%로, 이 중 GOLD 지침서의 항생제 처방 기준을
18
만족하는 경우는 61%였고 호흡기병동에 입원한 경우 비호흡기병동보다 지침서 준수율이 더 높았다 . 현재 지침서에
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더 좋은 질의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항생제 처방기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안정기 COPD 환자의 기도에서도 세균 집락이 흔하며5, 이 세균 집락이 COPD의 기도 염증 및 악화를 유발하고5,
6
13,14
세균수의 증가 또는 변종의 획득 이 급성악화에 관여하므로, 안정기에 항생제의 예방적 사용이 악화를 줄였다는
19,20
보고들이 있지만 , 항생제 남용과 부작용, 내성균 출현을 고려하면 COPD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제약이 많다.
그러나 예방적 항생제 흡입치료는 예방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지만 세균이 집락된 기도에만 투여되므로
21
이상적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향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
4. COPD 급성악화 시 항생제 사용의 임상적 지표
22

23

널리 이용되는 급성악화 시 항생제 사용의 임상적 근거는 Anthonisen등 과 Nouria등 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COPD 급성악화 시 대조군에 비해 항생제군이 치료성공률이 높았으며(55% vs. 68%), 대조군에서 상태의 악화
가 더 많았다(34% vs. 18%). 특히, 급성악화 증상(호흡곤란, 가래양 증가, 화농성 가래)중 세 가지 증상이 모두 있었던
환자(Anthonisen type 1)의 항생제군 치료성공률은 63%, 두 가지 증상이 있었던 환자(Anthonisen type 2)는 70%로
대조군의 치료성공률(각각 43%, 60%)보다 높았다. 한 가지 증상만 있었던 환자(Anthonisen type 3)는 치료성공률이
22
항생제군 74%, 대조군 70%로 항생제 사용 여부가 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 급성악화로 기계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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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필요한 경우에는 항생제군의 사망률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4% vs. 22%) . 이 연구들 을 근거로 GOLD
지침서에서는 type 1이나, 화농성 가래를 포함한 type 2를 항생제 사용의 근거로 제시하지만2,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18
가래 특성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급성악화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실정이다 .
급성악화 시 가래색이 짙어지는 이유는 백혈구 아주르친화성 과립의 효소에 의하며, 이는 백혈구 모집과 기도
염증의 증가를 의미한다24. 급성악화 시 화농성 가래는 점액성 가래에 비해 세균 동정이 증가하여(84% vs. 38%)
24
가래 화농성과 세균 감염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 또한 악화 시 화농성 가래를 호소한 경우 항생제를 투여하고,
화농성이 없는 경우 항생제 투여를 하지 않았을 때, 두 군 사이에 예후는 차이가 없었으나, 180일 악화 발생은 화농성
군에서 높았다. 이 연구에서는 비화농성인 경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비화농성 가래를
25
보이는 악화 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화농성 가래를 호소하는 급성악화 환자의 세균
동정률은 31%로, 균 동정 여부에 따른 예후의 차이가 없어, 가래 화농성 단독으로는 세균성 악화의 좋은 예측인자가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26. 또한 소규모 연구이지만, 악화 시 가래색이나, 가래 화농성이 세균수와 관련이 없었다27.
그러나 균이 동정되었던 환자들 중 91%는 Anthonisen Type 1이었고 이전에 잦은 악화병력을 보여 세균의 동정이
26
심한 증상과 악화의 위험인자임을 보여준다 . 또한 안정기 COPD 환자에서 가래 화농성을 가래색에 따라 5단계로
연구자가 구분하여 정의한 연구에서도 짙은 노란색과 초록색 가래가 있는 경우 세균 집락률이 80%, 옅은 노란색
12
또는 흰색의 가래는 6%, 45%로 짙은 가래색을 세균 집락의 예측인자로 보고하였다 .
5. COPD 급성악화 시 항생제 사용의 검사실 지표
COPD 급성악화 초기에 원인이 세균감염임을 알 수 있는 특정한 검사실 근거는 없을까? 비세균성 악화에서 항생제
처방은 항생제의 오남용뿐 아니라 내성균을 유발하므로, 세균성 감염에 의한 급성악화를 진단하고 이상적인 항생제
처방을 위한 객관적인 검사실 예측인자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COPD 급성악화 시 항생제 치료의 지침으로
제시되는 생체표지자는 전신성 염증 표지자인 C-반응성 단백질(C-reactive protein, CRP)과 procalcitonin 등이 있다.
급성악화 시 CRP ≤5 mg/L인 경우 항생제 투여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성공률 90%이었고, CRP ＞50 mg/L인
28
경우 항생제군에서 예후가 좋았다 . CRP ＜40 mg/L인 경우 대조군의 치료성공률은 88%, CRP ≥40 mg/L인 경우
29
대조군의 치료성공률은 35%로, 치료실패의 예측인자로 CRP ≥40 mg/L을 제시했다 . 특히 두 연구 모두 CRP가
낮은 경우 항생제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높은 치료성공률을 보여28,29, 세균성 악화 시 항생제 처방의 지표로
CRP가 유용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화농성 가래가 있고 세균이 동정된 군에서 CRP의 악화 후 호전 시 변화가 세균이
26
동정되지 않은 군에 비해 의미 있었다 . 그러나 항생제 치료 후 세균 제거 여부와 상관없이 CRP가 감소한 경우
배양되지 않는 세균뿐 아니라 바이러스 등 비세균성 감염에 의한 악화를 배제할 수 없었다26.
Procalcitonin을 COPD 급성악화 시 항생제 사용의 지표로 이용한 4개의 연구에서 항생제 처방률과 처방기간은
30
31
줄었고, 예후는 차이가 없었으며 , 세균 배양 양성인 군에서 procalcitonin이 유의하게 높았다 . Procalcitonin을 이용
하여 세균성 악화를 구별하고 항생제를 처방한다면 항생제의 오남용과 내성균 출현, 항생제 부작용을 감소시킬 것으
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CRP와 procalcitonin은 COPD 급성악화에서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28
(r=0.46, p＜0.001) . 또한 CRP와 procalcitonin 모두 균 배양 여부와 관련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균 배양
양성 예측에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낮았다26,28,31. 화농성 가래를 보이는 군에서 CRP는 비화농성 군에 비해 높았으나
procalcitonin은 화농성, 비화농성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어 CRP가 세균감염 여부를 확신할 수 있는 변수로 추가연구
25
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Procalcitonin은 세균 독소나 세균 감염에 의해 분비되는 매개체들에 의해 생성되는 세균감염의 전신성 염증 표지자
로, CRP보다 침습성 세균감염에 더 특이하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 외래에서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CRP는
입원 및 외래환자 모두에게 저렴하고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지만, 세균 감염뿐 아니라, 바이러
스 감염, 염증, 종양에서도 상승하는 비특이적 표지자로 기도의 염증반응의 관점에서만 보면 민감할 수는 있겠지만,
28
세균성 악화에 특이적이지 않은 단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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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COPD 급성악화 시 세균감염을 구별하고 항생제 사용의 근거를 제시할 만한 특이한 검사실 지표에
대한 좋은 질의 근거는 없다. 가래 배양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술적인 문제로 신뢰도가 떨어지며, 안정기에도
2
기도에 균이 집락 되어 있기 때문에 적합한 검사가 아니다 . 향후, 경제성, 접근성, 편리성, 신속성, 정확성을 만족하는
급성악화의 검사실 생체표지자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6. COPD 급성악화 시 항생제 사용의 임상적 지표와 검사실 지표의 병용
COPD 급성악화의 외래환자에서 시행된 항생제와 대조군의 비교연구29에서 대조군의 특징만 보면, type 1 환자의
32
CRP는 42 mg/L, type 2는 22 mg/L, type 3는 21 mg/L였다 . Type 1의 치료실패율은 33.3%, 가래 화농성이 있는
type 2와 type 3의 치료실패율은 20.3%이었지만, 화농성 가래가 없는 경우 type 2와 type 3의 치료실패율은 5.6%였
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의 치료실패 예측인자는 CRP 상승(≥40 mg/L)과 가래 화농성이었다. 또한 대조군
의 치료 실패율은 CRP 상승과 화농성 가래가 있는 경우 64%, CRP 상승만 있고 화농성 가래가 없는 경우는 26%,
CRP ＜40 mg/L와 화농성 가래는 12%, CRP ＜40 mg/L와 가래 화농성 없는 경우는 2.7%로 급성악화의 외래환자에게
CRP 상승과 가래 화농성이 없다면 항생제 처방이 필요하지 않으며, CRP와 Anthonisen 분류를 병용하는 것이 세균성
32
악화를 구별하고, 비세균성 악화에서 항생제 처방 없이 급성악화를 치료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지표임을 제시하였다 .
7. 결론
COPD 세균성 악화 시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비세균성 악화 시 항생제 투여는 항생제 오남용, 내성균 발생,
부작용 증가, 의료비용 증가를 유발하므로, 세균성 악화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중요하겠다. 진료현장에서는 COPD 지침서에 근거한 항생제 처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는 객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임상적, 검사실 지표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COPD 급성악화 시 가래색의 변화, 가래
화농성뿐만 아니라, CRP 변화 등을 병용한다면 세균성 악화를 구별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쉽고, 간편하고,
빠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생체표지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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