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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nd Lung Cancer in Never Smo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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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is an established risk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lung
cancer, and lung cancer is the major cause of death in COPD patients. Although up to 39% of COPD patients
are never smokers, there has been very limited information on the association between COPD and lung
cancer development in this population. Using a nationwide database, a recent study showed that never
smokers with COPD had a 2.67-fold increased risk of lung cancer compared to those without COPD, which
captures the attention to the risk of lung cancer in never smokers with COPD. In this article, we provided
a brief review on the issue about the risk of lung cancer in never-smokers with C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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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과 폐암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1. 또한 폐암은 COPD 환자에서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이다2,3. 흡연이 COPD와 폐암 발생에서 모두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COPD 환자에서 발생하는 폐암은 주로 흡연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COPD 환자에서 비흡연자의 비율이 39%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어4, 비흡연 COPD 환자에서 폐암 발생이
과연 증가하는지에 관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비흡연 COPD 환자에서 폐암 발생 위험에 관해 논하고
자 한다.
COPD가 폐암 발생의 위험 요소임을 밝힌 연구로 잘 알려진 것은 2009년 Young 등이 수행한 환자-대조군
연구이다1. 뉴질랜드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은 301명 환자군과 같은 지역에서 성별, 나이, 흡연력, 폐 기능으로
짝지은 301명 대조군을 비교하였다. 폐암 환자군에서 COPD 진단율은 50%인데 반해 대조군의 COPD 진단율은
8%로 유병률이 6배 이상 높았다1. 이 연구는 환자-대조군 연구의 디자인 특성상 많은 교란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비흡연자를 제외했다는 한계가 있다. 비흡연 COPD 환자에서 폐암 발생 위험에 관한
결과를 제시한 연구도 있었으나 전체 연구 대상 환자 중 비흡연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한계가 있다5,6.
이처럼 비흡연자에서 COPD가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지에 관해서는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Turner 등은
비흡연자 코호트를 추적 관찰하여 COPD군에서 폐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COPD가 없는 대조군보다 높음을
보여줌으로써 비흡연 COPD 환자가 폐암 발생의 위험이 높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7. 하지만 최근까
지 COPD의 존재가 비흡연자에서 폐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지를 명확히 규명한 연구가 없었다. 최근 건강보
험공단 표본 코호트를 이용한 한 국내 연구가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8.
연구진은 중요한 교란 변수인 흡연력을 층화하여 분석하기 위해 흡연력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는 건강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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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표본 코호트의 검진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였다. 기저에 폐암 진단 기왕력이 없는 40∼84세의 성인 약 34만명
을 중위 기간 7년간 추적하였으며, 폐암 발생을 단변량 및 다변량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COPD를 진단받지 않은 비흡연자와 비교하여 비흡연 COPD 환자의 폐암 발생 위험도(hazard
ratio)는 2.67배(95% 신뢰구간, 2.09∼3.40)로 흡연력이 있는 COPD 환자의 6.19배(95% 신뢰구간, 5.04∼7.61)
보다는 낮았으나 COPD 진단을 받지 않은 흡연자의 1.97배(95% 신뢰구간, 1.75∼2.21)보다는 더 높았다8. 이
연구 결과는 흡연력과 상관없이 COPD는 폐암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비흡연 COPD 환자의 폐암 발생 위험도는
COPD가 없는 흡연자보다도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COPD가 흡연과 관계없이 폐암 발생 위험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COPD가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기전은 주로 만성 염증(underlying chronic inflamma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1. 반복적인 기도 상피세포 손상(airway epithelial injury)과 함께 만성 염증으로 인한 고세포대사회전
(high cell turnover)과 DNA 오류 증가(propagation of DNA errors)가 발암 과정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9.
과거에는 COPD에 의한 만성 염증이 흡연의 발암 작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COPD가 폐암 발생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9, 비흡연자에서 COPD가 폐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최근 연구 결과는 COPD 자체
에 의해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8, COPD가 폐암 발생에 미치는 분자생물학적인 기전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향후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흡연자에서도 COPD는 폐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임상 의사는 비흡연 COPD
환자에서도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비흡연 COPD 환자에서
도 주기적인 저선량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등의 추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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