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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고혈압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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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pulmonary hyper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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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commonly encountered pulmonary hypertension is pulmonary venous hypertension (PVH) accompanying elevated left 
ventricular filling pressure. So, the treatment for the underlying left heart disease should be mainstay of PVH treatment. On the con-
trary,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PAH) is an ‘orphan’ disease, which means a very rare one. To the date, PAH have been one 
of diseases showing high mortality rate. But, recently, ‘targeted therapies’ were introduced and several novel treatment guidelines 
for PAH were recommended. This review discusses new insights into the recent trend focusing on novel therapies and the necessity 
of specialized referral centers for PAH in Korea. (Korean J Med 78:28-3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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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폐고혈압(pulmonary hypertension, PH)은 WHO 분류에 따

라 특발성, 가족성(유전성), 교원성 혈관 질환, 선천성 전신-
폐 단락, 간문맥 고혈압 및 식욕 억제제 등을 포함한 약물들

에 의해 유발되는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arterial hyper-
tension; PAH)과 좌측 심장 질환에 의한 폐정맥 고혈압

(pulmonary venous hypertension, PVH), 각종 폐질환과 저산소

혈증에 의해 유발되는 폐고혈압, 만성 혈전 색전증에 의해 

유발되는 폐고혈압과 유육종증과 같은 기타질환에 의한 폐

고혈압 등의 ‘비PAH 폐고혈압(Non-PAH PH)’으로 분류된다. 
실제 임상에서 가장 빈번히 만나는 PH는 좌심 충만압의 상

승이 동반된 PVH이다. PVH는 좌측 심장의 수축기, 이완기 

기능장애와 심장판막 질환에 의해 증가된 압력이 폐혈관계

로 전달되어 폐동맥압이 상승함으로 발생한다. 이런 환자에

서 치료는 당연히 원인이 되는 좌측 심장질환의 치료에 달

려 있다. 물론, 일부에서 ‘과잉(disproportionate)’ PH라고 해

서 좌심질환이나 폐질환의 중증도에 비해 현저히 높은 폐동

맥압을 갖는 경우는 PAH와 비슷한 치료가 시도되고는 있으

나 아직 연구 단계에 있다. 
PAH는 폐동맥 압력과 폐혈관 저항의 증가로 결국 우심부

전과 사망에 이르는 진행성이고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희
귀질환(orphan disease)’이다. 특히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idiopathic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IPAH)은 더욱 희귀

해서 100만 명 중 5~15명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동반 질

환이나 기저 질환의 치료에 따라 치료를 할 수 없는 질환이

라서 PAH만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 1980년대부터 이 질

병에 특이적인 ‘표적물질에 대한 치료법(targeted therapies)’
이 도입되기 전 IPAH의 평균 생존기간은 2.8년 정도였다. 최
근에도 생존 기간이 많이 나아지지는 않아서 IPAH나 HIV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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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istorical overview on the treat-
ment of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From ref. 6).

Figure 2. Three major pathways related on 
abnormal proliferation and contraction of 
vascular smooth muscle and targeted thera-
pies (From ref. 4).

의한 PAH 환자들의 3년 생존율이 48% 정도이고, 전신경화

증의 생존율은 더 나빠서 2년 생존율이 40% 정도이다.
1891년 독일 의사인 Ernst von Romberg가 부검에서 처음 

‘폐혈관 경화증’을 기술한 이래 1995년 처음으로 정주용 

epoprostenol이 FDA에서 승인되어 도입될 때까지는 100년이 

넘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는 역시 희귀질환의 한계점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1960년대 식욕 억제제에 의한 PAH 

(aminorex-induced PAH)의 집단 발병으로 1973년 Geneva에서 

첫 WHO 심포지엄을 가진 이후 분자 생물학, 유전학과 역학

을 통해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이를 바탕

으로 1995년 이후에는 ‘targeted therapies’에 해당하는 많은 

치료제들이 승인되었고, 현재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그림 1, 2). 특히 2003년 Venice의 제3차 WHO 심포지

엄에 이어1), 2007년에는 미국 호흡기내과 학회인 ACCP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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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며2), 2008년 2월 미국 Dana Point
에서 제4차 WHO 심포지엄이 열려서 분류에서 치료까지 변

화가 논의되었고, 올해 3월에는 ACCF/AHA 2009 Expert 
Consensus Document on Pulmonary Hypertension이 발표되어 

새로운 약제들이 대거 치료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었다3).
이 글에서는 PAH의 치료를 크게 고식적 치료(conventional 

treatment), 표적물질에 대한 치료, 수술적 치료(targeted thera-
pies)로 나누어 살펴보고, 전체적인 치료의 알고리즘과 치료

상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결론에서 기술하고

자 한다.

고식적인 치료

1. 일반적 권고사항

PAH 환자에서는 운동 시 폐동맥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하

기 때문에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증가되므로 육체적인 활동

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ACCF/AHA 2009 전문가 

의견에서는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 등 낮은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권장하고 있다. 물론 힘겨운 육체적 

소모나 아령 또는 역기를 드는 등의 등척성 운동(isometric 
exercise)은 실신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 

Influenza나 폐렴구균성 폐렴에 대한 통상적인 예방접종도 

추천된다. 아울러 PAH 환자에서 임신 시 혈역학적 변동이 

너무 커서 모성사망률이 30~50%까지 보고되므로, 임신은 피

하거나 조기 인공중절이 추천된다. 피임법에 대한 확실한 과

학적 근거가 있는 보고는 없으나, 에스트로겐 함유 피임제

는 정맥 혈전색전증의 위험이 있어 저용량 제제와 와파린 

항응고 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수술적 요법도 검토될 수 

있다.

2. 항응고제

주로 IPAH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세 개 정도의 관찰연구에

서 항응고 요법이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보고가 있었다. 
ACCF/AHA 2009에서는 IPAH 환자에서 와파린 항응고 요법

을 추천하고 있으며, INR 1.5~2.5가 추천된다. 이외의 동반질

환에서의 PAH에서는 정주 요법을 필요로 하는 등 진전된 

병기에서 금기가 없는 한 와파린 사용이 추천된다.

3. 이뇨제

이뇨제는 말초부종을 완화시키고, 삼첨판막 역류가 심한 

환자들에서 우심실의 용적 과부하(volume overload)를 줄이

는 효과가 있다. 또한, 우심부전 상태에서 용적 조절은 중요

한 문제이므로 하루 염분 섭취량도 2,400 mg 미만으로 제한

해야 한다.

4. 산소 공급

산소공급은 동맥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환자에서 호흡곤

란을 완화시키고, 우심실 허혈을 경감시킨다. 저산소가 폐혈

관 수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산소포화도는 90% 이상 유지

되어야 한다. 역시 고도에 따른 저산소증으로 인한 폐혈관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 비행기 탑승 전 산소포화도가 92% 미
만이면 탑승 중 산소 공급이 권고된다. 

5. Digoxin

한 급성기 치료 연구를 보면 digoxin 정주가 심박출량을 

약간 증가시키고, 혈중 norepinephrine 농도를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우심부전에 낮은 심박출량을 가진 환자나 심방 

부정맥을 보이는 환자에서 추천된다.

6. 칼슘통로 차단제

PAH 환자 치료의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급성 약물 반응 

검사(acute drug testing, acute vasoreactivity test)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칼슘통로 차단제의 사용 유무

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급성 약물 반응 검사로서 흡입 산화 

질소, adenosine 정주, epoprostenol 정주와 같은 단시간 작용 

폐혈관 확장제를 투입하여 평균 폐동맥압(mean pulmonary 
arterial pressure)이 10 mmHg 이상 감소하거나, 최종 평균 폐

동맥압이 40 mmHg 미만으로 감소될 때 칼슘통로 차단제를 

사용해야 한다. 용량은 고용량을 사용해야 하는데, nifedipine 
240 mg/d나 amlodipine 20 mg/d이다. 만약 반응이 있다면 극

적으로 폐동맥압과 폐혈관 저항이 하강을 보이고 증상도 호

전되며 우심비대도 좋아지고, 생존율까지 향상된다5). 그러

나 장기적으로 20% 미만만 반응을 보여, 미국 FDA에서는 

PAH 치료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표적물질에 대한 치료(Targeted Therapy)

1. Prostacyclin 유도체들(Prostanoids)

병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AH 환자에서 prostacyclin 
synthase가 감소되어, 혈관 확장제이며 세포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PG I2 즉, prostacyclin의 생성이 적어지게 된다. 
Prostacyclin 유도체들(prostanoids)은 가장 먼저 ‘targeted 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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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HO Classification of Functional Status of Patients with PH8)

Class Description

I Patients with pulmonary hypertension in whom there is no limitation of usual physical activity; ordinary physical activity 
does not cause increased dyspnea, fatigue, chest pain, or presyncope.

II Patients with pulmonary hypertension who have mild limitation of physical activity. There is no discomfort at rest, but nor-
mal physical activity causes increased dyspnea, fatigue, chest pain, or presyncope.

III Patients with pulmonary hypertension who have marked limitation of physical activity. there is no discomfort at rest, but 
less than ordinary activity causes increased dyspnea, fatigue, chest pain, or presyncope.

IV Patients with pulmonary hypertension who are unable to perform any physical activity at rest and who may have signs of 
right ventricular failure. Dyspnea and/or fatigue may be present at rest and symptoms are increased by almost any physical 
activity.

apy’에 도입되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세 가지 대표적인 

약제로 epoprostenol (IV), treprostinil (SC, IV), iloprost (in-
haled, IV)가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inhaled iloprost 
(Ventabis®)만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다.

Iloprost는 WHO 기능분류(표 1) III이나 IV에서 흡입제로 

허가되었고, 증상 호전과 운동 능력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AIR 연구)7). 흡입제이기 때문에 보다 선택적으로 

폐혈관에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감기가 30분 

미만으로 짧기 때문에 한번 흡입당 2.5~5 mcg으로 하루 6~9
번 사용해야 되고, 홍조, 기침, 두통과 턱 통증이 부작용으로 

올 수 있다.
Epoprostenol은 주사제로서 WHO 기능분류 III, IV에서 급

성약물 반응이 없다면 증상 경감, 운동능력 및 생존율을 향

상시킬 수 있다. 영구적인 중심정맥 도관이 설치되어야 하

고, 펌프를 통해 주입된다. 부작용은 홍조, 턱 통증, 설사 등

이 있다.
Treprostinil은 epoprostenol의 유사체로서 WHO 기능분류 

II~IV에서 허가되었고, epoprostenol보다 긴 반감기를 가지며, 
실온에서 안정하고, 정주나 피하로 인슐린 펌프와 같은 작은 

펌프로 줄 수 있다. 증상 호전과 운동능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피하 주사이기 때문에 주사부위의 통증이 치료

를 그만두게 하는 주요원인이고, 부작용은 epoprostenol과 유

사하다. 
주사로 투여하는 prostanoids는 PAH 치료에서 가장 효과

적이고, 다른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혈
관 확장, 혈소판 억제, 혈관 평활근의 증식을 억제하고 

‘inotropic’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수개월에 걸쳐 증량이 

필요하고, epoprostenol은 25~50 ng/kg/min, treprostinil은 50~ 
100 ng/kg/min을 주로 사용한다. 정맥 도관을 통한 감염이 가

장 큰 문제점이다.

2. Endothelin receptor antagonist (ERA)

Endothelin-1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 평활근의 유사 분

열 촉진 물질(mitogen)로 PAH의 발생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Endothelin (ET) 수용체 차단제로는 bosentan, sitaxentan, am-
brisentan 등이 미국과 또는 유럽에서 허가되어 사용 중인데, 
모두 경구용이며, 국내에서는 bosentan (Tracleer®)만 허가되

어 사용되고 있고, ambrisentan (Volibris®)이 곧 허가될 예정

이다.
Bosentan은 비선택적으로 ET 수용체를 차단하는 경구용 

약물로 WHO 기능분류 III~IV에서 허가되었으나, 최근 

ACCP 가이드라인이나, Dana Point 심포지엄의 추천을 보면 

ambrisentan과 함께 WHO II~III에서 주로 권장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증상 호전과 운동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62.5 
mg bid를 첫 달에 쓰고, 둘째 달부터는 125 mg bid로 증량한

다(BREATHE 연구)9). 간기능 검사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

로 치료기간 동안에는 매달 모니터링 해야 하고, 빈혈이 유

발될 수 있으므로 hematocrit를 매 3개월마다 체크해야 한다

(미 FDA 권고사항). 그 밖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bo-
sentan 사용 시 피임약의 약효가 감소되고, bosentan이 기형

유발 물질이므로, 피임법을 꼭 콘돔 등의 ‘barrier technique’
으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남성 불임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

으므로 가임을 원하는 젊은 남성에서는 사용에 주의해야 한

다. 사이클로스포린이나 glyburide를 사용 중일 때 병용투여

는 금기이다. 
Sitaxentan은 bosentan보다 ETA 수용체에 보다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bosentan보다 간기능 수치를 올리는 비율이 적지

만, CYP2C9 P450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와파린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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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ummarized recent trends on the treatment of pulmo-
nary arterial hypertension (From ref. 6).

는 환자에서 INR을 높일 수가 있다. STRIDE-1, STRIDE-2 
연구를 통해 운동능력 향상과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유럽, 
캐나다, 호주에서는 승인되었으나 미국에서는 승인되지 않

았다.
Ambrisentan은 ETA 수용체에 보다 선택적으로 작용하고, 

증상 개선과 운동능력 향상, 임상적 악화 지연 등에서 입증

된 결과를 보여, 2007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AIRES-1, 
AIRES-2 연구)10). 간기능 수치 상승이 1년간 2.8%로 적긴 하

지만, 매달 간기능 검사, 가임기 여성에서 임신 검사 및 주

기적 hematocrit 검사, 피임문제와 고환 수축 등에 대한 문제

들은 bosentan과 마찬가지로 ERA의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3. Phosphodiesterase type 5 inhibitor (PDE-5 In-

hibitor)

산화 질소(nitric oxide)는 guanylate cyclase를 활성화시켜 

cGMP를 생성하게 하여 혈관을 확장시킨다. 이때 PDE-5가 

cGMP를 가수분해함으로써 작용시간이 짧게 되는데, PDE-5 
억제제가 이 과정을 억제하여 cGMP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연장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혈관 평활근 세포의 증식

에도 관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Sildenafil (Revatio®, Viagra®)
과 tadalafil (Cialis®)이 있는데, 모두 경구용이고, 이미 발기부

전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들이며, 우리나라에서는 

sildenafil만 Viagra® 형태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보험적용은 

되지 않고 있다.
Sildenafil은 특이적인 PDE-5 억제제로 SUPER-1 연구에서 

20 mg tid 요법으로 만족할만한 6 minute walking test 결과로 

운동능력 향상을 보여주었다11). 부작용으로 두통, 홍조, 소화 

불량과 코피 등이 있다.
Tadalafil은 임상연구가 진행 중으로 PAH로는 미국 FDA 

승인은 안 된 상태이다.

4. 병합요법(combination therapy) 

병리적 기전이 다른 세 방향의 경로를 차단하는 물질을 

병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매력적인 접근으로 

생각된다. 전신성 고혈압이나 심부전에서와 같이 PAH에서

도 병합요법의 목적은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독성이나 부작

용은 최소화하는데 있다. 주요 무작위 임상 연구들(random-
ized clinical trials)을 살펴보면, BREATHE-2는 epoprostenol 
정주 환자에서 bosentan과 placebo를 비교한 연구였는데, 병
용의 장점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 STEP 연구에서는 bo-

sentan을 3개월 이상 쓰던 환자에서 흡입 iloprost와 placebo를 

투여한 결과 12주 후에 증상과 운동능력이 모두 향상됨을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비슷한 디자인의 한 연구는 결과 분

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들이 나와 실패했다. PACES-1에
서는 epoprostenol 정주 환자에서 sildenafil 또는 placebo를 비

교하여 역시 운동능력과 혈역학적 지표들의 향상을 보여주

었다. TRIUMPH (bosentan 또는 sildenafil + 흡입 treprostinil)
와 PHIRST (bosentan + tadalafil) 등도 곧 결과가 발표될 진행 

중인 연구들이다.

수술적 치료

약물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우심부전이 동반된 PAH 환자

에서 폐/심폐이식으로 가는 가교 역할로서 심방중격 천공술

(atrial septostomy)을 시행할 수 있다. 인위적으로 우→좌 단

락을 만들어서 우심 충만압을 감소시켜 우심부전 증상을 해

소하기도 하고 좌심 충만을 증가시켜 심박출량 증가를 기대

해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워낙 중한 상태에서 시도되는 시

술이라 시술에 따른 사망률이 15%까지 보고되고 있다. 단일 

폐이식, 양측 폐이식 또는 심폐 이식 중 무엇을 할 지에 대

한 결정은 수술 후 재관류 장애의 위험성(단일 폐이식의 경

우)과 우심부전의 심한 정도(심폐 이식 대상)에 따라 결정되

며, 이식 수술 후 1, 3, 5, 10년 생존율은 66%, 57%, 47%, 
27%로 다른 질환들을 포함한 폐이식 전체 환자의 78%, 61%, 
49%, 25%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PAH 치료의 알고리즘

이전의 consensus는 그림 3의 경우와 같았으나, 그림 4의 



Figure 4. Updated ACCP Guidelines 
2007 (From ref. 2).

Avoid excessive physical exertion (E/A)
Birth control (E/A)
Psychological and social support (E/C)
Infection prevention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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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uretics (E/A)
Oxygen (E/A)
Digoxin (E/C)
Supervised rehabilitation (E/B)

Expert referral (E/A)

Acute vasoreactivity test (A for IPAH)
(E/C for APAH)

NON-VASOREACTIVE GUIDELINES FOR INITIAL THERAPY

WHO CLASS III

Bosentan, Ambrisentan (A)
Sitaxsentan (B)
Sildenafil (A)
Tadalffil*
IV epoprostenol(A)
Inhaled Iloprost (A)
SC treprostinil (B)
IV iroprost, IV treprositnil (B)
Beraprost (C)
Inhaled terprostinil *

WHO CLASS II

Bosentan, Ambrisentan (A)
Sitaxsentan (B)
Siddenafil (A)
Tadalafil*

WHO CLASS IV

IV epoprostenol (A)
IV iloprost, IV treprostinil (B)
Inhaled iloprost (B)
SC treprostinil (C)
Initial combination therapy (see below, E/B)
Bonsentan, ambrisentan, sitaxsentan (E/C)
Sildenafil (E/C)
Tadalafil*
Inhaled treprostinil*

VASOREACTIVE

WHO CLASS I-III
Nifedipine, amlodipine,
Diltiazem (B)

Sustained response
(WHO I-II)

YES NO

Continue nifedipine,
amlodipine, diltiazem 

(B) INADEQUATE CLINICAL RESPONSE

Sequential combination therapy

Prostanoids (IV epo,
+ (B) inh iloprost, inh trep) + (B)

+(B)PDE-5 I
(sild, tadalafil)

ERA
(bos)

AS (E/B) and/or
lung transplant (E/A)

Figure 5. PAH evidence-based treatment algorithm (From ref.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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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6. Survival curves according to the functional class after 
epoprostenol infusion in idiopathic PAH. (A) according to the 
WHO class (From ref. 13). (B) according to the NYHA class 
(From ref. 14).

2007년 ACCP의 개정된 알고리즘에서는 WHO 기능분류에 

따라 보다 다양한 ‘targeted therapies’약제들이 첨가되었고, 
특히 수술적 치료 전에 이들의 병합요법을 강조한 게 다른 

점이다. 그림 중 ‘[A]’가 근거 중심으로 해서 가장 권장되는 

약제를 표시한다. 더 나아가 그림 5의 2008년 Dana Point 제4
차 WHO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것이 좀 더 최신 의견인데, 
역시 근거에 따라 권장되는 약제들이 다르고, ‘targeted thera-
pies’약제에서 보면 경구용 ERA인 bosentan 및 ambrisentan과 

역시 경구용 PDE-5 억제제인 sildenafil은 WHO 기능분류 II, 
III에서 prostanoids인 흡입 iloprost는 WHO 기능분류 III, IV
에서, 정주나 피하 prostanoids들은 WHO 기능분류 IV에서 

주로 추천된다12). 

치료의 문제점들과 앞으로의 전망

이미 기술한 바대로 PAH는 치명적인 희귀질환이고, 현재

로서는 targeted therapy를 시행한다 해도 아직 그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특히 조기에 발견할 때와 증상이 다 진

행된 우심부전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더욱 현격한 예후

의 차이를 보인다. 그림 6에서와 같이 발견 및 진단 당시의 

WHO나 NYHA 기능분류 단계가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

의 생존에 현저한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조기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13,14). 일부 보고를 보면 전체 PAH 
환자의 25~33%만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따라

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부터 ‘이유가 특별히 없는’ 
호흡곤란 환자를 볼 때 PH나 PAH를 감별 진단해야 할 것이

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

적 PAH registry 등록사업(www.korpah.or.kr) 등을 통해 PAH 
환자의 발견과 진단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체계적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다양한 폐고혈압 환자에서 체계적인 치료의 알고

리즘에 따라 약물과 수술적 치료를 전문화하는 것도 중요하

다. 따라서 유럽에서처럼 폐고혈압 전문 센터(pulmonary hy-
pertension centers for excellence)가 지정되어서 심장내과 전

문의, 호흡기 전문의, 심장소아과, 류마티스 내과, 간 전문의, 
감염내과 의사, 혈액내과 의사, 정신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

와 사회 사업실 등 다양한 인력들이 조직적으로 접근함으로

써 환자이송센터(referral center)의 역할과 새로운 치료법 연

구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고가의 치료비이다. Targeted therapy

는 1년에 3,000~5,000만원이 든다. 최근 많은 부분 보험공단

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지만, 더 다양한 약제의 개발과 보다 

많은 임상 적용을 통해 파이를 키우면 비용대비 효과를 극

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새로운 혈관 확장제(sGC acti-
vator, Rho kinase Inhibitor, 5-HT inhibitor)와 더 나아가 폐혈

관의 ‘reverse remodeling’을 유도하는 약물들(TK inhibitor, 
elastase inhibitor, DCA, PDE-1 inhibitor)이 개발되고 있고, 유
전자 단계에서 BMPR-2 유전자를 이용한 guided therapy가 

나오는 등 미래에는 좀 더 다양한 치료법들을 비교적 저렴

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요     약

폐고혈압의 치료에서 비-폐동맥 고혈압에서는 그 원인 질

환에 맞는 치료를 한다. 폐고혈압 환자에서 제일 많은 폐정

맥 고혈압(PVH)을 일으키는 좌측 심장질환의 경우 일부에

서 경중도에 비해 많이 높은 폐동맥압을 갖는 ‘과잉(dispro-
portionate)’ PH인 경우는 PAH와 같은 약물 치료를 시도하는 

연구도 있다. 폐동맥 고혈압(PAH) 환자의 고식적 치료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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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항응고제, 이뇨제, 디곡신 치료를 하고, 급성 약물 반응 

검사를 통해 칼슘차단제 사용 유무를 결정한다. PAH 치료에 

있어 ‘targeted therapy’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

들은 WHO 기능분류 II, III에서 endothelin 수용체 길항제인 

경구용 bosentan과 ambrisentan, phosphodiesterase-5 저해제인 

경구용 sildenafil이 있고, WHO 기능분류 III, IV에서는 흡입

용 iloprost 등이 있다. PAH는 희귀질환이지만 치명적인 질

환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운동 시에 숨이 찰 때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의심되면 심초음파 검사 등의 스크리닝 검사를 시

행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첫걸음이다.

중심 단어: 폐고혈압; 최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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