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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COPD 환자 치료를 위한 혈액 호산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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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rge amount of biomarkers has been evaluated in COPD patients. However, there are still no well validated
biomarkers or surrogate endpoints that can be used to establish efficacy of novel drugs for COPD. Eosinophilic
inflammation is thought to be a characteristic feature of asthma rather than COPD. However, studies have shown
that a subset of COPD patients with eosinophilic airway inflammation exists. Higher sputum and blood eosinophil
counts are associated with increased corticosteroid responsiveness in COPD patients. Recent studies suggest that
blood eosinophils show promise to not only serve as a biomarker for predicting reduction in exacerbations with
inhaled corticosteroid therapy but also as a biomarker for predicting risk of pneumonia with such therapy. A
cutoff of 2% or more blood eosinophil seems to hold the most promise as a biomarker for prediction of several
outcomes including exacerbation reduction, safe withdrawal of steroids, response to systemic steroids. Blood
eosinophil measurements may be useful for selecting patients for different therapeutic approaches. However,
there are still a number of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regarding eosinophils as biomarkers in C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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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바이오마커란 ‘정상적인 생물학적 과정, 질병 진행 상황, 그리고 치료방법에 대한 약물의 반응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정의된다1. 폐활량 검사에서의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FEV1)은
COPD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생리적 바이오마커이지만, 약제 치료 반응을 평가하
고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COPD 환자에서의 맞춤 치료를 위해서는 약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비침습적
바이오마커 개발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COPD 바이오마커 개발 및 검증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아직
까지 임상 현장에서 환자 맞춤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바이오마커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혈액 호산구 숫자에
따른 흡입스테로이드 치료 효과와 COPD 환자의 예후에 대한 여러 연구가 발표되어 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호산구 생리
호산구의 생리적 역할로는 감염에 대한 면역반응, 조직 개형(tissue remodeling), 종양감시(tumor surveillance)나
다른 면역세포의 유지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문이 많다2. 호산구는 골수에서 g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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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ocyte-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 (GM-CSF)와 interleukin (IL)-3, IL-5의 영향으로 골수 조혈모세포에서
분화된다3. 말초혈액에서 전체 백혈구의 1∼5%를 차지하며 정상 말초혈액 호산구 수는 500/μL 이하로 알려져 있다.
인종에 따른 정상 호중구 수의 차이가 호산구 비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종에 따라 말초혈액의 정상 호산구
4
비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또한 말초 혈액 호산구 수는 정상인에서도 하루 중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변이가
5-7
있다 . 호산구는 혈액보다는 조직에서 수백배 이상 많이 존재하며, 주로 소화기, 비장, 림프절, 흉선, 유선과 자궁에
8
많이 분포한다 . 호산구의 조직 침윤은 eotaxin에 의해 매개되는데, 호산구의 기도 동원(recruitement)은 Th-2 세포에
2
서 분비되는 IL-4와 IL-13과 같은 사이토카인에 의해 매개된다 . 조직 내 호산구의 비정상적인 증가는 조직 및 장기의
손상을 유발하게 되며, 이는 호산구 과립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에 기인한다. 호산구는 4가지 특징적인 단백질
인 주염기단백질(major basic protein, MBP), 호산구 과산화효소(eosinophil peroxidase, EPO), 호산구 양이온단백질
(eosinophil cationic protein, ECP)과 eosinophil derived neurotoxin (EDN)이 과립에 저장되었다가 분비된다. ECP는
세포막에 부착하여 투과성을 변화시키고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며, MBP는 폐포 상피세포를 손상시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면역글로불린과 보체 및 사이토카인에 의하여 활성화 된 호산구는 여러 종류의 사이토카인(IL-2,
3, 4, 5, 10, 12, 13, 16, 25, TGF-α/β 등)과 케모카인(RANTES, eotaxin, MCP-3, MIP-1α 등) 및 지질 유래 매체
(PAF, cysteinyl leukotrienes)를 분비하여 다양한 생리학 변화를 야기한다3.
3. COPD 병인에서 호산구의 역할
호산구에 의한 기도 염증은 주로 천식의 병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COPD는 주로 호중구,
9
대식세포, CD8＋T 림프구에 의한 염증반응으로 인한 세기관지염과 폐기종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
그러나 COPD에서도 호산구성 기도 염증이 병인에 중요하게 관여할 수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10-15.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기관지염이 동반된 COPD 환자에서 기관지 조직검사에서 호산구의 증가가 관찰되지만 기관지폐
포세척액에서의 eosinophil cationic protein (ECP)는 천식에 비해 낮은 것을 보여주어 천식에 비해 COPD에서는
호산구의 활성화가 낮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11. 그러나 중등도에서 중증 COPD 환자에서 시행된 다른 연구에서는
12-16
천식 환자보다 높은 ECP 증가를 보여 중증 COPD에서도 호산구의 활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최근
발표된 유전자 발현 연구에서 COPD 환자와 천식 환자의 기도상피세포의 유전자 발현의 변이에 상당한 공통성이
있으며, COPD 환자의 일부에서도 Th2 염증에 관련된 유전자의 변이가 관찰되어 천식의 병력이 없는 COPD 환자에서
16
도 Th2 염증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COPD에서 호산구성 기도 염증의 발생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며, 그 동안 주로 비가역적 기도폐쇄에 천식의 요인이
동반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9.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천식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제외했음에도 COPD 일부
환자에서 호산구성 기도 염증이나 호산구 증가가 관찰되어 단순히 천식이 동반된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점이
있다. 흡연이나 다른 기전에 의한 기도 점막에 증가된 호중구에 의한 호산구의 유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만 일부 환자에서 보이는 매우 높은 객담 호산구 증가를 설명하기는 힘들다. 다른 가설로는 호산구성 기관지염에
10
의한 폐기능 저하로 COPD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
4. 호산구성 기도염증의 측정
호산구성 기도염증은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를 통해 평가될 수 있으나, 침습적인 검사로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기
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객담 세포검사를 통한 호산구 수와 백혈구에서 호산구의 비율 측정은 조직검사상의 호산구성
염증 정도와 좋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호산구성 기관지염, 천식의 진단 및 치료에 유용한 바이오마커로
17-19
알려져 있다 . 일반적으로 객담 백혈구 수에서 3% 이상의 호산구가 관찰될 경우에 호산구성 기도 염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20. 유도객담 검사는 비교적 비침습적으로 기도의 호산구성 염증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나 숙련된
전문가와 검사 장비가 필요하고, 고장성 생리식염수 흡입으로 인한 기도 수축의 위험과 적절한 객담을 얻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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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아 실제 임상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유도객담 호산구 측정의 어려움으로 최근에는 측정이 간편하
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혈액 호산구 수를 측정하여 호산구성 기도염증의 대체표지자(surrogate marker)로 활용하고 있다. 혈액 호산구 수와 객담 호산구 수는 중등도 정도의 상관성을 보이고, 2% 이상의 객담 호산구
22
증가를 예측하는데 85% 정도의 정확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호산구성기도 염증의 다른 바이오마커로는 호기 산화질소(fractional exhaled NO, FeNO) 측정 천식 환자를 대상으
로 많이 연구되었다. 호기 산화질소는 측정이 쉽고 빠르며 비침습적인 장점이 있다. 천식에서 호기 산화질소는 스테
23
로이드 치료 반응성을 예측하고 천식 조절 정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COPD 환자에서 FeNO가
증가된 경우 흡입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나24, 다른 연구에서는 FeNO가 객담 또는
25
혈액 호산구 수와 연관성을 보이지 않아 COPD에서 바이오마커로서의 의의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은 상태이다 .
Periostin은 IL-13을 포함하는 다양한 자극에 의해 기관지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로 Th2 면역반응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Periostin은 천식 환자에서 anti-IL-13 치료제인 Lebrikizumab의 효과를 예측할
27
수 있는 유용한 바이오마커로 알려졌다 . 국내 COPD 환자 대상 KOLD 코호트 연구에서 혈액 호산구 수와 함께
혈장 periostin이 흡입 스테로이드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나 이에 대해
서는 추가적인 전향적 연구로 검증이 필요하다28.
5. 혈액 호산구에 의한 COPD 표현형 분류
10-13

안정 상태의 COPD 환자의 약 10∼40%에서 객담에서 호산구 증가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또한
14,15
COPD 악화 시에 호산구성 기도 염증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 COPD의 표현형 분류에서 혈액 호산구는 2%를
기준으로 객담 호산구의 3% 이상 증가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29. 최근 유럽에서 시행된 ECLIPSE
(Evaluation of COPD Longitudinally to Identify Predictive Surrogate End points) 코호트 연구에서 1,483명의 COPD
환자 중에 3년 동안 혈액 호산구가 2%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37%, 2% 이상과 미만으로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49%, 2% 미만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13.6%로 보고되었다30.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 호산구가 2% 이상인 COPD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고령의 남성이 많았고, 현 흡연자는 적었으며 비교적 폐기능이 좋고 증상이 적었다.
30
또한 추적기간 동안 혈액 호산구가 2% 미만이 지속되는 COPD 환자에서 폐기종의 진행이 빨랐다 . 또한 혈액 호산구
가 2% 이상일 경우 급성악화의 위험이 증가하고 사망률이 높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31-34. 최근 COPD 악화에
대해서도 4가지 표현형(세균성, 바이러스성, 호산구성과 pauci-inflammatory)으로 분류가 제시되고 있는데, COPD
29
악화 환자의 28%에서 객담 호산구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
6. 혈액 호산구에 의한 COPD 치료 약제 반응
흡입 또는 경구 스테로이드는 천식과 COPD 환자의 항염증 치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천식에서 스테로이드는
호산구성 기도 염증을 감소시키고 악화를 예방하는데, COPD에서도 객담 호산구가 증가된 경우 흡입스테로이드에
35,36
치료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천식과 유사하게 COPD 환자에서 객담 호산구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악화를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15. 최근 혈액 호산구 비율에 따른 흡입스테로이드/지속성베타항진지의 효과에
37
대한 대규모 임상연구의 후향적 분석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Pavord 등 은 fluticasone propionate/salmeterol 복합제
와 지속성 항콜린제, 지속성 베타항진제 또는 위약과의 비교 임상연구인 INSPIRE, TRISTAN, SCO 30002 임상 시험
결과를 혈액 호산구 비율에 따라 분석하였다. 혈액 호산구가 2% 이상인 환자군에서 fluticasone propionate/salmeterol 복합제가 tiotropium이나 위약에 비해 유의하게 악화를 감소시켰다. 이에 반해 혈액 호산구가 2% 미만인 경우
37
투여 약제간 악화 빈도 감소에는 차이가 없었다 . Beclomethasone dipropionate와 formoterol fumarate와 formoterl
을 비교한 FORWARD 연구의 post-hoc 분석에서는 대상환자의 혈액 호산구수를 4분위로 나누어 분석할 때, 혈중
호산구가 279개 이상인 환자군에서 Beclomethasone dipropionate와 formoterol fumarate 복합제가 formoterol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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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유의하게 악화 빈도를 감소시키고, 폐기능과 삶의 질을 개선시켰다 . 또한 ISOLD 연구의 pos-hoc 분석에서
도 혈액 호산구가 2% 이상인 COPD 환자군에서 fluticasone propionate가 위약에 비해 유의하게 폐기능 감소가 적었
38
으나, 혈액 호산구가 2% 미만인 COPD 환자군에서는 폐기능 감소에 차이가 없었다 . 최근 시행된 COPD 환자에서의
흡입 스테로이드 중단에 대한 WISDOM 연구에서 혈액 호산구 수가 4% 이상이거나 300개 이상인 환자군에서는
흡입 스테로이드 중단 시 악화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여 주어 대상 환자군의 특성과 연구 결과 변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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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호산구의 cut-off 값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 COPD 급성악화 치료에서도 혈액 호산구 수가 2% 이상인 환자에만
선택적으로 전신 스테로이드 투여하는 것이 모든 환자에게 전신 스테로이드 투여하는 것과 비교하여 치료 성공률에는
차이가 없어 경증 또는 중등증 COPD 악화 환자에게 불필요한 스테로이드 투여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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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 .
7. 결론
COPD 환자 치료를 위한 다양한 약제와 치료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많은 COPD 환자들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는 다양한 COPD 환자의 표현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모든 환자에게 획일적인 치료법을 적용한 것에도 일부 기인한
다. 최근 임상 표현형에 따른 치료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혈액 호산구가 흡입스테로이드 치료 반응 예측 바이오
마커로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혈액 호산구가 기도내 호산구성 염증반응을 잘 대변하지
못하고, 인종 뿐만 아니라 개인별 변이가 있어 일률적인 기준값으로 표현형을 나눌 수가 없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혈액 호산구에 따른 치료제의 효과에 대한 전향적 임상 연구가 없어 아직까지 COPD 진료 지침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향후 혈액 호산구에 따른 흡입 스테로이드나 새로운 약제의 효과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 유용성을 규명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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