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번호: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전문/일반: 전문, 희귀   성분·함량: Pirfenidone 200, 400, 600mg  효능·효과: 특발성 폐섬유증의 치료  용법 · 용량 : 성인 이 약은 초기용량으로 1일 3회, 1회 1정(피르페니돈으로서 200mg)을 식후에 경구투여한다.  환자의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간격으
로 1회 200mg씩 증량하여 1일 3회, 1회 600mg(1일 180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이 약 투여시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환자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용량 감량 또는 투여중단을 고려한다. 주의사항 1) 광과민증이 매우 흔하게 보고되었다. 이 약 투여기간 동안 직사광선(태양등 포함) 
노출을 피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외출 시에 긴소매 의복, 모자 등을 착용하고, 양산, 자외선 차단제 등을 사용하며, 광과민증을 일으키는 약물의 복용을 피해야 한다. 2) 피부 이상반응(광과민증, 발진,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사에게 신속하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증도
에 따라 용량감량 또는 일시적인 투여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3) 간효소(AST, ALT 등) 수치 상승을 동반하는 간기능 장해, 황달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간기능 검사(ALT, AST, 빌리루빈)를 실시한다. 투여시작 후에는 정기적으로(최소 6개월 동안 1개월마다, 그 이후에는 3개월마다) 검
사를 실시하여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4) 간효소 수치가 유의하게 상승할 경우, 용량조절 또는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① 간효소(ALT/AST) 수치가 정상상한치의 3~5배 상승한경우 : 투여약물 중 농도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약물을 모두 중단하고,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필요시 
이 약의 용량을 감량하거나 투여를 중단한다. 간기능 검사결과 정상범위 이내이고 내약성을 보인다면, 1일 권장용량으로 재증량할 수 있다. ② 간효소(ALT/AST)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5배 이내 상승 및 고빌리루빈혈증 등의 증상을 동반할 경우 :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지하고, 동일 환자에게 재투여
해서는 안된다. ③ 간효소(ALT/AST)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5배 초과 상승할 경우 :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지하고, 동일 환자에게 재투여 해서는 안된다.5) 드물게 AST 및 ALT의 상승은 빌리루빈 증가와 관련이 있다. 치명적인 사례를 포함한 약물에 의한 간손상 사례가 시판 후 보고되었다.피로, 식욕부
진, 우측 상복부불편, 검은소변 또는 황달을 포함한 간손상의 증상을 보고한 환자의경우 정기적인 간기능 검사 모니터링 외 추가적으로 임상평가 및 간기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6) 위장관계 이상반응(식욕부진, 구역, 설사 등)이 나타날 경우,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용량감량 또는 투여중단을 고려한
다. 7)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 호중구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투여중지 등 적절한 처치를 실시한다. 8) 졸음, 어지러움, 휘청거림,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 조작을 하지 않
도록 주의한다. 또한 어지러움이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용량감량 또는 투여중지를 고려해야 한다.9) 체중감소가 흔하게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 약을 투여하는 환자의 체중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임상적으로 유의한 체중감소가 나타날 경우 칼로리 섭취를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10) 혈관부종 
/ 아나필락시스 : 피르페니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 투여 후 ��, �� 및/또는 �의 �기와 �은(일부 �각한) 혈관부종으로 인해 호흡곤란 또는 천명과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시판 후 조사에서 보고되었다. 따라서 피르페니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 투여 후 혈관부종 증상, 중증 알레르기 반응 또는 징
후가 나타난 환자는 즉시 치료를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르페니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으로 인한 혈관부종이나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11) 저나트륨혈증 : 저나트륨혈증이 보고되었다. 저나트륨혈증의증상은 감지하기 힘들 수 있고, 동반 질환의 
존재에 의해 가려질 수 있으므로 관련 검사 지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권고된다. 구역이나 두통, 어지럼증 등 저나트륨혈증을 시사하는 징후와 증상이 있는 경우에 특히 모니터링이 권고된다.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포장단위: 90정/상자 (6정 / PTP x 15 / 상자)  제품코드 및 약가: 
•200mg : 642404230 / 2,150원  •400mg : 642404290 / 3,600원  •600mg : 642404300 / 4,800원 ※ 이 내용은 허가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파이브로정은 국내 최초 고용량을 개발하여 
국내 다수의 상급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References 1. 바헬바® 레스피맷®,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2019년 10월. 2. 스피리바® 레스피맷®,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2019년. 10월. 3. Dhand R, et al. Int J Chron Obstruct Pulmon Dis. 
2019;14:509-523. 4. Hänsel M, et al. Adv Ther. 2019;36(9):2487-2492.

VAHELVAⓇ RespimatⓇ 제품요약정보
[원료약품 및 분량] 100ml 중 티오트로퓸브롬화물수화물 28.27mg, 올로다테롤염산염 24.76mg [효능•효과] 기관지확장제로서 성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 완화를 위한 유지요법제 [용법•용량] 성인 권장용량: 티오트로퓸으로서 5ug 및 올로다테롤로서 5ug이며, 매일 같은 시간대에 1일 1회 레스피맷 흡입기를 2
번 분사하여 흡입한다. 권장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이 약은 흡입용으로만 사용한다. 1. 고령자에게도 이 약 권장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 2. 이 약은 주로 신장으로 배설되는 티오트로퓸과 주로 간에서 대사되는 올로다테롤을 함유하고 있다. 1) 간장애 환자 : 경증 및 중등증의 간장애를 가진 환자 의 경우 이 약을 권장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신장애 환자 : 신장애 환자도 권장용량으로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약은 주로 신장으로 배설되는 티오트로퓸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중등증 내지 중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50 ml/분 이하)에서는 면밀한 관찰 하에 이 약을 사용해야 한다. 3. 이 약의 소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18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금기] 1) 이 약의 주성분인 티오트로퓸 또는 올로다테롤 또는 이 약의 다른 첨가제에 과민한 환자 2) 아트로핀 또는 그 유도체에 과민반응이 있었던 환자 3) 천식환자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최신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를 하랍니다.

SPIRIVAⓇ RespimatⓇ 제품요약정보
[원료약품 및 분량] 100ml 중 티오트로퓸브롬화물수화물 28.27mg [효능•효과] 1) 기관지확장제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유지요법 2) 중증 악화 경험이 있는 6세 이상 소아 및 성인에서 중증 천식환자 유지 치료의 부가요법 [용법•용량] 이 약은 흡입용으로만 사용한다. 카트리지는 레스피맷 흡입기에만 삽입하여 사용해
야 한 다. 레스피맷 흡입기에서 2번 분사되는 용량이 1회 약물 용량이다. 1) 성인: 1일 권장 용량은 티오트로퓸으로서 5 ㎍ 으로 매일 같은 시간대에 1일 1회 레스피맷 흡입기를 2번 분사하여 투여한다. 천식 치료시, 이 약의 충분한 치료 유익은 다회 투여 후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성인 중증 천식환자에서, 이 약은 흡입용 코르티
코스테로이드 및 최소 한 가지 질병조절제와 병용해야 한다. 권장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해서는 안 된다. 2) 소아 (6-17세): 천식 1일 권장 용량은 티오트로퓸으로서 5 ㎍ 으로 매일 같은 시간대에 1일 1회 레스피맷 흡입기를 2번 분사하여 투여한다. 청소년 (12-17세) 중증 천식환자에서, 이 약은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한 가지 질병조절제와 병용하거나, 또는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두 가지 질병조절제와 병용해야 한다. 어린이 (6-11세) 중증 천식환자에서, 이 약은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한 가지 질병조절제와 병용하거나, 또는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두 가지 질병조절제와 병용해야 한다. 6세 미만의 소아 천식환자
에서 이 약의 안전성•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3) 신장애 환자: 신장애 환자에게도 권장 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장으로 주로 배설되는 모든 약제들과 마찬가지로 크레아티닌청소율 ≤ 50ml/min인 중등증에서 중증 신장애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투여 후 증상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4) 간장애 환
자: 간장애 환자에게도 권장 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 5) 고령자: 고령자에게도 권장 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 [금기] 이 약의 주성분이나 아트로핀 및 그 유도체 또는 이 약의 다른 첨가제에 과민한 환자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최신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를 하랍니다.

※ 다회용 레스피맷은 2019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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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움정®20mg, 40mg(에스오메프라졸 마그네슘)  【효능·효과】 1. 위식도 역류질환(GERD) - 미란성 역류식도염의 치료 - 식도염 환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장기간 유지요법 - 식도염이 없는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치료요법 2. 헬리코박터필로리 박멸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 헬리코박터필로리 양성인 십이
지장궤양의 치료 - 헬리코박터필로리 양성인 소화성궤양 환자의 재발방지 3.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COX-2 비선택성, 선택성) 투여와 관련된 상부 위장관 증상(통증, 불편감, 작열감) 치료의 단기요법  4. 지속적인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  -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투여와 관련된 위궤
양의 치료 -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투여와 관련된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의 예방 5. 졸링거-엘리슨 증후군의 치료 6. 정맥주사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에 의한 재출혈 예방 유도 이후의 유지 요법 【용법·용량】 이 약은 물 등의 액체와 함께 삼켜야 하며 씹거나 부수어서는 안된다. 정제를 삼키기 어려운 환
자들은 이 약을 비탄산수 반 컵에 붕해시켜 복용할 수 있다. 다른 음료는 장용피를 용해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정제가 붕해될 때까지 저은 후, 즉시 또는 30분 이내에 씹지 말고 그대로 마시고, 복용한 컵을 비탄산수 반 컵으로 헹구어 이를 다시 마신다. 물에 떠있는 약 알갱이는 복용 중에 씹거나 부
수어서는 안된다. 정제를 삼키지 못하는 환자들은 이 약을 비탄산수에 붕해시킨 후 위장관 튜브를 이용하여 투여할 수 있다. 이 때 선택한 주사기와 튜브에 대한 적합성을 주의깊게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장관 튜브를 이용한 투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적합한 주사기에 정제를 넣고 약 25mL의 물과 약 5mL
의 공기로 주사기 안을 채운다. 일부 튜브의 경우 붕해된 알갱이가 튜브를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 50mL의 물이 정제 붕해에 필요한 경우도 있다.  ② 정제를 붕해시키기 위해 즉시 약 2분 동안 주사기를 흔든다. ③ 주사기 끝을 위로 올려서 끝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④ 끝을 올린 상태에서 주사기를 튜브에 
연결한다. ⑤ 주사기를 흔든 후 그 끝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즉시 튜브에 5~10mL을 주입한다. 주입한 후 주사기 끝을 위로 향하게 하여 주사기를 흔든다. (주사기 끝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사기 끝을 위를 향하도록 올린 상태에서 유지한다.) ⑥ 주사기 끝을 다시 아래로 하여 즉시 5~10mL을 튜
브에 한다. 주사기 안의 약물 투여가 끝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⑦ 주사기 안에 침전물이 남아 있을 때에는 주사기에 물 25mL과 공기 5mL을 넣고 ⑤를 반복한다. 튜브에 따라 50mL의 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1. 성인 위식도 역류성 질환(GERD) - 미란성 역류식도염의 치료: 4주동안 1일1회, 1회 40mg
을 투여한다. 식도염이 치료되지 않거나 증상이 계속되는 환자의 경우 4주 더 복용한다. - 식도염 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장기간 유지요법: 1일 1회, 1회 20mg - 식도염이 없는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치료요법: ·1일 1회, 1회 20mg.  4주후에도 증상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 ·일단 증상
이 완화되면 그 후 연속되는 증상은 1일 1회, 1회 20mg을 투여하여 조절한다. ·성인에서, 1일 1회, 1회 20mg을 필요시마다 투여할 수 있다.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투여로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의 발현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연속되는 증상 조절을 위해 필요시마다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2)  헬
리코박터필로리 박멸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이 약 20mg을 아목시실린 1g, 클래리트로마이신 500mg과 병용하여 1일 2회, 7일간 투여한다. 3)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COX-2 비선택성, 선택성)투여와 관련된 상부 위장관 증상(통증,불편감,작열감) 치료의 단기요법 ·1일1회, 1회 20mg. 4주후에도 증상이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진료가 필요하다. 4주를 초과하는 임상시험은 실시되지 않았다. 지속적인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 -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투여와 관련된 위궤양의 치료 : 1일 1회, 1회 20mg. 치료기간은 4~8주이다. -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투여와 관련된 위궤양 및 십이
지장궤양의 예방 : 1일 1회, 1회 20mg. 졸링거-엘리슨 증후군의 치료 권장 초회 용량은 40mg 1일 2회 투여이다. 이후 용량은 환자별로 조절되어야 하며, 임상증상이 있는 동안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 임상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는 1일 80-160mg의 용량에서 조절 가능하다. 1일 80mg 이상의 용량은 1
일 2회로 나누어 복용하도록 한다. 정맥주사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에 의한 재출혈 예방 유도 이후의 유지 요법 정맥주사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에 의한 재출혈 예방 유도 이후4주 동안 1일 1회, 1회 40mg을 투여한다. 2. 12세 이상의 청소년 위식도 역류성 질환(GERD) - 미란성 역류식도염의 치료: 
4주동안 1일1회, 1회 40mg을 투여한다.  식도염이 치료되지 않거나 증상이 계속되는 환자의 경우 4주 더 복용한다. - 식도염이 없는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치료요법: ·1일 1회, 1회 20mg.  4주후에도 증상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 ·일단 증상이 완화되면 그 후 연속되는 증상은 1일 1회, 
1회 20mg을 투여하여 조절한다. ·성인에서, 1일 1회, 1회 20mg을 필요시마다 투여할 수 있다.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투여로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의 발현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연속되는 증상 조절을 위해 필요시마다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3. 12세 미만의 소아: 이 약을 12세 미만의 소아에 
투여한 경험은 없다. 4. 신기능장애: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 중증의 신부전환자에 투여한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5. 간기능장애: 경증-중등도의 간장애 환자에서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 중증 간장애환자의 경우 이 약 20mg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6. 고령자: 용량을 조절할 필
요가 없다. 【사용상 주의사항】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 이 약의 구성성분 또는 벤즈이미다졸류에 과민반응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페니실린계 항생제에 과민반응 환자(헬리코박터필로리 박멸을 위해 아목시실린과 병용요법시)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과민반응 환자(헬리코박터필로리 박멸을 위해 
클래리트로마이신과 병용시에 한함.) 테르페나딘, 시사프리드, 피모지드, 아스테미졸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헬리코박터필로리 박멸을 위해 클래리트로마이신과 병용시에 한함.) (상호작용항 참조) 아타자나비르 및 넬피나비르를 투여 중인 환자 (상호작용항 참조) 수유부릴피비린 함유제제를 투여중인 환자 (상
호작용항 참조) 문헌개정연월일: 2019년 5월 1일.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연월일(2019년 5월 1일)이후 변경된 내용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일동제약 소비자 상담실(080-022-1010)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
약품 용어설명 및 기타 자세한 의약품정보는 이지드럭(http://ezdrug.mfds.go.kr) 의약품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aNXT20190501

Reference 1. IMS Global data, 2010~2020년 누적 처방량, plain 기준.

PPI : Proton Pump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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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2022년 제23차 대한환경천식폐질환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환경천식폐질환학회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COVID pandemic의 끝이 보이는 느낌이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11월 25일 금요일 오후에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

서 대면으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반가운 여러 회원님들을 직접 뵙고 그동안 근

황을 서로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술위원회에서는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추계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면역기전

에 의한 환경성 폐질환을 중심으로 학술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심포지엄 I에서

는 occupational allergy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심포지엄 II 에서는 면역기전에 의

한 환경성 폐질환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심포지엄 III에서는 제빵사에서 관찰된 과

민성 폐렴 증례에 대해서 토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올해 한해를 마감하

는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인

사를 올립니다.

2022년 11월

대한환경천식폐질환학회 회장  박 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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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13:30~18:00

 진행방식   연세암병원  서암강당

P R O G R A M

13:00~13:30 등   록

13:30~13:40 개회사 연세의대 박중원 회장

심포지엄 I. Recent advances in management of occupational allergy

좌장: 성균관의대 이병재, 한양의대 장태원

13:40~14:10 Novel therapeutic approaches in occupational allergy 한림의대 김주희

14:10~14:40 Immunotherapy in occupational allergy 가천의대 이상민

14:40~15:00 Break

심포지엄 II. Updates in immunologic environmental lung disease

좌장: 서울의대 장윤석, 가톨릭의대 김형렬

15:00~15:30 Diagnosis and management of hypersensitivity pneumonitis 서울의대 최선미

15:30~16:00 Eosinophilic lung disease and environment 고려의대 김병근

16:00~16:20 Break

심포지엄 III. 증례 발표 및 토의 좌장: 가톨릭관동의대 이용원, 인하의대 김환철

16:20~17:00 과민성 폐장염으로 진단된 제빵사 폐질환의 업무관련성 평가 직업환경연구원 김대호

지정토론 차의대 김미애

17:00~17:40 간호사에서 발생한 sodium tetradecyl sulfate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전남의대 유지은

지정토론 부산의대 정새미

17:40~17:50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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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최선미

[심포지엄 II. Updates in immunologic environmental lung diseas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hypersensitivity pneumonitis

과민성 폐렴(Hypersensitivity pneumonitis, HP)은 간질성 폐질환(interstitial lung disease, ILD) 중 

하나로, 감수성이 있는 사람에서 흡입된 항원에 대한 과장된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1989년 

발표되었던 consensus statement(1) 이후 약 30여년 만에 2020년 ATS/JRS/ALAT에서 HP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발표되었고(2) 이어서 2021년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CHEST)에서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였다.(3) 

HP는 치료 없이 저절로 호전되는 가벼운 염증성 질환에서부터 재발성 질환, 더 나아가 특발성 폐섬유증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 와 비슷한 만성 폐섬유화로 진행하는 진행성 질환까지 다양한 스펙

트럼을 가지는 질환으로, 그 표현형은 질환의 예후 및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고전적으로 HP는 증상의 지속기간에 따라 급성 과민성 폐렴 (acute HP), 아급성 과민성 폐렴 (subacute 

HP), 만성 과민성 폐렴 (chronic HP)으로 분류되었으나(1) 이러한 분류는 각 질환의 범주를 구분하기 어

려운 경우가 많고 예후와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제한이 있었다. 만성폐질

환에서 폐섬유화 (fibrosis)는 예후의 중요한 결정 인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최근 진료 지침에서는 HP 를 

non-fibrotic (purely inflammatory) HP와 fibrotic  (mixed inflammatory and fibrotic or purely 

fibrotic) HP 로 분류하였다. HP 유발 항원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HP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

는 환자의 경우 cryptogenic HP 또는 HP of undetermined cause라고 분류할 수 있다. 

HP의 진단은 임상적, 방사선학적, 경우에 따라 기관지폐포세척(bronchoalveolar lavage, BAL) 의 림프

구증가증 및 조직병리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학제적 논의가 필요하다. CHEST 가이드라인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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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항원이 확인되고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촬영(HRCT) 소견에서 전형적인 HP 패턴이 있는 경우 HP를 진단

할 수 있다. ATS/JRS/ALAT 지침에서는 이에 더하여 BAL에서 림프구증가 소견이 있어야 한다. HP의 임상, 

방사선 및 조직병리학적 특징은 매우 다양하고 다른 ILD의 소견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ILD

와 HP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Inflammatory HP인 경우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반면 

fibrotic HP는 IPF로 오진될 수 있다.(4) 따라서 임상의는 ILD 환자를 진료할 때 HP의 가능성에 대해 항상 

고려해야 하겠다. 

HP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유발 항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한 병력 확인과 검

사에도 불구하고 원인 항원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5, 6) HP의 약물 치료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

한 상태이며, 질환의 초기에는 corticosteroid에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그러나 corticosteroid 

치료의 장기적 효과나, 혹은 corticosteroid가 fibrotic HP의 진행을 늦춘다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 

Corticosteroid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경우 다른 면역억제제들도 사용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근

거 역시 매우 부족하다. 

IPF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Nintedanib과 pirfenidone은 섬유화 진행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로, 최

근 이러한 항섬유화제가 IPF 이외의 progressive fibrotic ILD (PF-ILD)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

에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Nintedanib은 multiple tyrosine kinase inhibitor로, INBUILD trial에서 

PF-ILD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입증되면서 현재 여러 국가에서 PF-ILD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

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에 ILD가 진행하는 IPF 이외의 fibrotic ILD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위약과 비교하여 52주 동안 FVC 감소를 57% 늦추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fibrotic HP 환자

는 전체의 26%를 차지하였다. 

또 하나의 IPF 치료제인 Pirfenidone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무작위 이중 맹검 대조 시험에서 PF-ILD

에 대한 효과가 최종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낮은 모집율로 인해 조기종료 되었던 PF-ILD 환자에서 진행된 

RELIEF trial에서 57명의 HP가 포함된 127명의 환자에서 분석한 결과 pirfenidone의 사용이 위약군에 비

해 48주간 FVC % 감소가 더 낮음을 보여주어, PF-ILD에서의 pirfeniodone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시

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임상에서 HP 환자를 진료 시 질환의 phenotype에 따라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유발 항원이 제거되고 폐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은 non-fibrotic HP의 경우 치료를 시작하

지 않고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며, 심각한 폐 기능의 장애 또는 진행성 질환이 있

는 환자에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고려해야 하겠다. 또한 fibtrotic HP와 중증 또는 진행성 질환의 경우 

추가적 면역억제 요법을 고려할 수 있겠으며, progressive fibrotic HP 환자에서는 항섬유화제 사용을 고려

해야 한다.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환이 진행하는 경우 폐이식을 고려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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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정새미

지정토론

[심포지엄 III. 증례 발표 및 토의]



정새미  |  지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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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환경천식폐질환학회 임원명단
(2021~2023년)

대한환경천식폐질환학회 학술위원회 명단

회장 박중원 연세의대 알레르기 내과
부회장 김철우 인하의대 알레르기 내과
부회장 김규상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사 장안수 순천향의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감사 구정완 가톨릭의대 직업환경의학과
총무 박성우 순천향의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부총무 신유섭 아주의대 알레르기 내과
학술위원장 김세훈 분당서울대병원 알레르기 내과
학술부위원장 박소영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재무위원장 김태범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재무부위원장 최원준 가천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기획위원장 김형렬 가톨릭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기획부위원장 이용원 가톨릭관동의대 알레르기 내과
정보위원장 김대호 직업환경연구원 직업환경의학과
정보부위원장 심다운 전남의대 알레르기 내과
홍보대외협력위원장 김상훈 을지의대 알레르기 내과

학술위원장 김세훈 분당서울대병원 알레르기 내과
학술부위원장 박소영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학술 간사 김병근 고려대 안암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김대호 직업환경연구원 직업환경의학과
반가영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강성윤 가천대 길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김미애 분당차병원 알레르기 내과
심다운 전남대병원 알레르기 내과
이상철 국립건강보험일산병원 호흡기 내과
김경원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원준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세영 부산대 양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종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곽경민 고려대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미연 직업환경연구원 직업환경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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