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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담배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질병 발생의 개인 간 변이에 대한 위험 요인의 설명력과 질병발생에 

미치는 위험요인의 인과적 기여도는 다르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서 진행중인 집단 담배소송의 대상자는 흡연력을 지닌 폐암 환자들이므로, 인구

집단 기여위험분율보다는 폭로군에서의 기여위험분율이 인과적 기여도의 지표로 

담배소송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개

인과 집단, 동물과 인간, 관찰 연구와 실험연구, 실험실과 지역사회, 저개발국가

와 선진국에서의 연구에 기반을 둔 것이며, 이 과학적 근거는 집단은 물론 개인

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기여위험분율을 바탕으로 

인과확률이 계산되어 개인에서의 인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KEY WORDS: Causality, Legislation and jurisprudence, Lung cancer, Smoking,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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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담배소송이 진행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은 2014년 4월 담배회사인 (주)KT&G, (주)필립모리스코리아, 

(주)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적 관련성의 크기가 큰 3개 암종인 폐암 중 소세포암(small cell lung 

cancer)과 편평상피세포암(squamous cell lung cancer), 후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

(squamous cell laryngeal cancer)을 지닌 환자 중에서 흡연력이 20갑 년(20 pack-

year) 이상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3,484명의 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53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담배소송에서 흡

연과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던 암종으로 이번 소송 대상을 한정하

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1]. 2015년 1월에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인과성 관련 쟁점에 대한 공판이 진

행될 예정이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causality)에 대하여 담배회사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

를 전개하고 있다 [2].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성에 대한 근거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적 연구에서 나온 통계적 관련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별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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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의 질병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장기간 흡연을 한다고 

해서 모든 흡연자에게서 폐암이 발생하지도 않고, 모든 폐암 환자들이 흡연을 하

지도 않는다. 폐암 발생에는 실내공기 오염, 대기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 음주, 식이습관 등도 관여한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지

급하였다고 하는 3,484명에 대해 개별 환자별로 흡연력, 발병경위, 진료기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특정 환자가 흡연을 하지 않았으면 폐암에 걸리지 않았을 것

이라는 점을 고도의 개연성의 정도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담배소송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한다. 인과성 문제와 함께 

담배회사의 위법행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법리적 문제이다. 하지만, 이 글은 역학

적 측면(epidemiological perspective)에서의 인과성으로 논의 대상을 한정한다. 저

자는 우리나라의 담배소송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째, 질병 

발생의 개인 간 변이에 대한 위험 요인의 설명력과 질병발생에 미치는 위험요인

의 인과적 기여도에 대한 혼란이다. 둘째,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근거를 

인구집단 수준에서 적용하는 문제이다. 셋째,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근거

를 개인 수준에서 적용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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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발생의 개인 간 변이와 인과적 기여도 

 질병 발생의 개인 간 변이(inter-individual variations in disease occurrence)

에 대한 특정 위험요인의 설명력(explanatory ability of a specific risk factor)과 질병 

발생에 대한 특정 위험요인의 인과적 기여도 크기(the magnitude of causal 

contribution of a specific risk factor to disease occurrence)는 전혀 다른 측면의 논

의이다 [3]. 그럼에도 질병 발생의 원인에 대한 논란에는 두 가지의 논의가 모두 

등장한다. 예를 들어, 암 발생에서의 우연의 역할을 다룬 2015년 1월 초 사이언

스(Science)지의 논문을 둘러싼 논란도 결과적으로 두 가지(세포 수준의 변이와 

인과적 기여도)의 문제에 대한 혼란에서 기인한 것이다 [4, 5].  

 흡연-폐암의 인과성과 관련하여 질병 발생에서의 개인 간 변이는 ‘폐암 환

자 중에 비흡연자가 있고, 전체 흡연자 중에서 폐암에 걸리는 사람은 10% 정도’

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점은 개인 수준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적 관련성

을 반박하는 담배회사 측의 중요한 논거 중 하나이다 [2]. 어떤 사람은 폐암을 앓

고 다른 사람은 폐암을 앓지 않는 개인 간 변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폐암의 개인 간 변이에 대한 흡연의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설명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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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인과적 기여도의 크기를 의미하는가? 

 질병 발생의 개인 간 변이는 유전적 요인(heritable factors), 공유된 환경 

요인(shared environmental factors), 공유되지 않은 환경 요인(non-shared 

environmental factor)에 의해 설명된다 [3, 6]. 이들 세 가지 요인이 개인 간 질병 

발생의 변이를 설명하는 분율을 모두 합하면 100%가 된다. 이 점(분율의 합이 

100%를 이루는 특성)은 기여위험분율(attributable fraction), 인구집단기여위험분율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와 같이 질병 발생에 대한 특정 요인의 인과적 기

여도를 평가하는 지표와는 다른 특성이다.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의 기여위험분율

을 더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100%가 넘을 수 있다 [7, 8]. 

 유전적 요인이 개인 간 변이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때, 우리는 이를 유전

질환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나 유전질환이라고 해서 환경적 요인이 질병 발생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인 페닐케톤뇨증

(phenylketonuria)은 PKU 유전자와 페닐알라닌 식이(phenylalanine diet)가 결합하

여 발생하는 유전질환이다. 하지만 페닐케톤뇨증이 사람들에게 유전질환으로 보

이는 이유는, PKU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매우 소수인 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페닐알라닌 식이(대부분의 동-식물성 단백질 식품에 광범하게 존재하는 아미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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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인구집단이 PKU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 인구집단은 페닐알라닌 식이를 하고 나머지는 페닐알라닌 제한 식이를 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페닐케톤뇨증을 환경 질환(식이 때문에 생기는 질환)으로 인식

하게 될 것이다. 사실 현재 페닐케톤뇨증에 대한 치료는 페닐알라닌 제한 식이

(phenyalanine free diet)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는 온전히 환경적인 치

료법이다.  

 공유된 환경 요인은 어릴 적 간접흡연, 한 가정 내 동일한 식이 습관과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을 경우 같이 경험하였을 환경적 요소이다 [6]. 쌍둥이가 공

유하지 않은 환경적 요소가 질병 발생의 개인 간 변이를 설명하는 정도를 공유되

지 않은 환경요인의 설명력이라 한다. 청소년기 이후에 시작되는 흡연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대부분의 건강 문제에서 공유되지 않은 환경적 요소의 설명력이 가

장 크다 [9]. 공유되지 않은 환경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연(chance, 

stochastic factor)으로 여겨진다 [3, 9]. 유전 요인, 공유된 환경 요인, 공유되지 않

은 환경 요인이 암 발생에 있어 개인 간 변이를 설명하는 정도를 밝힌 기존 연구

의 결과에 따르면, 공유되지 않은 환경 요인이 개인 간 변이를 설명하는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6]. 폐암의 경우 유전적 요인, 공유된 환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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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되지 않은 환경 요인이 폐암 발생의 개인 간 변이를 설명하는 정도는 각각 

26%, 12%, 62%이었다 [6]. 흡연이 폐암의 개인 간 변이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0%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10], 다른 위험요인과 비교하였을 때, 흡연 행태의 설명

력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표현형질에 대한 개인간 변이를 유전요인이 설명하는 분율을 의미하는 유

전율(heritability)은 유전요인이 질병 발생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의 크기를 의미

하지 않는다 [11]. 개인의 변이에 대한 특정 요인의 설명력의 크기가 크지 않다고 

하여 해당 요인의 인과적 영향력의 크기가 작다고 할 수 없다. 개인 간 변이에 

대한 흡연의 설명력이 작다고 하여, 흡연이 폐암의 강력한 원인이라는 사실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특정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20년 간 하

루 담배 1갑씩 흡연을 하였을 경우, 흡연은 해당 사회에서 폐암 발생의 개인 간 

변이를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담배를 피웠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는 폐암도 유전 질환이나 우연에 기인한 질환처럼 인식하게 된다 [3, 12]. 

하지만 이 사회에서의 폐암 발생률은 매우 크게 높을 것이다. 흡연이 폐암 발생

에 인과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질병 발생에 대한 특정 요인의 인과적 기여도는 기여위험분율(attribu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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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ion)로 표현된다. 기여위험분율은 폭로군에서의 기여위험분율(attributable 

fraction among the exposed)와 인구집단기여위험분율(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가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폐암 소송에서는 담배회사측에 의해 인구집단기

여위험분율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 [13]도 인용된 바 있다 [2]. 하지만 담배소송에

서는 폭로군에서의 기여위험분율이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담배소송의 대상자는 

흡연자 중에서 폐암 환자들이기 때문이다.  

 

질병 발생의 다요인 모형(multi-causal model)과 흡연 

 우리나라 담배소송에서 폐암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specific disease)이 아닌 여러 가지 원인인자들이 같이 작용하여 질병을 일

으키는 ‘비특이성 질환’(non-specific disease)으로 일컬어진다 [2, 14]. 담배회사측

에서는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해, ‘A가 없으면 B도 없다’의 명제와 같은 1

대 1의 관련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1대 1로 대응하는 관련성, B라는 질병 발생에 대한 필요충분조건(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을 만족하는 A라는 단원인(monocause)은 존재할 수 없다 [15]. 

질병 자체를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구분하는 것은 역학분야에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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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질 수 없다. 특이성 질환, 비특이성 질환의 구분은 베트남전 고엽제 소송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 기반을 둔 것인데,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구분의 부당성이 지적된 바 있다 [16]. 

감염성 질환의 경우 이상의 정의에 따른 ‘특이적 질환’으로 여겨질는지 모

르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는 결핵균을 지니고 있지만 

결핵환자는 국민 전체와 비교하여 매우 소수이다 [17]. 특정 조건, 예를 들어, 영

양결핍 상태, 위생상태의 문제, 면역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상태 등이 존재할 때 

결핵이 발생한다. 콜레라균의 감염된 사람 중에서 정작 심한 물 설사를 동반하는 

전형적 콜레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18]. 콜레라에서의 콜레

라균, 결핵에서의 결핵균은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이다. 하지만 감염성 

질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감염성 질환들은 필요조건을 갖지 않는다. 대부분의 

비감염성 질환에서 위험요인들은 구성적 원인(component cause)이다 [19]. 콜레라

균과 결핵균의 콜레라와 결핵에 대한 기여위험분율은 100%이다. 콜레라균에 감

염되지 않았다면 콜레라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고, 결핵균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결핵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특이성’이 콜레라균과 콜레라, 결핵균과 결

핵과 같이 위험 요인과 질병의 인과적 크기를 의미한다면, 폐암에 대한 기여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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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이 90%인 흡연의 경우, 여러 다른 위험요인들 중에서도 매우 ‘특이적’인 요

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담배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은 이와 같은 ‘특이성’의 크기가 더욱 

크다. 만약 질병분류체계가 바뀌어 전체 폐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흡연에 

기인한 폐암’을 별도의 질병 군으로 구분한다면, 해당 질병 군에서의 흡연은 필

요요인이 되었을 것이고, 그만큼 특이성은 높아질 것이다.  

 질병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한다. 한 가지 원인만으로 일어나는 

질병이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질병 발생에 여러 가지 원인이 관

여한다는 점이 폐암에 대한 흡연의 인과적 영향력을 상쇄하지 않는다. 흡연은 매

우 강력한 폐암의 원인이며, 지금까지 밝혀진 다른 요인들보다도 인과적 영향력

이 크고, ‘특이적’이다. 특히 현재 담배소송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 암종

(small cell lung cancer, squamous cell lung cancer, squamous cell laryngeal cancer)

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적 관련성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가? 

 저자는 담배소송 과정을 지켜보면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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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과 관련하여 담배회사들이 ‘집단’과 ‘개인’ 사이에 심연(深淵)을 가로놓는듯한 

인상을 받는다. 예를 들어 담배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다  [2]. ’

흡연과 폐암의 인과적 관련성에 대한 근거들은 모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적 

자료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해당 연구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흡연이 폐암 발생에 80%-90% 기여하더라도 이는 인구집단에서 관찰된 통계적 

결과이고, 개인에서는 다른 요인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흡연의 기여도

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연구 결과

들은 일반적 인과성(general causation)을 의미할 뿐, 개인에서의 구체적 인과성

(specific causation)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지 못한다.’ 

 역학 연구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적 관련성을 입증하고 흡연의 위해 정도

를 정량화하는 데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흡연과 폐암의 인과적 관련성에 

대한 근거를 형성하는 데에는 개인에서의 관찰, 동물에서의 실험, 화학물질에 대

한 실험실적 분석과 같은 관찰과 실험 결과들이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20]. 

 첫 번째로, 동물실험 결과들이다. 실험실적으로 이른바 ‘담배 주스(tobacco 

juice)’를 동물의 등에 도포하였을 때, 암이 발현하는 것을 증명한 연구들이다. 

이미 오래 전, Wynder 등은 담배의 타르를 쥐의 등에 도포하여 종양을 유발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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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21].  

 두 번째로는, 세포병리학적 관찰 결과들이다. 이미 1930년대부터 병리학

자들은 흡연이 상부기관지의 섬모(이물질을 폐 밖으로 내보내는 활동을 하는 인

체내 세포 기관) 활동에 문제를 일으켜 ‘섬모정체(ciliostasis)’를 야기한다는 사

실을 밝혀냈다 [20]. 이와 같은 섬모정체는 결과적으로 흡연으로 인해 흡입된 담

배의 물질들이 폐에 갇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들 물질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

다는 점을 세포병리연구가 밝혔다.  

 세 번째로, 담배 연기 속의 암 유발 화학물질의 발견이다. 1930년대 Angel 

Roffo는 담배 연기속에 존재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를 규명하였고 [20], 1952년에는 담배회사, Brown and Williamson의 

연구자들이 벤조피렌(benzopyrene)을 규명하였다 [22]. 이후 화학물질 분석을 통

하여 수많은 발암물질들이 규명되었고, 현재는 7,000여종의 화학물질이 흡연을 

통해 생성되어 인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3].  

 역학자들은 인과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이와 같은 동물실험, 개인에서의 

병리학적 관찰 결과, 화학 실험결과들을 모두 활용한다. 역학에서는 인과성 판단

을 위해 Hill의 인과성 고려사항(Hill’s considerations for causation)이 활용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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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4]. Hill의 인과성 고려사항에 있는 생물학적 설명가능성(biological plausibility), 

기존 지식과의 일치성(coherence), 실험적 입증(experiment), 유사성(analogy) 등

의 고려사항들은 동물실험 결과, 실험실적 결과, 개별 환자에서의 관찰결과들을 

필요로 한다. 역학 연구결과를 ‘통계학적 연관성’으로만 치부하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역학의 역할을 폄훼하고 제한하려는 활동은, 흡연과 폐암의 관련

성에 대한 역학 연구 결과를 법정에서 인과성의 근거로 채택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도 역학 연구결과가 개인에서의 인과

관계 증명을 위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주장이 지나치다는 평가가 있다[25]. 흡

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개인과 집단, 동물과 인간, 관찰 연구

와 실험연구, 실험실과 지역사회, 저개발국가와 선진국으로부터 형성된 연구에 기

반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부정은 현재의 과학적 

지식체계에 대한 부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질병의 인과성에 대한 근거는 개인과 집단에서 관찰되거나 실험으로 입증

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고, 반대로 집단과 개인에게 적용된다. 보건정책에서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인구집단에서의 관련 질병(폐암 

등)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진료실에서 흡연하는 환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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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을 권고하고 금연 치료를 시행하는 이유는 해당 환자가 폐암 등의 질병을 앓

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이다. 흡연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금연을 권유하는 이

유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불행을 염려해서이다. 모두 흡연과 폐암을 비롯한 질

병의 인과성(그것이 개인수준이든, 집단수준이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

이다. 실천적으로는 개인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고하는 가족 구성원과 의사에게 

‘당신은 집단에서 관찰된 결과를 개인에게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는 없다. ‘개인’과 ‘집단’ 사이에 심연이 가로놓일 수 없다. 

 

 

집단과 개인에서의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 

 인구집단에서 질병 발생에 대한 특정 위험요인의 인과적 기여도는 기여위

험분율의 형태로 표현된다. 흡연력을 가진 폐암 환자들이 집단으로서 자신들의 

폐암 발생의 원인을 다툰다면, 흡연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

이 논리적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에서의 흡연의 상대위험도가 10배(즉, 폭로군 기여위험분율이 

90%)라고 가정한다면, 집단으로서 이들 환자들의 폐암 발생률의 90%는 흡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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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질병 발생의 원인을 개인 수준에서 다투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인구집단 자료에서 나타난 기여위험분율을 어떻게 개인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인구집단 지표인 기여위험분율은 인과 확률

(probability of causation)의 추정에 활용될 수 있다. 

 Miquel Porta의 역학 사전에 따르면, 특정 개인에 대해 폭로 요인이 질병 

발생에 역할을 하였을 확률(for a given case, the probability that exposure played a 

role in disease occurrence)을 인과 확률이라 한다 [24]. 인구집단에서의 발생률 정

보를 활용하는 기여위험분율과 달리 인과 확률은 무작위로 뽑힌 특정 개인의 질

병이 특정 폭로에 의해 발생하였을 확률, 즉, 개인 수준에서의 확률을 다루므로, 

각종 규제 또는 법적 기준을 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활용된다 [26, 27].  

 기여위험분율과 인과 확률 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한다. 즉, 인과 확률

은 기여위험분율보다 같거나 크다 [15, 19, 24]. Porta의 역학 사전에서 들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보자. 만약 100명의 환자 각 개인이 잘못된 치료법에 의해 모두 8

년 간 생존했다고 하자. 하지만 이와 같은 잘못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이들은 

모두 10년 간 생존한다. 이 때 잘못된 치료법으로 인해 100명이 2년 적게 생존



17 

했으므로, 생존기간 단축에 대한 잘못된 치료법의 인과 확률은 100%이다. 하지

만 기여위험분율은 사람들의 추적기간을 고려한 person-time 자료를 활용하여 계

산하게 된다. 만약 10년을 추적한다고 했을 때, 잘못된 치료법을 받은 사람들의 

사망률은 100명/800인년으로 계산되어 0.125/year가 되며, 해당 치료법을 받지 

않았을 때의 사망률은 100명/1000인년으로 0.100/year가 된다. 이 때 기여위험분

율은 [0.125 – 0.100]/0.125 = 20%가 된다. 이는 100%인 인과 확률보다 매우 낮

은 값이다 [24].  

 질병 발생은 시간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일어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앞

선 사례에서 추적 기간 동안 잘못된 치료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망하였을 경

우 인과 확률은 100%가 될 것이다. 만약 사망이 추적기간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잘못된 치료법을 받은 사람들에서의 추적기간을 더하면 대략 

500인년을 기록할 것이다. 해당 치료법을 받지 않았다면 사망률은 100명/1000인

년이고, 치료법을 받은 군의 사망률은 100명/500인년이므로  기여위험분율은 50%

로 나타날 것이고, 비폭로군에서의 사망률에 비해 폭로군의 사망률은 2배가 될 

것이다. 즉, 질병 발생이 일정한 속도로 일어나는 상황(현실 상황에 보다 가까운 

상황)에서 기여위험분율이 50%라면 인과 확률은 100%에 가까울 것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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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만약 특정 위험요인이 질병에 대한 기여위험분율이 

90%일 때, 인과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작위로 추출된 질환 보유자에서 해

당 위험요인이 질병을 일으키는 데에 역할을 하였을 확률은 최소 90%가 넘는다

고 할 수 있다. 캐나다 퀘벡 주의 담배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같이 법적

으로 흡연에 기인하는 폐암 사례 수(cases of lung cancer legally attributable to 

smoking)를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28]. 

 요약하자면, 인구집단에서 산출된 기여위험분율은 개인에서의 인과성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흡연과 폐암의 관

계에 대한 기여위험분율 정보는 집단과 개인에서의 인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보

로 활용될 수 있다 [15]. 

 

맺음말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논의는 학문 영역이나 법정에서 건조하게 

이루어진다. 여기에 폐암 환자들의 목소리는 명료한 형태로 드러나 있지 않다. 폐

암은 공포의 질병이다. 죽는 날까지 힘겹게 숨을 몰아 쉬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질병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폐암 환자들이 고통스럽게 죽어 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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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많은 분들이 폐암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 분들의 고통은 그 분들의 

운명이나 그 분들 탓이 아닌 분명한 외적 원인이 있는 고통이다. 담배소송은 그 

원인을 밝히는 활동의 하나이기에 누구보다 폐암 환자를 위한 것이다. 약자를 대

변하기 위한 활동이다. 

 흡연은 건강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의 주범이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학력 수준이 낮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29, 30]. 낮

은 사회계층에서의 흡연율이 높다 [31]. 우리나라에서도 사망률에서의 사회경제적 

차이에 흡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연구된 바 있다 [32]. 흡연은 폐

암을 비롯하여 많은 질병을 일으킴으로써 인간의 생명권(right to life)을 위협하기

도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의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임으로써 

건강에서의 불평등도 재생산한다. 그러므로 담배를 규제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활동이다. 

 연구에 따르면, 담배, 알코올,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 음료 등 

불건강 상품(unhealthy commodities)에 대한 규제는 일정한 수렴경향(convergence 

trends)을 보인다 [33]. 즉, 담배에 대한 규제가 잘 이루어질수록 술과 위해 식품

에 대한 규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세계질병부담 연구(Global Burde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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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Study)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건강 위해 물질이 유발하는 질병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4]. 만약 진행 중인 담배소송을 통해 건

강 위해 물질의 악영향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담배

소송은 모든 국민이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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