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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한의원이 생각하는 특발성폐섬유화증의 원인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섬유세포가 증식하여 섬유화가 진행되었다는 이론에 따라 염증치료
를 우선적으로 하였으나 20-30%의 경우 증상개선을 보이는 환자도 있으나 나머지 70-80%환
자분은 무반응이거나 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섬유화의 원인이 염증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 중 특발성골수섬유화증치료중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발성골수섬유화증이란 미성숙한 골수세포가 증식함으로서 비장비대.림프절비대를 동반하고 
저산소증.청색증.빈혈.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백혈병전단계로 백혈병으로 발전하기
도 합니다. 양방에서의 특발성골수섬유증은 자카비라는 항종양치료제로 관리하게 되는데 자카
비의 부작용으로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폐섬유증 치료제로 허가된 오페
브란 약도 자카비와 유사한 치료기전인 티로신키나아제억제제입니다. 

양방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처음 폐섬유화증 치료시에는 스테로
이드 복용이 당연시 되었는데 호전율이 낮은데 비해 부작용이 커서 최근에는 스테로이드복용
을 최소화하고 오페브나 피레스파등과 같은 섬유아세포증식을 억제시키는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레스파가 보험적용이 된 이후 많은 환자들이 복용결과 호전율을 살펴보면 스테로이드와 유
사하게 20-30%정도 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스테로이드부작용은 당뇨.체중증가.여드름 등이었
다면 피레스파 부작용은 간수치상승.구내염.피부과민증이엿습니다. 



섬유화되는 환자들 1,069명을 살펴본결과
루프스.류마티스.쇼그렌.피부경화증으로 온 2차성 폐섬유화증인 경우는 염증치료로 좋은 반응
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특발성폐섬유화증 환자는 염증치료와 항섬유화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였
습니다. 

섬유화가 오는 기전을 보면
1.염증:자가면역성.류마티스성.쇼그렌성.루프스성등 각종 염증질환의 2차적 변화 
2.당뇨:당뇨로 인한 세포손상
3.성호르몬과다: 성호르몬과다로 인한 세포증식
4.고지혈증:고지혈증으로 인한 세포손상
5.노화:퇴행성변화로 생긴 세포손상
으로 염증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염증이 없는데도 섬유화가 진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통된 원인은 탁혈이었습니다. 염증으로 인한것이든 성호르몬과다로 인한것이든 노화로 인한 
것이든 탁혈개선을 목표로 치료할 결과 호전율을 상승시킬수있었습니다. 

탁혈이란 
피가 탁하다는 뜻입니다. 
염증과다.노화과다.호르몬과다상태인데 탁혈이 심해지면 조직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
인 탁혈질환은 고지혈증.당뇨입니다. 폐섬유화증환자등 50-60%는 고지혈증과 당뇨를 가지고 
있으면 20-30%환자는 전립선비대.자궁혹.갑상선혹.암병력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염증치료만
으로 섬유화를 치료햇을때보다 탁혈개선을 섬유화증을 치료하였을 때 치료효과가 확연한 차이
를 보였습니다. 

이중 노화가 섬유증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특발성폐섬유화증이나 특발성
골수섬유화증이나 환자의 대부분은 50대 이상인데 특별한 염증성질환이 있는 경우도 없이 갑
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예전에는 염증성질환에 준해서 염증치료를 시행하여
서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인체 내에서 각종 노폐물들이 많이 쌓여 만성 



퇴행성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고지혈증.당뇨.고혈압.빈혈.암 등이 대표적인 질환들입니다.
이러한 노폐물들은 세포손상을 일으키고 세포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섬유아세포가 증식되어서 
흉터를 남기게 되는데 세포손상이 많아질수록 섬유조직들이 많아집니다. 

왜 하필이면 폐와 골수일까?
탁혈이라 함은 전체 혈액이 모두 탁해지는 것인데, 다른 장기보다 유독 폐와 골수에 섬유화가 
생길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폐와 골수의 공통점에 있었습니다. 폐와 골수는 
다른 장기보다 훨씬 많은 혈액.림프가 공급되는 장기입니다. 그런 만큼 탁혈로 인한 세포손상
도 많아 섬유증 발생이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장기에 발생하는 섬유화증은 노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청소년층도 많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폐렴재발로 인한 폐섬유증 노인이 되면
서 나타나는 폐섬유증 섬유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염증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제한의원의 치료목표
탁혈개선을 통해 섬유성질환치료

좋은 생활습관
1.스트레스는 적게 :스트레스는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을 분비합니다. 당뇨를 유발하여 세포손상
을 일으킵니다. 아드레날린은 혈압을 높게 하여 세포손상을 일으킵니다.
2.성호르몬유사물질은 적게 섭취 :비스페놀과 같은 여성호르몬유사물질은 세포손상을 일으킵
니다. 
3.항생제나 항암제사용은 적절히:블레오마이신이라는 항생제겸 항암제가 폐섬유화증을 일으키
며 이레사와 같은 항암제는 간질성폐렴을 유발한다고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4.고지혈증과 당뇨와 같은 생활습관병은 생활습관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