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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COPD 환자의 폐암 선별과 수술 위험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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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is characterized by persistent respiratory symptoms and airflow
limitations with enhanced systemic inflammation. COPD is associated with numerous additional pulmonary and
extrapulmonary manifestation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primary lung cancer. The risk of lung cancer in
COPD patients is up to 5-fold higher than that in smokers without COPD, and lung cancer is a leading cause
of death in patients with mild and moderate COPD. Furthermore, COPD patients are at an increased risk of
pulmonary complications and poorer survival after lung cancer surgery compared with those without COPD.
In particular, COPD patients with both moderate-to-severe airflow limitation and emphysema are at almost a
9-fold increased risk of postoperative pulmonary complications and poorer survival than patients with neither
of these conditions. In lung cancer patients with untreated COPD, preoperative bronchodilator treatment may
improve pulmonary function and the respiratory symptoms, enabling such patients to undergo curative lung resection and to exhibit fewer postoperative pulmonary complications. Integrated assessment of the severity of
airflow limitation and emphysema status, and optimization of perioperative COPD management are essential to
minimize postoperative pulmonary complications developing after lung resection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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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은 비가역적인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
1
2
환이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약 11.7%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 5차(2010년∼2012년) 국민건강영
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에 따르면 국내 40세 이상 인구의 약 13.7%
(남성 23.3%, 여성 6.5%)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지고 있을 만큼 흔한 만성 질환이다3. 또한 같은 조사에 따르면
3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은 2010년 12.2%에서 2011년 13.2%, 2012년 1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많은 만성
폐쇄성폐질환 환자는 삶의 질과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다4. 이 중 폐암은 경증(mild)
및 중등도(moderate)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이다5.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폐암 발생
6
위험도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는 흡연자에 비해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높다 .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새로 진단
된 폐암 환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은 50%로, 나이, 연령, 흡연력을 맞추어 조사한 일반 대조군의 유병률인
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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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7년 4월부터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고, 앞으로 폐암 검진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검진 대상자는 55세 이상 74세 이하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8
흡연자와 금연한지 15년 이내인 과거 흡연자이다 .
폐암 검진 사업을 진행할수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조기 폐암이 발견되는 경우는 더 많아질 것이다. 조기
폐암의 최우선 치료는 수술이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폐암 수술 후 폐 합병증이 일반인보다 더 잘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조기 폐암이 진단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폐암 수술 전 수술 위험도 평가는
임상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2.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암의 연관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대표적인 특징인 기류 제한(airflow limitation)과 폐기종(emphysema) 모두 폐암 발생과 밀접
한 관련성이 있다. 미국에서 제1차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시행하였을 때, 심장과 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았던 5,402명을 22년동안 추적 관찰했을 때, 113명에서 폐암이 발생하였다. 이들 중 경증의
기류 제한과 정상 폐기능을 가진 대상자 사이에는 폐암의 발생 위험도의 차이가 없었던 반면, 중등도 또는 중증
(moderate-to-severe)의 기류 제한이 동반된 경우에는 정상 폐기능을 가진 대상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도가 2.8배로
9
유의하게 높았다 . 폐확산능(DLco, diffusing capacity of the lungs for carbon monoxide)은 폐기종의 중증도를 대변
한다고 잘 알려진 지표이다. BODE 코호트의 일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폐암 발생률은 폐확산능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즉, 폐암 발생률은 폐확산능이 예측치의 80% 이상(DLco
10
≥80% predicted)인 환자군보다 예측치의 80% 미만(DLco＜80% predicted)인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이용하여 측정된 폐기종 역시 폐암 발생과 관성이 높은 독립적인 인자였으며11, 특히 폐기종과
12
기류 제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폐암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았다 .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암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폐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흡연, 유전적 감수성, 발암물질의 제거
장애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Malkinson 등은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만성
13
염증반응이 기도의 반복적인 상피세포 손상과 세포의 순환율을 증가시키고 DNA의 오류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
또한 만성페쇄성폐질환과 폐암은 다양한 유전학적인 감수성을 공유하고 있다. 염색체 6q와 염색체 12는 폐기능 저하
와 폐암 발생에 영향을 주며, α1 antitrypsin과 microsomal epoxide hydrolase 등에 관계된 다양한 유전자가 만성폐
14-17
18
쇄성폐질환 환자의 폐암 발생과 연관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 이에 더하여, Wang 등 은 염색체 15q24∼25에
있는 CHRNA5-A3이 직접적으로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흡연 습관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통해서도
폐암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암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폐암 환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분류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폐기능 평가와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의 폐기종을 분류에 활용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19.
3.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된 폐암 환자의 수술적 치료와 수술 후 폐합병증 발생
폐암의 표준 수술법은 폐암이 포함되어 있는 폐엽 또는 그 보다 더 넓은 폐 조직을 절제하는 해부학적 절제술
(anatomic resection)이다. 그러나 일부 환자는 이러한 근치적 수술(curative surgery)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폐기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설상 절제술(wedge resection)이나 분엽 절제술(sublobar resection) 같은 제한적인 폐 절제술
(limited lung resection)을 받기도 한다. 제한적인 폐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예후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제한적인 폐 절제술을 받은 환자군과 폐엽 절제술(lobectomy)을 받은 환자군의 5년 생존율이 다르지 않다
는 보고가 있는 반면20,21, 제한적인 폐 절제술을 받은 환자군이 폐엽 절제술을 받은 환자군보다 폐암 재발률이 높았고,
22,23
5년 생존율도 낮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 따라서 환자의 폐기능과 신체적 활동 정도가 근치적 수술을 견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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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가능한 근치적 수술을 시행해야 하겠지만, 폐기능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폐암의 병기, 종양의 크기 및 위치
등 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폐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6.
수술 가능한 병기로 폐 절제술을 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된 폐암 환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되지
24
않은 폐암 환자보다 폐암 절제술 후 폐 합병증이 잘 발생한다. Sekine 등 은 폐암으로 폐절제술을 시행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환자보다 공기 누출(prolonged air leak)과 기흉(pneumothorax),
폐허탈(atelectasis), 폐렴(pneumonia)의 발생률이 더 높았고, 가정산소치료(home O2 supplement)를 포함한 산소치
료나 기계 호흡 치료(mechanical ventilation)를 더 오래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두 가지 폐기능 지표인 1초간 노력성 폐활량(forced expiratory volume
25-29
in 1 second, FEV1)과 폐확산능은 폐암 환자의 수술 후 폐합병증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 흥미롭게도 이 두
지표의 감소는 독립적으로 폐암 수술 후 폐 합병증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
두 지표가 모두 감소할 경우(기류 제한과 폐기종이 모두 동반)에는 폐암 수술 후 폐 합병증 발생이 가중되는 효과가
29
있다. 최근 발표된 Shin 등 의 연구에 의하면, 중증도 이상의 기류 제한과 폐기종이 동반된 경우에 기류제한과 폐기종
이 모두 없는 경우에 비해 폐암 수술 후 폐 합병증이 약 9배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
4. 폐암 수술 후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장기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여러 후향적 연구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동반한 폐암 환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동반하지 않은 폐암 환자에
24,29-31
비해 전체 생존율이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였다
.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1초간 노력성 폐활량 또는 폐확산능
28
의 감소는 폐암 수술 후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장기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 이 두 지표가
모두 낮은, 즉 중등도 및 중도의 기류 제한과 폐기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폐암 환자는 기류제한과 폐기종이 모두
29
없는 폐암 환자보다 장기 생존율이 낮았다 .
5. 폐암 수술 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관리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수술 후 폐 합병증은 수술 후 1초간 노력성 폐활량 또는 폐확산능이 예측치의 30∼40%
미만일 때 증가한다1,25. 따라서, 수술 전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폐기능을 최대한 향상시켜 폐암 수술을 진행하면
폐암 수술 후 발생하는 폐합병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는
기관지 확장제 흡입 치료와 호흡 재활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폐암 수술 전 새로 진단된 21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2주간 tiotropium 흡입 치료를 시행했을 때 수술 전 1초간 노력성 폐활량이 의미있게 향상되었고 호흡기
32
증상 또한 호전되었다. Tiotropium 사용에 의한 부작용은 없었다 . 또 다른 연구는 폐암 수술을 받은 104명의 중증도중증 만성폐쇄성 환자를 수술 전후로 tiotropium 흡입 치료를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후향적으로
비교하였는데, tiotropium 흡입 치료를 시행한 군에서 수술 후 심폐질환 합병증이 더 적게 발생하였고,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혈액 생체 지표(biomarker)인 백혈구와 CRP (C-reactive protein)가 수술 후에 유의 있게 낮았다고 보고하였
33
다 . 이와 더불어, 호흡 재활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호흡곤란을 포함한 증상 개선 효과
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수술 전 호흡 재활은 폐암 수술 후 폐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34-36.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폐암 진단 당시에도 흡연 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수술 전에는 반드시 금연을 권유하여
37-39
폐암 수술 후 폐 합병증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
6.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폐암 선별(Screening)
국내에서는 2017년 4월부터 폐암 검진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다. 폐암 검진 시범 사업은 나이와 흡연력에 바탕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동반 유무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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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위한 폐암 검진 권고 사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비흡연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폐암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40,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도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폐암 검진을 시행하
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7. 결론
폐암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한 동반 질환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만성폐쇄성폐
질환은 수술적 절제를 시행한 폐암 환자의 수술 후 폐합병증 발생과 장기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특히, 기류 제한과 폐기종이 동시에 있는 경우 폐암 수술 후 폐 합병증 발생이 높고 장기 생존율이 낮다.
따라서 적절한 흡입기 사용, 호흡 재활, 금연 등을 포함한, 수술 전 최적화된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가 폐암 수술
전에 반드시 필요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위한 폐암 검진 권고안이 아직까지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성폐
쇄성폐질환 환자도 일반적인 폐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폐암 선별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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