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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폐암 환자에서 동반질환과 치료요법에 따른 생존율 차이에 관한 

연구

연구 배경

폐암은 남자에서 두 번째로, 여자에서 다섯 번째로 호발하는 암으로 지속하

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폐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췌장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상대생존율을 보이고 있으며, 악성신생물에 의

한 사망률에서 폐암이 남녀 모두에서 사망률 1위로 10년 전에 비해 폐암 사망

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치료요법과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대상 및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2002년~2003

년의 2년 washout 기간 후 2004년~2010년 7년 간 최초로 폐암 진단을 받은 대

상자 6,779명을 추출하였다. 그 중 랜드마크 타임 내에 최소 한 번 이상의 치

료를 받은 대상자만 추출하였으며, 랜드마크 타임 2개월, 6개월 내에 사망한 

대상자 제외 후 최종 선정된 대상자수는 각각 1,011명과 837명이었다. 생존여

부에 대한 추적조사는 2013년 12월까지 시행하였고 SAS 9.4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년, 5년 조건부 생존율과 중앙생존기간은 Kaplan- 

Meier metho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동반질환과 치료요법에 따른 생존 기간

의 차이를 로그 순위검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사망위험요인 분석은 콕스의 

비례위험 회귀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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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중앙생존기간은 랜드마크 타임 2개월에서 12.3개월, 6개월에서 17.0개월이

었고, 5년 생존율은 랜드마크 타임 2개월에서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치료군

이 13.3%, 6개월에서 수술치료군이 13.6%로 가장 높았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사망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CCI(Charson 동반상병

지수)는 0-3점 그룹에 비해 4-5점 그룹의 사망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나, 동반상병지수가 높을수록 사망위험도 상대적으로 더 높았

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사망위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요법에 따

른 사망위험은 수술치료에 비해 랜드마크 2개월에서 항암화학치료군의 사망위

험이 1.864배, 방사선치료군이 2.130배,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이 

1.938배였고, 랜드마크 6개월에서 항암화학치료군의 사망위험이 2.178배, 방

사선 치료군이 1.854배,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이 2.164배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수술치료가 생존 결과에 있어 가장 확실한 1차 

치료임을 재확인하였다. 치료요법 별로 가장 흔했던 동반질환은 경증 간질환

과 소화성 궤양이었으며, 조건부 생존기간의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

성을 보인 동반질환은 심근경색, 만성합병증 동반 당뇨, 신장질환, 울혈성 심

부전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결론

폐암 진단 후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겠으며, 폐암 치료 뿐 아니라 동반질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폐암환자의 예후에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소득수준에 의해 치

료 선택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폐암, 동반질환, 치료요법, 생존분석,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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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보건복지부, 중앙 암 등록 본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

고서（2015년 암등록통계)」의 암발생률 국제비교에 따르면, OECD 국가들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3대 암종이 남자는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여자

는 유방암,  대장암, 폐암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폐암은 남자

에서 두 번째로, 여자에서 다섯 번째로 호발하는 암으로 지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폐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며 2011년~2015

년 사이 발생한 폐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26.7%로 2001년~2005년 기간의 

16.5%와 비교해보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중앙암등록본부, 2017).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주요 암종 중에서 췌장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상대생존율이며, 통계청의 「2017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악

성신생물에 의한 사망률에서 폐암이 남녀 모두에서 사망률 1위로 10년 전에 

비해 폐암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18) 치료요법과 생존율

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폐암의 분류는 편평상피암, 선암, 소세포암, 그리고 대세포암으로 나뉘어지

며 이 중 비소세포폐암이 전체 폐암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김효진 등, 

1994). 특히 비소세포암은 외과적 절제술만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효

과적인 치료법이지만 실제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30%도 되지 못

한다. 조기에 발견하여 광범위한 외과적 절제술로 치료된 경우에도 환자의 약 

50% 정도만이 5년간 생존할 수 있다(현미경, 이태용, 2003). 이로 인해 수술 

외 면역요법, 방사선 및 항암제 투여와 같은 다른 치료를 필요로 하며, 수술 

후 방사선 치료는 폐암의 생존율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기

도 했다(김상위, 서철원, 이정신, 2001).

따라서 다양한 병합요법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4기 비소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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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에서 복합화학요법군과 보존적치료군의 생존율 비교연구에서 복합화

학요법군의 중앙생존기간은 20주, 보존적치료군은 11.7주였고 1년 생존율은 

복합화학요법군 15%, 보존적치료군 8%에 불과했으며,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병훈 등, 1996). 만 70세 이상 고령의 비소

세포성폐암 환자의 방사선 및 병용치료에 대한 효과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는 

단독방사선치료군, 동시항암화학방사선치료군, 화학요법 후 방사선치료군의 

세 군을 비교하였고 중앙생존기간은 각각 8.9개월, 8.2개월, 11.7개월이었다

(윤원섭 등, 2007). 또, 폐암치료의 선택과 비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가장 좋

은 치료방법은 수술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 지방에 거주 그리고 낮은 

소득의 환자에서는 치료받지 못한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Kim et al., 2018). 

즉,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임에도 환자의 치료 선택 시 영향을 주는 여

러 요인들에 의해 실제 다양한 패턴의 치료가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생

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에는 연령, 원발 부위, 조직학적 형태, 병기 

등이 있으며(현미경, 이태용, 2003), 동반질환의 수와 18개의 특정 동반질환

이 폐암 생존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고(Tammemagi et al, 2003), 동반질환은 

또한 암의 위험도, 발견, 진행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Extermann, 2007), 

국내 여러 연구들에서 역시 치료요법에 따른 생존율 비교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임상 연구를 제외하면 많은 경우 일개 병원 또는 특정 소수 기

관의 데이터가 중심이 되었고, 폐암의 동반질환과 생존에 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우

리나라에서 2004년~2010년 7년 간 최초로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시행된 치료요법과 동반질환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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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2004년~2010

년 7년간 최초로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흡연 여부, 

체중 감소, 동반질환, 소득분위, 암의 가족력 유무, 치료 방법, 생존율 등을 

분석하고, 동반질환과 치료요법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였으며, 그 구체적인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치료요법에 따른 분포를 알아본다.

둘째, 폐암의 치료요법에 따른 그룹 간 생존율의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치료요법에 따른 동반질환의 분포 및 동반질환의 유무에 따른 생존율

의 차이를 알아본다.

넷째, 동반질환과 치료요법으로 인한 생존율의 차이 및 사망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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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χ2 검정

  Cox’s 비례위험함수                           로그순위검정

그림 1. 연구의 틀

최초로 폐암을 진단받은 대상자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흡연여부

Charlson 동반상병지수

소득분위

암 가족력

치료요법

전체 생존 기간

수술, 항암화학, 방사선 단독치료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치료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치료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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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2년~2013년에 걸쳐 구축한 표본코호트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기준에 따라 폐암 상병(C33-C34)으

로 2004년~2010년 7년 동안 최초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진

단 시점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존 여부를 추적조사 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2004년~2010년에 폐암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총 7,334명이

었으며, 그 중 2002년~2003년에 이미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최초 폐암 진단 대상자는 총 6,779명이었다. 그 중 랜드마크 타임 내에 최소 

한 번 이상의 치료를 받은 대상자만 추출하였으며, 랜드마크 타임 내에 사망

한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랜드마크 타임 정의에 따라 최종 선정된 대상자수는 각각 1,011명과 837명

이며  2013년 12월까지 생존여부에 대한 추적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 선정

과정과 정의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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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폐암 대상자 선정과정

2002년~2010년 폐암 진단 대상자

총 7,334명

C33-C34 상병코드 부여된 

대상자 추출

2004년~2010년 폐암 최초 진단 

대상자 총 6,779명

2002~2003년 폐암 진단 

대상자 555명 제외

랜드마크 타임 내 

하나 이상의 수술/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대상자 1,572명 

랜드마크 타임 2개월 내

사망한 대상자 561명 제외

랜드마크 타임 2개월 내 

하나 이상의 치료를 받고

생존한 대상자 1,011명

랜드마크 타임 2개월 랜드마크 타임 6개월

랜드마크 타임 6개월 내

사망한 대상자 852명 제외

랜드마크 타임 내 

하나 이상의 수술/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대상자 1,689명 

랜드마크 타임 6개월 내 

하나 이상의 치료를 받고

생존한 대상자 8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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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변수

가. 흡연 여부

대상자가 폐암진단을 받은 것과 동일 연도 검진자료의 흡연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흡연력이 없는 비흡연자, 흡연력이 있었으나 현재 비흡연자, 현재 흡연

자 그리고 흡연 여부를 알 수 없음의 네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나.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Charlson 동반상병지수)

Quan 등(2005)은 Charlson 동반상병지수(Charlson Comor -bidity Index, 

CCI)의 알고리즘에 ICD-10을 적용한 비교연구에서 새로 개발된 ICD-10이 기존

의 ICD-9-CM과 비슷한 추정치를 보여주었고 더 우수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였

으며, 김경훈(2010)은 Charlson 동반질환의 ICD-10 예측력 비교연구에서 비록 

알고리즘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Quan 알고리즘의 사망 예측력이 다른 알

고리즘보다 약간 높았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uan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부록(표 8)>과 같은 질병

코드를 상병코드로 가진 경우에 Charlson 동반질환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0

점, 1-3점, 4-5점, 6점 이상의 네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 소득분위

자격자료의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하여 하위 20% 이하, 20% 초과 80% 이하, 

80% 초과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라. 암 가족력

검진자료의 가족력 암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암 가족력 없음, 있음, 알 수 

없음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 치료요법

폐암의 치료는 환자의 임상적인 상태와 조직학적 분류, 각종 검사결과, 증

상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능하다면 수술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며, 수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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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우 동시항암화학방사선치료나 항암화학 후 방사선치료를 고려한다. 

또한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항암화학치료, 방사선치료 또는 동시항암화학치료

를 고려할 수 있다(조군제,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치료요법에 따른 치

료군은 <표 1>과 같이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변량 분석 시 치료요법을 수술/항암화학/방사선 단독 치료, 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중 2개 복합치료, 수술과 항암화학과 방사선 치료를 모두 받

은 3개 복합치료 그룹으로 분류하여 관심변수로서 추가, 통제하여 분석하였

다.

표 1. 치료요법에 따른 치료군 분류

바. 생존기간

최초진단일은 최초로 폐암 상병코드가 부여된 최초 요양개시일로 정의하였

다. 사망일은 표본코호트의 자격자료에서는 사망년월 정보만 제공하므로 해당 

사망년월의 15일로 정의하였다.

대상자의 생존기간은 폐암 최초진단일로부터 사망일까지이며, 관찰 기간인 

2013년까지 확인된 마지막 관찰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하였다.

구분 치료요법 그룹명

1 수술 치료군 TG1

2 항암화학 치료군 TG2

3 방사선 치료군 TG3

4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 치료군

(동시항암화학방사선치료 포함)
TG4

5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

(동시항암화학방사선치료 포함)
TG5

6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

(동시항암화학방사선치료 포함)
T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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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율은 각 대상자의 최초 진단 시점으로부터 2년, 5년 조건부 생존율을 

구하였으며, 전체 생존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망연월이 확인된 경우, 사망원인을 폐암으로 규정하여 생존율을 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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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및 통계기법

본 연구는 SAS 9.4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1) 폐암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치료요법에 따른 분포를 기술통계량, χ2 

검정을 통해 알아본다.

2) 폐암 환자 치료요법 및 Charlson 동반질환의 분포를 빈도와 백분율을 통

해 알아본다.

3) 폐암 환자의 치료요법에 따른 2년, 5년 조건부 생존율과 중앙생존기간을 

Kaplan-Meier method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4) 폐암 환자의 동반질환과 치료요법에 따른 생존 기간의 차이를 로그 순위

검정을 통해 분석하고 혼란 변수를 통제한 후의 관련성은 콕스의 비례위험 회

귀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가. 랜드마크 분석 (Landmark analysis)

치료기간과 무진행 생존기간이나 전체 생존기간과 같은 이벤트발생 분석 시

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분석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조기발견기간 

바이어스(immortal time bias 또는 guarantee-time bias)를 방지하기 위한 분

석 방법으로, 바이어스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분석결과를 해석하기 

쉬우며 time-to-event 데이터를 Kaplan Meier curve로 보여주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Giobbie-Hurder, Gelber and Regan, 2013).

폐암치료의 경우 첫 진단 후 최소 18일~최대 1.8개월 이내에 첫 치료를 시

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Etienne et al., 2012), 진행성 소세포폐암에서 백

금기반 1차 치료에 대한 생존분석 시 랜드마크 포인트는 8주였고(Lara et 

al., 2008), 세포독성치료 시 그 종류와 관계 없이 8주 종양반응이 생존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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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이 있었다(Yamamoto et al., 2009). 소세포폐암에서 방사선치료요법들 

간의 생존 결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 시작 후 median 15.5일에 방

사선치료를 시작했으며 방사선 조사 기간은 조사량과 스케쥴에 따라 45일까지 

다양했고(Rutter et al., 2015), 국소진행성 비소세포폐암에서 최적의 항암치

료 주기는 항암요법에 따라 2-6주기이며 추가적인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전체

생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Mamdani et al., 2015). 만 70세 이상 고령의 

비소세포성폐암 환자의 방사선 및 병용치료에 대한 효과 평가에 관한 연구에

서는 단독방사선치료군, 동시항암화학방사선치료군, 화학요법 후 방사선치료

군의 세 군을 비교하였고 중앙생존기간은 각각 8.9개월, 8.2개월, 11.7개월이

었다(윤원섭 등, 2007).

따라서, 초기 치료 후 첫 종양반응이 결정되는 시점인 2개월, 그리고 이후 

치료요법이 이루어진 후의 차이를 보고자 6개월로 랜드마크 타임을 설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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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치료요법 분포

1) 랜드마크 타임 설정에 따른 연구 대상자수

2004년~2010년에 최초로 폐암 진단을 받은 대상자 총 6,779명 중 랜드마크 

타임 2개월 및 6개월 동안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수술,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

를 받고 생존한 대상자는 각각 1,572명과 1,689명이었으며, 랜드마크 타임 동

안 사망한 대상자 561명과 852명을 제외한 최종 연구 대상자수는 각각 1,011

명, 837명이었다(표 2).

표 2. 랜드마크 타임 설정에 따른 연구 대상자수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별 분포를 남녀비로 보면 랜드마크 타임 2개월에서 3.2:1, 랜드마크 타임 

6개월에서 3.1:1로 비슷하였다.

연령 분포는 모두 60-69세에 가장 높은 분포(각각 37.1%, 37.8%)를, 그 다

음으로 70세 이상에서 높은 분포(각각 32.8%, 30.6%)를 보였고, 흡연 여부는 

알수없음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각각 72.4%, 70.5%). Charlson 동반상병지

수(Charlson Comorbidity Index)는 0점에는 낮게 분포하였고(각각 0.8%, 

1.0%), 1-3점, 4-5점, 6점 이상에는 고르게 분포하였다.

랜드마크 타임
치료받은 

대상자수

랜드마크 

타임 내 사망

최종 연구 

대상자수

2개월 1,572명 561명 1,011명

6개월 1,689명 852명 8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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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는 3-8분위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각각 52.1%, 50.3%), 다음으로 

9-10분위(각각 30.3%, 32.6%), 0-2분위(각각 17.6%, 17.1%)에 분포하였으며, 

암가족력은 알수없음(각각 54.2%, 52.5%)과 없음(각각 41.2%, 42.3%)에 높게 

분포하여, 랜드마크 타임 2개월과 6개월의 전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랜드마크 타임 2개월 대상자들의 치료요법별 일반적 특성은 <표 4>과 같다. 

각 군의 대상자수는 수술치료군(TG1) 123명, 항암화학치료군(TG2) 563명, 

방사선치료군(TG3) 132명,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치료군(TG4) 15명,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TG5) 33명,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TG6) 

145명으로 항암화학 치료만 받은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치료를 받은 대상자가 가장 적었다.

성별 분포를 남녀비로 보면 수술치료군(TG1) 3.4:1, 항암화학치료군(TG2) 

3.7:1, 방사선치료군(TG3) 1.9:1,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치료군(TG4) 

2.8:1,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TG5) 1.4:1,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TG6) 3.7:1로 모든 치료군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그 중 방사선치

료군(TG3)과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TG5)의 남성 비율이 다른 군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56).

연령 분포는 수술치료군(TG1), 항암화학치료군(TG2)에서는 60-69세와 70세 

이상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방사선치료군(TG3)에서는 70세 이상과 60-69세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치료군(TG4)과 비수술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군(TG6)에서는 60-69세와 50-59세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고,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TG5)에서는 60-69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40-49세, 50-59세, 70세 이상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흡연 여부에 있어서는 모든 군에서 자료의 결측으로 인한 알수없음이 60% 

이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흡연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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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son 동반상병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는 모든 군에서 0점은 

0~5명 이하로 낮은 분포를 보였고, 1-3점, 4-5점, 6점 이상은 30% 전후의 비

슷한 분포를 보여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827).

소득분위의 경우 모든 군에서 3-8분위에 가장 높은 분포를, 0-2분위에 가장 

낮은 분포를 보여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766).

암가족력은 모든 군에서 없음과 알수없음이 대부분을 차지해 군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756).

거주지역은 모든 군에서 서울과 경기도가 타지역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

으며 이러한 분포는 모든 치료군에서 비슷하게 관찰되어 군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0.1672).

랜드마크 타임 6개월 대상자들의 치료요법별 일반적 특성은 <부록(표 9)>와 

같다. 

각 군의 대상자수는 수술치료군(TG1) 81명, 항암화학치료군(TG2) 398명, 방

사선치료군(TG3) 72명,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치료군(TG4) 24명,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TG5) 67명,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TG6) 195

명으로 항암화학 치료만 받은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

술치료를 받은 대상자가 가장 적었다.

성별 분포는 모든 치료군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그 중 방사선치료군

(TG3)과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TG5)의 남성 비율이 다른 군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45).

연령 분포는 수술치료군(TG1), 항암화학치료군(TG2)에서는 60-69세와 70세 

이상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방사선치료군(TG3)에서는 70세 이상과 60-69세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치료군(TG4), 수술 후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군(TG5)과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TG6)에서는 60-69세와 

50-59세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01).

흡연 여부에 있어서는 모든 군에서 자료의 결측으로 인한 알수없음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T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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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현재흡연자의 비율이, 나머지 군에서는 비흡연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35).

Charlson 동반상병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는 모든 군에서 0점은 

0~6명 이하로 낮은 분포를 보였고, 수술치료군(TG1)과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

선 치료군(TG5)에서는 1-3점, 4-5점, 6점 이상 모두에 고른 분포를, 항암화학

치료군(TG2),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치료군(TG4),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TG6)에서는 1-3점과 4-5점에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방사선치료군

(TG3)에서는 4-5점과 6점 이상에 높은 분포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02).

소득분위의 경우 모든 군에서 3-8분위에 가장 높은 분포를, 0-2분위에 가장 

낮은 분포를 보여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3155).

암가족력은 모든 군에서 없음과 알수없음이 대부분을 차지해 군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4844).

거주지역은 모든 군에서 서울과 경기도가 타지역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

으며 이러한 분포는 모든 치료군에서 비슷하게 관찰되어 군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0.0809).



- 16 -

표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Charlson 동반상병지수)

 

변수 범주 랜드마크 타임 2개월
(n=1011)

랜드마크 타임 6개월
(n=837)

성별 남 769(76.1) 634(75.8)

여 242(23.9) 203(24.3)

연령 <40 26(2.6) 20(2.4)

40-49 79(7.8) 67(8.0)

50-59 199(19.7) 178(21.3)

60-69 375(37.1) 316(37.8)

≥70 332(32.8) 256(30.6)

흡연 비흡연 139(13.8) 125(14.9)

과거흡연 29(2.9) 23(2.8)

현재흡연 111(11.0) 99(11.8)

알수없음 732(72.4) 590(70.5)

CCI* 0 8(0.8) 8(1.0)

1-3 353(34.9) 314(37.5)

4-5 372(36.8) 301(36.0)

≥6 278(27.5) 214(25.6)

소득분위    0-2분위 178(17.6) 143(17.1)

            3-8분위 527(52.1) 421(50.3)

            9-10분위 306(30.3) 273(32.6)

암가족력    없음 416(41.2) 354(42.3)

            있음 47(4.7) 44(5.3)

            알수없음 548(54.2) 43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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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 대상자의 치료요법에 따른 일반적 특성: 랜드마크 타임 2개월

*
 TG1 수술, TG2 항암화학, TG3 방사선, TG4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 TG5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TG6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 

†p-value는 log-rank 검정에 의함.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Charlson 동반상병지수)

변수 범주 TG1*

(n=123)
TG2*

(n=563)
TG3*

(n=132)
TG4*

(n=15)
TG5*

(n=33)
TG6*

(n=145) p-value†

성별 남 95(77.2) 443(78.7) 87(65.9) 11(73.3) 19(57.6) 114(78.6) 0.0056

여 28(22.8) 120(21.3) 45(34.1) 4(26.7) 14(42.4) 31(21.4)

연령 <40 3(2.4) 16(2.8) 2(1.5) 1(6.7) 1(3.0) 3(2.1) <.0001

40-49 4(3.3) 48(8.5) 6(4.6) 1(6.7) 5(15.2) 15(10.3)

50-59 20(16.3) 114(20.3) 13(9.9) 4(26.7) 5(12.1) 44(30.3)

60-69 52(42.3) 206(36.6) 37(28.0) 6(40.0) 19(57.6) 55(37.9)

≥70 44(35.7) 179(31.8) 74(56.1) 3(20.0) 4(12.1) 28(19.3)

흡연 비흡연 24(19.5) 68(12.1) 23(17.4) 2(13.3) 6(18.2) 16(11.0) 0.6007

과거흡연 3(2.4) 18(3.2) 6(4.6) 0(0.0) 0(0.0) 2(1.4)

현재흡연 14(11.4) 61(10.8) 12(9.1) 2(13.3) 3(9.1) 19(13.1)

알수없음 82(66.7) 416(73.9) 91(68.9) 11(73.3) 24(72.7) 108(74.5)

CCI‡ 0 2(1.6) 5(0.9) 1(0.8) 0(0.0) 0(0.0) 0(0.0) 0.0827

1-3 37(30.1) 206(36.6) 34(25.8) 6(40.0) 12(36.4) 58(40.0)

4-5 41(33.3) 219(38.9) 48(36.4) 5(33.3) 8(24.2) 51(35.2)

≥6 43(35.0) 133(23.6) 49(37.1) 4(26.7) 13(39.4) 36(24.8)

소득분위 0-2분위 20(16.3) 105(18.7) 28(21.2) 1(6.7) 3(9.1) 21(14.5) 0.3299

         3-8분위 63(51.2) 293(52.0) 58(43.9) 8(53.3) 18(54.6) 87(60.0)

         9-10분위 40(32.5) 165(29.3) 46(34.9) 6(40.0) 12(36.4) 37(25.5)

암가족력 없음 59(48.0) 228(40.5) 53(40.2) 7(46.7) 17(51.5) 52(35.9) 0.5756

         있음 5(4.1) 27(4.8) 4(3.0) 0(0.0) 1(3.0) 10(6.9)

         알수없음 59(48.0) 308(54.7) 75(56.8) 8(53.3) 15(45.5) 8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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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 대상자의 치료요법에 따른 일반적 특성: 랜드마크 타임 2개월(계속)

*
 TG1 수술, TG2 항암화학, TG3 방사선, TG4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 TG5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TG6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 

†p-value는 log-rank 검정에 의함.

변수 범주 TG1*

(n=123)
TG2*

(n=563)
TG3*

(n=132)
TG4*

(n=15)
TG5*

(n=33)
TG6*

(n=145) p-value†

지역 서울 22(17.9) 96(17.1) 32(24.2) 2(13.3) 8(24.2) 20(13.8) 0.1672

부산 7(5.7) 44(7.8) 8(6.1) 1(6.7) 1(3.0) 7(4.8)

대구 2(1.6) 31(5.5) 6(4.6) 1(6.7) 2(6.1) 7(4.8)

인천 4(3.3) 30(5.3) 8(6.1) 0(0.0) 1(3.0) 10(6.9)

광주 1(0.8) 11(2.0) 1(0.8) 1(6.7) 1(3.0) 7(4.8)

대전 4(3.3) 22(3.9) 4(3.0) 1(6.7) 0(0.0) 1(0.7)

울산 5(4.1) 9(1.6) 3(2.3) 0(0.0) 3(9.1) 2(1.4)

경기도 37(30.1) 124(22.0) 22(16.7) 5(33.3) 6(18.2) 34(23.5)

강원도 4(3.3) 33(5.9) 3(2.3) 0(0.0) 0(0.0) 5(3.5)

충북 2(1.6) 16(2.8) 8(6.1) 1(6.7) 1(3.0) 3(2.1)

충남 9(7.3) 21(3.7) 9(6.8) 0(0.0) 2(6.1) 9(6.2)

전북 5(4.1) 21(3.7) 7(5.3) 1(6.7) 3(9.1) 8(5.5)

전남 2(1.6) 32(5.7) 6(4.6) 0(0.0) 1(3.0) 13(9.0)

경북 10(8.1) 34(6.0) 5(3.8) 1(6.7) 1(3.0) 3(2.1)

경남 7(5.7) 33(5.9) 8(6.1) 1(6.7) 2(6.1) 15(10.3)

제주 2(1.6) 6(1.1) 2(1.5) 0(0.0) 1(3.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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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존율

1)　폐암의 치료요법에 따른 치료군 간 생존율의 차이

랜드마크 타임 2개월 대상자의 중앙생존기간은 12.3개월이었고<그림 3>, 치

료요법에 따른 조건부 생존율 결과는 <그림 4>, <표 5>와 같다. 

중앙생존기간은 수술치료군에서 23.6개월, 항암화학치료군에서 12.0개월, 

방사선치료군에서 7.8개월,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치료군에서 15.2개월, 수

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에서 18.1개월,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치료군

에서 11.5개월로 수술치료군이 가장 높은 중앙생존기간을, 방사선치료군이 가

장 낮은 중앙생존기간을 보였다.

2년 생존율은 수술치료군과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치료군이 45.5%로 가장 

높았고, 방사선치료군이 16.7%로 가장 낮았으며, 5년 생존율에서는 항암화학/

방사선 후 수술치료군이 13.3%로 가장 높았고, 항암화학치료군이 1.6%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랜드마크 타임 6개월 대상자의 중앙생존기간은 17.0개월이었고<그림 5>, 치

료요법에 따른 조건부 생존율 결과는 <그림 6>, <표 5>와 같다. 

중앙생존기간은 수술치료군에서 29.0개월, 항암화학치료군에서 15.1개월, 

방사선치료군에서 16.8개월,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치료군에서 29.0개월,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에서 27.7개월,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치료

군에서 14.7개월로 수술치료군과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치료군이 가장 높은 

중앙생존기간을,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치료군이 가장 낮은 중앙생존기간을 

보였다.

2년 생존율은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치료군이 58.3%로 가장 높았고, 항암

화학치료군이 21.6%로 가장 낮았으며, 5년 생존율은 수술치료군이 13.6%로 가

장 높았고, 항암화학치료군이 1.8%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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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onditional Kaplan-Meier 생존 곡선: 랜드마크 타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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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alue는 log-rank 검정에 의함.

그림 4. 치료요법별 Conditional Kaplan-Meier 생존 곡선: 

        랜드마크 타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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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onditional Kaplan-Meier 생존 곡선: 랜드마크 타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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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alue는 log-rank 검정에 의함.

그림 6. 치료요법별 Conditional Kaplan-Meier 생존 곡선: 

        랜드마크 타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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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랜드마크 타임에 따른 치료요법별 조건부 생존율

 *p-value는 log-rank 검정에 의함.

변수 범주

랜드마크 타임 2개월 랜드마크 타임 6개월

p-value*
중앙

생존기간

(개월)

2년 생존

(%)

5년 생존

(%)

중앙

생존기간

(개월)

2년 생존

(%)

5년 생존

(%)

전체 12.3 224(22.2) 31(3.1) 17.0 246(29.4) 36(4.3)

치료요법 <.0001

       수술치료 23.6 56(45.5) 11(8.9) 29.0 45(55.6) 11(13.6)

       항암화학치료 12.0 96(17.1) 9(1.6) 15.1 86(21.6) 7(1.8)

       방사선치료 7.8 22(16.7) 3(2.3) 16.8 20(27.8) 3(4.2)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 15.2 5(33.3) 2(13.3) 29.0 14(58.3) 3(12.5)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18.1 15(45.5) 3(9.1) 27.7 34(50.8) 6(9.0)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 11.5 30(20.7) 3(2.1) 14.7 47(24.1) 6(3.1)



- 25 -

3. 동반질환과 치료요법이 사망위험에 미치는 영향

1) 치료요법에 따른 동반질환의 분포

랜드마크 타임 2개월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장 흔하게 동반된 질환은 

수술치료군(TG1)에서 경증 간질환(42.3%), 항암화학치료군(TG2)에서 소화성 

궤양 질환(35.2%), 방사선치료군(TG3)에서 소화성 궤양 질환(33.3%)였으며,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치료군(TG4)에서 경증 간질환(53.3%), 수술 후 항암

화학/방사선치료군(TG5)에서 경증 간질환(45.5%),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치

료군(TG6)에서 소화성 궤양 질환(4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질환은 울혈성 심부전(p=0.0354), 심

근경색(p=0072), 류마티스 질환(p=0.0171), 경증 간질환(p=0.0063), 전이성 

고형암(p=<.0001)이었다. 울혈성 심부전은 방사선치료군(TG3, 9,9%)과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TG5, 12.1%)에서, 심근경색은 수술 후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군(TG5, 18.2%)에서, 류마티스 질환은 수술치료군(TG1, 10.6%), 

방사선치료군(TG3, 11.4%),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TG5, 15.2%)에

서, 경증 간질환은 수술치료군(TG1, 42.3%)과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치료

군(TG5, 45.5%)에서, 전이성 고형암은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치료군(TG4, 

13.3%)에서 다른 군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랜드마크 타임 6개월의 결과는 <부록(표 10)>과 같다. 가장 흔하게 동반된 

질환은 수술치료군(TG1)에서 증등도의 간질환(38.3%), 항암화학치료군(TG2)에

서 소화성 궤양 질환(33.9%), 방사선치료군(TG3)에서 소화성 궤양 질환

(36.1%)였으며,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치료군(TG4)에서 소화성 궤양 질환

(45.8%),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치료군(TG5)에서 경증 간질환(45.8%), 비수

술 항암화학/방사선치료군(TG6)에서 소화성 궤양 질환(33.9%)인 것으로 나타

났다.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질환은 치매(p=0.0033), 심근경색

(p=0351), 류마티스 질환(p=0.0086), 경증 간질환(p=0.0195)이었다. 치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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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치료군(TG3, 5.6%)에서, 심근경색은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

(TG5, 9.0%)에서, 류마티스 질환은 방사선치료군(TG3, 12.5%)과 수술 후 항암

화학/방사선 치료군(TG5, 13.4%)에서, 경증 간질환은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

선 치료군(TG5, 46.3%)에서 다른 군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2) 동반질환 유무에 따른 사망위험

동반질환 유무에 따라 생존기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동반질환에 대해 

치료요법 별로 분석해보았다.

랜드마크 타임 2개월일 때, 수술치료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동반질환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항암화학치료군에서는 심근경색이 없는 그룹

의 중앙생존기간 12.1개월, 있는 그룹의 중앙생존기간 9.3개월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p=0.0229)<그림 7>, 만성합병증 동반 당뇨가 없는 그

룹의 중앙생존기간 12.2개월, 있는 그룹의 중앙생존기간 8.9개월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0.0275)<그림 8>, 신장질환이 없는 그룹의 중

앙생존기간 12.1개월, 있는 그룹의 중앙생존기간 7.6개월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p=0.0026)<그림 9>. 방사선치료군에서는 울혈성심부전

이 없는 그룹의 중앙생존기간 8.1개월, 있는 그룹의 중앙생존기간 4.1개월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p=0.0126)<그림 10>, 신장질환이 없는 그

룹의 중앙생존기간 7.9개월, 있는 그룹의 중앙생존기간 3.3개월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62)<그림 11>.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치료군

과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치료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동반질환은 없

었다.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치료군에서는 류마티스 질환이 없는 그룹의 중

앙생존기간 11.9개월, 있는 그룹의 중앙생존기간 9.0개월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고(p=0.0206)<그림 12>, 신장질환이 없는 그룹의 중앙생존기

간 11.6개월, 있는 그룹의 중앙생존기간 3.6개월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64)<그림 13>.

랜드마크 타임 6개월일 때, 수술치료군, 항암화학치료군, 방사선치료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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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화학/방사선 후 수술치료군과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동반질환은 없었다.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치료군에서 심근경

색이 없는 그룹의 중앙생존기간 29.1개월, 있는 그룹의 중앙생존기간 14.4개

월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238)<부록(그림 14)>, 경증 간질

환이 없는 그룹의 중앙생존기간 31.4개월, 있는 그룹의 중앙생존기간 18.6개

월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06)<부록(그림 15)>.

3)　동반질환과 치료요법에 따른 사망위험

랜드마크 타임 2개월, 6개월의 치료요법에 따른 사망위험은 <표 7>과 같다. 

랜드마크 타임 2개월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남자에 비해 여자의 

사망위험이 0.853배(95% CI: 0.731-0.995)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p=0.0426), 연령의 증가와 흡연여부에 따른 사망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CI(Charson 동반상병지수)는 0-3점 그룹에 비해 4-5점 그룹

의 사망위험이 1.235배(95% CI: 1.028-1.485)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p=0.0243), 6점 이상 그룹의 사망위험은 1.575배(95% CI: 1.272-1.509)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소득분위는 하위 0-2분위 그룹에 비해 상위 

9-10분위 그룹의 사망위험이 0.816배(95% CI: 0.676-0.985)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고(p=0.0341), 암가족력이 없는 그룹에 비해 알수없음 그룹의 사망위험

이 1.180배(95% CI: 1.007-1.38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403). 료요

법에 있어 수술치료군에 비해 항암화학치료군의 사망위험은 1.864배(95% CI: 

1.695-2.79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01), 방사선치료군의 사망위험

은 2.130배(95% CI: 1.334-2.5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02), 비

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의 사망위험은 1.938배(95% CI: 1.649-2.8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치료군과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치료군의 사망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랜드마크 타임 6개월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남자에 비해 여자의 

사망위험이 0.797배(95% CI: 0.673- 0.943)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 28 -

(p=0.0084), 연령의 증가와 흡연여부에 따른 사망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CI(Charson 동반상병지수)는 0-3점 그룹에 비해 4-5점 그룹

의 사망위험이 1.131배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6점 이상 그룹의 

사망위험은 1.472배(95% CI: 1.167-1.8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1). 소득분위는 하위 0-2분위 그룹에 비해 상위 9-10분위 그룹의 사

망위험이 0.791배(95% CI: 0.643-0.97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271), 

암가족력이 없는 그룹에 비해 알수없음 그룹의 사망위험이 1.346배(95% CI: 

1.126- 1.6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1). 치료요법에 있어 수술치

료군에 비해 항암화학치료군의 사망위험은 2.178배(95% CI: 1.695-2.79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01), 방사선치료군의 사망위험은 1.854배(95% 

CI: 1.334-2.5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02), 비수술 항암화학/방

사선 치료군의 사망위험은 2.164배(95% CI: 1.649-2.839)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01).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치료군과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

선치료군의 사망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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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치료요법에 따른 동반질환 분포: 랜드마크 타임 2개월

 *
 TG1 수술, TG2 항암화학, TG3 방사선, TG4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 TG5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TG6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
†p-value는 log-rank 검정에 의함.

동반 질환 TG1*

(n=123)
TG2*

(n=563)
TG3*

(n=132)
TG4*

(n=15)
TG5*

(n=33)
TG6*

(n=145) p-value†

Cerebrovascular disease 0(0.0) 4(0.7) 1(0.8) 0(0.0) 1(3.0) 1(0.7) 0.6089

Congestive heart failure 6(4.9) 24(4.3) 13(9.9) 1(6.7) 4(12.1) 4(2.8) 0.0354

Chronic pulmonary disease 30(24.4) 159(24.2) 24(18.2) 1(6.7) 10(30.3) 40(27.6) 0.1007

Dementia 0(0.0) 5(0.9) 4(3.0) 0(0.0) 0(0.0) 0(0.0) 0.0845

Diabetes without chronic 
complication 13(10.6) 52(9.2) 12(9.1) 1(6.7) 2(6.1) 15(10.3) 0.9668

Myocardial infarction 6(4.9) 24(4.3) 7(5.3) 0(0.0) 6(18.2) 4(2.8) 0.0072

Peripheral vascular disease 3(2.4) 19(3.4) 6(4.6) 1(6.7) 2(6.1) 7(4.8) 0.8005

Peptic ulcer disease 45(36.6) 198(35.2) 44(33.3) 8(53.3) 13(39.4) 60(41.4) 0.4872

Rheumatologic disease 13(10.6) 29(5.2) 15(11.4) 1(6.7) 5(15.2) 7(4.8) 0.0171

Mild liver disease 52(42.3) 153(27.2) 41(31.1) 5(33.3) 15(45.5) 53(36.6) 0.0063

Diabetes with chronic 
complication 12(9.8) 47(8.4) 11(8.3) 1(6.7) 4(12.1) 13(9.0) 0.9731

Hemiplegia or paraplegia 0(0.0) 2(0.4) 0(0.0) 0(0.0) 1(3.0) 1(0.7) 0.2043

Moderate or severe liver 
disease 1(0.8) 3(0.5) 1(0.8) 0(0.0) 1(3.0) 3(2.1) 0.4182

Any malignancy, including 
leukemia and lymphoma 1(0.8) 1(0.2) 0(0.0) 0(0.0) 0(0.0) 1(0.7) 0.7506

Renal disease 2(1.6) 5(0.9) 2(1.5) 0(0.0) 2(6.1) 1(0.7) 0.1606

AIDS/HIV 0(0.0) 1(0.2) 0(0.0) 0(0.0) 0(0.0) 0(0.0) 0.9773

Metastatic solid tumor 0(0.0) 4(0.7) 1(0.8) 2(13.3) 0(0.0) 4(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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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alue는 log-rank 검정에 의함.

그림 7. 심근경색 유무에 따른 Conditional Kaplan-Meier 생존 곡선: 

        랜드마크 타임 2개월, 항암화학치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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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alue는 log-rank 검정에 의함.

그림 8. 만성합병증 동반 당뇨 유무에 따른 Conditional Kaplan-Meier 

        생존 곡선: 랜드마크 타임 2개월, 항암화학치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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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alue는 log-rank 검정에 의함.

그림 9. 신장질환 유무에 따른 Conditional Kaplan-Meier 생존 곡선: 

        랜드마크 타임 2개월, 항암화학치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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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alue는 log-rank 검정에 의함.

그림 10. 울혈성심부전 유무에 따른 Conditional Kaplan-Meier 생존 곡선: 

         랜드마크 타임 2개월, 방사선치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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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alue는 log-rank 검정에 의함.

그림 11. 신장질환 유무에 따른 Conditional Kaplan-Meier 생존 곡선: 

         랜드마크 타임 2개월, 방사선치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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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alue는 log-rank 검정에 의함.

그림 12. 류마티스질환 유무에 따른 Conditional Kaplan-Meier 생존 곡선: 

         랜드마크 타임 2개월,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치료군



- 36 -

 *p-value는 log-rank 검정에 의함.

그림 13. 신장질환 유무에 따른 Conditional Kaplan-Meier 생존 곡선: 

         랜드마크 타임 2개월,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치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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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동반질환과 치료요법에 따른 사망위험

 
*
p-value는 Cox의 비례위험 함수 모형에서 얻음.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Charlson 동반상병지수)

변수 범주
랜드마크 타임 2개월 랜드마크 타임 6개월

HR 95% CI (p-value*) HR 95% CI (p-value*)

성별 남 ref ref ref ref

여 0.855 0.733-0.997(0.0454) 0.797 0.674-0.944(0.0084)

연령 <40 ref ref ref ref

40-49 1.070 0.685-1.673(0.7651) 1.360 0.821-2.251(0.2326)

50-59 0.800 0.527-1.215(0.2957) 1.015 0.632-1.631(0.9507)

60-69 0.919 0.605-1.397(0.6937) 1.205 0.750-1.935(0.4404)

≥70 0.936 0.602-1.457(0.7712) 1.122 0.679-1.853(0.6534)

흡연 비흡연 ref ref ref ref

여부 과거흡연 1.252 0.831-1.888(0.2825) 1.116 0.706-1.766(0.6376)

현재흡연 1.141 0.881-1.478(0.3170) 1.007 0.765-1.326(0.9621)

알수없음 1.219 0.985-1.509(0.0680) 0.969 0.769-1.222(0.7906)

CCI† 0-3 ref ref ref ref

4-5 1.235 1.028-1.485(0.0243) 1.131 0.929-1.377(0.1770)

≥6 1.575 1.272-1.951(<.0001) 1.472 1.167-1.856(0.0011)

소득분위 0-2분위 ref ref ref ref

3-8분위 1.002 0.842-1.192(0.9809) 0.978 0.804-1.189(0.8222)

9-10분위 0.817 0.677-0.987(0.0358) 0.792 0.643-0.974(0.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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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동반질환과 치료요법에 따른 사망위험(계속)

 
*
p-value는 Cox의 비례위험 함수 모형에서 얻음.

변수 범주
랜드마크 타임 2개월 랜드마크 타임 6개월

HR 95% CI (p-value*) HR 95% CI (p-value*)

암가족력 없음 ref ref ref ref

있음 1.055 0.888-1.692(0.2162) 1.226 0.888-1.692(0.2162)

알수없음 1.182 1.124-1.607(0.0012) 1.344 1.124-1.607(0.0012)

치료요법

수술치료 ref ref ref ref

항암화학치료 1.864 1.695-2.798(<.0001) 2.178 1.695-2.798(<.0001)

방사선치료 2.130 1.334-2.575(0.0002) 1.854 1.334-2.575(0.0002)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 1.128 0.636-1.605(0.9654) 1.010 0.636-1.605(0.9654)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1.138 0.876-1.697(0.2397) 1.219 0.876-1.697(0.2397)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 1.938 1.649-2.839(<.0001) 2.164 1.649-2.83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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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폐암 분야는 꾸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치료로의 접근

성을 넓혀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률 1위로 영향요인이나 치료법에 대한 지

속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들이 선행되었으나 대규모 임상 연구를 제외하면 많은 

경우 일개 병원 또는 소수 기관의 데이터가 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2004

년~2010년 7년 간 최초로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시행된 치

료요법과 동반질환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와 사망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연령의 증가에 따른 사망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며, 이는 50세 이하와 70세 이상 원발성 폐암 환자에서 근치적 수

술 후 조기성적과 장기생존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이전 연

구결과(이재익 등, 2009)와 유사한 결과이며, 젊은 환자에서 발생한 폐암의 

악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나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CCI(Charson 동반상병지수)는 0-3점 그룹에 비해 4-5점 그룹의 사망위험이 

랜드마크 타임 2개월에서 1.235배, 6점 이상 그룹의 사망위험은 랜드마크 타

임 2개월에서 1.575배, 6개월에서 1.472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 동반상병지수가 높을수록 사망위험도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결과를 얻었

다. 이는 폐암환자에서 성별, 연령, 병기가 보정된 상태에서 CCI 점수가 1점 

그리고 2점 이상일 때 0인 경우에 비해 수술 후 2년 이내 사망 확률이 각각 

3.9배, 5.3배 높아지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며(김세원 등, 2009), 폐암의 

각 병기 내에서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생존이 저조했다(Islam et al., 

2015)는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였다.

소득분위는 하위 0-2분위 그룹에 비해 상위 9-10분위 그룹의 사망위험이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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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마크 타임 2개월에서 0.816배, 6개월에서 0.791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 이전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Woods, Rachet and Coleman, 2006; 강민진, 

손강주, 2018).

치료요법에 따른 사망위험은 수술치료에 비해 랜드마크 2개월에서 항암화학

치료군의 사망위험이 1.864배, 방사선치료군이 2.130배, 비수술 항암화학/방

사선치료군이 1.938배였고, 랜드마크 6개월에서 항암화학치료군의 사망위험이 

2.178배, 방사선치료군이 1.854배,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치료군이 2.164배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전 연구결과들과 비교하여 고찰해 보면, 수술로 

절제된 비소세포폐암에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을 때 수술 후 관찰만 시행

한 그룹에 비해 사망위험을 낮추었고(Arriagada et al., 2004; Douillard et 

al., 2006), 선행항암화학요법 및 동시항함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했을 때 효

과적이었으며(강기문 등, 2006), 미국에서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2001년~2008

년에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의 적용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전체 생존에 있어서

도 개선을 보였다(Williams et al., 2014). 또한, 흉벽을 침범한 비소세포폐

암 환자에서 수술치료와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비교하였을 때 중앙생존기간이 

각각 15개월, 26개월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박영제 등, 2004)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이는 이전 연구결과들에 있어 폐암의 병기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거나 층화배정을 하는 등 병기를 통제하여 분석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에는 병기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통제하지 못한 한계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다.

치료요법 별로 가장 흔했던 동반질환은 경증 간질환과 소화성 궤양이었으

며, 조건부 생존기간을 감소시킨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 동반질환

은 심근경색, 만성합병증 동반 당뇨, 신장질환, 울혈성 심부전인 것으로 관찰

되었다. 미국에서 5,683명의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흔한 동

반 질환은 만성 폐질환(52.5%), 당뇨(15.7%), 울혈성 심부전(12.9%)이었으며 

전체생존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동반질환은 울혈성 심부전, 만성합

병증 동반 당뇨, 중등도/중증 간질환, 치매, 신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었던 

결과(Islam et al., 2015)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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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강점과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폐암에서 

동반질환과 치료요법이 사망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개 병원 또는 소수의 특정 기관이 아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데이터를 

이용하여 랜드마크 타임 별 2년, 5년 생존율과 중앙생존기간을 도출하였으며, 

특정 동반 질환과 CCI(동반상병지수)가 사망위험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진단 후 2~6개월 내 받은 치료요법이 생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소득수준의 차이 역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표본코호트 자료는 흡연여부와 암가족력의 결측자료가 많아 흡연여

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암가족력의 경우 알

수없음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나 결과 해석에 있어 제한

점이 있었다. 또한, 표본코호트 자료에는 진단 시 폐암 병기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중요한 관심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분석에 포함할 수 없는 한계도 있었

다. 그리고 표본코호트 자료 내에서 치료요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환자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었

는데, 이는 폐암 치료 개발을 위한 다양한 임상연구가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

되는 등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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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서 2004년~2010년 7년 간 최초로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시

행된 치료요법과 동반질환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와 사망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연령의 증가에 따른 사망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 동반상병지수가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망위험이 높았

다. 치료요법에 따른 사망위험은 수술치료군에 비해 항암화학치료군, 방사선

치료군,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치료군의 사망위험의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폐암 환자의 생존에 있어 가장 확실한 1차 치료는 수술치료임을 재확

인하였다. 치료요법 별로 가장 흔했던 동반질환은 경증 간질환과 소화성 궤양

이었으며, 조건부 생존기간의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동반

질환은 심근경색, 만성합병증 동반 당뇨, 신장질환, 울혈성 심부전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폐암 진단 후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으며, 폐암 치료 뿐 아니라 동반질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치료와 관

리를 병행하는 것이 폐암환자의 예후에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소득수준에 의

해 치료 선택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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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8. Quan's ICD-10 Coding Algorithms for CCI

동반질환 ICD-10 code 점수

뇌혈관질환 G45.x, G46.x, H34.0, I60.x-I68.x 1

울혈성 심부전
I09.9, I11.0, I13.0, I13.2, I25.5, 

I42.0, I42.5-I42.9, I43.x, P29.0
1

만성 폐질환
I27.8, I27.9, J40.x, J67.x, J68.4, 

J70.1, J70.3
1

치매 F03.x, F05.1, G30.x, G31.1 1

합병증이 없는 당뇨

E10.0, E10.6, E10.8, E11.0, E11.6, 

E11.8, E12.0, E12.1, E12.6, E12.8, 

E12.9, E13.0, E13.6, E13.8, E14.0, 

E14.6, E14.8

1

심근경색 I21.x, I22.x 1

말초혈관질환
I70.x, I73.1, I73.8, I77.1, I79.0, 

I79.2, K55.1, K55.8, K55.9 
1

소화성 궤양
K25.0-K25.3, K25.9, K26.0K26.3, K26.9, 

K27.0-K27.3, K27.9, K28.0-K28.3, K28.9
1

류마티스 질환
M06.0-M06.4, M06.8, M06.9, M31.5, M33.0, 

M33.1, M33.9, M35.1, M36.0
1

경증 간질환

B18.x, K70.0-K70.2, K70.9, K71.3-K71.5, 

K74.0-K74.2, K76.0, K76.2-K76.4, K76.8, 

K76.9, Z94.4

1

합병증 동반 당뇨
E10.5, E10.7, E11.5, E11.7, E12.2-E12.5, 

E12.7, E13.5, E13.7, E14.5, E14.7
2

반신 마비
G04.1, G11.4, G80.1, G80.2, G82.3-G82.5, 

G83.0-G83.4, G83.9
2

중등증/중증 간질환
I85.0, I85.9, I86.4, I98.2, K70.4, 

K71.1, K76.5
2

고형암, 백혈병과 

림프종 포함
C43.x, C88.0-C88.2, C90.2, C94.4, C97.x 2

신장 질환
I12.0, I13.1, N03.2-N03.7, N05.2-N05.7, 

N19.x, N25.0, Z49.0-Z49.2, Z94.0, Z99.2
2

후천성면역결핍증 B24.x 6

전이성 고형암 C80.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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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구 대상자의 치료요법에 따른 일반적 특성: 랜드마크 타임 6개월

 *
 TG1 수술, TG2 항암화학, TG3 방사선, TG4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 TG5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TG6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

†p-value는 log-rank 검정에 의함.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Charlson 동반상병지수)

변수 범주
TG1*

(n=81)
TG2*

(n=398)
TG3*

(n=72)
TG4*

(n=24)
TG5*

(n=67)
TG6*

(n=195)
p-value†

성별 남 60(74.1) 304(76.4) 44(61.1) 20(83.3) 45(67.2) 161(82.6) 0.0045

여 21(25.9) 94(23.6) 28(38.9) 4(16.7) 22(32.8) 34(17.4)

연령 <40 2(2.5) 13(3.3) 0(0.0) 0(0.0) 2(3.0) 3(1.54) <.0001

40-49 2(2.5) 23(8.5) 3(4.2) 3(12.5) 6(9.0) 19(9.7)

50-59 11(13.6) 81(20.4) 7(9.7) 7(29.2) 13(19.4) 59(30.3)

60-69 35(43.2) 149(37.4) 18(25.0) 10(41.7) 36(53.7) 68(34.9)

≥70 31(38.3) 121(30.4) 44(61.1) 4(16.7) 10(14.9) 46(23.6)

흡연 비흡연 21(25.9) 49(12.3) 19(26.4) 3(12.5) 12(17.9) 21(10.8) 0.0335

과거흡연 1(1.2) 13(3.3) 1(1.4) 0(0.0) 2(3.0) 6(3.1)

현재흡연 12(14.8) 47(11.8) 6(8.3) 3(12.5) 4(6.0) 27(13.9)

알수없음 47(58.0) 289(72.6) 46(63.9) 18(75.0) 49(73.1) 141(72.3)

CCI‡ 0 1(1.2) 6(1.5) 0(0.0) 0(0.0) 1(1.5) 0(0.0) 0.0202

1-3 24(29.6) 149(37.4) 16(2.2) 12(50.0) 24(35.8) 89(45.6)

4-5 28(34.6) 147(36.9) 28(38.9) 8(33.3) 21(31.3) 69(35.4)

≥6 28(34.6) 96(24.1) 28(38.9) 4(16.7) 21(31.3) 37(19.0)

소득분위 0-2분위 11(13.6) 77(19.4) 13(18.1) 0(0.0) 11(16.4) 31(15.9) 0.3155

         3-8분위 39(48.2) 197(49.5) 30(41.7) 16(66.7) 35(52.2) 104(53.3)

         9-10분위 31(38.3) 124(31.2) 29(40.3) 8(33.3) 21(31.3) 60(30.8)

암가족력 없음 44(54.3) 160(40.2) 29(40.3) 9(37.5) 32(47.8) 80(41.0) 0.4844

         있음 3(3.7) 22(5.5) 5(6.9) 0(0.0) 2(3.0) 12(6.2)

         알수없음 34(42.0) 216(54.3) 38(52.8) 15(62.5) 33(49.3) 1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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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구 대상자의 치료요법에 따른 일반적 특성: 랜드마크 타임 6개월(계속)

 *
 TG1 수술, TG2 항암화학, TG3 방사선, TG4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 TG5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TG6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

†p-value는 log-rank 검정에 의함.

변수 범주
TG1*

(n=81)
TG2*

(n=398)
TG3*

(n=72)
TG4*

(n=24)
TG5*

(n=67)
TG6*

(n=195)
p-value†

지역 서울 15(18.5) 70(17.6) 15(20.8) 3(12.5) 16(23.9) 35(18.0) 0.0809

부산 3(3.7) 36(9.1) 4(5.6) 1(4.2) 5(7.5) 10(5.1)

대구 1(1.2) 18(4.5) 6(8.3) 4(16.7) 3(4.5) 6(3.1)

인천 3(3.7) 24(6.0) 4(5.6) 0(0.0) 2(3.0) 12(6.2)

광주 1(1.2) 8(2.0) 1(1.4) 1(4.2) 0(0.0) 12(6.2)

대전 1(1.2) 13(3.3) 3(4.2) 1(4.2) 2(3.0) 7(3.6)

울산 4(4.9) 6(1.5) 2(2.8) 0(0.0) 2(3.0) 3(1.5)

경기도 23(28.4) 81(20.4) 12(16.7) 7(29.2) 17(25.4) 46(23.6)

강원도 4(4.9) 23(5.8) 2(2.8) 1(4.2) 0(0.0) 4(2.1)

충북 1(1.2) 11(2.8) 2(2.8) 0(0.0) 1(1.5) 3(1.5)

충남 8(9.9) 14(3.5) 5(6.9) 1(4.2) 3(4.5) 8(4.1)

전북 3(3.7) 14(3.5) 7(9.7) 0(0.0) 4(6.0) 10(5.1)

전남 1(1.2) 23(5.8) 2(2.8) 1(4.2) 1(1.5) 15(7.7)

경북 9(11.1) 29(7.3) 2(2.8) 1(4.2) 6(9.0) 8(4.1)

경남 3(3.7) 23(5.8) 3(4.2) 2(8.3) 4(6.0) 16(8.2)

제주 1(1.2) 5(1.3) 2(2.8) 1(4.2) 1(1.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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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치료요법에 따른 동반질환 분포: 랜드마크 타임 6개월

 *
 TG1 수술, TG2 항암화학, TG3 방사선, TG4 항암화학/방사선 후 수술, TG5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TG6 비수술 항암화학/방사선

†p-value는 log-rank 검정에 의함.

동반 질환
TG1*

(n=81)
TG2*

(n=398)
TG3*

(n=72)
TG4*

(n=24)
TG5*

(n=67)
TG6*

(n=195)
p-value†

Cerebrovascular disease 0(0.0) 3(0.8) 0(0.0) 0(0.0) 1(1.5) 1(0.5) 0.8273

Congestive heart failure 4(5.0) 15(3.8) 5(7.0) 0(0.0) 5(7.5) 7(3.6) 0.4770

Chronic pulmonary disease 23(28.4) 119(29.9) 17(23.6) 3(12.5) 11(16.4) 49(25.1) 0.1125

Dementia 0(0.0) 5(1.3) 4(5.6) 0(0.0) 0(0.0) 0(0.0) 0.0033

Diabetes without chronic 
complication 8(9.9) 32(8.0) 6(8.3) 3(12.5) 6(9.0) 7(3.6) 0.2756

Myocardial infarction 5(6.2) 13(3.3) 5(6.9) 0(0.0) 6(9.0) 3(1.5) 0.0351

Peripheral vascular disease 2(2.5) 15(4.8) 3(4.2) 1(4.2) 3(4.5) 5(2.6) 0.9477

Peptic ulcer disease 27(33.3) 135(33.9) 26(36.1) 11(45.8) 29(43.3) 66(33.9) 0.5929

Rheumatologic disease 7(8.7) 20(5.0) 9(12.5) 0(0.0) 9(13.4) 8(4.1) 0.0086

Mild liver disease 31(38.3) 108(27.1) 23(31.9) 5(20.8) 31(46.3) 59(29.7) 0.0195

Diabetes with chronic 
complication 6(7.4) 32(8.0) 5(6.9) 1(4.2) 8(11.9) 12(6.2) 0.7123

Hemiplegia or paraplegia 0(0.0) 1(0.3) 0(0.0) 0(0.0) 1(1.5) 1(0.5) 0.6526

Moderate or severe liver 
disease 0(0.0) 2(0.5) 0(0.0) 0(0.0) 1(1.5) 3(1.5) 0.5565

Any malignancy, including 
leukemia and lymphoma 1(1.2) 1(0.3) 0(0.0) 0(0.0) 0(0.0) 0(0.0) 0.5170

Renal disease 2(2.5) 2(0.5) 0(0.0) 0(0.0) 2(3.0) 1(0.5) 0.1604

AIDS/HIV 0(0.0) 1(0.3) 0(0.0) 0(0.0) 0(0.0) 0(0.0) 0.9537

Metastatic solid tumor 0(0.0) 3(0.8) 0(0.0) 1(4.2) 0(0.0) 3(1.5) 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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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alue는 log-rank 검정에 의함.

그림 14. 심근경색 유무에 따른 Conditional Kaplan-Meier 생존 곡선: 

         랜드마크 타임 6개월, 수술후 항암화학/방사선치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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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alue는 log-rank 검정에 의함.

그림 15. 경증 간질환 유무에 따른 Conditional Kaplan-Meier 생존 곡선: 

         랜드마크 타임 6개월, 수술후 항암화학/방사선치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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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Lung cancer incidence rate is increasing and it is the 2nd highest in 

men and 5th in women. While 5-year cancer relative survival rates of 

lung cancer has been improved, it is the leading cause of cancer death 

in Korea. Many publications examined the data from single or limited 

number of hospitals. Thus, the study focused to evaluate survival 

difference using bigger data set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Subjects and Methods

  Data on a total 6,779 lung cancer patients were identified with 

initial diagnosis for 7 years from 2004 to 2010 after 2 years' wash-out 

period from 2002 to 2003 using the sample cohort data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Among the 6,779 data, patients with at 

least one treatment record were selected and death cases within the 

landmark time 2 months and 6 months were removed respectively.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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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and 837 patients were captured as landmark time 2 months and 6 

months respectively. Kaplan-Meier method was used for conditional 

2-year, 5-year and median survival analysis and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was used to assess the effect of comorbidity and 

treatment pattern on overall survival.

Results

Of these patients, 5-year survival rate was highest in surgery after 

chemo/radiotherapy group as 13.3% in landmark time 2 months and in 

surgery group as 13.6% in landmark time 6 months, with a median 

survival of 12.3 months and 17.0 months respectively. Risk of death was 

higher in CCI(Charson Comorbidity Index) 4-5 group than 0-3, and in 

upper 9-10 income distribution than lower 0-2. Patients who received 

chemotherapy, radiotherapy, non-surgery with chemo/radiotherapy showed 

higher death risk than those who received surgery only. Mild liver 

disease and peptic ulcer were most commonly seen  comorbidities over 

all treatment patterns. Myocardial infarction, diabetes with chronic 

complication, renal disease and congestive heart failure were 

associated with decreased conditional survival times. 

Conclusion

It is crucial to initiate cancer treatment as soon as possible once 

lung cancer is diagnosed and intensively manage comorbid diseases 

together for long-term survival. In addition, various policies and 

methods for treatment access by lower-income group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Lung cancer, Comorbidity, Treatment pattern, Survival 

analysis, Landm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