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성폐질환(Obstructive Lung Disease)

Volume 3, Number 1, January, 2015

V 폐이식 후 발생하는 폐쇄성 세기관지염 증후군
조경욱, 홍상범, 심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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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g transplantation is an established therapy for a range of end-stage pulmonary disease. Long-term outcomes,
however, remains limited primarily because of the onset of bronchiolitis obliterans syndrome (BOS), which is
characterized by irreversible progressive airflow limitation. This article reviews current knowledge of the pathogenesis, incidence, diagnosis, risk factor of BOS and outlines the current practice in the treatment of this serious
co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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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폐이식은 말기 폐질환 또는 비가역적인 급성 폐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일측, 양측 폐이식
또는 심폐이식을 통해서 장기생존 및 삶의 질 향상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약 3,500건의 폐이식
이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3년에 46건의 폐이식 수술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다른 장기이식과는 달리 폐이식
은 이식 후 성적이 아직은 좋지 않은 편으로, 폐이식 후 5년 생존율은 약 50%, 평균 생존기간은 약 5.3년에 불과하다1.
이렇게 생존율이 낮은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수술 후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만성거부반응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성거부반응의 약 30%는 제한성폐질환 형태인 restrictive allograft syndrome (RAS), 나머지 약
70%는 폐쇄성폐질환 형태인 폐쇄성 세기관지염 증후군(bronchiolitis obliterans syndrome, BOS)의 형태로 나타난다2.
BOS는 이렇게 만성거부반응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으로, 한 번 BOS가 발생하면 폐기능 저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서 대개 3년 뒤에 사망하게 된다3. 따라서 BOS는 폐이식의 장기 성적 및 예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BOS가 이미 발생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azithromycin 및 extracorporeal photopheresis (ECP) 등 새로운 치료법이 일부 환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임이 알려
지면서 BOS의 정의 및 예후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다. 한편 BOS는 폐이식 뿐만 아니라 조혈모세포이식
후에도 발생하지만 여러 가지 특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 종설에서는 폐이식 후 발생한 BOS를 중심으로 고찰하
고자 한다.
2. BOS의 발생빈도 및 자연경과
BOS는 폐이식 5년 후 50%, 10년 후 80% 정도의 환자에서 발생할 정도로 빈도가 높으며4, 이식 후 BOS 발생까지의
중앙값은 4.5년이다. 일단 BOS가 발생한 환자는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 폐기능이 급속도로 저하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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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 따르면 BOS 진단 후 FEV1이 매달 약 116 ml 정도 감소하게 된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진 환자의
FEV1 저하속도가 1년에 약 30 ml 정도임을 감안하면6, 다른 폐쇄성 폐질환에 비해서 폐기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50배 가까이 높을 정도로 급격히 진행된다. 결국 환자는 이식 전과 비슷한 정도의 호흡곤란 또는 삶의 질 저하를
1
느끼게 되며, BOS 발생 후 평균 3년 정도 후에 사망하게 된다 .
3. BOS의 위험인자
BOS의 발생에는 선천면역, 적응성면역 뿐만 아니라 자가면역 등 다양한 면역학적 기전이 모두 관여하는 것으로
4
알려져 있다(Figure 1) .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인자가 BOS의 발생과 관계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일차 이식장기 기능부전(primary graft dysfunction), 급성거부반응, 항 HLA 항체의 존재, 거대세포바이러스 등에
의한 폐렴, 위식도역류질환 등이 BOS의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 생각되고 있다(Table 1)7,8. 한
번 BOS가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BOS 발생을 가능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런 위험인자들 중 미리
피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교정하고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많은 병원에서는 급성거부반
응의 임상적인 증후가 없어도 폐이식 후 정기적으로 경기관지폐생검을 시행해서 무증상 급성거부반응의 증거가 있는
9
지를 조사해서 필요한 경우 치료를 하고 있으며 , 위식도역류질환에 의한 BOS 발생을 줄이고자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도 일괄적으로 예방적 프로톤펌프억제제 투여 등을 하고 있다.
4. BOS의 진단
폐쇄성 세기관지염의 가장 확실한 진단은 폐조직검사이다. 하지만 폐쇄성 세기관지염은 폐에 산발적으로 생기기

Figure 1. Multiple immune mechanism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BOS4.
Table 1. Risk factors for BOS8
Primary graft dysfunction (PGD)
Acute cellular rejection
Lymphocytic bronchiolitis
Humoral rejection (e.g. de novo anti-human leukocyte antigen antibodies)
Gastro-oesophageal reflux and microaspiration
Infection
Viral
Bacterial
Fungal
Persistent neutrophil influx and sequestration (bronchoalveolar lavage neutropilia)
Autoimmunity (collagen V sensit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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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경기관지폐생검(transbronchial lung biopsy)은 민감도가 떨어지며, 폐쇄성 세기관지염
이 생긴 환자는 이미 호흡곤란이 있고 폐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신마취 하에 폐생검을 하는 것은
3
위험성이 있다 . 그러므로 폐쇄성 세기관지염 진단을 폐조직검사로 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국제 심장
및 폐이식 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Heart and Lung Trasnplantation, ISHLT) 지침에서는 폐기능검사로 폐쇄성
세기관지염의 진단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0. 다만 폐기능검사로 진단하는 경우는 폐쇄성 세기관지염을 조직학적으
로 진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단명 뒤에 ʻʻ증후군(syndrome)ʼʼ을 추가해서 폐쇄성 세기관지염 증후군(BOS)이라고
10
명명한다 . ISHLT 지침에 따르면 이식 후 적어도 3주 간격 이상으로 두 번 이상 검사한 FEV1 최고치의 평균을
기저값으로 할 때 FEV1이 감염이나 급성거부반응 등 다른 이유 없이 기저치의 80% 이하로 감소한 경우를 BOS로
정의하게 되며, FEV1의 감소 정도에 따라서 중증도를 분류한다(Table 2). 또한 BOS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FEV1이 80% 이상이지만 FEF25-75%가 최대 기저치의 75% 이하로 감소된 경우는 BOS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초기
단계로(BOS 0p) 세부분류하고 있다(Table 2). 이 폐기능에 근거한 BOS 진단지침이 나온 2002년 당시에는 폐이식
후 발생한 만성거부반응은 대부분 BOS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RAS라는 제한성 폐질환 형태의 새로운 만성
11,12
거부반응이 있음이 밝혀졌으며 BOS에 비해서 더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02년 지침은 FEV1만으로
BOS를 진단하게 되어 있어서 이 기준만으로는 BOS와 RAS를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FVC 및 FEV1을
2
동시에 사용해서 만성거부반응을 진단 및 분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Figure 2) .
Table 2. Classification of BOS10
BOS
BOS
BOS
BOS
BOS

0
0p
1
2
3

FEV1＞90% of baseline and FEF25%∼75%＞75% of baseline
FEV1 81%∼90% of baseline and/or FEF25%∼75%≤75% of baseline
FEV1 66%∼80% of baseline
FEV1 51%∼65% of baseline
FEV1≤50% of baseline

2

Figure 2. Classification of acute and chronic lung allograft dysfunction after lung transplan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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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OS의 치료
폐이식 후 급성거부반응이 생긴 경우는 고용량 steroid를 사용하도록 권고되고 있지만, 고용량 steroid가 BOS에
도움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만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2014년 ISHLT, 미국흉부학회,
유럽호흡기학회 통합 지침에서는 BOS가 있는 경우 하루에 30 mg 이상의 고용량 steroid를 장기간 쓰지 않도록
8
권고하고 있다 .
폐이식 후 사용하는 면역억제제는 대부분 steroid, 칼시뉴린 억제제(calcineurin inhibitor), mycophenolate의 세
가지 조합을 사용하게 된다. 이 중 칼시뉴린 억제제는 cyclosporin과 tacrolimus (FK506) 두 가지 약 중에서 하나를
사용하게 되는데, cyclosporin으로 치료받았던 환자에서 BOS가 생긴 경우 tacrolimus로 변경하면 폐기능저하속도가
완화된다는 일부 연구가 있다13. 이를 근거로 해서 cyclosporin을 사용하던 환자에서는 tacrolimus로 변경하는 것이
추천된다.
Azithromycin은 azalide 계열 항생제로서, 호흡기영역에서는 지역사회획득성 폐렴 또는 비결핵항산균 폐질환의
치료에 많이 사용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기관지확장증 환자에서 1년간 azithromycin을 투여했을 때 악화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이 최근에 보고되었는데 이는 이 항생제의 항균효과 때문이 아니라 면역력을 조절하는 효과
14,15
때문으로 생각된다 . BOS도 다양한 면역학적인 기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므로 azithromycin을 투여했을 때 폐기
능 저하속도가 감소되거나 폐기능이 저하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치료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있다. 전체 환자
16,17
중 약 30∼40%의 환자가 이렇게 azithromycin에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이렇게 치료반응을 보이는
17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기관지폐포세척액의 중성구 및 IL-8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 이렇게 azithromcyin에 반응을 보이는 BOS는 일반적인 BOS와 자연경과 및 예후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azithromycin 반응성 이식장기 기능부전(azithromycin responsive allograft dysfunction)이라는 독립된 질환군으로 따로
2
구별해서 명명하고 있다 . 또한 한 무작위 배정 연구에 따르면 azithromycin을 폐이식 직후부터 투여한 환자에서
위약군을 투여한 환자에 비해서 2년 후 BOS 발생이 유의하게 적음이 증명되어서 azithromycin이 BOS 발생을 예방하
18
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Figure 3) . 이를 근거로 해서 많은 폐이식센터에서는 폐이식 직후부터 azithromycin을
예방적으로 투여하고 있다.
Extracorporeal photopheresis (ECP)는 혈액에서 백혈구를 분리해서 8-methoxypsoralen과 자외선 A에 노출시킨
후 다시 혈액으로 넣어주는 시술이다. 일부 T 세포 임파종 및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의 치료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왔

18

Figure 3. The role of azithromycin to prevent BOS after lung tranplan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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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고 좋은 치료성적이 보고되었다 . 임파구의 세포자멸사(apoptosis)를 유도하고 조절(regulatory) T 세포의 생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작용기전은 명확하지 않다21. 외국에서는 이미 약 10여 년 전부터 BOS의
치료에 ECP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한 연구에서는 51명의 BOS 환자에서 ECP를 시행했을 때 61%의 환자에서
FEV1 저하 속도가 줄어들거나 또는 호전되었으며, 이렇게 반응을 보인 환자는 생존율도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고하였
다22. 따라서 azithromycin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에서는 ECP 치료를 하면 일부 환자에서는 좋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국내에서 ECP 치료는 전무하다.
그 외에도 alemtuzumab, anti-thymocyte globulin 등이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어서 사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8.
6. 조혈모세포이식 후 발생하는 BOS
23

조혈모세포이식 후에도 BOS가 발생하며, 만성이식편대숙주병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생기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폐이식 후 발생하는 BOS와 동일한 병리학적, 영상의학적 특징 및 폐기능검사소견을 보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차이점
을 보인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발생빈도로, 폐이식과는 달리 조혈모세포이식 후에는 2∼14%의 환자에서만 BOS가
24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하지만 예후는 더 좋지 않아서, 한 연구에서는 5년 생존율이 약 30%에 불과함을
25
보고하였다 . 또한 폐이식과는 달리 BOS가 생긴 후에 azithromycin 투여가 폐기능 저하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없다는 무작위배정 연구가 있으나 대상환자수가 너무 적은 한계점이 있다26. 이 외에도 일부 환자에서 고용량 steroid,
23,27,28
흡입성 steroid, montelukast 같은 약들이 효과가 있음이 보고가 되었는데
, 폐이식 후 발생한 BOS에서는 이런
약들이 효과가 없거나 불분명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치료제에 대한 반응에서도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7. 결론
BOS는 폐이식 후 발생하는 가장 흔한 만성거부반응으로 폐이식의 장기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다. 한번 발생하면 예후가 좋지 않지만,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했을 때 일부 환자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폐이식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BOS의 특정 위험인자와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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