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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은 WHO 보고 기준으로 2020년 세계 사망원인 3위, 장애원인 5위에 해당할 것으로
1,2
예측되며 지속적으로 유병률 및 사망률이 증가되고 있는 만성질환이다 . 향후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유병률의
증가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내 70세 이상
성인 남자의 52.7%에서 관찰되는 질환이다3. 또한 COPD의 약 20∼30%는 흡연과 관련 없는 비흡연 환자로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특히, 실내외 대기오염, 생체연료 노출, 결핵 감염력 등이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향후 흡연율이 감소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대기오염의 증가로 환자 발생 및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어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이다. 따라서, 국가 보건 정책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두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질환이다. 특히, COPD 환자의 대부분은 폐기능의 약 50% 정도까지 감소할 때까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예방 관리 및 조기 또는 경증 단계에서 진단이 중요한 질환이기도 하다. 본 글에서는 COPD를 포함한
만성기도질환에 대한 선진국(미국, 영국 등)의 예방관리 사업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외국의 COPD 예방 관리 사업
1) WHO의 만성기도질환 관리 전략

만성기도질환의 규모에 대한 파악, 결정인자에 대한 분석, 향후 경향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감시체계
(surveillance),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1차 예방, 비용효과적인 치료 방법의 개발이나 표준 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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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의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2차 예방 및 3차 예방 측면에서 접근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Figures 1∼3)4.
Global Alliance against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GARD, http://www.who.int/respiratory/gard/en/)는 만성호
흡기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WHO 주도로 구성된 자발적 국제 공조 기구로 만성 기도질환의 국제적 질병부담
을 줄이고자 한다. GARD에서 제시하는 만성기도질환 관리 프로그램에도 1) 흡연, 실내외 공기오염 및 직업적 위험요
인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는 예방책이나 예방접종, 영양관리, 교육 등을 통한 어린이의 감염질환 예방 등의 질환
발생 예방을 위한 일차 예방 활동이 포함되며, 2) 폐기능 검사의 확대, 조기 진단의 중요성 부각,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도 향상 등을 포함한 2차 예방 프로그램, 3) 표준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위한 환자 및 의료진에 대한 교육,

Figure 1. 만성호흡기질환의 예방 및 조절 전략(감시).

Figure 2. 만성호흡기질환의 예방 및 조절 전략(일차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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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만성호흡기질환의 예방 및 조절 전략(2차 및 3차 예방).

Table 1. Healthy People 2020의 호흡기질환 중재 프로그램 예시
구분

중재 프로그램 내용

지역사회
가이드 라인

The community guide: Asthma Control
Recommendations to decrease asthma morbidity through home-based, multi-trigger, multicomponent interventions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Global strategy for diagnosis,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COPD
Diagnosis and management of stable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update from
the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american thoracic society, and european
respiratory society
Guidelines implementation panel report: Expert panel report 3: partners putting guidelines into action
Expert panel report 3: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asthma full report
Prevent allergy and asthma attacks at home

소비자 정보

가정 내 돌봄 서비스의 확대, 호흡재활의 확대 등을 포함한 3차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고 있다.
2) 미국의 COPD 관리사업 정책 및 목표

미국의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1980년 이후 매년 10년 단위로 국가적인 공중 보건
및 건강 증진 계획으로 건강증진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중점과제 및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Healthy People 2020 (https://www.healthypeople.gov/)에서 COPD 관련된 사업 영역은
‘Respiratory Disease’ 영역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예방, 감시, 치료 및 교육을 통한 호흡기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COPD와 관련해서도 호흡기질환의 주요 사업으로 COPD 환자의 활동 능력 소실 완화, COPD 사망률 감소, COPD
로 인한 입원 환자 및 응급실 방문 감소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폐기능 소견을 보이는 성인에서
COPD 진단의 증가에 대해서는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OPD의 진단, 관리,
예방에 대한 전략과 임상적 진단과 관리 내용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가이드 권고안(Community Guide Recommendation)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정보(Consumer Information)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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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2010년 COPD 질환과 관련된 미국 내 공중보건 현황을
진단하고 COPD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여5, COPD 감시와 평가(surveillance & evaluation), 연구
및 예방전략(public health research & Prevention strategies), 프로그램과 정책(Program and Policies), 소통
(Communication) 등 네 가지 영역을 나누어 영역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전략 내용은 Table 2와 같다.
3) 영국의 COPD 관리사업 정책 및 목표

영국의 경우는 이미 2005년부터 COPD 유병률을 낮추고 이 질환에 대한 진료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전략을
도입하고 있으며, COPD 예방 및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실행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Consultation on a strategy for services for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in England, 2010),
6
COPD에 대한 국가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사업 성과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 주요 정책 방향은 예방, 조기진단,
양질의 진료와 지속적인 관리 및 생애 말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에 폭넓게 걸쳐 있다.
예방적인 측면에서 일차예방 목적으로 위험요인 노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정책의 예시로 유병
률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건강행태 변화를 위한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폐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폐건강, 폐나이 등의 보다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홍보하고, 아래와 같이 폐질환의 위험 요인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Figure 4와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고 맞춤형 전략을 통해서 행동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
다.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우선 순위 세부 집단(예, 폐건강에 잠재적 위험이 있는 직업군, 임산부, 흡연하는
부모, 십대 청소년 등)을 선정하여 관리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고위험군에서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
여 조기 발견 프로그램과 연계하기도 하였다. 환경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해 증진을 꾀하였으며, 실내공기
오염 뿐만 아니라, 대기 중 유해 물질 관리를 위해서 공기질 향상 전략와 연계하고, 날씨 또는 대기오염과 연계하여
호흡기계 질환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조기발견 측면에서는 어린이(예, 고위험 질환군)와 성인(예, 금연클리닉 가입 흡연자)을 구분하여 고위험군을 선정
하고, 이들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통한 조기 발견 노력을 시행하였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폐기능 검사의 질관리,
결과 해석에 대한 지침 개발, 교육 등을 시행하였고 COPD 환자의 중증도 평가 및 동반 질환 검사를 포함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진단의 정확성, 진료 현황 및 중증도 현황 파악, 금연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COPD
Table 2. COPD 예방을 위한 미국 공중보건 전략 모교 및 전략 내용
영역
감시와 평가

연구 및 예방전략

프로그램 및 정책

소통

목표 및 전략내용
목표1: COPD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보급 및 보고 강화
전략 1
현재 이용가능한 자료의 적극적 활용
전략 2
기존의 설문조사자료에서 새로운 자료 수집을 위한 개발
전략 3
전자건강기록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고하는 연방정부의 능력 함양
전략 4
적절한 기관이 COPD 감시대상을 선정하고 감시를 수행하도록 권장
목표 2: COPD 진전, 예방, 치료에 대한 이해도 개선
전략 1
흡연과 사업장 노출 외에 COPD 환경적 위험요인 평가수행
전략 2
COPD진단과 치료, 천식과 COPD의 연관성, 심혈관질환, 뇌졸중, 우울, 근골격계질환, 골당공증, 당뇨와
같은 동반질환과 관련하여 현행 의료행태에 대한 평가
전략 3
COPD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보건학적 연구의 필요확인
목표 3: COPD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증진
전략 1
국가, 정부, 지역수준에서 담배규제 프로그램과 COPD관련 프로그램간의 협력체계를 강화
전략 2
국가차원의 COPD 액션플랜 개발
전략 3
COPD위험 감소를 위한 사업장 프로그램과 정책개발
목표 4: COPD환자와 가족, COPD 위험인자를 지닌자, 보건의료인, 요양기관, 미디어, 의사결정자, 정책결정자, 국민들의
COPD에 대한 인지도 고취
전략 1
COPD환자, 위험인자, 가족, 보건의료인, 공급자, 미디어, 의사결정자, 정책결정자, 국민을 위한 교육자료개
발을 위해 적절한 파트너쉽 형성
전략 2
COPD를 위한 현행 진단기준(spirometry 이용과 치료옵션 포함)에 대한 상호소통을 위해 의료조직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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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atching the strategy to the risk of lung disease6.

등록체계 개발에도 관심을 가졌다.
양질의 진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 관리 모형의 일환으로 CPD 통합 진료서비스 제공 사업을 시행하
여 성과를 보였으며, 근거 중심의 치료와 관리를 위한 임상진료 지침의 개발, 운동 및 호흡재활 프로그램 개발하고
적용하려고 하였다.
COPD 관리의 또 다른 측면으로 생애 말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접근하여 양질의 생애말기 서비스
를 제공하고 중증 COPD 환자에게 형평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완화의료를 필요로 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지원 지침을 Figure 5와 같이 마련하여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COPD 예방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로 COPD 임상질지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일차 의사의 보상체
계에 반영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4) 기타 다른 국가의 COPD 관리 방안

핀란드의 경우 COPD와 천식에 대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국제적 기준을 수립하여 GOLD 보고서 발간 이전부터
7
10여년 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그 예로, 금연(특히, 임신과 수유 중 금연), 가정 내, 학교, 직장에서
금연 분위기 조성, 흡연 시작을 차단하려는 노력, 어린이의 호흡기질환 예방, 직장에서의 먼지 노출 예방, 지역사회와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이며, 흡연자, 임산부, 만성기침을 호소하는 어린이, 재발하는 호흡기 감염자 등의 고위험군에
따른 평가도구를 제시하였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흡연율 감소, 폐기능 검사 증가, 입원율 감소 및 전체 비용,
환자 1인당 진료비 감소의 성과를 이뤘다. 이탈리아의 경우 학교에서의 호흡기계 질환 예방에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실내 위험요인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질병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맺음말
COPD는 발병, 질환의 경과 및 질환에 따른 후유증 측면에서 만성적인 질환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통합적인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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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end of life care pathway6.

인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질환이다. 대표적인 외국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효과적으로 COPD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질환 발병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의 관리, 조기 진단을 위한 노력, 적절한 치료, 재활 및 생애 말기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예방 활동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도 외국에서 소개된 일부 프로그램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프로그램이 개발 또는 적용되고 있다. 그 예로 COPD 치료의 질향상을 위해서 적정성 평가 사업을 시행하거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표준 진료 지침 및 교육 자료 개발, 환자 및 대국민 질환 예방 홍보 사업 등이 펼쳐지고 있으나,
아직도 COPD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 마련이 부족하며, COPD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나라마다 의료서비스 체계가 다를 수 있으나 COPD의 예방 및 관리 목표는 동일하며, 이런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COPD와 관련된 다양한 직종/부처의 다학제적인 통합적 노력 및 협업이 필요하고, 의료
서비스 체계의 지원/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장기적인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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