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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view on Non-inhaled Medications in COPD
이진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Inhaled medication is most important medication in COPD. However, some non-inhaled medications are
also effective on COPD. Roflumilast is effective on decreasing exacerbation in patients with history of
hospitalization. Recent studies suggest biomarker for effect of roflumilast is blood eosinophil. Azithromycin
is also effective on decreasing exacerbation. In post hoc analysis, azithromycin is effective in former smokers.
Erdosteine and N-acetylcysteine (NAC) decreased exacerbation in randomized clinical trial. However, erdosteine predominantly decreased mild exacerbation and NAC decreased exacerbation in only moderate COPD
patients. Mepolizumab decreased exacerbation only in patients with high blood eosinop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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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흡입제는 COPD 치료에 매우 중요한 약제이다. 하지만 비흡입제 중에도 COPD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제들이
있다. 따라서 COPD에서 비흡입제의 역할을 review해 보고자 한다.
2. Roflumilast

Roflumilast는 현재 GOLD document에서 폐기능이 50% 미만이고 만성기관지염 형의 잦은 악화를 경험한
환자에게 권고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두 논문에서1,2 roflumilast는 과거에 급성악화로 입원한 환자에게 악화를
줄이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Roflumilast를 임상에서 사용할 때 가장 큰 장애는 부작용이다. 흔한 부작용으로 설사, 체중감소, nausea,
두통, insomnia 등이 있다. 특히 roflumilast의 부작용은 BMI가 정상이거나 낮은 환자에서 많은 빈도로 보고되고
있다3. BMI가 23 미만인 환자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부작용으로 약을 중단할 위험이 2.96배 높았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 500 microgram 대신 250 microgram을 사용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시행한 후향적 분석에 따르면 250을 처방받은 군에서 500군에 비해 roflumilast를 중단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
다4. 또한 국제적으로 시행된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에서도 250을 처방받은 군에서 500군에 비해
유의하게 부작용 발생 비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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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flumilast의 치료 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biomarker에 대해 최근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전에 시행된
REACT와 RESPOND 연구의 후향적 분석 결과 혈중 호산구 수가 roflumilast의 치료 반응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5. 호산구가 150개 이상인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roflumilast가 악화를 19%
더 낮추었고, 300 이상인 군에서는 23% 더 낮추었다. Roflumilast 사용 전후로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여 변화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호산구의 유의한 감소가 보고되었다6.
3. Azithromycin

Azithromycin은 RCT에서 COPD 환자의 급성악화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7,8. 사후 분석 연구에 따르면 GOLD
stage 2, ex-smoker, 65세 이상 환자에서 더 효과가 좋았다9. 또 다른 사후 분석 연구에서 azithromycin은
Helicobacter pylori에 감염된 환자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10.
Azithromycin의 RCT 연구 기간은 1년이었다. 현재까지 장기간 azithromycin의 효과를 본 RCT는 없다. 한
후향적 연구 분석에 따르면 azithromycin을 3년까지 사용하였을 때 악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3년째까지 지속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11.
Azithromycin을 COPD 급성악화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처방할 때 용량과 복용 횟수에 대해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 2011년에 시행된 MACRO trial에서는 250 mg을 매일 투여하였다7. 이 연구에서는 azithromycin군에서
control에 비해 유의하게 내성균 발현이 많았고 hearing loss의 빈도도 높았다. 2014년에 시행된 연구에서는
azithromycin을 500 mg 주 3회 투여하였다8. 이 연구에서는 대조군이 비해 azithromycin군에서 유의한 내성균
발현 증가나 hearing loss는 없었다. 최근 시행된 RCT에서는 250 mg을 주 2회 투여하였음에도 placebo에 비해
유의하게 악화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다12.
4. Erdosteine / N-acetylcysteine

Erdosteine과 N-acetylcysteine (NAC)은 mucolytics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두 약제들이
COPD 환자의 급성악화를 줄여줄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유럽에서 시행된 다국적 RCT에서 erdosteine은 placebo에 비해 전체 악화를 유의하게 감소시켜 주었다13. 하지만 악화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주로 mild 악화에서
보였고, moderate to severe 악화의 경우 위약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감소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NAC의 경우 중국에서 시행한 RCT에서 NAC 600 mg 일 2회 치료는 placebo에 비해 유의하게 악화를 감소시켰
다14. 하지만 단일 국가에서 시행된 연구이고 국내에서는 아직 600 mg 제형 NAC가 없다. 또한 세부 분석
결과에서 GOLD stage 3 환자에서는 악화를 줄여주지 못하였고, GOLD stage 2 환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악화 감소가 있었다.
5. Mepolizumab

Mepolizumab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RCT 결과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발표되었다15. 호산구 수와 상관
없이 환자를 모집한 METREX 연구에서 호산구 수가 높았던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mepolizumab
은 placebo군에 비해 악화를 18% 감소시켰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혈중 호산구 수가 높은 환자만
을 등록하여 시행한 METREO 연구에서는 양 군 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호산구 수에
따른 악화 감소를 비교했을 때 혈중 호산구 수가 높은 환자일수록 mepolizumab에 의해 악화가 더 많이 감소되
는 경향을 보였다.
Benralizumab의 경우 대규모 RCT에서 COPD 환자의 급성악화를 유의하게 줄이지 못하였다16. 최근 발표된
사후 분석에서는 호산구 수가 높고 악화가 3회 이상 있었으며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 결과가 15% 이상인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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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benralizumab이 효과가 좋을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17.
6. 결론

COPD 치료에 있어 비흡입제 중에서도 효과가 있는 약이 있다. Roflumilast, azithromycin, erdosteine, NAC
약제를 환자의 특성에 맞게 잘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Mepolizumab과 benralizumab은 후속 임상연
구 결과가 나와봐야 COPD 치료에 사용이 가능할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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