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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oes Earlier Intervention Have Better Outcomes in COPD?
강지은, 이재승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is one of the major health problems worldwide and a
treatment strategy to prevent or slow down disease progression is highly needed. This review discusses
the current evidence for early intervention in COPD. Smoking cessation is the most effective intervention
for altering the natural course of COPD. It has been shown to reduce the lung function decline rate as
well as mortality. On the contrary, no studies have confirmed the same effect with pharmacotherapy. Few
post-hoc and subgroup analyses showed potential benefits of bronchodilator treatment, but only limited
evidence exists.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advocate early pharmacotherapy in C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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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며1 인구 고령화로 인해 유병률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2. 대개의 만성 질환은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질병의 악화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그렇지만 COPD는 여전히 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비율이 낮은 질환으로3-5 기침, 객담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발생해도 흡연에 의한
변화로 간과하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가 많다6,7. COPD는 진단 수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하여
질병 초기부터 생리학적 변화를 동반한다8-11. 질병의 발생 전 혹은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질병으로의
이환과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면 COPD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COPD의 치료는 질병의 자연 경과를 고려하는 접근법보다는 증상과 악화를 바탕으로 결정되고
있다1. 본 종설에서는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실제로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키는지 COPD의 조기 중재에 대한
현재까지의 근거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 조기 중재의 필요성

비록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COPD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폐기능이 빨리 감소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2.
Fletcher와 Peto가 제시한 COPD 자연 경과 모델에 따르면 폐기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
는 것으로 나타나지만13,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오히려 질병 초기에 폐기능이 더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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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16. Tantucci와 Modina의 보고에 의하면15 연간 1초간 노력성 폐활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FEV1) 감소 속도는 중등증(moderate) COPD에서 47∼79 mL/year로, 중증(56∼59 mL/year)이나 고도중증
(＜35 mL/year) 환자의 감소 속도에 비해 더 컸다. 이러한 폐기능 감소 속도를 고려하면 중증 COPD로 진행하기
전 조기에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폐기능 감소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경증 기류 제한을 보이는 초기 COPD 환자에서도 호흡기 증상으로 삶의 질 저하와17,18 운동 능력 저하가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19,20. 기류 제한이 경증-중등증으로 심하지 않은 환자에서도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증가함이 보고되었다21,22. 뿐만 아니라 유의한 기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EV1/forced vital capacity＞0.7) COPD와 비슷한 호흡기 증상과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알려져
있다. Woodruff 등은 흡연력이 있으나 폐기능 검사에서 COPD의 진단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현 흡연자와
과거 흡연자 중 약 50%가 만성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23.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악화의
위험이 더 높고 운동 능력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해상도 CT에서는 기관지벽 두께가 증가되어
있어 COPD로 진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리학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명백한 COPD 진단으로 진행하기 전, 그리고 심각한 병태생리학적 변화가 진행하기
전에 경과를 바꾸기 위한 조기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3. COPD 치료와 조기 중재 관련 현재까지의 근거
1) 금연

흡연은 COPD 발생의 가장 주된 원인일 뿐 아니라 지속적인 폐기능 감소를 유발하여 COPD의 중증도를
악화시키는 위험인자이다1. 금연은 COPD 질병 경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1,24. Lung Health Study25에
서는 금연을 하게 되면 흡연을 지속하는 환자에 비해 폐기능 감소 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특히 금연의 시기가 빠를수록 폐기능 감소 속도를 빨리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26. 따라서 금연은
COPD 예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미 COPD가 진단된 환자에서도 강조되어야 하는 핵심 치료이다.
2) 약물 치료

금연과 달리 약물 치료를 통해 COPD의 진행을 막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아직까지
미약하다. COPD 진행을 대변하는 지표로서 FEV1 감소 속도에 대한 흡입제의 효과는 COPD 연구의 오랜 관심사
였다. 초기 연구들은 흡입 스테로이드제가 COPD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지만 유의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27-29. EUROSCOP study27와 Copenhagen City Heart study28는 inhaled budesonide가
폐기능 감소 속도를 줄일 수 있는지 분석하였지만 위약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밝히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여러 임상 시험에서 폐기능 감소에 대한 약제의 효과를 알아보았는데, TORCH study는 COPD 환자에서 salmeterol/fluticasone의 효과를 분석한 대규모 장기 임상 시험이었다30.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지만 salmeterol/fluticasone 치료가 위약 대비 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사후분석으로 salmeterol, fluticasone, salmeterol/fluticasone 치료에 따른 FEV1 감소 속도에 관련한 내용이 발표되었고, 세 가지
약제 모두 위약 대비 FEV1 감소 속도를 줄여주었으며 그 중에서도 복합제의 FEV1 감소 속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1. 또 다른 대규모 연구인 UPLIFT는 tiotropium이 COPD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임상
시험이었다32. 연구 결과 tiotropium이 위약과 비교하여 FEV1 감소를 유의하게 줄여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하위그룹 분석으로 중등증 COPD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tiotropium을 투여한 환자에서
연간 FEV1 감소 속도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43 vs. 49 mL/year)33. SUMMIT study에서도 이차 평가
항목으로 FEV1 감소 속도를 분석하였다. 중등증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이 연구에서는 fluticasone/vilanterol과 fluticasone 흡입제가 위약과 비교하여 연간 FEV1 감소 속도를 유의하게 줄여주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34. 이러한 결과는 흡입제 치료가 폐기능 감소 속도를 늦추어 COPD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근거로 간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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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는 하지만, 이 결과들은 COPD 환자에서 조기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계된 연구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 FEV1 감소 속도에 대한
영향은 사후분석, 하위그룹분석, 이차 평가 항목 등으로만 확인되었고, 또한 폐기능 감소가 개선된 정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는 하였지만 위약과 비교하여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정도의 수치는 아니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있다35. 따라서 아직까지는 폐기능 감소를 역전시키거나 유의하게 지연시키는 약물 치료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초기 COPD 환자에서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 장기적인 질병의 경과를 바꿀 수 있는지, 즉 약물 치료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환자 예후를 개선시키는지에 대해서도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많은 임상 시험이 중등증 이상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히 기류 제한이 심하지 않은
경증 환자에서 약물 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최근 초기 COPD 환자에서 tiotropium
투여를 위약과 비교한 결과가 발표되었다36. 이 연구는 경증-중등증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tiotropium을 투여 받은 환자는 위약 대비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의 연간 감소 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29 vs. 51 mL/year) 급성 악화의 발생도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약물 치료를 통한 조기 중재가 질병의
경과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효과가 tiotropium 외 다른 약물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중 기관지확장제는 단일 기관지확장제에 비해 폐기능과
증상, 삶의 질 개선에 있어 대체로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37-39, 이러한 약제를 초기 COPD 환자에게 적극적
으로 사용하는 것이 장기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현재 Global Initiative for COPD에서는 폐기능과 무관하게 환자의 증상과 악화를 바탕으로 한 치료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고 있어 약물 치료를 통해 COPD 발병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COPD
진단 기준에 맞지 않지만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치료 가이드라인 역시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4. 결론

COPD 환자에서 조기 중재를 통해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자연 경과를 바꿀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치료일 것이다. 금연은 COPD 발생과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 금연을 빨리 할수록 폐기능
감소를 막을 수 있다. 반면 여러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 흡입제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약물 치료는 아직까지
폐기능의 악화 속도를 뚜렷하게 감소시킨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예후를 개선시킨
다는 근거도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흡입제 투여가 FEV1 감소 속도를 완화시켰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또한 경증 COPD에서 tiotropium을 투여하였을 때 폐기능 감소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어
약물 치료를 통한 조기 중재가 질병의 경과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조기 중재를 통한
예후 개선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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