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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에서 흡입스테로이드의 역할(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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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guidelines recommend using inhaled corticosteroids
(ICS) in patients whose airflow limitation is severe or exacerbations are frequent. This is based upon evidences
that ICS reduce the frequency of exacerbations, and improve quality of life and lung function, when ICS are
used along with long-acting ß2-agonists (LABA). However, studies about prescribing patterns have demonstrated
ICS are used more frequently outside current guideline recommendations. There is a lack of evidence that ICS
slow decline rate of lung function. Additionally, the evidences of increased risk of pneumonia due to ICS are
growing. A combination of LABA with long-acting anti-muscarinic receptor antagonists (LAMA) have potential
to be an alternative to ICS/LABA. It is certain that the paradigm in treatment of COPD is shifting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recent large scale studies. We think there is need to clarify the role of ICS in treatment
of C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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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에 대한 접근법과 치료법에 많은 발전이 있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연과 산소 요법으로, 아직까지 약물 치료를 통해 COPD의 사망률
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까지 COPD 환자 치료의 주 목적은 폐기능 향상과
함께 시간에 따른 폐기능의 저하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급성 악화 예방과 동반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다1.
GOLD (Global Initiative of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와 국내 COPD 진료 지침은 기류 제한의 정도,
증상의 중증도 및 급성 악화 위험도를 바탕으로 환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약물을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2. 즉
기관지 확장제가 COPD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약물로 1차적으로 선택되며, 흡입스테로이드(inhaled corticosteroids,
3
ICS) 단독 요법은 기관지 확장제보다 효과가 적고 , 지속성 기관지 확장제에 ICS를 추가 했을 때 환자의 삶의 질이
호전되고 급성 악화 및 입원율이 감소됨과 함께 사망률까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임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4-6
국내 지침의 경우는 (다)군의 환자(FEV1＜60%, 급성 악화력≥2회/년 혹은 급성 악화로 인한 입원≥1회/년), GOLD
의 경우는 C, D군에 ICS를 지속성 기관지 확장제에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급성 악화의 발생이 거의 없는 환자 및 FEV1이 정상 예측치의 50∼60%
를 넘는 환자들에서도 흔히 ICS가 사용되고 있다7,8. 한 연구에서는 GOLD의 권고안과는 다르게 FEV1이 50%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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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 환자 가운데 40% 가량이 ICS를 처방 받았으며 급성 악화의 위험도가 낮은 환자의 64%에서 ICS가 처방되었다 .
한편 ICS 사용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 해주었던 일부 연구들이 적지 않은 중도 탈락률을 보임과 함께 이에 따른
9-11
결과 해석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또한 ICS와 폐렴 발생 관련성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와 지속성
베타항진제(long-acting β2-agonists, LABA)와 지속성 항콜린제(long-acting anti-muscarinic receptor antagonists,
LAMA)의 병합 요법(LABA/LAMA)의 등장은 COPD 치료에 있어 ICS 사용에 대한 깊은 고찰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저자는 COPD 환자에서 현재까지의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CS 역할을 재평가 해보고자한다.
2. 본론
1) ICS가 FEV1 감소(병의 진행)를 억제시킬 수 있는가?

고정적인 기류 제한과 함께 시간 경과에 따른 지속적이고 과도한 폐기능(FEV1)의 감소는 COPD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많은 COPD 임상 연구들은 약물 요법을 통해 COPD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FEV1 감소 속도(decline rate of FEV1)를 평가해 왔다.
천식에서 항염증 약물인 ICS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COPD에서 ICS의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한
12
임상 연구가 시도되었다. Vestbo 등 의 3년에 걸친 연구에서는 budesonide 단독 요법이 경증/중등도 COPD 환자에
서 폐기능의 저하를 억제하지 못했고, 경증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EUROSCOP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13. 또한 ISOLDE 연구에서는 fluticasone이 중등도/중증 COPD 환자에서 FEV1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
14
지 못함을 보여주었고 , Lung Health Study도 ICS (triamcinolone)가 FEV1이 정상 예측치의 30∼90%인 COPD 환자
15
에서 FEV1의 저하를 막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 이처럼 ICS 단독 요법이 폐기능 감소에 대한 억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 이후에 ICS/LABA의 병합 요법에서 그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16,17
많은 ICS/LABA 병합 요법에 대한 연구들은 ICS/LABA가 폐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 3년에
걸친 추적 관찰이 이루어졌던 TORCH post hoc 분석에서는 FEV1 감소 속도가 위약군(55 mL/year)이 salmeterol/fluticasone 군(39 mL/year)과 fluticasone 군(42 mL/year)보다 더 빠른 것으로 관찰되어 마치 ICS가 폐기능 저하를
18
억제하는 듯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 해석 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TORCH 연구에서
salmeterol 군 역시 42 mL/year의 FEV1 감소 속도를 보였는데, 이는 salmeterol/fluticasone 군(39 mL/year)이나 fluticasone 군(42 mL/year)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과연 ICS가 FEV1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남겼다. 한편 16,154명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최근 한 메타 분석 연구는 지속적인 ICS의 사용(＞6
19
개월)이 FEV1의 감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
연구 설계와 결과 해석에 대한 문제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TORCH 연구의 경우, FEV1 감소에 대한 분석에서는
위약군에서 18%에 이르는 환자들이 초기 6개월에 폐기능 검사를 받지 않았고, 전체 추적 검사를 완료한 환자도
20
적어 전체적으로 FEV1 측정에서 더 많은 자료 누락이 있었다 . 또한 통계적으로는 regression to mean 효과의 가능성
을 고려하지 못했는데, 즉 추적 검사에서 배제된 환자들은 최초 방문 시 더 낮은 FEV1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결국 최초 방문 시 더 나은 FEV1을 가진 나머지 환자들에서 폐기능을 측정하게 되어 위약군에서 FEV1의 감소
10
정도가 과장되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
이와 같이 ICS 단독 투여가 FEV1 감소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초기 연구와 ICS/LABA의 대규모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 및 최근의 메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COPD 환자에서 ICS는 약간의 폐기능을 향상시킬지라도
궁극적으로 FEV1 감소 속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더불어 사망률 또한 줄인다는 근거는 현재까지 없다.
2) ICS로 인한 폐 관련 합병증의 증가

ICS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 단기 부작용으로 칸디다증, 성조변화, 백내장, 부신 억제, 골다공증 등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최근의 가장 큰 관심 대상은 ICS로 인한 폐렴 발생 위험의 증가이다.
COPD 환자는 그 자체로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폐렴이 발생했을 때 사망 가능성 역시 높다. TORCH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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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ICS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폐렴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 이후에 INSPIRE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 되었다21. 또한 5년간의 한 전향적 관찰 연구에서는 ICS의 사용으로 인해 입원을 필요로 하는 폐렴의 발생
위험도가(rate ratio 1.70, 95% CI: 1.63∼1.77) 증가하며 하루 1000 μg 이상의 fluticasone 사용자에서는 2배 이상
22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용량반응(dose-response)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또한 6,235명을 대상으로 한
Cochrane 메타 분석에서도 ICS의 사용이 폐렴 발생 증가와 연관성이 있었다(odds ratio: 1.56, 95% CI: 1.30∼1.86)19.
국내의 경우 COPD 환자에서 fluticasone은 보험 인정 기준 등으로 인해 흔히 하루 500 μg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23
이와 같은 용량에서도 폐렴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
Fluticasone/salmeterol 병합 요법을 평가한 대규모 연구들은 fluticasone이 폐렴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그
숫자가 매우 적고, COPD 급성 악화 예방 효과를 통한 이득이 월등히 더 크다는 점을 ICS 사용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의 1차 분석 대상은 폐렴 발생 여부가 아니었으며 폐렴에 대한 정의 역시 다양하였다. 이들
대규모 연구들을 재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회의 COPD 급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의 횟수(number
needed to treat, NNT)와 폐렴이 발생하기까지의 치료 횟수(NNT)의 차이가 기존 각 연구가 제시하였던 것에 비해
24
24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 즉 Suissa 등 은 TORCH 연구의 경우 salmeterol/fluticasone을 환자 1명의 급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44명의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한편 같은 기간 동안에 치료받는 16명의 환자 가운데에서
1회의 폐렴이 발생할 수 있으며, INSPIRE 연구의 경우에서도 2년 동안 1명의 급성 악화 예방을 위해 83명의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한편, 동 기간 동안에 치료받는 22명의 환자 가운데에서 1회의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25
Kee와 Seniukovich 역시 최근 발표된 메타 분석은 총 17편의 문헌을 분석한 결과 폐렴의 위험도를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OR: 1.62, 95% CI: 1.00∼1.62). 대규모 후향적 관찰 연구인 PATHOS는 salmeterol/fluticasone과 formoterol/budesonide를 비교하였는데26, fluticasone에 비해 budesonide가 폐렴 발생 및 이로 인한 사망률이 낮게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ICS의 종류에 따른 폐렴 발생 위험도에 차이가 있을 순
있겠지만, ICS는 그 자체로 COPD 환자에서 폐렴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TORCH를 포함한 일부 대규모 연구들은 ICS 사용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했지만, 이로 인한 사망에는 차이가 없다는
13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 COPD 환자에서 폐렴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 환자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쉽게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결과로, 최근 발표된 한 연구는 폐렴 관련 사망에 대해 이전의 연구에서
보였던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즉 새로운 ICS/LABA인 fluticasone furoate/vilanterol 치료를 받은 환자
27
에서 8명의 폐렴 관련 사망이 발생하였지만, vilanterol만 투여 받은 환자에서는 폐렴 관련 사망이 없었다 . 따라서
앞에서 기술한 대로, 폐렴 발생 및 사망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한편 폐렴 이외에도 ICS의 사용이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최근 코호트 연구들은 ICS의 사용은 결핵 발생의 위험도를 약 20∼30% 가량 증가시키는
28,29
30
것으로 보고하였다 . 또한 ICS의 사용이 비결핵 항산균 감염의 위험 인자일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
3) LABA와 LAMA 병합요법의 대두

지속성 기관지 확장제인 LABA와 LAMA를 병합 투여하는 이론적 근거 중 하나는 작용 기전이 다른 두 약제를
통해 기관지 확장 효과를 최대로 유지하고, ICS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 연구로 LABA와 LAMA을 함께 각각 별도의 device통해 사용했을 경우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연구인 INTRUST-1/INTRUST-2 연구에서는 indacaterol (150 μg)과 tiotropium (18 μg)을 동시 투여했을 때, 유의하게 FEV1이 향상되었고 부작용 발생에 차이가 없었다31. 또한 tiotropium
과 formoterol의 병합 치료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는 비록 급성 악화의 빈도를 줄이지는 못했지만, 유의한 폐기능의
32
향상과 증상 개선 효과가 있었다 .
이후 새로운 지속성 LABA와 LAMA의 등장과 함께 이들 두 성분을 하나의 device를 통해 투여하는 고정 용량
Ⓡ
LABA/LAMA 복합제(LABA/LAMA FDC)가 개발되었다. Indacaterol/glycopyronium (Ultibro , QVA149, Novatis), vi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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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rol/umeclidinium (Anoro , GlaxoSmithKline), olodaterol/tiotropium, formoterol/aclinidium, formoterol/glycopyronim 등이 있으며 일부 약물은 최근 국내에서도 승인이 된 상태이다. 가장 많은 연구 결과를 축적한 indacaterol/glycopyronium 경우, 위약 및 indacaterol 단독 치료보다 유의하게 FEV1을 증가시키고 심장 부작용 등에
큰 문제가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ILLUMINATE 연구는 급성 악화력이 없는 중등도/중증 COPD 환자들에서
indacaterol/glycopyronium과 salmeterol/fluticasone를 비교 평가하였는데33, indacaterol/glycopyronium 병합 요법이
26주 FEV1 AUC0-12을 0.138 L (95% CI: 0.100∼0.176, p＜0.0001) 더 증가시킴과 동시에 TDI (transitional dyspnea
index) 점수도 유의하게 호전시켰다(Figure 1). 더불어 구제 약물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고 부작용의 발생빈도에도
차이가 없었다.
임상에서 중등도 이상의 일부 환자에서 삼제 요법(triple therapy, ICS/LABA/LAMA)이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삼제요법에서 ICS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 아직까지 삼제요법과 24-시간 LABA/LAMA를
직접 비교한 연구 결과는 없다. WISDOM 연구에서 LAMA (tiotropium), LABA (salmeterol) 및 ICS (fluticasone)의
삼제요법을 받고 있는 중등도 이상의 기류 제한을 갖는 COPD 환자에서 ICS를 제외했을 때 급성 악화에 미치는

Figure 1. Comparison of FEV1 AUC0-12h at 26 weeks for indacaterol/glycopyronium (QVA149, UltibroⓇ) versus salmeterol/fluticasone.

Figure 2. The effect on withdrawal of inhaled glucocorticoids (IGC) from LABA/LAMA/IGC therapy on moderate to severe COPD
exacer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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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평가하였는데, ICS를 중단했음에도 최초의 중등도 이상의 급성 악화가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에 차이가 없었다
(hazard ratio: 1.06, 95% CI: 0.94∼1.19) (Figure 2)34. 또한 중등도 이상의 기류 제한을 가진 COPD 환자에서 fluticasone/salmeterol/tiotropium, salmeterol/tiotropium의 효과를 비교한 OPTIMAL 연구에서는 fluticasone이 급성 악화
35
발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 이와 같은 결과는 LABA 및 LAMA를 동시 사용했을 경우 ICS의 역할은 크지
않아 보이며, 있더라도 효과가 일부 특정 환자에서만 유효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더불어 INSTEAD 연구에서
ICS/LABA에서 24-시간 LABA 단독요법으로의 변경이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급성 악화의 빈도를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36
결과와 , ICS가 갖는 부작용까지 고려해 보면, 중등도 이상의 기류 제한을 갖는 상당수의 COPD 환자들은 ICS없이
1∼2개의 지속성 기관지 확장제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COPD 표현형(phenotype)에 대한 고려

COPD로 진단된 환자들은 같은 중증도를 같더라도 약제에 대한 반응이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어느 한 약제에
잘 반응하는 ‘responders’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치료 전략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COPD
지침들에서는 임상 특징에 따른 개별화된 치료 전략을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지 않다. GOLD의 경우, C와 D군
환자에서는 ICS/LABA (혹은 LAMA)가 환자의 특징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1차로 선택되는 약물이다.
COPD 환자는 다양한 임상적 이질성(heterogeneity)을 갖는 질환으로 COPD로 진단된 환자들 가운데 천식의 특징
을 갖는 함께 환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최근 발표된 GINA에서는 GOLD와 함께 COPD와
asthma의 중첩되는 임상 양상을 보이는 환자 그룹으로 ACOS (Asthma-COPD Overlap Syndrome)라는 개념을 공식화
37
한 것은 큰 변화라 할 수 있고, 스페인 지침에서는 COPD 네 가지의 임상 표현형을 공식적으로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
천식과 COPD의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는 환자들은 타 COPD 환자들과는 다른 치료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비록
이런 특징을 보이는 환자들에서 명확한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는 빈약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류
38
폐쇄의 중증도에 상관 없이 지속성 기관지 확장제와 함께 ICS의 사용을 권고한다 . 최근 발표된 대규모 관찰 연구에
서는 과거 천식 진단을 동시에 부여 받은 적이 있는 COPD 환자에서는 LABA보다는 ICS/LABA 병합요법이 사망과
COPD 관련 입원을 의미 있게 줄였지만 과거 천식 진단을 동시에 부여 받았던 적이 없었던 COPD 환자에서는 차이가
39
없었다 . 이는 ICS에 대한 효과가 모든 COPD 환자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천식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COPD 환자를 대상으로 6주 동안의 ICS (mometasone)를 사용한 결과,
의미 있는 FEV1의 증가는 객담 호산구가 높은 환자에서만 확인되었는데40, 이런 결과는 ICS가 호산구성 염증의 정도
가 높은 일부의 COPD에서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ECLIPSE 연구 등을 통해 반복되는 악화군(frequent exacerbator)이 독립된 표현형으로 인식되었고, 급성 악화
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폐기능 저하와 사망률 증가와도 관련 있기 때문에 초기 평가에서 과거 급성
악화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일부 지침은 ‘잦은 악화군(frequent exacerbators)’에 ICS의 사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앞서 설명했던 ILLUMINATE 연구 등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비록 폐기능이 낮은
환자이지만 급성 악화 위험도가 낮고 과거 천식 진단력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의 치료 ICS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다른 작용 기전을 갖는 기관지 확장제를 추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여진다. 결국 COPD 치료에
있어 ICS는 환자가 속한 군에 따라서가 아니라 환자의 임상적 특징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3. 결론
COPD 치료에 있어 ICS의 역할은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으로 ICS는 COPD
의 진행을 억제할 수 없다. 또한 장기적인 ICS의 사용은 국소 부작용 이외에도 폐렴을 포함한 폐 감염성 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이는 용량반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대규모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LABA/LAMA 병합 요법은 지금까지의 결과로 볼 때, 급성 악화 위험도가 낮은 중등도 이상의 기류
제한을 갖는 COPD 환자에서 1차 선택 요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존의 ICS/LABA를 사용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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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자 가운데 상당수는 앞서 살펴 본 연구들을 바탕으로 볼 때 다른 종류의 치료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COPD는 다양한 표현형을 갖는 환자들로 이루어진 질환이므로 일부 COPD 환자에서는 ICS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앞으로 COPD 환자에서 ICS 사용은 치료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환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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