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pothesis>

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생과 관련한 교정가능 위험요인

Modifiable Risk Factors of Lung cancer in Never-Smoke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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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2년에서 2012년간 폐암 통계를 살펴보면 비흡연 여성에서 선암종의 발생이 크
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여성에서 비흡연 폐암발생과 관련한 요인들로는 호르
몬 대체요법 (HRT)과 인유두종바이러스 (HPV) 감염이 알려져 있다. 환자-대조군연구를 이용
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호르몬대체요법은 폐암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왔다. HPV에 대한
메타분석은 아직 없는 가운데 위험요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HRT에 대하여는 코호트
연구 결과를 이용한 연합분석 (pooled analysis)이 필요하며, HPV에 대하여는 환자-대조군연
구 결과를 이용한 메타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중심어: 폐암, 위험요인, 호르몬대체요법, 인유두종바이러스,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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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은 한국인 암 사망의 수위를 차지하는 원발암 (primary site cancer)으로 [1], 흡
연이 폐암의 주된 발생 요인으로 보고 있다 [2,3].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KOSIS)과 한
국중앙암등록본부 (www.ncc.re.kr; KCCR)가 제공한 암 발생 및 사망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
터 2012년간 암발생률과 사망률에 있어 여자를 기준으로 남자의 성비 (sex ratio)가 사망률
에서는 변동이 없는 반면, 발생률에서는 꾸준히 감소하였다 (Fig. 1). 또한 KCCR이 제공한
폐암 발생자의 조직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Fig. 2), 2002년도 기준으로 남자에서 가장 많았
던 편평세포암 (squamous cell carcinoma)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선암 (adenocarcinoma)
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1위가 되었다. 여자에는 2002년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선암은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2년 현재 여성 폐암발생 중 81%를 차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
지역 암센터에서 치료한 여성 폐암 대부분은 비흡연자들 (73.0%)이며, 비흡연자에서 선암의
빈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4].

이상의 두 그래프와 발표의 의미는 지난 10년간 비흡연 여성에서 예후가 상대적으
로 좋은 선암의 폐암 발생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평생을 통해 흡연
한 적이 없지만 폐암이 생기는 경우 (Never-smokers lung cancer, NSLCa)에 있어, 여성, 아
시아인, 선종이 더 많다는 점 등 [5.6]의 역학적 특성을 보이면서 새로운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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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LCa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것들로는 간접흡연 (second-hand smoking), 라돈
(radon), 석면 (asbestos), 조리시 연기 (cooking fumes) 등의 환경폭로, 유전적 감수성
(genetic susceptability), 호르몬, 암유발 바이러스 (oncogenic virus) 등이 있다 [5,6,8]. 이들
중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1) 간접흡연 (2) 조리시 연기 (3) 호르몬 (4)
인유두종바이러스 (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으로 좁힐 수 있다.

이중 조리시 연기나 어릴 때 간접흡연은 이미 노출이 되어서 개입이 불가능
(modifiable) 하다는 점에서 예방사업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에 더하여, Krishnan et al. [9]
은 NSLCa의 유전체 분석을 근거로 흡연력이 없는 아시아인의 폐암발생에 있어 간접흡연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을 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 동료 등 주변으로 부터의 간
접흡연 노출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10]. 문제는 간접흡연의 노출정
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적 한계 때문에 인과규명을 위한 역학연구 수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
다 [11,12].

여성 호르몬에 있어서는 경구피임제 (oral contraceptives, OC)와 호르몬대체요법
(hormone replacement therapy, HRT)를 의심하는 실험실적, 역학적, 임상적 근거들을
Syegfried 가 정리하였으며 [13], 이에 대한 메타분석들이 수행되어 왔다. Wu et al. [14]은
OC와 폐암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9편의 환자-대조군연구와 5편의 코호트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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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선정하여 체계적 고찰을 시행한 결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두 가지 연구 설
계별로 하부군 분석 (subgroup analysis)을 했지만 여전히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HRT 와 폐암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체계적 고찰은 3편이 있다 [15-17]. 이들 모두 환자-대조
군 연구 결과의 메타분석은 보호 효과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그러나 코호
트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은 일관성이 없으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HRT에 대한 여성 폐암발생을 규명하는 코호트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18], 기
존의 발표된 코호트 추적자료들을 모아 연합분석 (pooled analysis)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암유발바이러스 중 HPV 감염이 폐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1979년 Syrjänen [19]이
주장한 이후, 폐암 조직에서 HPV DNA 유병률 (prevalence)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 고찰 [20-23] 결과, 발생한 폐암의 약 20%에서 HPV 양성이며, 16과 18
유형이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인과규명을 위한 환자-대조군 연구의
체계적 고찰에서 HPV 감염으로 인한 SOR이 5.67배 (95% CI: 3.09-10.40)로 보고하였다 [24].
비흡연 여성에 있어서도 여전히 관련성이 있다고 나온다는 점에서 [25], HPV 예방접종은 자
궁경부암, 유방암 [26] 뿐만 아니라, 폐암 발생까지 예방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한편, 폐
암환자의 혈액에서도 HPV 16/18 DNA가 검출된다는 보고 [27]에 따르면, 비흡연 여성에 있
어 폐암의 조기 진단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28].

지금까지 비흡연 여성에서의 폐암 발생에 관여하는 위험 요인들 중 특히 교정 가능
한

(modifiable) 요인들인 HRT 복용력과 HPV 감염력에 있어 그 관련성 근거들을 살펴보았

다. 향후의 과제들로는 HRT 복용력에 대하여 코호트 연구에 대한 연합분석이 필요하며,
HPV 감염력에 대하여는 환자-대조군 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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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T 복용력이 폐암 발생의 보호요인이고, HPV 감염력이 위험요인이라면, 이를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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