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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COPD 자가기계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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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is characterized by hyperinflation of lung, general atrophy of
inspiratory muscles, and presence of intrinsic positive end-expiratory pressure due to airway obstruction, resulting
in increase in respiratory threshold and workload. In these conditions, noninvasive ventilation (NIV) using positive
pressure can decrease load to respiratory muscles and respiratory workload, improve efficiency of alveolar ventilation and degree of dyspnea. In spite of lack of concrete evidence, NIV potentially improves quality of life,
prolongs survival, and improves gas exchange and sleep quality. Especially, NIV is effective in patients with
arterial carbon dioxide levels greater than 55 mmHg, or nocturnal hypoventilation and arterial carbon dioxide
levels between 50 and 54 mmHg, and frequent hospitalization. Therefore, long-term home ventilation with NIV
can be considered in severe stable COPD patients with hypercapnic respiratory failure in spite of optimal med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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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계환기(mechanical ventilation)는 산소를 흡입시키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도록 인공적으로 고안된 기계를 이용
하여 환기를 보조하는 방법이다. 기관삽관(tracheal intubation), 기관절개(tracheostomy) 등의 인공기도(artificial airway)를 이용해 기계환기를 전달하는 방법이 침습적(invasive) 기계환기, 인공기도의 확보 없이 마스크나 헬멧 등을
이용해 기계환기를 전달하는 방법이 비침습적(noninvasive) 기계환기이다. 비침습적 환기(noninvasive ventilation,
NIV)는 침습적 환기에 비해, 사용이 용이하고 상기도 상해, 기계환기 연관성 폐렴(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대화 및 음식 섭취의 장애 등의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의 급성악화, 천식지속상태(status asthmaticus) 등의 고탄산혈증성 호흡부전(hypercapnic respiratory failure), 심인성 폐부종(cardiogenic pulmonary edema),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등의 저산소성 호흡부전(hypoxemic respiratory failure), 면역저하 환자에서의 호흡부전, 수술 후 및 발관
(extubation) 후 호흡부전 등의 급성호흡부전(acute respiratory failure)에서 흔히 고려되고 적용된다. 또한 제한성
폐질환(restrictive lung disease), 근위축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및 야간 저환기(nocturnal hypoventilation) 등의 만성호흡부전 환자들에서도 효과가 있어, 삶의 질, 생존율, 가스교환 및 수면의 질 등을 개선한다1-3.
NIV는 안정적인 COPD 환자들에서도 자가치료로 적용이 가능하다4. 실제로 COPD로 인한 만성호흡부전이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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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기계환기(long-term home mechanical ventilation)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 그러나 안정적인 COPD 환자
에서 NIV를 이용한 장기간의 환기보조에 대한 임상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며 많은 논란이 있다6-8. 본 종설에서는
안정적인 COPD 환자에서 NIV를 이용한 자가기계환기에 대해서 기전, 임상적 근거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2. COPD 환자에서 NIV의 병태생리적 효과
COPD 환자들의 폐는 일반적으로 과팽창(hyperinflation)되어 있고, 흡기근(inspiratory muscles)은 전반적인 위축
으로 강도 및 지구력이 감소된다. 또한 기류의 폐쇄로 인한 내인성 호기말양압(intrinsic positive end-expiratory pressure)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호흡문턱값(respiratory threshold)이 상승되어 호흡일(respiratory workload)이 증가된
다. 중증 COPD 환자들은 호흡 예비력이 매우 감소되어, 약한 정도의 기관지연축, 객담, 공기걸림(air trapping),
과팽창 등으로도 호흡근에 대한 부하가 증가하고, 근력 및 용량을 초과하여, 호흡근의 피로 및 이로 인한 호흡부전이
발생한다. 양압(positive pressure)을 이용한 NIV는 호흡근에 대한 부하를 감소시키고, 폐포환기의 효율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호흡일을 감소시켜, 동맥혈내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낮추고 호흡곤란을 개선한다.
3. 안정적인 COPD에서 NIV의 잠재적 임상 효과
초기 임상 연구에서 NIV는 안정적인 중증 COPD 환자들의 수면 중 가스교환 및 수면의 질, 운동 능력 및 주간
9-13
동맥혈 가스 검사 결과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특히 동맥혈 내 이산화탄소 분압이 55 mmHg를 초과하
거나, 50 mmHg에서 54 mmHg이면서 야간 저환기를 동반하는 경우, 그리고 입원이 잦은 COPD 환자들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4,14. 또한 호흡근의 만성적인 피로를 개선하고15, 저산소증을 동반한 야간 저환기의 빈도를 감소시켜
16
6
수면 시간 및 효율을 증가시키며 , 호흡중추를 재설정시켜 주간 고탄산혈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 NIV는 장기산
소요법과 병행할 경우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데, 주간 동맥혈내 이산화탄소의 분압, 휴식시 호흡곤란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17,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18. 그러나 입원율과 폐기능에 미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4. 환자의 선택
이상의 잠재적인 임상 효과들에 대한 보고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NIV 자가기계환기가 COPD 환자들의 호흡
곤란, 운동 능력, 삶의 질, 가스 교환, 수면의 질, 입원율 및 생존율 등을 유의하게 개선시킨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는 부족하다19,20. 최근 시행된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가스 교환 및 운동 능력을 개선하나,
14
장기적인 사망률, 폐기능, 운동 능력 및 가스 교환에 미치는 효과가 없으며 , 비침습적 양압환기를 야간에만 적용한
21
경우에도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따라서 안정적인 COPD 환자들에서 비침습적 양압환기를 일상적
으로 적용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으며,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20. 동맥혈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55
mmHg를 초과하면서, 기계환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한 급성 고탄산혈증성 호흡부전이 반복되는 환자들에서 선택적
20
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만성 고탄산혈증성 호흡부전이 지속되는 환자들에 대한 비침습적
양압환기의 적용 여부는 호흡기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19. COPD로 인한 만성호흡부전의 경우와 달리,
COPD와 폐쇄수면무호흡이 동반된 중복증후군(overlap syndrome) 환자들에서는 지속성기도양압이 생존율과 입원
위험도를 명확히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폐쇄수면무호흡의 동반이 의심되는 COPD 환자들에서는 수면다원
검사를 통한 중복증후군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속성기도양압의 적용을 결정한다20,22.
충분한 임상적 근거들이 마련될 때까지 NIV 자가기계환기가 효과적일 수 있는 환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23
24
될 수 있는 것으로는 2002년 발간된 영국흉부학회 지침 과 1999년 미국에서 발간된 컨센서스 컨퍼런스 지침 이
있다. 영국흉부학회 지침에 따르면, 급성악화로 인해 7일 이상 NIV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소섭취가 적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고탄산혈증이 있거나, 1년에 3번 이상 고탄산혈증성 호흡부전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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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ative contraindications to long-term noninvasive ventilation for COPD patients
Severe comorbidity that is likely to shorten survival more than lung disease (end-stage malignancy, liver disease).
Congestive heart failure may respond favorably
Unmotivated patient
Nonadherence to oxygen or medical therapy
Cognitive impairment that interferes with patient’s ability to understand therapy
In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Insufficient caregiver resources
Unable to tolerate or fit mask, claustrophobic patient

Table 2. Monitoring noninvasive ventilation in COPD: basic aspects in a chronic setting
Patient comfort
Mask fit and leak
Hours of use
Problems with adaptation (eg, nasal congestion, dryness, gastric insufflation, conjunctival irritation, inability to sleep)
Symptoms (eg, dyspnea, fatigue, morning headache, hypersomnolence)
Gas exchange: daytime, nocturnal oximetry, blood gases measured periodically to assess PaCO2
Polysomnography if symptoms of sleep disturbance persist or nocturnal desaturation persists without clear explanation

자가기계환기를 권고한다. 미국의 컨센서스 컨퍼런스 지침에서는 저환기 증상이 있고 동맥혈 내 이산화탄소 분압이
55 mmHg을 초과할 경우 야간에 NIV 자가기계환기기를 처방하고, 50에서 55 mmHg일 경우에는 산소를 2 L/min
투여하는 데도 불구하고 산소포화도가 5분 이상 88% 미만으로 감소할 때 NIV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NIV
자가기계환기에 대한 상대적 금기는 Table 1과 같다4.
5. NIV 설정 및 감시
적절한 NIV의 설정에 대한 컨센서스는 없으나, timed mode가 patient-initiated mode 보다 호흡근이 부하를 감소시
25
키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 환자와 기계환기기 간 부조화(asynchrony)는 가스교환을 악화시키므
로, 조화가 잘 유지되어야 호흡일이 감소되고 환자가 편안하고 안정될(sense of well-being) 수 있다. 임상의가 NIV
자가기계환기를 시행하고 있는 COPD 환자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은 Table 2과 같다4.
6. 결론
NIV 자가기계환기는 안정적인 중증 COPD 환자의 병태생리적 이상으로 인한 호흡생리의 이상을 보조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다양한 임상적 지표들을 개선할 수 있다. 비록 폐기능이나 사망률 등을 개선시키는 근거는 명확지 않으나,
NIV 자가기계환기가 이득이 될 수 있는 환자들을 잘 선택하여 적용한다면, 증상 및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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