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Q 2. 특발성폐섬유증 추적검사로 고해상도 전산화단층촬영검사(computed tomography, CT)가 적절
한가?
권고 2-1. 특발성폐섬유증 환자에서 폐기능 악화 시 폐섬유화진행에 대한 평가 및 다른 폐질환과의 감
별진단을 위해 고해상도 CT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I)

근거요약
특발성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는 특별한 원인없이 진행되는 만성 섬유화간질폐렴의
한 형태로 폐섬유화(pulmonary fibrosis)의 진행과 함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며 진단 후 생존기간이
약 2-4년으로 알려져 있다. 특발성폐섬유증의 진행은 크게 1) 급성악화(acute exacerbation), 2) 폐섬
유화(lung fibrosis), 그리고 3) 합병증(complication) 형태로 나타난다. 특발성폐섬유증의 급성악화는
주로 특정원인 없이 발생하는 민만성폐포손상(diffuse alveolar damage)형태의 폐부종으로 나타나기
에 원인이 명확한 다른 폐질환과의 감별진단을 위해 고해상도 CT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 (1, 2). 한
편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게는 특별한 원인 없는 비가역적 폐섬유화의 심각도 및 진행을 주기적으
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2). 일반적으로 3-6개월 간격으로 진행되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폐섬유화의 진행은 환자증상의 지속적인 악화, 폐기능 검사상 노력성폐활량(foced vital capacity,
FVC) 및 일산화타소확산능(carbon monooxide diffusion capacity, DLCO)의 감소, 또는 고해상도 CT
에서 비가역적 폐섬유화 병변의 확대를 통해 정의될 수 있다 (2). 최근 여러 연구들을 통해 고해상
도C T로 폐섬유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환자의 폐기능상태를 반영하며 특발성폐섬유증의
유용한 모니터링 지표가 될 수 있음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3-7). 하지만 고해상도 CT로 기존 폐기능
검사를 대체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 또는 생존율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특발성폐섬유증 자체가 폐암의 위험인자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특발성폐섬유증의 여러 합병증들 중 폐암의 발생은 환자의 예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
지만 아직까지 무증상 특발성폐섬유증 환자에서 폐암 조기진단을 위한 고해상도 CT 검진을 추천할
근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1, 2).

권고 고려사항
a. 이득과 위해
일반적으로 특발성폐섬유증 진단 후 매 3-6개월마다 질환의 진행에 대한 추적검사가 치료효과 및
환자 예후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 (1, 2). 특발성폐섬유증의 급성악화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고해상
도CT가 다른 폐질환과의 감별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특발성폐섬유증 환자에서
고해상도 CT에서 확인 가능한 폐섬유화 진행은 첫 진단 후 약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주로 나타난
다 (3, 6). 따라서 폐질환의 악화소견 없는 환자에서 고해상도CT를 이용한 추적검사가 이득이 되기
어려우며 도리어 CT검사를 통한 방사선 조사로 검사자의 암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물론
방사선 조사량을 낮추기 위해 저선량CT로 특발성폐섬유증 진행을 평가하는 연구도 있었으나 아직
까지 임상적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는 부족하다 (8).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특발성폐섬유증은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수반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과 질환의 경과가 임상적
으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한다. 또한 최근 CT기술의 발전 및 국내 CT촬영기기 보급률 등
을 고려 한다며 본 진료지침은 임상진료과정에 수용되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c. 검사별 방사선량
흉부 고해상도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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