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성폐질환(Obstructive Lung Disease)

I

Volume 9, Number 1, January, 2021

COVID-19 상황에서 COPD 및 천식 환자의 치료

김현정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산병원 호흡기내과

Patients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or uncontrolled asthma have an increased
risk of a more severe course of COVID-19 (coronavirus disease). These vulnerable patients should follow
public health recommendations more carefully including hand washing and wearing masks. Although data
is limited, the usual recommendations for the management of asthma and COPD remain valid. To maintain
optimal control and prevent acute exacerbations, the best method is the maintenance of a proper pharmacological treatment. Therefore, patients should continue their usual medications including inhaled corticosteroids for asthma and eosinophilic COPD according to the prescription. It remains unclear whether systemic
steroids are helpful or harmful in the treatment of COVID-19, however, using systemic steroids to treat
acute exacerbations whether they are triggered by SARS-CoV-2 or not takes prior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atients should take care of themselves and remain physically active and manage their anxiety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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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ARS-CoV-2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COVID-19 (coronavirus disease)의 세계적인 유행이 지속되면서 만성기도질환과 기도질환에 사용되는 약물이 COVID-19에
미치는 영향과 COVID-19가 만성기도질환에 미치는 영향 및 COIVD-19 대유행 시기에 만성기도질환의 관리
방향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만성기도질환이 COVID-19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반된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COPD 환자는 고령으로 기저 폐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SARS-CoV-2
감염 시 중증 질환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조절되지 않는 천식 또한 COVID-19의 좋지 않은 예후 인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은 COVID-19 대유행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이 기저 질환에 대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외국의 권고 사항 등을 요약해보고자 한다.

1

폐쇄성폐질환(Obstructive Lung Disease)

Volume 9, Number 1, January, 2021

2. 본론
1) 만성기도질환이 SARS-CoV-2 감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중증 COVID-19 환자들은 주로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호흡 부전으로 진행하게 되고, 중증 또는 사망
COVID-19 환자들은 주로 나이가 많고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은 SARS-CoV-2 감염
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1. 뿐만 아니라 SARS-CoV-2가 세포 안으로 침투할 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2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I, ACE-2) 수용체가 흡연자와 COPD 환자들의 소기도
상피 세포에 발현이 증가되어 있어 흡연자나 COPD 환자에서 COVID-19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2.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COVID-19 유행의 비교적 초기에 우리나라와 중국, 이탈리아 등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
면 COVID-19 입원 환자 중에서 만성기도질환 유병률이 1.4∼4.6% 정도로 일반 인구에 비해 높지 않았다3-5.
반면 최근 영국이나 미국 등의 자료에서는 천식의 유병률이 9∼14%, COPD는 5.4∼14% 유병률을 보여주어
일반 인구 집단보다 COVID-19 환자에서 만성기도질환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 만성기도질환이 COVID-19의
위험 인자로 가능성을 나타냈다6,7. 또한 ICU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표본의 크기가 작다는 한계가
있지만 COPD 유병률을 38%까지 보고하기도 했다8,9. 그러나 반대로 천식 질환 또는 ICS 사용이 오히려
SARS-CoV-2 감염에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도 있어 아직까지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이
SARS-CoV-2 감염이 취약하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10,11.
이와 같이 COVID-19와 기저 폐질환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상반된 연구 결과가 있지만 COPD
환자는 고령으로 기저 폐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COPD 환자는 COVID-19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치사율이 높다2. 기저 심장질환, 65세 이상의 연령, COPD 병력과 현재 흡연이 COVID-19로 인한
병원 내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COPD와 흡연은 COVID-19로 인한 사망률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12,13. 메타분석을 통해 COPD 환자들은 중증 COVID-19로 발전할 가능성이 약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14.
따라서 만성기도질환 자체가 SARS-CoV-2 감염에 취약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COPD 또는 조절되지 않는
천식 환자에서 COVID-19 발생 시 중환자실 입실이나 사망 등과 관련된 중증 질환으로 진행할 위험도가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2) 일반적인 권고사항

COVID-19 대유행 시기에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은 가능한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한다15. 외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적 거리두기와 격리에 대한 지침을 따르고, 마스크 또는 face covering을 사용한다. 만성기도질환
이 있는 환자에서 일반적인 마스크 사용 시 호흡곤란이 있다면 스카프나 천조각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도록 자신만의 마스크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된다16.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은 증상의 변동없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더라도 흡입기를 포함한 처방받은 약제를 꾸준히 복용하도록 한다. 약 60∼90일(최소 30일) 정도의 약을
지참할 수 있도록 미리 처방을 받아두거나, 유행 기간에는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간병사 등을 통해 약물을 처방
받아 올 수 있도록 한다. 바이러스 감염과 급성 악화를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지만 발열, 식욕부진,
근육통 및 소화기계 증상 등은 바이러스 감염을 시사하는 증후이므로 이러한 증상의 발현 또는 호흡기계 증상의
급성 악화 발생 시 대처 방법을 환자에게 미리 제공하고 따르도록 한다.
흡연은 COVID-19에 노출되었을 때 더 심각한 경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연하도록 한다12. 바이러
스 감염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위생의 방법으로 2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비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60%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손세정제를 사용하고, 가급적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한다.
COVID-19 대유행은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지만 기저 폐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더욱더 스트레스와 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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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환자들은 활동성을 유지하고, 우울
감, 공포심 등을 조절하기 위해 방역 지침의 허가 범위 내에서 신체적인 활동(걷기, 운동, 스트레칭 등)을 지속하
는 것을 권고한다17.
가정용 산소를 사용하는 중증의 기도질환 환자들은 산소 요법을 지속하고, 중증의 COPD 환자 또는 이미
진행된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COVID-19 발생 시 중환자실 치료에 대한 치료 계획을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COVID-19 유행 시기에 폐기능 검사는 바이러스 전파의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3) 흡입 약제의 사용

천식과 COPD 환자들은 COVID-19 상황에서도 기존의 흡입제를 처방대로 유지하는 것이 권고된다. 다만
COVID-19 유행 상황에서는 연무기 사용보다는 이를 대신하여 정량식 흡입기에 스페이서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18. 그러나 평소에도 연무기를 이용해 흡입 치료를 했던 환자에서 다른 흡입기로 변경이 어렵다면
처방대로 사용을 지속하도록 한다16. COVID-19 또는 호흡기 감염이 있을 때에는 연무기 사용은 바이러스 전파
의 위험이 높아진다19.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족들과 분리된 다른 방에서 연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특수 필터를 장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4) 흡입 스테로이드제의 사용

흡입 스테로이드제 사용이 SARS-CoV-2 감염이나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명백한
근거는 아직 없고20,21, 오히려 ciclesonide나 mometasone furoate와 같은 흡입 스테로이드는 SARS-CoV-2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0. 따라서 흡입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조절제를 사용하던 천식 환자 및 호산구성
COPD 환자는 기도질환의 적절한 조절 상태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하여 흡입 스테로이드의 지속 사용이 필요하
다22,23.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만성기도질환 환자들 중 기존에 흡입 스테로이드를 포함하는 제제를 사용하던
환자에서 COVID-19 관련 사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흡입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기저 질환의 차이
및 교란 변수 영향을 감안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24.
5) 급성 악화의 관리 및 전신 스테로이드제 사용

천식과 COPD 급성 악화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신 스테로이드와 COVID-19의 치료에서 사용되는
전신 스테로이드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SARS-CoV-2 감염과 관련된 호흡 부전에서 전신 스테로이드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다25,26. 이에 비해서 COPD 급성 악화 또는 천식의 급성 악화에서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는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고 전신 스테로이드가 바이러스 증식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만성기도질환의 급성 악화에서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이 임상적으로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는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다27. 그러므로 COVID-19 유행기간에도 천식과 COPD 급성 악화에서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은
타당하다.
3. 결론

만성기도질환 환자에서 COVID-19 발생 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으므로 만성기도질환자들은 일반적으
로 권고되고 있는 방역 지침을 보다 더 충실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 COVID-19 대유행 상황에서 만성기도질환
환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안정 상태의 약제를 유지하면서 증상의 변화가 있을 때 신속하게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다.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은 사회적 격리 지침 및 손위생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이겨내고 육체적 활동(걷기, 스트레칭 등)을 지속하는 등의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기저 폐질환의 조절 상태를

3

폐쇄성폐질환(Obstructive Lung Disease)

Volume 9, Number 1, January, 2021

유지하고, 급성 악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흡입제를 포함한 기존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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