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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How Can the Lung Cancer Screening Program Be Applied in C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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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ational Lung Cancer Screening Program taking LDCT every two years was launched for
populations having high risk of lung cancer development (54∼74 years old and more than 30 pack-year
current smokers). Appropriate selection of screening target is the most important for successful screening
outcomes. To date, the objective criteria to select screening subjects are not available other than age and
smoking history. But, in the future, if a Korean lung cancer risk model incorporating all risk factors (such
as sex, body mass index, education level, physical activity, COPD, interstitial lung disease, pneumoconiosis,
diabetes mellitus, family history of lung cancer,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risk) for lung cancer will
be successfully developed, and if the risk factors database recorded in the newly revised medical examination
questionnaire will be successfully established, screening subjects will be selected based on the model, which
will result in improvement of screening efficiency, and adequate adjustment of screening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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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폐암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가장 많은 암종으로 2013년 통계상 전 세계에서 180만
명의 폐암 환자가 발생하고, 160만 명이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1. 한국 중앙암등록본부의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폐암은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에 이어 인구 10만 명당 50.4명이 발생하여 4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고, 5년 폐암 상대생존율은 28.2%로 10대 암 중에서 11.4%인 췌장암 다음으로 나쁜 예후
를 보였다. 한국에서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발암물질의 잠복기, 인구 고령화, 산업화에
의한 환경오염의 증가로 인하여 폐암 발생률은 향후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폐암 조직형의 분포는 편평상피암이 감소하고 선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공통적인 변화 양상을 보인다2-5. 객담 세포진 검사와 흉부 X선을 이용한 폐암 선별검사가 검진군의 폐암
사망률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던 차에 저선량 흉부 CT (low dose chest tomography, LDCT)로 선별검사를
하여 조기 폐암 진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관찰 연구와 함께 기관지 내 병소보다는 폐 실질에서 주로 발생하
는 선암의 특징 때문에 폐 실질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LDCT가 폐암의 선별검사 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
다6.
미국 33개 의료기관에서 53,454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LDCT와 흉부 X선의 폐암 조기검진 효과를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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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대조임상 시험(national lung screening trial, NLST)에서 LDCT 시행군의 폐암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이
의미 있게 감소되는 것이 입증된 이후 LDCT를 이용한 폐암검진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NLST는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는 현재 또는 과거 흡연자 중에서 금연 기간이 15년을 경과하지 않은 55∼74세의 미국인
을 LDCT 또는 흉부 X선을 2년간 매년 시행하는 양 군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폐암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을
비교한 임상연구였는데, LDCT 시행군에서 흉부 X선 시행군과 비교하여 의미 있게 폐암 발생률 증가(4.0%
vs. 3.6%; HR 1.13; 95% 신뢰구간 1.03∼1.23), 20.0%의 폐암 사망률 감소(1.3% vs. 1.6%; p=0.004), 6.7%의
전체 사망률 감소(7.1% vs. 7.6%; p=0.02)를 보여주었다7.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폐암검진권고안 제정위
원회를 조직하고 여러 문헌들을 분석하여 폐암검진권고안을 만들었다.
2. 국가폐암검진

우리나라에서 2013년 다학제적으로 조직된 폐암검진권고안 제정위원회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
는 LDCT를 이용한 선별검사는 폐암사망률과 전체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높은 수준의 근거가 있고, 검진
으로 인한 손해보다는 이득이 중등도로 높다고 평가하고,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금연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과거 흡연자는 제외) 55∼74세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LDCT를 이용한 폐암선별검사를 매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권고등급 B)8.
이 무렵 갑상선 결절이 없다면 정규적인 갑상선암 검진을 하지 말라는 권고안과 함께 폐암검진 권고안은
기존 5대 암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권고안과 함께 7대 암 검진권고안이 되었고,
국가폐암검진 도입 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2017∼2018년 2년 동안 이루어졌다.
폐암검진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13,692명을 대상으로 LDCT를 최초 1회만 시행하였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군의 평균 연령, 흡연량, 현재 흡연 비율이 NLST 대상자들과 유사하였다; 평균 연령: 63세 대 66세, 흡연량:
42갑년 대 48갑년, 현재 흡연자 비율: 54% 대 48%. 폐암검진 시범사업에서는 LDCT에서 발견된 폐 결절을
미국영상의학회에서 제안한 Lung-RADS version 1.0 체계를 도입하여 판정하였다9. NLST에서 폐 결절을 분류하
는 방법은 Lung-RADS 체계와 다른데, NLST 연구 결과를 Lung-RADS 시스템을 적용하여 재분류하면 우리나라
시범사업의 결과와 놀랍도록 유사하였다; 시범사업 검진 양성률 대 NLST 검진 양성률: 15.3% 대 13.6%, 위양성
률: 14.8% 대 12.8%, 폐암 발견율: 0.6% 대 1.0%, 1∼2기 조기 폐암 비율: 68.4% 대 67.5% (2018년 12월
31일 기준). 폐암이 강하게 의심되는 결절이어도 조직검사로 암세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폐암으로 분류하지
않으므로 위 시범사업 결과를 장기간 추적하여 발견된 일부 결절이 병리학적으로 폐암으로 확인된다면 시범사
업 결과는 NLST 결과에 더 근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폐암검진과 관련한 시범사업의
주요 지표들이 NLST 연구 결과와 유사하여 우리나라에서 LDCT로 국가폐암검진을 시행하였을 때에도 폐암사망
률과 전체 사망률이 의미있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NLST는 임상연구이고 국가폐암
검진은 실생활 의료 행위이다. 국가폐암검진이 NLST와 다른 것은 폐 결절의 분류 체계뿐만이 아니고 여러
번 LDCT를 촬영하고 장기간 추적 관찰한다는 점이다. 이 점이 폐암 사망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탈리아에서 시행된 MILD 연구는 LDCT를 여러 번 촬영하고 10년간 장기간 추적하였을 때 폐암
사망률 감소 효과가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기 때문이다10,11.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1월 국가 암 관리위원회는 폐암검진을 국가검진으로 도입하기로 확정하였다. 그 이후
암 관리법 시행령, 건강검진법 시행규칙, 암 검진 실시기준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
암센터, 폐암관련 전문학회의 공조로 2019년 8월 1일부터 만 54∼74세, 30갑년 이상의 현재 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LDCT를 촬영하는 국가폐암검진이 시작되었다. 폐암검진이 실효를 거두려면 철저한 영상의학적, 임상
의학적 질 관리가 필요하다. 영상의학적 질 관리를 위하여 LDCT는 16열 이상의 CT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3.0
mGy 이하의 방사선량으로 1.5 mm 미만 절편 두께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LDCT 검사 결과는 반드시
검진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2

폐쇄성폐질환(Obstructive Lung Disease)

Volume 8, Number 1, January, 2020

사후 결과 상담 임상의사 역시 폐암검진에 대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 결과 상담 및 금연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폐암검진권고안과 달리 폐암검진을 시작하는 나이가 만 54세부터, LDCT 촬영 주기가 2년마다, 흡연량
30갑년 이상의 과거 흡연자는 제외되고 현재 흡연자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국가폐암검진에서의 차이점이다.
국가폐암검진에서 2년마다 LDCT 촬영을 하도록 정해지면서 짝수 해에 짝수 년 출생자, 홀수 해에 홀수 년
출생자가 검진 대상으로 선별되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검사가 시행되는 연령은
만 55세부터가 된다. 흡연량으로 검진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은 해당 연도 전 2년 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포함) 또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의 흡연력 문진표로 흡연력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2018년까지
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할 때 사용된 문진표에서는 흡연량만 조사되고, 과거 흡연자의 금연 경과 시간은 조사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금연 후 15년 이내의 과거 흡연자를 선별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때문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검진 문진표에는 금연 기간을 조사하는 항목이 신설되어 작성되는 바, 이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는 금연 후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과거 흡연자들도 국가폐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가폐암검진의 검진주기가 2년마다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가장 큰 부분이다. 아직까지 2년마다 검진하였
을 때의 LDCT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연구 결과를 참고해
볼 수 있는 있는데 하나는 이탈리아에서 시행된 MILD 연구결과에서 1년마다 LDCT를 시행한 검진군과 2년마다
LDCT를 시행한 검진군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이며, 네덜란드-벨기에에서 시행한 NELDSON 연구는 첫 LDCT
이후 1년 후, 2년 후, 2.5년 후 LDCT를 촬영한 연구였는데 2년 후 촬영한 LDCT 폐암 병기분포 결과는 1년
후 촬영한 LDCT 결과와 큰 차이가 없지만, 2.5년 후 촬영한 LDCT에서는 진행성 폐암이 많이 발견되어 고위험군
을 대상으로 한 LDCT 선별검사의 주기가 2년 이하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11,12. 폐암보다 먼저 시작된
다른 암종에서의 검진 권고안과 폐암검진에 대한 연구 추세를 근거로 하였을 때는 개인별 폐암 발생위험도에
따라서 검진 주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폐암검진을 시행하는 나라가 존재하는지는 국가폐암검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서 해석이 분분하다. 미국에서는 2013년 이후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TF)가 폐암검진을 권하
였고 이를 근거로 질병관리본부(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에서도 국민들에게 폐암검진을 소개하고 있으
며, 미국의 공공의료보험에 해당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서 LDCT 폐암검진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중국에
서는 복지비용문제로 국가가 LDCT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2015년부터 중국 국가폐암검진 권고안을 발표하
고 있다13. 유럽에는 다양한 국가가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통합적인 부분과 다른 부분들이 공존하는데 국가폐암
검진에 대한 입장은 지금 바로 과학적, 정치적, 대중 계몽적 조치를 통하여 유럽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14. 폐암검진에 대한 학문적 근거나 비용문제 등을 고려하여 각 국가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폐암국
가검진에 대처하는 상황이다.
3. 성공적인 폐암 조기 검진 정착을 위한 조건들

폐암 조기 검진의 성공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1) 폐암 발생 고위험군의 선정 기준 설정, 2) 검진 참여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의 이득, 위해, 검진 시스템, 금연에 대한 교육, 3) LDCT 영상 자료의 품질, 저장
관리, 4) LDCT 영상의 정확한 판독, 5) 의료진 상호간, 환자-의료진간 명확한 의사 소통, 6) 폐 결절 발견 시
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 전달 체계의 수립, 7) 의료 비용의 사회적 분담 문제 해결, 8) 폐암검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사업들-예를 들면 폐암 발생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생체표지자 개발, 적절한 LDCT 시행 주기, 최소
침습적 진단, 치료법 개발에 대한 연구 등이다15. 검진 참여자들에게는 금연 교육이 필수적이고, LDCT의 유용성
과 함께 잠재적 위해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의료진과 검진 참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검진이 시행되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폐암검진의 성공을 위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암 검진의 큰
전제조건은 암 발생 확률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검진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폐암선별검사로서 LDCT를 도입하여 폐암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무작위 대조임상 시험 근거들은 차근차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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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되어가고 있는데, 임상시험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LDCT의 효율성이다. 미국에서 시행된
NLST에서는 폐암 사망자 1명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암발생 고위험자 320명을 검진해야 하고, 전체 사망자 1명을
줄이기 위해서는 960명을 검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탈리아에서 시행된 MILD 연구에서는 폐암 사망자
1명을 줄이기 위하여 167명을 검진해야 하고, 이들에게 시행된 LDCT는 무려 733회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7.11.
폐암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다수의 검진 대상자가 필요하다면 과도한 의료비용과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 폐암검진 시범사업 중에 조사된 점증적 비용효과비(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 분석은 현재 우리나라 물가 수준과 국민소득, 의료 수가 수준에서 시행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그 기준을 간신히 넘기는 정도였고, LDCT가 폐암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
된 현 상황에서 폐암검진 연구의 화두는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정밀하게 추려내는 작업과 폐암 발생 위험도에
따른 검진 주기 재설정에 초점을 맞출 만큼 검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
4. 폐암검진 대상군의 설정

폐암검진이 성공하기 위한 대 전제조건인 폐암 발생 확률이 높은 대상군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검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폐암 발생 위험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과 흡연력이다. 흡연량이 많을수록 금연 기간이 짧을수록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연령과 흡연 외에도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연구 결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들 요소들을 이용하여 연구자마다 다양한 폐암 발생 위험모델을 개발하고 있다(Table 1).
알려진 모든 위험인자를 통합하여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설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대상자 선별
과정의 용이함 때문에 과거에 시행되었던 NLST, NELSON, DANTE, ITALUNG, DLCST, MILD, LUSI 같은 다수의
폐암검진 임상연구들은 연령과 흡연력만으로 폐암검진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폐암 발생 위험 모델을 근거로
검진 대상자를 선정한 연구로는 PanCan, UKLS 연구가 있다16,17. 폐암 발생 위험 모델을 적용하면 연령과 흡연력
같은 특정 인자에만 기반하여 대상자를 선별한 경우보다 LDCT를 이용한 폐암검진 효율이 향상된다18,19. NLST
연구결과를 재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폐암 발생 위험도에 따라 연구 대상자를 서열화하였을 때 고위험 상위
60%에서 NLST에서 달성한 폐암 사망 감소 효과의 88%를 달성하였으며, 하위 20%에서는 고작 1%에 해당하는
기여도 밖에 얻지 못하여 최대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주지시
켰다20. 폐암 발생 위험확률에 따라서 미국민을 대상으로 NLST에 참여했던 대상자 숫자만큼 검진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면 상대적으로 폐암 발생 위험이 낮은 약 36%의 NLST 참여자들이 보다 고위험군으로 대치되는데,
이때 새로운 대상자로 포함되는 사람들은 흡연량이 조금 적더라도 과거 흡연자보다는 현재 흡연자, 65∼80세로
약간 더 고령자가 다수 포함되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낮은 체질량지수, 폐기종, 폐암
의 가족력이 위험 인자로 작동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9.

Table 1. Clinical variables used in lung cancer risk modeling
Field
Personal parameters
Smoking history
Drinking history
Past medical history
Family history of cancer
Occupational, environmental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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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Age, sex, race, body mass index, education level, physical activity
Total smoking amount, daily smoking dose, no smoking period,
smoking duration, start smoking age, second hand smoking
Drinking frequency
Cancer, emphysema, COPD, interstitial lung disease, pneumoconiosis, asthma,
diabetes mellitus
Lung cancer, all cancers
Asbestos, dust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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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 질환력과 폐암 발생 위험성

만성 염증이 있는 조직에 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은 폐 이외에도 여러 인체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사실이다. 폐렴과 폐결핵의 병력이 있는 경우 흡연 유무에 상관없이 폐암 발생의 상대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COPD)이 있는 경우에도 폐암 발생 확률이
상대 위험비 2.0 내외로 상승하는데 만성 기관지염보다 폐기종에서 그 위험이 더 크게 조사된다21,22. 일초간
강제 호기량(FEV1)으로 정의한 COPD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폐암 발생률과 폐암 사망률이 높아진다22,23. NLST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폐기능 검사 자료가 있는 10,054명의 대상자들을 분석한 결과 폐암 발생 위험 확률이
높은 집단일수록 실제 폐암 발생률, COPD 유병률, 폐암 사망률이 동시에 증가하였다23.
COPD 발생은 흡연력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지지만 유소년기의 감염, 선천적 폐 발달 장애, 환경 공해와
같은 비흡연적 요소에 의한 경우도 존재하는데, 비흡연자 COPD의 경우에도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국가폐암검진에서는 연령과 흡연력 위험인자에 근거하여 검진 대상자를 선별하
고 있으나, 이번에 개정된 암 관리법 시행령에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폐암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COPD같이 연령, 흡연력 이외에도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소들을 반영한 한국형 폐암 발생 위험 모델을 개발하고 여러 코호트에서 모델의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향후에
는 위험 모델에 기반한 국가폐암검진 대상자를 선별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6. 결론

54∼74세,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LDCT를 2년마다 촬영하는 국가폐암
검진이 시행되었는데 성공적인 검진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검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까지는 검진 대상자를 선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연령과 흡연력 외에 가용할 정보가 없으나 성별, 체질량지
수, 교육 수준, 신체 활동량, COPD, 간질성 폐질환, 진폐증, 당뇨와 같은 병력, 가족력 및 직업 환경적 노출력
등 폐암 발생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한국형 폐암 발생 위험 모델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새로 개정된 건강검진 문진표에 기록되는 다양한 위험 인자들에 대한 정보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미래에는
폐암 발생 위험 모델에 기반하여 검진 대상자를 선정하여 검진 효율을 올리고, 검진 주기를 위험도에 맞게
다르게 설정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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