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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른 

뇌졸중 발생 위험도 

연구 배경  

  전 세계적으로 암의 조기 검진 정책과 다양한 항암치료의 개발로 암환자의 

생존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암 치료 외 다양한 관점에서 생존 암환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암의 합병증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암뇌졸중(Cancer-stroke)으로 알려진 암환자의 뇌졸중 위험도 

증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지만, 암과 뇌졸중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며 국내에서도 최근 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암 환자 중 뇌졸중 발생위험이 크다고 알려진 폐암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를 

이해하고자 수술, 방사선 및 항암화학 요법을 기반으로 단독 또는 병행 

요법에 따른 폐암 환자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2002년부터 2013년까지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KNHI) 표

본 코호트 자료에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2002년, 2003년 폐암 환

자는 제외하였고(wash-out), 2004년부터 2012년 사이에 새롭게 폐암 진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폐암 외 기타 암 및 폐암 진단 전 뇌졸중 

발생 경험이 있는 환자는 이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는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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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관찰하여, 뇌졸중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의 나이는 한국 성인남녀 20세 이상으로 하였으며, 폐암 환자의 진단명은 

상병코드 ICD-10 C33~C39를 대상으로 하였다.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은 

수술,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의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추

출하여 단독과 병용요법으로 분류하였고, 임상적 특성 변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심혈관질환 예방 치료로 사용되고 있는 스타틴과 항혈전제의 복용

을 확인하였다. 대조군으로 선정한 비암환자군은 폐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폐암 환자의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1:3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

으로 선정하였고 진료 기록 중 연구 기간 전 뇌졸중을 동반한 경우는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는 관심 사건인 뇌졸중 외 암사망(Cancer mortality) 발생위험이 큰 

특성을 고려하여,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 사망한 경우도 뇌졸중 경험이 없는 

군에 포함해 분석되는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어 경쟁위험모형을(competing 

risk model)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577명의 폐암 환자 중 뇌졸중 발생 전

에 사망한 2,382명은 중도절단(censoring) 하였으며, 경쟁위험 상태에서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 분석을 위해 Cox 비례위험 모형에 근거한 proportional 

subdistribution hazards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뇌졸중 발생 위험도

(cumulative incident function)를 측정하였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반 여부, 스타틴, 항혈전제 복용 여부에 따른 하위 그룹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4를 사용하였고,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5%로 설

정하였다. 

연구 결과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별 분석 결과, 수술 단독요법은 2.22배(Subdistribu

tion hazard ratio[SHR]=2.22. 95%, Confidence interval[CI]=1.77-2.8

0, p<0.001), 화학 단독요법은 1.66배(SHR=1.66, 95%, CI=1.23-2.2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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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항암화학과 방사선 병용요법은 1.29배(SHR=1.29, 95%, CI=0.99

-1.68, p=0.06), 수술과 방사선, 항암화학 병용요법은 1.62배로(SHR=1.62, 

95%, CI=1.37-1.91, p<.0001)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허혈성, 출혈성 뇌졸중 종류별 위험도 분석에서는 수술 단독요법은 허혈성 

뇌졸중이 2.20배(SHR=2.20, CI=1.74-2.78, p<0.001), 항암 화학 단독요

법은 출혈성 뇌졸중에서 12.52배(SHR=12.52, CI=2.91-53.89, p=0.000

1), 수술, 항암화학 요법, 방사선 병용요법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에서 1.60배

(SHR=1.60, CI=1.36-1.90, p<0.0001)로 치료 방법에 따라 뇌졸중 종류 

위험도가 달랐다.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과 스타틴(Statin)과 항혈전제(Anti-thrombotic ag

ent)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스타틴의 경우 복용하지 않았을 때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는데 수술 단독요법 2.13배(SHR=2.13, CI=1.65-2.74, p

<0.001), 항암 화학 단독요법 1.67배(SHR=1.67, CI=1.18-2.37, p=0.000

1), 수술,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병용한 그룹에서는 1.67배(SHR=1.67, CI

=1.39-2.00, p<0.001)였다. 항혈전제(Anti-thrombotic agent)의 결과 분

석에서도 항혈전제 복용하지 않았을 때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수술 단독요법 

2.31배(SHR=2.31, CI=1.83-2.90, p<0.001), 항암 화학 단독 1.65배(SH

R=1.65, CI=1.19-2.27, p=0.001),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병용한 경우 

1.39배(SHR=1.39, CI=1.06-1.81, p=0.02),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모두 시행한 그룹에서는 1.68배(SHR=1.68, CI=1.43-1.99, p<0.001)로 복

용하지 않은 경우에서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과 고혈압, 당뇨, 동반 분석결과에서는, 고혈압과 당

뇨를 동반했을 때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수술 단

독요법과 수술, 항암 화학 및 방사선 병용요법에서는 동반 질환에 상관없이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고혈압 동반의 경우 수술 단독요법 2.46배(SHR=

2.46, CI=1.68-3.58, p<0.001),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서 1.65배(SHR=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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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68-3.58, p=0.001), 수술,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병용의 경우에서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 1.38배(SHR=1.38, CI=1.03-1.86, p=0.03), 동반하

지 않은 경우에서 1.55배(SHR=1.55, CI=1.28-1.87, p<.0001) 증가하였

다. 당뇨에서는 수술 단독 시 동반했을 때 2.43배(SHR=2.43, CI=1.81-3.2

4), p=<.0001),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2.65배(SHR=2.65, CI=1.87-3.77), 

p<.0001),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병용에서는 당뇨를 동반한 경우 1.59

배(SHR=1.59, CI=1.25-2.01, p=0.001), 동반하지 않았을 때 1.79배(SH

R=1.79, CI=1.43-2.24, p<0.001)로 증가하였다. 고지혈증의 경우는 고지

혈증이 없는 경우 오히려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수술 단독요법은 

2.55배(SHR=2.55, CI=1.98-3.29, p<0.001), 수술과 항암화학 병용요법은 

1.60배(SHR=1.60, CI=0.98-2.60, p=0.06), 항암화학 단독요법은 2.15배

(SHR=2.15, CI=1.53-3.04, p<0.001), 항암화학 요법과 방사선 병용은 1.

71배(SHR=1.71, CI=1.29-2.28, p=0.001), 방사선 단독은 1.43배(SHR=

1.43, CI=1.00-2.03, p=0.05),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모두 시행한 

그룹에서는 1.75배로(SHR=1.75, CI=1.45-2.12, p<0.001) 뇌졸중 발생 위

험도가 증가하였다. 

결론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별로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치료 방법

에 따라 뇌졸중 발생 위험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허혈성, 출혈성 뇌졸중 종류

별 위험도 분석에서도 치료 방법에 따라 허혈성과 출혈성 뇌졸중 위험도에 차

이가 있었다.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과 스타틴(Statin) 및 항혈전제(Anti-thrombotic ag

ent)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약제를 복용하지 않는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과 동반 질환에 따른 뇌졸중 발생 위험도 분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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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 동반한 경우 위험도가 증가하였지만, 수술 단독요법과 수술, 항

암화학 및 방사선 병용에서는 동반하지 않은 경우도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고

지혈증 동반의 경우는 고지혈증이 없는 경우 오히려 뇌졸중 위험도가 하였다. 

핵심어:폐암, 폐암 치료 방법, 수술,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 뇌졸중 발생 위험도, 

스타틴, 항혈전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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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국가암등록 사업 연례 보고서(2016년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6년 조사 시점까지 매년 꾸준히 암 환자 수는 증가하여, 2016년 암 발생

자 수는 229,180명으로 1999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발생자 수 중 남

성이 여성보다 발생자 수가 많았다(표1). 

 표 1. 암발생자수, 조발생률, 연령표준화 발생률 1999-2016

(단위: 명, 명/10만 명)

구분 성 1999년 2006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발생
자수

남녀전체 101,032 154,898 207,980 222,183 227,831 228,435 219,705 216,542 229,180

남자 57,594 82,981 105,948 112,226 114,133 115,291 114,297 114,276 120,068

여자 43,438 71,917 102,032 109,957 113,698 113,144 105,408 102,266 109,112

조
발생률

남녀전체 214.2 316.8 417.0 443.4 452.5 451.8 432.8 425.0 448.4

남자 243.2 338.6 424.2 447.4 453.1 456.0 450.4 448.9 470.3

여자 185.0 295.0 409.7 439.3 451.9 447.6 415.2 401.1 426.5

연령
표준화
발생률*

남녀전체 219.9 265.5 313.6 325.9 324.6 315.8 292.5 278.2 286.8

남자 291.9 318.6 343.1 350.1 342.5 332.6 316.3 303.8 307.6

여자 173.3 236.1 305.7 322.7 326.6 317.5 286.1 268.4 281.2

연령표준화발생률: 우리나라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 
           

※출처:국립암센터 중암암등록본부, 통계자료 2016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5대 암은 위암, 대장암, 그 뒤를 이어 갑상선

암, 폐암 그리고 유방암 순으로, 한국 암 환자 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표2). 한국의 5년 암상대생존률(Trends in 5 years relative survival of 

common site, both sexes)은 [표 3, 표 4]와 같이 남녀 전체 모든 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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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제1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시행 이전

인 1993~1995년과 비교할 때 대부분 암종에서 남녀 모두 5년 생존율이 매

우 증가했으며, 특히 주요 암별로는 전립선암(38.0%p), 위암(33.2%p), 간암

(23.9%p), 대장암(21.1%p)에서 5년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표 2. 주요 암 발생 현황：남녀 전체 2016

                                                                             (단위: 명, %, 명/10만 명)

순위 암종 발생자수 분율 조발생률 표준화발생률*

1 위 30,504 13.3 59.7 35.4

2 대장 28,127 12.3 55.0 31.8

3 갑상선 26,051 11.4 51.0 44.1

4 폐 25,780 11.2 50.4 27.5

5 유방 21,839 9.5 42.7 31.4

6 간 15,771 6.9 30.9 18.0

7 전립선 11,800 5.1 23.1 12.5

8 담낭 및 기타담도 6,685 2.9 13.1 6.8

9 췌장 6,655 2.9 13.0 7.2

10 신장 5,043 2.2 9.9 6.5

                              *연령표준화발생률: 우리나라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

                                                                  ※출처:국립암센터 중암암등록본부, 통계자료 2016

표 3. 모든 암 5년 상대 생존율 1993-2016

              (단위: %, %p)

성별
발생기간

증감*
‘93-‘95 ‘96-‘00 ‘01-‘05 ‘06-’10 '12-‘16

남녀전체 41.2 44.0 54.0 65.2 70.6 29.4

남자 31.7 35.3 45.4 56.6 63.2 31.5

여자 53.4 55.3 64.2 74.3 78.0 24.6

                                  *증감: '93-'95년 대비 '12-'16년 암발생자의 생존율 차이

※출처:국립암센터 중암암등록본부, 통계자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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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의 생존율 증가는 국가암검진사업(대상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항암치료의 발전 그리고 정부의 4대 중증 보험확대로 인해 증

가한 것으로 보인다. 암 확진 후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 수는 

약 174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표5] 에서 

암종 별로 보면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379,946명)의 유병자 수가 21.8%

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위암(273,701명), 대장암(236,431명), 유방암

(198,006명), 전립선암(77,635명), 그리고 폐암(76,544명) 순이었다. 또한, 

암 확진 후 5년 초과 생존 암 환자의 수는 916,880명으로, 전체 유병환자의 

52.7%를 차지하였고 2016년 암 등록 통계에서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우

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에 

달했으며, 남자(기대수명 79세)는 5명 중 2명, 여자(기대수명 85세)는 3명 

중 1명꼴이었다(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 2018).

표 4. 주요 암종 5년 상대생존율 추이 : 남녀 전체

발생
순위 암종

발생기간
증감* 

‘93-‘95 ‘96-‘00 ‘01-‘05 ‘06-’10 '12-‘16

모든 암 41.2 44.0 54.0 65.2 70.6 29.4 

1 위 42.8 46.6 57.8 68.1 76.0 33.2 

2 대장 54.8 58.0 66.7 73.6 75.9 21.1 

3 갑상선 94.2 94.9 98.3 99.9 100.2 6.0 

4 폐 11.3 12.7 16.5 20.1 28.2 16.9 

5 유방 77.9 83.2 88.6 91.1 92.7 14.8 

6 간 10.7 13.2 20.4 28.1 34.6 23.9 

7 전립선 55.9 67.2 80.4 91.1 93.9 38.0 

8 담낭 및 기타담도 17.3 19.7 23.0 26.7 29.0 11.7 

9 췌장 9.4 7.6 8.4 8.4 11.4 2.0 

10 신장 62.0 66.1 73.5 78.3 82.7 20.7 

(단위: %, %p)

                                                   *증감: '93-'95년 대비 '12-'16년 암발생자의 생존율 차이 

※출처:국립암센터 중암암등록본부, 통계자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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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환자 생존율의 증가로 암은 단순히 난치, 불치병이 아니라 관리하고 치

료될 수 있는 병의 단계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암 치료 외

에 다양한 관점에서 생존 암 환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암 예방, 조기 검진, 암 생

존자지원, 완화의료 등 암 관련 전 분야에 걸친 “제3차 암 관리 종합계획

-2016~2020)”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암 유병자 174만 명 시대에 대응

해, 초기 암 치료를 완료한 암 환자 가족의 건강관리 및 심리 상담 등 종합적

인 지원을 하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

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표 5. 주요 암종별 암유병 현황(2016) ：남녀 전체

(단위: 명, %, 명/10만 명)

                                                        *우리나라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

※출처:국립암센터 중암암등록본부, 통계자료 2016

  

 암 환자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항암치료의 발전은 암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

시켰지만, 항암치료의 부작용에 따른 동반 질환 발생 및 사망의 증가 위험도 

가져왔다. 그중 심뇌혈관질환은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로 암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계속 증가 되어왔다(Jose et 

al., 2016). 90년대 들어 다양한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암 환자의 경우 혈전

순위 암종 유병자수 분율 조유병률 연령표준화
유병률*

모든암      1,739,951 100.0 3404.1 2171.9 

1 갑상선      379,946 21.8 743.3 554.0 

2 위      273,701 15.7 535.5 306.0 

3 대장      236,431 13.6 462.6 261.3 

4 유방      198,006 11.4 387.4 255.3 

5 전립선        77,635 4.5 151.9 77.2 

6 폐        76,544 4.4 149.8 83.8 

7 간        64,864 3.7 126.9 75.4 

8 자궁경부        52,758 3.0 103.2 68.4 

9 신장        38,836 2.2 76.0 48.2 

10 방광        33,543 1.9 65.6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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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전증(thromboembolic event)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이는 암 환자의 사망 

두 번째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혈전 색전증의 위험은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로 인해 그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Rebecca et 

al., 2017). 하지만, 여전히 암과 뇌졸중, 심혈관질환의 발생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다(Jang et al., 2019).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국내 암 환자의 경우 일반 환자와 비교하면 뇌졸

중 발생위험률이 13% 높았고,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21%로 높은 것으

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의 발생위험은 위나 대장과 같은 소화

기암 또는 폐암 등 흉곽 내 장기에서 발생한 암에서 일반 환자군 대비 29%

로 높은 뇌졸중 발생률을 보였다(Jang et al., 2019).

  암 환자의 혈전 기능 변화와 심뇌혈관질환 위험이 매우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동맥혈전 색전증의 독립위험요소로 인지되지 않고 있으며 암 

환자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충분히 받고 있지 않다(Goff et 

al., 2013).

  전 세계적으로 항암치료의 개발과 조기 검진으로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져 

암과 합병증에 관한 관심이 증가 되고 있으며, 암과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들을 통해 이론적 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

만, 아직 한국 암 환자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며, 최근 들어 암 

환자들의 암뇌졸중(cancer-stroke) 및 심혈관질환 발생이 높아지면서 이 분

야에 관심을 두는 임상의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 암환자의 생존 기간이 늘

어감에 따라 암환자에서의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 발생의 연관성을 더욱 명확

히 밝힐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암 환자의 대부분이 40대 이상의 성인으로 뇌졸

중 및 심혈관질환 위험 인자를 보유한 연령층으로 암 치료와 더불어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 위험에 대한 관리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연구가

보다 폭넓게 진행돼야 할 필요하다. 

  한국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암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cancer-

stroke)가 증가하지만, 그중 한국의 5대 암이자 50대 이상에서 발병률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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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폐암은 뇌졸중 위험도가 높은 암 중 하나로 밝혀졌다(Jang et al., 2019). 

이 연구는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이 뇌졸중 발생률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폐암 진단받은 환자의 치료 방법

에 따라서 뇌졸중 발생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

구로 폐암 환자가 이중 질환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암 진단과 동시에 뇌졸중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관심과 정책지원에 기초 자료

로 활용되길 바라며, 더불어 암 환자의 다학제적 임상 접근이 더욱 폭넓게 진

행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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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에서 2014년 발행된 표본 코호트 자료(Data Base)를 활용하였다. 표

본 코호트 자료에서 새롭게 폐암 진단받은 환자에서 진단 후 폐암 치료 방법

을 관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치료 방법에 따라 뇌졸중 발생과 연관성을 살

펴보려고 한다. 이 결과를 통하여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과 뇌졸중 발생의 상

관관계를 이해하고 폐암 환자들의 뇌졸중 예방에 대해서 재고하고자 함을 목

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롭게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른 뇌졸중 발생 여부

를 파악한다. 

  둘째, 새롭게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스타틴과 항혈전제 복용 여부에 따른 

뇌졸중 발생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새롭게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유무에 따른 

뇌졸중 발생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폐암 환자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분석하여, 뇌졸중 예방 전략을 위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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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고찰 및 이론적 배경 

  

2.1 폐암의 정의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를 구성하는 조직 자체에서 암

세포가 생겨난 원발성 폐암과 암세포가 다른 기관에서 생긴 뒤 혈관이나 림프

관을 타고 폐로 옮겨와서 증식하는 전이성 폐암으로 나눌 수 있다(국립암센

터, 2019). 

  2.1.1 폐암의 종류 

  폐암은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 등 병리 조직학적 기준에 따라 소세포폐암

(Small-cell lung cancer:SCLC),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NSCLC)으로 나뉜다. 발생하는 폐암의 80~85%를 차지하는 비소세포

폐암은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암, 선편평세포암, 육종양암, 카르노이드 

종양, 침생형암, 미분류암등으로 세분된다. 15~20%를 차지하는 소세포암은 

전반적으로 악성도가 강하고 급속히 성장하는 형태의 암으로 병리학적으로 암

세포는 대부분 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폐암 환자는 소세포암이 17.2%, 

비소세포폐암이 82.5%로 폐암의 일반적인 발생 행태와 같았다(건강보험심사

평가원, 2017). 

   2.1.2 폐암의 암 병기 분류기준 

  폐암의 조직학적 진단 후 병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병기의 결정은 적절한 치

료 방침을 결정하고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된다. 폐암의 

병기 판정은 종양의 위치에 따른 해부학적 병기(anatomic staging)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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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에 견딜 수 있는지 평가하는 생리학적 병기(physiologic staging)가 

있다. 해부학적 병기는 종양의 크기 및 위치, 림프절 전이 여부, 원격전이 여

부에 따라 평가하는 TNM병기 판정으로 1기부터 4기(IA~IV)까지로 구분되

며, 이에 따라 수술 치료 및 항암치료가 결정된다. 생리학적 병기는 환자의 심

폐기능을 비롯한 환자의 생리학적 상태가 수술 및 항암치료를 견딜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부학적 병기인 TNM병기 1기부터 4기

(IA~IV) 구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대한폐암학회, 2011; 국립암센터, 

2019).

  

  가. 비소세포암(Non Small Lung Cancer : NSLC) 병기 구분

  비소세포폐암의 병기 판정은 1997년에 개정된 TNM 국제 폐암 병기 분류

(TNM International Staging for Lung Cancer)에 따르고 있으며, T는 종

양(tumor)의 상태, N은 국소 림프절(node)의 상태, M은 원격전이

(metastasis) 여부를 표시한다. T 병기 판정은 원발 종양의 크기, 위치 및 주

위 장기와의 관계에 따라 T0∼T4로 분류하며, N 병기 판정은 침범된 림프절

의 위치에 따라 N0∼N3로 분류하고, M 병기 판정은 원격전이 여부에 따라 

M0와 M1a/b로 분류한다. 비소세포폐암은 또한 TNM 병기 판정에 따른 예

후, 즉 5년 생존율의 차이에 따라 [표6] 와 같이 병기 1기부터 4기(IA~IV)

까지 7개의 병기로 분류된다(대한폐암학회, 2011). 

  나. 소세포암(Small Lung Cancer : SLC) 병기 구분

  소세포암은 근치적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가로 제한병기(Limited disease)

와 확장병기(Extensive disease) 두 병기로 나뉜다. 제한병기는 종양의 범위

가 한 부분 흉곽 내, 종격동 및 쇄골상부 림프절까지 국한된 경우를 말하고 

종양이 더 퍼져 있는 경우에는 확장 병기로 [표7] 와 같이 분류한다(대한폐

암학회, 2011). 소세포폐암의 병기는 TNM기준 1기부터 4기(I~IV)로 구분하

기도 하는데, 1기는 폐 중심부에 발생하고 전이 없는 단계, 2기 폐에 국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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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폐문부 림프절까지 전이된 단계, 3기 흉벽, 횡격막 등 주위 장기까지 전이 

단계, 4기 뇌, 뼈, 간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된 단계로 구분한다(Fauci et al., 

2008; 대한폐암학회, 2011). 

표 6. 국제 비소세포암 TNM 병기 시스템 

                                               ※출처 : 대한폐암학회, 2011

표 7. 국제 소세포암의 두 단계 병기 분류(TNM기준 포함)

                                                          ※출처 : 대한폐암학회, 2011

Six Edition

T/M Descriptor 
T/M N0 N1 N2 N3

T1(≤2 cm) T1a Ia IIa IIIa IIIb
T1(≻2~3cm) T1b Ia IIa IIIa IIIb
T2(≤5cm) T2a Ib IIa IIIa IIIb
T2(≻5~7cm) T2b IIa IIb IIIa IIIb
T2(≻7cm) T3 IIb IIIa IIIa IIIb
T3 invasion IIb IIIa IIIa IIIb
T4(same lobe nodules) IIb IIIa IIIa IIIb
T4(extension) T4 IIIa IIIa IIIb IIIb
M1(ipsilateral lung) IIIa IIIa IIIb IIIb
T4(pleural effusion) M1a IV IV IV IV
M1(contralateral lung) IV IV IV IV
M1(distant) M1b IV IV IV IV

병기분류 분류기준 TNM

제한병기

질환의 범위가 방사선 치

료 조사야 내에 포함되는 

경우

악성흉수를 제외한 모든 T(암이 한쪽 폐

이만 국한) 반대측 폐문 및 쇄골상 림프절 

전이를 제외한 모든 N, MO(원격전이 없

음 

확장병기
질환의 범위가 방사선 치

료를 벗어나는 경우

T4(악성 흉수 혹은 심낭액)

N3(반대측 폐문 및 쇄골상 림프절 전이)

M1(반대측 폐 전이, 원격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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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폐암의 치료 방법

  폐암의 치료 방법은 폐암의 진행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된 방법은 수술,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요법이 있다(국가암정보센터, 2019). 한국의 폐암 치

료는 수술 50.4%, 항암 화학요법 43.1%, 방사선 15.5% 순이었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7).

  2.2.1 수술적 요법 

  

  국소적으로 진행된 병기에서 주로 시행되는 요법으로 완전 절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불완전 절제를 할 때는 폐암 치료에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

가 많은데, 절제로 인해 방사선 치료나 항암치료를 일시 지연시켜 잠재적 이

점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폐암 수술은 폐암의 확진 및 수술 중 병기 

확인, 폐암의 완전 절제, 동측 림프절의 체계적인 샘플링 또는 완전 절제의 3

가지 단계를 걸쳐 흉부외과 전문의가 판단하여 시행하도록 대한폐암학회 폐암 

진료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다(대한폐암학회, 2011).

  2.2.2 항암제 요법 

  

  항암 화학치료는 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서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

며 제한 병기와 확장 병기 소세포폐암은 각각 70~90%와 60~70%의 높은 

치료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에서는 절제 가능한 병

기에서 수술 전 항암치료 및 수술 후 보조 항암치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으

며 진행된 병기의 경우에는 1차 치료로 이용된다. 주로 백금제제(Cisplatin 

또는 Carboplatin)를 근간으로 하는 항암 화학치료는 생존 기간을 연장하고, 

증상 완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시스플

라틴(Cisplatin)과 3세대 항암제(Gemcitabine, paclitaxel, doceta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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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orelbine)의 병용 처방은 시스플라틴 단독보다 효과적으로 알려져 백금제

제에 3세대 항암제 또는 페메트렉스(pemetrexed)와 병용하여 사용되기도 한

다(Kim et al., 2006)

 항암제를 선택할 때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조직형과 분자생물학적 특성을 고

려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EGFR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이레사(gefitinib) 또는 타쎄바(erolotinib)을 1차 항암치료제로 처방하는 것

을 고려할 수 있으며, 돌연변이가 없거나 돌연변이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백금 제제를 근간으로 하는 항암 화학치료를 권장하고 있다(대한폐암학회, 

2011).

  최근 암세포 자체를 공격하는 일반 항암제와 달리 암 환자에서 저하된 면역 

기능을 증강시켜 면역 세포가 암세포에 맞서 싸우도록 하는 면역 항암제가 개

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면역 항암제로는 PD-1 면역 세포 표면 단백질의 저

해제인 키트루다(Keytruda)와 옵디보(Opdivo) 등이 있다. 기존의 항암제보

다 부작용이 적고 개선된 치료 효과를 보이며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국가암정보센터, 2019). 

  2.2.3 방사선 치료법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암 조직에 쏘아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정상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죽이거나 증식을 억제

하는 방법이다. 방사선 치료는 비소세포폐암의 1~3기에서 완치를 위해 근치

적 절제술 이후 사용하거나 소세포폐암의 제한 병기에서 근치적 목적으로 항

암 화학요법과 함께 사용된다. 소세포폐암에서는 항암 화학요법과 흉부 방사

선 치료를 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국가암정보센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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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폐암 병기에 따른 치료 방법 

  비소세포암의 치료는 [표 8]과 같이 각 진행 정도에 따라 수술, 항암제 요

법, 방사선 요법으로 치료하고 있다(대한폐암학회, 2011). 

표 8. 비소세포암의 병기별 치료 방법 

병기 치료 방법 

1기
근치적 절제술 (주변 positive일 때 항암제, 방사선 보조요법 시행)

2기

3A기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병용요법 (수술 가능한 경우 절제술) 

3B기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병용요법 (시행 후 항암요법 추가)

4기 항암 화학요법 
  

                                                 ※출처 : 대한폐암학회, 2011

  

  소세포암의 치료 원칙은 항암화학 요법으로, 제한병기에서는 항암화학 요법, 

방사선 치료 병용요법 시행, 확장성 병기에서는 항암화학 요법이 시행된다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2010; 대한폐암학회, 2011). 

  한국의 폐암 환자의 치료는 항암화학 요법이 43.1%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

소세포암에서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은 질병 진행이 없

는 경우 4~6주기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건강보

험심사평가원, 2018). 소세포와 비소세포 항암제 요법 치료약제는 각각 [표 

9, 표 10]과 같이 보험약제 기준에 따라 주로 사용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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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소세포 항암제 요법 

No.1 구분 항암요법 (Platinum=Cisplatin 또는 Cabopaltin)

1
제한병기 및 확

장병기
irinotecan(-/+platinum)

1차투여

2 확장병기 belotecan

3
제한병기 및 확

장병기 

irinotecan(-/+platinum)

belotecan

topotecan+platinum
2차투여topotecan+etoposide

topotecan+ifosfamide
topotecan(IV, PO제제)
paclitaxel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표 10. 비소세포 항암제 요법 

No. 구분 항암요법 (Platinum=Cisplatin 또는 Cabopaltin)

1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 요법 

Vinorelbine(-/+ Platinum)

Etoposide + Platinum (-/+ ifosfamide)

Vinorelbine + ifosfamide + Cisplatin

Etopside + Cisplatin

Vinorelbine + ifostamide 

2
선행화학요법

(Stage III)

Paciltaxel (-/+ Platinum)

Docetaxel + Platinum

Gemcitabine + Platinum

Irinotecan + Platinum

3
수술 후 보조 요법

(Stage Ib~IIIa)
Paclitaxel + Platinum 

4 1차 투여 고식적 

요법 (Stage IIIA 

이상)

Paclitaxel + Platinum 

Docetaxel + Platinum

Gemcitabine + Platinum 

Pemetrexed ＋Cisplatin (비편상피세포)

5
Paclitaxel, docetaxel, 

gemcitabine 단독요법

ECOG 2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 
6 Pacilitaxle+ifosfamide 백금계 약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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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litaxle+vinorelbine

docetaxel+vinorelbine

Gemcitabine+vinorelbine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7

bevacizumab+paclitaxel+v

arboplatin 또는 

bevacizumab+Gemcitabine

+cisplatin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

(EGFR활성 돌연변이 

제외)

8
gefitinib, erlotinib, afatinib 

단독요법 

EGFR 활성 

돌연변이가 있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9
crizoinib, ceritinib, 

alectinib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10

2차 투여 

고식적요법 (Stage 

IIIa이상)

paciltaxel+ifosfamide

paclitaxel+vinorelbine

docetaxel+vinorelbine

gemcitabine+vinorelbine

paclitaxel+etoposide+plati

num

환자 상태에 따른 

의진료의사의 의학전 

판단에 따라 사용 

11

paclitaxel+platinum

docetaxel+platinum

gemcitabine+platinum

irinotecan+platinum

12

paclitaxel, docetaxel, 

gemciabine, irinotecan 

단독요법 

ECOG2 또는 

70세이상 고령자

백금기반 항암요법에 

실패한 경우 

13 gefitinib

EGFR TK활성변이가 

있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14

erlotinib, pemetrexed, 

crixitinib, certinib, 

alectinib, osimertinib 

기타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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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2.3 암과 뇌졸중 

  항암치료로 인한 합병증(medical complications) 위험도는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정맥혈전증은 암 환자 중 20%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대략 일반인보

다 7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폐암 환자에서는 정맥혈전 색전증 발생 위

험도가 일반인보다 20%나 높았다(Blom et al., 2004).

  이 연구의 대상인 폐암 환자에서 혈전증의 위험이 큰 이유는 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의 상태, 암의 진행 상태 그리고, 응고 혈소판과 내피 기능의 변화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Gomes et al., 2013). 또한, 폐암 환자의 정맥혈전

증의 위험은 항암제 사용 중단 2개월 후부터 증가하였는데(Blom et al., 

2004) 이는 항암 화학요법과 같은 암 치료가 혈전전상태(Pro-thrombotic)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혈전증의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Pradoni 

et al., 2005).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암 환자에서 혈전증의 위험

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위험은 뇌졸중 발생으로 나타난다. 

   뇌졸중의 암 관련 위험 인자로는 종양 색전증(tumor embolism), 암세포 

혈관침윤(vessel infiltration) 또는 혈관 압박(vessel compression), 수술, 

패혈 색전증(septic embolism) 그리고 환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등과 같

이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영향이 포함된다. 그 외에,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15

nibolumab, 

pembrolizumab, 

atezolizumab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IIIb이상 

면역항암제 

16
유지요법

(Stage IV)
Pemetrexed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의 4주기 

이후 안정병변이상의 

비편평상피세포 stage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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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도 암 관련 뇌졸중(cancer-stroke) 병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Christopher et al., 2012). 스웨덴 코호트 분석에서 암 진단을 받은 환

자에서 6개월 후 출혈성 뇌졸중은 일반인과 비교하면 2.2배, 허혈성 뇌졸중은 

1.6배로 발생위험이 컸다(Zoller et al., 2012).

  최근 암뇌졸중(Cancer-stroke)의 위험도는 종양 전문의와 신경과 전문의

에 의해 주목받고 있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방사선 및 항암제와 같

은 치료 방법에서 기인하는 뇌졸중의 발생 연관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측면에

서 연구돼야 한다(Jose et al., 2016).

   2.2.3 선행 연구 

   

  폐암 환자의 뇌졸중 연구는 현재까지는 다양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다른 

암 환자와 복합적으로 진행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표 11]의 선행 연구를 

통해 암 환자와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11. 암 환자의 뇌졸중 발생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 

연구명 년도 대상자 결과 HR/RR 95%, CI

Increased 

incidence of 

stroke in 

women with 

breast cancer 

2005

25,171 

women with 

breast cancer 

in Swedish 

cancer 

register

Stroke

Cerebral 

infarction

1.12

1.12

1.07-1.17

1.05-1.19

Risk of 

Hemorrhagic 

and Ischemic 

stroke in 

patients with 

cancer 

2012

820,491 in 

Sweden with 

a diagnosis of 

cancer 

between 1987 

and 2008

Stroke
1.2(All)

1.4(Lung)

1.1-1.2

1.3-1.5

Risk of 2017 279,719 with 1.9(Al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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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rial 

Thromboembo

lism in 

patients with 

cancer

cancer and 

matched 

controls

Ischemic 

stroke 
6-month)

2.1(Lung 

6-month)

1.8-2.0

1.9-2.4

Lung cancer 

and incidence 

of stroke

2011

52,089 with 

lung cancer 

and 104,178 

without lung 

cancer 

All stroke 

Hemorrha

gic stroke

Ischemic 

stroke

1.47

1.78

1.43

1.39-1.56

1.54-2.05

1.34-1.51

The 

long-term 

effect of 

cancer on 

incidence 

stroke : a 

nationwide 

population- 

based cohort 

Study in 

Korea

2019

20,707 with 

cancer and 

675,594 

without 

cancer 

All stroke

Ischemic 

stroke

1.13

1.17(All)

1.21(Chem

otherapy)

1.02-1.26

1.05-1.31

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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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에서 2014년 발행된 표본 코호트 자료(Data Base)를 활용하였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외국인제외)

가 포함된 국민건강보험 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는 대상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하여 진료 등을 받은 명세에 대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 급여가 청구된 자료

가 포함되어 있다. 본 자료는 전체 인구의 약 2.2%를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성·나이·가입자 구분·보험료 구분·지역별 층화로 구성되어 대한민국의 의

료현황을 이해 할 수 있는 자료로, 12개년의 자격 및 경제적 현황(사회경제적 

변수), 의료이용현황(진료 및 건강검진), 요양기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는 표본 코호트 자료 중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3년 

사이 폐암 및 기타 암(ICD 상병코드:C00-C97) 진단 환자와 뇌졸중 진단 환

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2004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새롭게 폐

암(ICD 상병코드:C33~C39)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2004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follow-up 하였다(그림1).

그림 1. 환자분석 대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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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른 뇌졸중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 치료 방법에 따른 폐암 환자군과 비암환자군 사이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폐암 환자의 경우 2004년 1월부터 폐암을 

최초 진단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폐암 환자 그룹을 선정하였고, 대조군인 비암

환자군은 2004년 1월 이후로 진료 기록이 있는 대상자 중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연구 기간 전 뇌졸중 진단을 받은 경우는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폐암 환자군과 대조군의 나이 및 성별의 차이를 이해하고, 나이와 성별

의 공변량을 고려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방법으로 1:3 propensity score 

matching (Greedy methods using OneTo Many MATCH algorithm)으로 

대조군을 선정하였다. 

  폐암 치료 방법 선정은 공단 코호트 데이터베이스 중 요양급여명세서 기록

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HIR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에서 기준으로 한 보험 코드를 활용해 수술,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분류하고 각 치료 방법의 단독 또는 병용에 따라 대조

군과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항암 화학요법 치료 

분류에서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보험 적용 기준을 바탕으로 약효분류 코드

를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에서는 폐암 환자의 경우 이 연구가 보고자 하는 뇌졸중 사

건 이외에 암 사망(Cancer mortality)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 사망한 경우에는 뇌졸중 비발생 군에 포함해 분석되는 

바이어스가 발생 할 수 있어,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경쟁위험모형(competing risk model)을 이용하여 뇌졸중 발생 전에 사

망한 경우는 중도절단(censoring) 하였다.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경쟁위험 상태의 위험도 분석에 이용되는 Fine and Gray의 Cox 비

례위험 모형에 기반을 둔 Subdistribution hazard regression model을 활용

하여 뇌졸중 발생 위험도(Cumulative incident function)를 측정하였다. 

  하위분석을 위해 공단 코호트 데이터베이스의 주 상병과 부상병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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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위험인자로 잘 알려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뇌졸중 발생 위험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함께 분석하였으며, 약효분류 코드를 활용하여 뇌졸

중 위험 감소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물군인 스타틴(statin)과 항혈전제

(anti-thrombotic agent :　 항혈소판제(anti platelet), 항응고제(warfarin) 

두 군 통합)로 분류하여 폐암 환자 중 복용 여부에 따라 뇌졸중 발생 위험도

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 면제승인(Y-2019-0149)을 받아 수

행하였다. 

3.2 연구 대상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12년 건강보험공단 코호트 자격 대상자로 2013

년까지 추적 관찰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

자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조사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워시

아웃(wash-out) 시키고, 2004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새롭게 진단받

은 폐암(ICD 상병코드:C33~C39) 환자 중에서 20세 이하, 임상적 특성에 따

라 폐암 외 암 진단 및 폐암 진단 전 뇌졸중 발생 경험이 있는 환자는 대상에

서 제외한 폐암 환자 5,577명을 대상 환자군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환자군에

서 암 사망(Cancer mortality)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위험모형(competing risk model)을 이용해 뇌

졸중 발생 전에 사망한 2,382명은 중도 절단(censoring)하였는데, 대상 환자

군의 42.7%를 차지하였다. 대조군으로 선정한 비암환자군은 대상 환자군과 

나이 및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여, 1:3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16,731명을 선정하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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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연구대상자 선정

 

3.3 변수 선정 및 정의

  이 연구에서 개인 수준 변수로 건강보험공단 코호트 자격 데이터베이스의 

성별, 나이, 소득분위, 의료보험, 장애 중증도, 지역,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스타틴, 항혈전제를 이용하였다. 

  자세한 연구 변수는 아래와 같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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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구 변수

     

3.3.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뇌졸중 발생 여부는 ICD 상병코드[표 12]를 이용하여, 뇌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분석 범주 변수 속성 내용  

종속변수 뇌졸중 

상병코드 I601~629 ：뇌내출혈 

I630~I639 :뇌경색증

I64：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관심변수 

폐암 치료 

방법 

수술 급여 수가 코드 :　폐 수술 분류

방사선 급여 수가 코드 :　방사선 분류

항암 화학요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 기준 적

용 :　약효 분류 코드 

[belotecan,bevacizumab,carboplatin

,cisplatin,cyclophosphamide,doceta

xel,doxorubicin,etoposide,gefitinib,

g e m c i t a b i n e , i f o s f a m i d e ,     

paclitaxel,pemetrexed,topotecan,vi

ncristine,vinorelbine,cyclophospha

mide,tegafur_uracil,gemcitabine,me

thotrexate,bleomycin,hydroxyurea,

bortezomib,melphalan,capecitabine,l

apatinib,gimeracil_oteracil_tegafur,c

ytarabine,sorafenib,mitomycin,imati

nib,capecitabine,topotecan]

약물복용
스타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 기준 적

용 :　약효 분류 코드 항혈전제 

동반질환

고혈압 상병코드
I10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1~I15：고혈압

당뇨 상병코드 
E10 :　1형 당뇨병

E11~E14 :　2형 당뇨병

고지혈증 상병코드 E78 : 고지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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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관심 변수의 선정 및 정의 

   

   가. 폐암 치료 방법 

  

   비소세포 폐암에서의 항암치료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으로 진

단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수술요법은 1기~3기(I~IIIa)까지 대상으로 시행된

다. 방사선 치료는 대개 수술로 완전히 절제한 1, 2기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

고, 수술 후 절제 면에서 암이 발견되기 가까운 경우 혹은 림프절 침법이 있

는 경우 수술 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IIIb)기 이상일 때 방사선과 

항암요법을 병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암요법

은 3기 이상부터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약제는 시스플라

틴(Cisplatin)을 기본으로 하는 병용요법이다. 대개 항암요법은 6주를 기본으

로 하여 2~3주 휴식 기간을 두고 다음 치료를 시작한다. 또한, 표적 치료를 

구분하여 사용되는 표적치료제로서는, EGFR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TK 억제

제(TK inhibitor)인 이레사(Gefinitib), 타쎄바(Erlotinib)가 대표적이다(Kim 

et al., 2006). 소세포폐암의 치료는 에토포사이드(Etoposide)와 백금제제

(Platinum)병합 치료가 표준이며 제 한기 소세포폐암의 경우 동시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Kim et al., 200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치료 패턴 [그림 4]를 바탕으로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 화학요법을 단독 또는 병용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여섯 그룹으로 나눠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수술(surgery) 단독요법의 경우 

  둘째, 수술과 항암화학(chemotherapy) 병용한 경우 

  셋째, 항암화학 단독요법의 경우 

  넷째, 항암화학 요법과 방사선 치료(radiation) 병용요법의 경우

  다섯째, 방사선 단독요법의 경우

  여섯째, 수술, 항암화학 및 방사선 병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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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방법 분류는 공단 표본 코호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수술, 방사선 치료 행위 및 시술 코드를 사용

하였으며 항암 화학요법 분류는 폐암 환자의 80%~85%를 차지하는 비소세포

암 치료의 근간이 되는 항암화학 요법에 사용되는 약제들을 선정하였다. 이 

약제들은 2003~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기준에 적용되는 성분

으로 해당 약제로 치료한 경우 항암제 치료 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보험 기

준에 포함되지 않은 약제들은 확인할 수 없어 포함하지 못하였다. 폐암 환자

의 치료 방법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 요법을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환자

의 진행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는데 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에서는 암환자

의 진행단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진행단계를 보정 하지 

못하고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 요법 단독 또는 병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나. 스타틴 및 항혈전제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인 스타틴 및 항혈전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선정기준 약제의 약효분류 코드를 활용하여 폐암 치료 

방법과 약제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발생 위험인자로 잘 알려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 동반 여부는 

ICD 상병코드[표 12] 확인하여, 폐암 치료 방법과 동반 질환의 연관성을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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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폐암의 치료 패턴 

3.4 분석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라 비암환자군과의 뇌졸중 발

생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관심 사건인 뇌졸중 외 암 사망

(Cancer mortality) 사건 발생위험이 큰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가 진

행되는 동안 경쟁위험모형(competing risk model)을 이용하여 뇌졸중 발생 

전에 사망한 경우는 중도절단(censoring) 하였다.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분석

하기 위해서는 경쟁위험 상태의 위험도 분석에 이용되는 Fine and Gray의 

Cox 비례위험 모형에 기반을 둔 Subdistribution hazard regression model

을 활용하여 뇌졸중 발생 위험도(Cumulative incident function)를 측정하였

으며,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과 동반 질환, 스타틴, 항혈전제사용에 따른 하위 

그룹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4를 사용하였고,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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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뇌졸중 발생 

  이 연구는 2002년 1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건강보험 공단 코호트

(NHIS database) 자료 1,125,691명을 대상으로 폐암으로 새롭게 진단받은 

5,577명의 폐암 환자군과 폐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폐암 환자 나이와 성별

로 1:3 propensity score matching 된 비암환자군 16,731명 사이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로 선정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3]과 같다. 폐암 환자군의 경우 경쟁위험모형(Competing risk model)

을 통해 뇌졸중 발생 전에 암으로 사망한 환자 2,832명은 중도절단

(censored)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전체의 67%로 여성보다 

높았으며, 50세 이상의 폐암 환자가 77.3%를 차지했다. 폐암 환자의 고혈압 

동반비율은 46%, 당뇨 25.2%, 고지혈증 13.1%를 나타냈으며, 비암환자 그

룹에선 고혈압 49.6%, 당뇨 25.2%, 고지혈증 14.9%로 양 군간 비슷한 발생

빈도를 보였다. 폐암 환자군의 스타틴 복용은 3.9%, 항혈전제는 11.5%로, 비

암환자군의 스타틴 4.5%, 항혈전제 11.8%와 다르지 않았다. 

 폐암 환자군 5,577명의 치료 방법은 수술 단독요법 9.5%, 수술과 항암 화학 

병용요법 4.9%, 항암 화학 단독요법 6.2%, 항암화학과 방사선 병용요법 13.

2%, 방사선 단독요법 12.9%이었으며,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모

두 시행한 경우가 60.4%로 가장 높았다. 

 폐암 환자군의 치료 방법에 따른 뇌졸중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수술 단독요법

에서는 21.7%, 수술과 항암 화학 병용요법에서는 8.7%, 항암 화학 단독요법

에서는 14.8%, 항암화학과 방사선 병용요법에서는 11.1%, 방사선 단독요법

에서는 7.2%, 수술, 항암화학 요법, 방사선 병용한 경우는 18.5%였으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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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군은 26.7%의 발생빈도를 보였다(p=0.12). 남성과 여성의 발생빈도는 

폐암 환자군에서는 남성이 13.8%, 여성이 19.4%(p=0.45)였고 비암환자군에

서는 남성이 26.8%, 여성이 26.7%로 양 군간 비슷한 발생빈도를 보였다(p=

0.95). 폐암 환자의 동반 질환별 발생빈도는 고혈압에서 22%, 당뇨에서 2

3%, 고지혈증에서 27%로 비암환자군의 발생빈도보다 낮았다(p<0.001). 스

타틴과 항혈전제 복용 여부에 따른 발생빈도는 폐암 환자의 경우 스타틴 복용

에서 26%로(p<0.007) 비암환자군 41.1%(p<0.007)보다 낮았으며, 항혈전제 

복용에서도 폐암 환자에서 30.5%(p<0.001)로 비암환자군 발생빈도 58%(p

<0.001)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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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뇌졸중 발생빈도

Cancer group (n = 5,577) Non-cancer group (n = 16,731)
Total* Yes No p-value Total* Yes No p-value

Original Censored N % N % N % N %
Treatment
Surgery Only 531 130 115 (21.7) 286 (53.9) 0.1151 -
Surgery and Chemotherapy Only 275 152 24 (8.7) 99 (36.0) -
Chemotherapy Only 345 136 51 (14.8) 158 (45.8) -
Chemotherapy and Radiation Only 736 434 82 (11.1) 220 (29.9) -
Radiation Only 721 491 52 (7.2) 178 (24.7) -
Surgery, Chemotherapy, and 
Radiation

2,969 1,039 549 (18.5) 1,381 (46.5) -

Non-cancer - 16,731 4,475 (26.7) 12,256 (73.3)
Comorbodities
Hypertension
Never 3,012 1,318 309 (10.3) 1,385 (46.0) <.0001 8,440 1,327 (15.7) 7,113 (84.3) <.0001
Ever 2,565 1,064 564 (22.0) 937 (36.5) 8,291 3,148 (38.0) 5,143 (62.0)
Diabetes
Never 4,172 1,860 549 (13.2) 1,763 (42.3) <.0001 12,520 2,891 (23.1) 9,629 (76.9) <.0001
Ever 1,405 522 324 (23.1) 559 (39.8) 4,211 1,584 (37.6) 2,627 (62.4)
Dyslipidemia
Never 4,847 2,195 676 (13.9) 1,976 (40.8) <.0001 14,243 3,668 (25.8) 10,575 (74.2) <.0001
Ever 730 187 197 (27.0) 346 (47.4) 2,488 807 (32.4) 1,681 (67.6)



- 30 -

Concurrent Medication
Statin
Never 5,358 2,307 816 (15.2) 2,235 (41.7) 0.0007 15,971 4,163 (26.1) 11,808 (73.9) 0.0007
Ever 219 75 57 (26.0) 87 (39.7) 760 312 (41.1) 448 (58.9)
Antithrombotic Agents
Never 4,935 2,106 677 (13.7) 2,152 (43.6) <.0001 14,753 3,327 (22.6) 11,426 (77.4) <.0001
Ever 642 276 196 (30.5) 170 (26.5) 1,978 1,148 (58.0) 830 (42.0)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Male 3,741 1,819 516 (13.8) 1,406 (37.6) 0.4573 11,223 3,005 (26.8) 8,218 (73.2) 0.905
Female 1,836 563 357 (19.4) 916 (49.9) 5,508 1,470 (26.7) 4,038 (73.3)
Age
20-29 145 13 3 (2.1) 129 (89.0) <.0001 435 4 (0.9) 431 (99.1) <.0001
30-39 329 45 16 (4.9) 268 (81.5) 987 57 (5.8) 930 (94.2)
40-49 790 212 96 (12.2) 482 (61.0) 2,370 250 (10.5) 2,120 (89.5)
50-59 1,197 438 191 (16.0) 568 (47.5) 3,591 752 (20.9) 2,839 (79.1)
60-69 1,861 955 335 (18.0) 571 (30.7) 5,583 1,940 (34.7) 3,643 (65.3)
≥70 1,255 719 232 (18.5) 304 (24.2) 3,765 1,472 (39.1) 2,293 (60.9)
Income
Low 991 492 123 (12.4) 376 (37.9) 0.063 3,203 856 (26.7) 2,347 (73.3) 0.0003
Medium 2,325 1,019 342 (14.7) 964 (41.5) 6,784 1,712 (25.2) 5,072 (74.8)
High 2,261 871 408 (18.0) 982 (43.4) 6,744 1,907 (28.3) 4,837 (71.7)
Medic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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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Coverage 2,882 1,273 387 (13.4) 1,222 (42.4) <.0001 8,869 2,100 (23.7) 6,769 (76.3) <.0001
Medical Aid 2,695 1,109 486 (18.0) 1,100 (40.8) 7,862 2,375 (30.2) 5,487 (69.8)
Disability
None 5,248 2,216 812 (15.5) 2,220 (42.3) 0.003 15,601 4,036 (25.9) 11,565 (74.1) <.0001
≥ 1 329 166 61 (18.5) 102 (31.0) 1,130 439 (38.8) 691 (61.2)
Region
Metropolitan 1,994 790 304 (15.2) 900 (45.1) 0.0005 6,312 1,571 (24.9) 4,741 (75.1) <.0001
City 1,258 550 171 (13.6) 537 (42.7) 4,071 984 (24.2) 3,087 (75.8)
Other 2,325 1,042 398 (17.1) 885 (38.1) 6,348 1,920 (30.2) 4,428 (69.8)
Year of Diagnosis
2004 735 276 134 (18.2) 325 (44.2) 0.1127 -
2005 644 244 109 (16.9) 291 (45.2)
2006 626 272 91 (14.5) 263 (42.0)
2007 655 278 92 (14.0) 285 (43.5)
2008 566 267 68 (12.0) 231 (40.8)
2009 513 247 82 (16.0) 184 (35.9)
2010 540 255 72 (13.3) 213 (39.4)
2011 672 295 103 (15.3) 274 (40.8)
2012 626 248 122 (19.5) 256 (40.9)
Total 5,577 2,382* 873 100% 2,322 (100.0) 16,731 4,475 100% 12,256 100%
*2,382 (42.7%) censored for cancer mortality competing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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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른 뇌졸중 발생 위험도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른 비암환자군과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 분석은 

Cox 비례위험 모형에 근거한 subdistribution hazard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의 단독 또는 병용 치료 방법으로 

분류하고 스타틴, 항혈전제 복용 여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반 여부, 성

별, 나이, 의료보험, 장애 여부, 지역, 진단받은 연도 변수는 보정하여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표 14]와 같이 분석하였다(그림 3). 

  첫 번째 수술 단독요법에서는 비암환자군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2.22

배(Subdistribution hazard ratio[SHR]=2.22, 95%, Confidence interval[C

I]=1.77-2.80, p<0.0001) 증가하였다. 두 번째 수술과 항암화학 병용요법에

서는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1.2배로(SHR=1.20, 95%, CI=0.80-1.80, p=

0.39)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세 번째 항암 화학 단독요법은 1.66배

로(SHR=1.66, 95%, CI=1.23-2.25, p=0.001)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증가

하였다. 네 번째 항암화학과 방사선 병용요법에서는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1.

29배(SHR=1.29, 95%, CI=0.99-1.68, p=0.06) 증가하였고, 다섯 번째 방

사선 단독요법에서는 1.23배로(SHR=1.23, 95%, CI=0.89-1.70, p=0.21)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 요법을 모두 

병용한 그룹에서는 1.62배로(SHR=1.62, 95%, CI=1.37-1.91, p<.0001)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분석결과 폐암 치료 방법에 따라 뇌졸중 

발생 위험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수술 단독요법에서는 비암환자 그룹보다 2.2

2배로 증가하였고, 그다음 순으로 항암화학 단독요법에서 1.66배 그리고,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병행한 그룹에서 1.62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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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ed for concurrent medication, comorbiditie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statin, anti-thrombotic agents, 
hypertension, diabetes, dyslipidemia, sex, age, income, medical insurance, disability, region and registered year)
         

            그림 4.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른 뇌졸중 발생 위험도 

표 14.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른 뇌졸중 발생 위험도 

(Proportional subdistribution hazards model of probabilities) 

Stroke
SHR 95% CI p-value

Lower Upper
Treatment*
Surgery Only 2.22 (1.77 - 2.80) <.0001
Surgery and Chemotherapy 1.20 (0.80 - 1.80) 0.39 
Chemotherapy Only 1.66 (1.23 - 2.25) 0.00 
Chemotherapy and Radiation 1.29 (0.99 - 1.68) 0.06 
Radiation Only 1.23 (0.89 - 1.70) 0.21 
Surgery, Chemotherapy, and Radiation 1.62 (1.37 - 1.91) <.0001
Non-cancer 1.00 - -
Concurrent Medication
Statin
Never 1.00 - -
Ever 1.42 (1.26 - 1.59) <.0001
Antithrombotic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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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 1.00 - -
Ever 2.52 (2.36 - 2.69) <.0001
Comorbodities
Hypertension
Never 1.00 - -
Ever 2.47 (2.28 - 2.67) <.0001
Diabetes
Never 1.00 - -
Ever 1.25 (1.18 - 1.32) <.0001
Dyslipidemia
Never 1.00 - -
Ever 1.11 (1.04 - 1.19) 0.00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Male 1.00 - -
Female 0.96 (0.90 - 1.02) 0.17 
Age
20-29 0.11 (0.05 - 0.24) <.0001
30-39 0.54 (0.42 - 0.69) <.0001
40-49 1.00 - -
50-59 1.51 (1.34 - 1.71) <.0001
60-69 2.12 (1.88 - 2.38) <.0001
≥70 2.65 (2.35 - 2.99) <.0001
Income
Low 1.00 - -
Medium 0.94 (0.87 - 1.01) 0.11 
High 0.96 (0.91 - 1.02) 0.16 
Medical Insurance
Insurance Coverage 1.00 - -
Medical Aid 1.08 (1.02 - 1.15) 0.01 
Disability
None 1.00 - -
≥ 1 1.41 (1.28 - 1.55) <.0001
Region
Metropolitan 1.00 - -
City 1.08 (1.01 - 1.16) 0.03 
Other 1.17 (1.10 - 1.24) <.0001
Year
2004 1.00 - -
2005 1.00 (0.79 - 1.27)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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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른 하위분석 

 폐암 환자의 수술,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에 따른 뇌졸중 종류별 발생 위험도 

분석과 스타틴(Statin), 항혈전제(Anti-thrombotic agent) 복용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반에 따른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하위분석 결과

는 [표 15]와 같다.

 4.3.1 뇌졸중 분류별 발생 위험도(Ischemic and Hemorrhagic stroke)

 

  뇌졸중의 종류는 크게 혈류량이 감소하여 생기는 허혈성(Ischemic) 뇌졸중

과 혈관이 터져 피가 나서 생기는 출혈성(Hemorrhagic) 뇌졸중이 있다.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라 비암환자 그룹보다 뇌졸중 종류별 발생 위험도에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그림 5).

 첫째 그룹인, 수술 단독요법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발생 위험도는 2.2

배(SHR=2.20, CI=1.74-2.78, p<0.001) 증가하였고, 출혈성 뇌졸중 2.05

배(SHR=2.05, CI=0.25-17.13, p=0.5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전체 뇌졸중 발생 위험도 2.22배(SHR=2.22, CI=1.77-2.80, p<0.001)와 

허혈성 뇌졸중 위험도는 비슷하였다. 두 번째 그룹인 수술과 항암화학 병용요

법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 1.15배와(SHR=1.15, CI=0.76-1.7

2006 0.80 (0.62 - 1.04) 0.10 
2007 0.77 (0.61 - 0.99) 0.04 
2008 0.62 (0.46 - 0.82) 0.00 
2009 0.85 (0.66 - 1.11) 0.23 
2010 0.63 (0.48 - 0.83) 0.00 
2011 0.67 (0.53 - 0.85) 0.00 
2012 0.84 (0.66 - 1.06) 0.13 
*Adjusted for concurrent medication, comorbiditie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tatin, anti-thrombotic agents, hypertension, diabetes, dyslipidemia, sex, age, income, medical 
insurance, disability, region and registered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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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0.52) 출혈성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 5.56배는(SHR=5.56, CI=0.81-

38.40, p=0.08)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룹인 항암 화학 단

독요법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도 1.56배(SHR=1.56, CI=1.15-2.1

3, p=0.0001), 출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도 12.52배(SHR=12.52, CI=2.91

-53.89, p=0.0001)로 모두 유의하였는데 허혈성 뇌졸중 발생보다 출혈성 

뇌졸중 위험도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네 번째 그룹인 항암화학과 방사선 

병용요법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도 1.29배(SHR=1.29, CI=0.98-1.

69, p=0.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 그룹인 방사선 단독

요법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위험도는 1.21배(SHR=1.21, CI=0.87-1.69, p=

0.25), 출혈성 뇌졸중 위험도는 1.97배(SHR=1.97, CI=0.26-14.83, p=0.5

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 그룹인 수술, 항암화학 요

법, 방사선 모두 병용한 그룹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위험도는 1.60배로(SHR=

1.60, CI=1.36-1.90, p<0.0001) 증가하였고, 출혈성 뇌졸중 위험도 2.25배

는(SHR=2.25, CI=0.66-7.67, p=0.2)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폐암 

환자의 수술 단독요법, 항암화학 단독요법,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 요법 모두 

시행한 그룹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였으

며, 출혈성 뇌졸중 위험도는 항암화학 단독요법에서 증가하였고, 허혈성 뇌졸

중 위험도에 비교해 매우 증가하였다. 뇌졸중 종류별 발생 위험도 분석결과에

서도 폐암 치료 방법에 따라 허혈성과 출혈성 뇌졸중 위험도에 차이가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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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른 허혈성 및 출혈성 뇌졸중 발생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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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약물복용에 따른 발생 위험도 

  가) 스타틴(Statin)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별 스타틴(Statin) 복용에 따른 비암환자군과 뇌졸중 

발생 위험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그림 6). 

 첫째, 수술 단독요법에서는 스타틴 복용 그룹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1.34

배로(SHR=1.34, CI=0.88-1.06, p=0.18) 유의하지 않았지만, 스타틴을 복

용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2.13배(SHR=2.13, CI=1.65-2.74, p<0.001)로 뇌

졸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두 번째 그룹인 수술과 항암화학 병용요법에

서는 스타틴 복용 그룹 1.12배(SHR=1.12, CI=0.58-2.17, p=0.74), 스타

틴 비복용 그룹 1.22배(SHR=1.22, CI=0.77-1.95, p=0.39)로 모두 유의하

지 않았다. 세 번째 그룹인 항암화학 단독요법에서는 스타틴 복용 그룹에서는 

1.43배(SHR=1.43, CI=0.88-2.34, p=0.15)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스타틴 

비복용 그룹에서는 1.67배(SHR=1.67, CI=1.18-2.37, p=0.0001)로 뇌졸

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네 번째 그룹인 항암화학과 방사선 병용그룹에

서는 스타틴 복용 그룹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1.06배로(SHR=1.06, CI=0.

66-1.71, p=0.80) 유의하지 않았지만, 스타틴 비복용 그룹에서는 1.33배로

(SHR=1.33, CI=0.98-1.81, p=0.06) 스타틴 비복용 그룹에서 위험도가 증

가하였다. 다섯 번째 그룹인 방사선 단독요법에서는 스타틴 복용 그룹의 뇌졸

중 발생 위험도는 0.95배(SHR=0.95, CI=0.52-1.73, p=0.86), 스타틴 비

복용 그룹에서는 1.29배(SHR=1.29, CI=0.90-1.87, p=0.17)로 모두 유의

하지는 않았다. 여섯 번째,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모두 병용한 그룹에

서는 스타틴 복용 그룹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1.13배로(SHR=1.13, CI=0.

82-1.56, p=0.47) 유의하지 않았으며, 스타틴 비복용 그룹에서는 1.67배(S

HR=1.67, CI=1.39-2.00, p<0.001)로 스타틴 비복용 그룹에서 뇌졸중 발

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별로 나눈 분석에서 스타틴을 

복용하지 않은 폐암 환자의 경우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가 더 높았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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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틴의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가 폐암 환자에게서도 지속한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으며 폐암 환자의 뇌졸중 예방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6.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과 스타틴 복용 여부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

  나) 항혈전제(Anti-thrombotic agent)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 분류별 항혈전제(Anti-thrombotic agent) 복용 여

부에 따라 비암환자군과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 차이를 분석하였다(그림7). 

 첫째 그룹인, 수술 단독요법에서는 항혈전제 복용 그룹의 뇌졸중 발생 위험

도는 0.47배로(SHR=0.47, CI=0.20-1.10, p=0.08)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항혈전제 비복용의 경우는 2.31배(SHR=2.31, CI=1.83-2.90, p<0.

001)로 복용하지 않았을 때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두 번째 그룹인 수술과 항

암화학 병용요법에서는 항혈전제 복용 그룹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0.26배

(SHR=0.26, CI=0.03-2.51, p=0.25), 항혈전제 비복용의 경우는 1.30배(S

HR=1.30, CI=0.87-1.95, p=0.2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세 번째 그룹인 항암화학 단독요법에서는 항혈전제 복용 그룹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1.07배로(SHR=1.07, CI=0.43-2.72, p=0.88)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고, 항혈전제 비복용의 경우는 1.65배(SHR=1.65, CI=1.19-2.2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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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로 복용하지 않았을 때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네 번째 

그룹인 항암화학과 방사선 병용요법에서는 항혈전제 복용 그룹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0.83배로(SHR=0.83, CI=0.30-2.28, p=0.71)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고, 항혈전제 비복용의 경우는 1.39배(SHR=1.39, CI=1.06-1.81, p

=0.02)로 복용하지 않은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다섯 번째 

그룹인 방사선 단독요법에서는 항혈전제 복용 그룹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0.23배(SHR=0.23, CI=0.04-1.32, p=0.10), 항혈전제 비복용의 경우는 1.

35배로(SHR=1.35, CI=0.98-1.86, p=0.07)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지는 

않았다. 여섯 번째 그룹인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모두 병용한 그룹에서

는 항혈전제 복용 그룹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0.76배로(SHR=0.76, CI=0.

38-1.49, p=0.42)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항혈전제 비복용의 경우는 

1.68배(SHR=1.68, CI=1.43-1.99, p<0.001)로 복용하지 않았을 때 위험도

가 증가하였다.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별 항혈전제 복용에 따른 분석에서는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고, 이는 항혈전제의 심

혈관질환 예방 효과가 폐암 환자에서도 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고 항혈전제의 폐암 환자의 뇌졸중 예방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그림7.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과 항혈전제 복용 여부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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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동반 질환 여부에 따른 발생 위험도

 가) 고혈압(Hypertension)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별 고혈압 동반 여부에 따른 비암환자군과 비교해 뇌

졸중 발생 위험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첫째 그룹인, 수술 단독요법에서는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

도는 2.46배(SHR=2.46, CI=1.68-3.58, p<0.001),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서는 1.65배(SHR=1.65, CI=1.25-2.18, p=0.001)로 고혈압을 동반한 경

우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더 증가하였다. 두 번째 그룹인 수술과 항암 화학 

병용요법에서는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1.92배(SHR=1.

92, CI=1.02-3.61, p=0.04),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0.84배(SHR=0.8

4, CI=0.51-1.38, p=0.49)로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에서 뇌졸중 발생 위험

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세 번째 그룹인 항암 화학 단독요법의 경우 고혈

압을 동반한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2.05배(SHR=2.05, CI=1.31-3.22, 

p=0.001),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1.19배(SHR=1.19, CI=0.83-1.72, p

=0.34)로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네 번째 그

룹인 항암화학과 방사선 치료를 병용한 경우에서는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 뇌

졸중 발생 위험도는 1.30배(SHR=1.30, CI=0.81-2.11, p=0.28),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1.24배(SHR=1.24, CI=0.91-1.68, p=0.17)로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 그룹인 방사선 단독요법에서는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1.00배(SHR=1.00, CI=0.57-1.72, p=

1.0),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1.14(SHR=1.14, CI=0.76-1.70, p=0.53)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여섯 번째 그룹인 수술, 항

암 화학요법, 방사선 모두 병용한 그룹에서는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1.38배(SHR=1.38, CI=1.03-1.86, p=0.03),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1.55배로(SHR=1.55, CI=1.28-1.87, p<.0001)로 동반하지 않

았을 때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폐암 환자의 치료방법별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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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서 위험도가 증

가하였고 하지만, 수술 단독요법과 수술,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을 모두 병용

했을 경우에서는 고혈압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그림 8.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과 고혈압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

  나) 당뇨(Diabetes)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별 당뇨 동반 여부에 따른 비암환자군과 뇌졸중 발생 

위험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첫째 그룹인, 수술 단독요법에서는 당뇨를 동반한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도

는 2.43배(SHR=2.43, CI=1.81-3.24), p=<.0001),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2.65배(SHR=2.65, CI=1.87-3.77), p<.0001)로 비슷하게 증가하였다. 두 

번째 그룹인 수술과 항암화학 병용요법에서는 당뇨를 동반한 경우 뇌졸중 발

생 위험도는 1.66배(SHR=1.66, CI=1.00-2.75, p=0.05),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1.02배(SHR=1.02, CI=0.51-2.06, p=0.96)로 당뇨를 동반한 경우

에서 유의하게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세 번째 그룹인 항암 화학 단독요법에서

는 당뇨를 동반한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2.19배(SHR=2.19, CI=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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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p<0.001),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1.56배(SHR=1.56, CI=1.02-2.38, 

p=0.04)로 동반한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많이 증가하였다. 네 번째 그

룹인 항암화학과 방사선 병용요법에서는 당뇨를 동반한 경우 뇌졸중 발생 위

험도는 1.58배로(SHR=1.58, CI=1.12-2.23, p=0.01) 유의하게 증가하였

고,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1.40배로(SHR=1.40, CI=0.93-2.21, p=0.1

1)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 그룹인 방사선 단독요법에서는 당뇨를 동반한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1.35배(SHR=1.35, CI=0.90-2.03, p=0.14),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1.30배(SHR=1.30, CI=0.76-2.22, p=0.34)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 그룹인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모두 병용한 경우에서는 당뇨를 동반한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1.59배(S

HR=1.59, CI=1.25-2.01, p=0.001), 동반하지 않았을 때 1.79배(SHR=1.

79, CI=1.43-2.24, p<0.001)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당뇨를 동반한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 중 수술과 항암화학 병용요법을 시행한 그룹과 항암화

학과 방사선 병용요법을 시행한 그룹에서 당뇨를 동반한 경우 뇌졸중 발생 위

험도가 증가하였지만, 수술 단독요법 및 항암화학 단독요법, 그리고 세 가지 

모두 병용한 경우에는 당뇨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 

       그림 9.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과 당뇨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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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지혈증(Dyslipidemia)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별 고지혈증 동반 여부에 따른 비암환자군과 뇌졸중 

발생 위험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첫째 그룹인, 수술 단독요법에서는 고지혈증을 동반한 경우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2.15배(SHR=2.15, CI=1.32-3.51, p=0.001), 동반하지 않은 경

우는 2.55배(SHR=2.55, CI=1.98-3.29, p<0.001)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두 번째 그룹인 수술과 항암 화학 병용요법에서는 고지혈증을 동반한 

경우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0.77배(SHR=0.77, CI=0.38-1.57, p=0.48),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1.60배(SHR=1.60, CI=0.98-2.60, p=0.06)로 동반

하지 않았을 때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세 번째 그룹인 항암 화학 단독요법에

서는 고지혈증을 동반한 경우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1.23배(SHR=1.23, C

I=0.69-2.20, p=0.49),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2.15배(SHR=2.15, CI=

1.53-3.04, p<0.001)로 동반하지 않은 그룹에서 뇌졸중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네 번째 그룹인 항암화학과 방사선 병용요법에서는 고지혈증을 

동반한 폐암 환자에서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0.74배(SHR=0.74, CI=(0.38-

1.45), p=0.38), 고지혈증을 동반하지 않았을 때 1.71배(SHR=1.71, CI=1.

29-2.28, p=0.001)로 고지혈증을 동반하지 않은 그룹에서 위험도가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다섯 번째 그룹인 방사선 단독요법에서는 고지혈증 동반한 폐

암 환자에게서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1.05배로(SHR=1.05, CI=0.48-2.3

2, p=0.9) 유의하지 않았고, 동반하지 않았을 때 1.43배로(SHR=1.43, CI=

1.00-2.03, p=0.05)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여섯 번째 그룹인 수술, 항암 화

학요법, 방사선 모두 병용한 그룹에서는 고지혈증을 동반한 폐암 환자의 뇌졸

중 발생 위험도는 1.33배(SHR=1.33, CI=0.92-1.92, p=0.13),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1.75배(SHR=1.75, CI=1.45-2.12, p<0.001)로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서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폐암 환자의 치료방법별 고지혈증의 

동반 여부에 따른 뇌졸중 발생 위험도 분석결과에서는 수술 단독그룹에서는 

고지혈증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증가하였지만, 항암화학 단독요법, 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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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방사선 병용요법, 방사선 단독요법, 세 가지 모두 병용한 그룹에서 고

지혈증이 없는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그림 10.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과 고지혈증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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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른 하위분석 (뇌졸중 종류별, 약물별, 동반 질환별)

Surgery Only
Surgery and 

Chemotherapy Chemotherapy Only Chemotherapy and 
Radiation 

Radiation Only
Surgery, 

Chemotherapy, and 
Radiation

Non
-cancerSHR 95% CI p-value SHR 95% CI p-value SHR 95% CI p-value SHR 95% CI p-value SHR 95% CI p-value SHR 95% CI p-value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Stroke

All stroke 2.22 (1.77 -2.80) <.0001 1.20 (0.80 -1.80) 0.39 1.66 (1.23 -2.25) 0.00 1.29 (0.99 -1.68) 0.06 1.23 (0.89 -1.70) 0.21 1.62 (1.37 -1.91) <.0001 1.00 

Ischemic 2.20 (1.74 -2.78) <.0001 1.15 (0.76 -1.73) 0.52 1.56 (1.15 -2.13) 0.00 1.29 (0.98 -1.69) 0.07 1.21 (0.87 -1.69) 0.25 1.60 (1.36 -1.90) <.0001 1.00 

Hemorrhagic 2.05 (0.25 -17.13) 0.51 5.56 (0.81 -38.40) 0.08 12.52 (2.91 -53.89) 0.00 - 1.97 (0.26 -14.83) 0.51 2.25 (0.66 -7.67) 0.20 1.00 

Concurrent Medication

Statin

Never 2.13 (1.65 -2.74) <.0001 1.22 (0.77 -1.95) 0.39 1.67 (1.18 -2.37) 0.00 1.33 (0.98 -1.81) 0.06 1.29 (0.90 -1.87) 0.17 1.67 (1.39 -2.00) <.0001 1.00 

Ever 1.34 (0.88 -2.06) 0.18 1.12 (0.58 -2.17) 0.74 1.43 (0.88 -2.34) 0.15 1.06 (0.66 -1.71) 0.80 0.95 (0.52 -1.73) 0.86 1.13 (0.82 -1.56) 0.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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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hrombotic 
Agents

Never 2.31 (1.83 -2.90) <.0001 1.30 (0.87 -1.95) 0.21 1.65 (1.19 -2.27) 0.00 1.39 (1.06 -1.81) 0.02 1.35 (0.98 -1.86) 0.07 1.68 (1.43 -1.99) <.0001 1.00 

Ever 0.47 (0.20 -1.10) 0.08 0.26 (0.03 -2.51) 0.25 1.07 (0.43 -2.72) 0.88 0.83 (0.30 -2.28) 0.71 0.23 (0.04 -1.32) 0.10 0.76 (0.38 -1.49) 0.42 1.00 

Comorbodities

Hypertension

Never 1.65 (1.25 -2.18) 0.00 0.84 (0.51 -1.38) 0.49 1.19 (0.83 -1.72) 0.34 1.24 (0.91 -1.68) 0.17 1.14 (0.76 -1.70) 0.53 1.55 (1.28 -1.87) <.0001 1.00 

Ever 2.46 (1.68 -3.58) <.0001 1.92 (1.02 -3.61) 0.04 2.05 (1.31 -3.22) 0.00 1.30 (0.81 -2.11) 0.28 1.00 (0.58 -1.72) 1.00 1.38 (1.03 -1.86) 0.03 1.00 

Diabetes

Never 2.65 (1.87 -3.77) <.0001 1.02 (0.51 -2.06) 0.96 1.56 (1.02 -2.38) 0.04 1.40 (0.93 -2.12) 0.11 1.30 (0.76 -2.22) 0.34 1.79 (1.43 -2.25) <.0001 1.00 

Ever 2.43 (1.81 -3.24) <.0001 1.66 (1.00 -2.75) 0.05 2.19 (1.47 -3.27) 0.00 1.58 (1.12 -2.23) 0.01 1.35 (0.90 -2.03) 0.14 1.59 (1.25 -2.01) 0.00 1.00 

Dyslipidemia 1.00 

Never 2.55 (1.98 -3.29) <.0001 1.60 (0.98 -2.60) 0.06 2.15 (1.53 -3.04) <.0001 1.71 (1.29 -2.28) 0.00 1.43 (1.00 -2.03) 0.05 1.75 (1.45 -2.12) <.0001 1.00 

Ever 2.15 (1.32 -3.51) 0.00 0.77 (0.38 -1.57) 0.48 1.23 (0.69 -2.20) 0.49 0.74 (0.38 -1.45) 0.38 1.05 (0.48 -2.32) 0.90 1.33 (0.92 -1.92) 0.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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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5.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수술,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의 단독 또

는 병용 치료가 뇌졸중 발생 위험도 증가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KNHI) 표본 

코호트 자료에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2002년, 2003년 기간은 

wash-out하고, 2004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폐암 진단받은 환자를 대

상으로 하였으며, 이 연구의 대조군은 폐암 환자의 나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

여 폐암 환자의 나이와 성별을 바탕으로 1:3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

법을 이용하여 비암환자군을 선정하였다. 폐암 진단 전 뇌졸중 발생 경험이 

있는 환자는 이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고, 2004년 1월부터 2013년 12월

까지 관찰하여, 연구군과 대조군의 뇌졸중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폐암 환자

의 치료 방법은 수술,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의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심사기준

을 바탕으로 표본 코호트 자료에서 추출하여 단독과 병용요법으로 분류하였

고, 임상적 특성 변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부와 심혈관질환 예방 치료

로 사용되고 있는 스타틴과 항혈전제의 복용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관심 사건인 뇌졸중 외 폐암 환자의 경우 암 사망(Cancer mortal

ity)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위

험모형(competing risk model)을 이용하여 뇌졸중 발생 전에 사망한 경우는 

중도절단(censoring) 하였다.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쟁

위험 상태의 위험도 분석에 이용되는 Fine and Gray의 Cox 비례위험 모형

에 기반을 둔 Subdistribution hazard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뇌졸중 

발생 위험도(Cumulative incident function)를 측정하였으며, 폐암 환자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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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방법과 동반 질환, 스타틴, 항혈전제사용에 따른 하위 그룹 분석을 시행하

였다.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 분석을 위한 변수로는 성별(Sex), 나이(Age), 

수입(Income),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 장애 여부(Disability), 지역

(Region), 고혈압(Hypertension), 당뇨(Diabetes), 고지혈증(Dyslipidemia), 

스타틴(Statin), 항혈전제(Anti-thrombotic agent) 11가지로 정하였다. 

 이 연구는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른 뇌졸중 발생위험과의 연관성을 이

해하고 폐암 환자가 이중 고통받지 않도록 폐암 환자 치료 시 고려해야 할 점

을 제시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방법론상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환자표본자료로 급여가 인

정된 의료기록 만을 포함하고 있어 비급여진료 항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 선정은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보험적용기준을 바탕으로 치료 방법을 구분하였는데 보험적용기준 외 

비보험으로 시행한 치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어 치료 방법 구분이 과

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이 연구는 폐암 환자 청구자료의 정보 부재로 인해 폐암 병기와 소세

포암 및 비소세포암의 종류를 구분하지 못한 채 폐암 치료 방법만을 구분하여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환자 표본자료는 의료이용 청구 진단명 및 의무

기록 정보의 정확성 문제로 통계 결과가 과대 및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폐암 질환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쟁위험(competing risk)분석을 

통해 뇌졸중 발생 전에 사망한 2,382명은 중도절단(censored) 처리한 후, 수

술,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의 단독 또는 병용으로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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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분석하였다. 수술 단독요법은 9.5%, 수술과 항암화학 병용요법은 4.

9%, 항암화학 단독요법은 6.2%, 항암화학과 방사선 병용요법은 13.2%, 방사

선 단독요법은 12.9%, 그리고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모두 시행한 

경우는 53.2%로 가장 높았다.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별로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수술 단독

요법에서는 비암환자군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2.22배(SHR=2.22, 95%, 

CI=1.77-2.80, p<0.0001), 화학 단독요법에서는 1.66배(SHR=1.66, 95%, 

CI=1.23-2.25, p=0.001),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을 병용한 경우 1.29배

(SHR=1.29, 95%, CI=0.99-1.68, p=0.06),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 요법

을 모두 시행한 그룹에서는 1.62배로(SHR=1.62, 95%, CI=1.37-1.91, 

p<.0001)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치료 방법에 따라 뇌졸중 발생 위험도에 차

이를 보였으며 수술 단독요법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술 가능한 경우의 폐암 환자는 폐암 진행단계가 비교적 초기인 경우가 많아 

다른 치료환자와 비교해 생존 기간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커 뇌졸중 발생 위험

도가 증가 된 것으로 보인다. 

  허혈성 및 출혈성 뇌졸중의 분류에 따른 하위분석에서도 치료 방법에 따라 

위험도 차이를 보였다. 수술 단독요법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발생 위험

도는 2.2배(SHR=2.20, CI=1.74-2.78, p<0.001), 출혈성 뇌졸중 2.05배로

(SHR=2.05, CI=0.25-17.13, p=0.51)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뇌졸중 

발생 위험도 2.22배(SHR=2.22, CI=1.77-2.80, p<0.001)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지만, 항암 화학 단독요법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도 1.56배

(SHR=1.56, CI=1.15-2.13, p=0.0001), 출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도 12.5

2배(SHR=12.52, CI=2.91-53.89, p=0.0001)로 허혈성 뇌졸중 발생보다 

출혈성 뇌졸중에서 발생 위험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수술, 항암화학, 방

사선 병용요법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위험도에서 1.60배(SHR=1.60, CI=1.3

6-1.90, p<0.0001)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치료 방법에 따른 허혈성 및 출

혈성 뇌졸중 위험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항암화학 단독요법에서 출혈성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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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는 항암 화학 단독요법에서 출혈성 뇌졸중 위험

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과 스타틴(Statin)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수술 단독요법의 경우 스타틴 복용을 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2.13

배(SHR=2.13, CI=1.65-2.74, p<0.001), 항암화학 단독요법에서는 1.67배

(SHR=1.67, CI=1.18-2.37, p=0.0001),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모두 

시행한 그룹에서는 1.67배로(SHR=1.67, CI=1.39-2.00, p<0.001)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스타틴을 복용하지 않은 폐암 환자의 경우 뇌졸중의 발생 위

험도가 더 높았는데, 이는 스타틴의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가 폐암 환자에서도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스타틴과 마찬가지로, 항혈전제(Ant

i-thrombotic agent)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항혈전제 

비복용의 경우 수술 단독요법에서 2.31배(SHR=2.31, CI=1.83-2.90, p<0.

001), 항암 화학 단독요법에서 1.65배(SHR=1.65, CI=1.19-2.27, p=0.00

1),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병용요법에서 1.39배(SHR=1.39, CI=1.

06-1.81, p=0.02),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모두 시행한 그룹에서는 1.

68배(SHR=1.68, CI=1.43-1.99, p<0.001)로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항혈전제를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는데 이

는 스타틴과 마찬가지로 항혈전제의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가 폐암 환자에게서

도 지속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스타틴과 항혈전제의 하위 분석결과는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반 여부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를 동반한 경우에서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수술 단독요법에서는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 2.46배(SH

R=2.46, CI=1.68-3.58, p<0.001),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1.65배(SHR

=1.65, CI=1.25-2.18, p=0.001), 수술과 항암 화학 병용요법에서는 고혈

압을 동반한 경우 1.92배(SHR=1.92, CI=1.02-3.61, p=0.04), 항암 화학 

단독요법에서는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 2.05배(SHR=2.05, CI=1.31-3.2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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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모두 시행한 그룹에서는 고혈압을 동

반한 경우 1.38배(SHR=1.38, CI=1.03-1.86, p=0.03), 동반하지 않은 경

우에서는 1.55배로(SHR=1.55, CI=1.28-1.87, p<.0001)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당뇨의 경우는 수술 단독요법에서 당뇨를 동반한 경우 2.43배(SHR=2.

43, CI=1.81-3.24), p=<.0001),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2.65배(SHR=2.6

5, CI=1.87-3.77), p<.0001), 수술과 항암화학 병용요법에서는 당뇨를 동반

한 경우 1.66배(SHR=1.66, CI=1.00-2.75, p=0.05), 항암화학 단독요법에

서는 당뇨를 동반한 경우 2.19배(SHR=2.19, CI=1.47-3.27, p<0.001), 동

반하지 않은 경우는 1.56배(SHR=1.56, CI=1.02-2.38, p=0.04), 항암화학

과 방사선 병용요법에서는 당뇨를 동반한 경우 1.58배(SHR=1.58, CI=1.12

-2.23, p=0.01),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모두 시행한 그룹에서는 당뇨

를 동반한 경우 1.59배(SHR=1.59, CI=1.25-2.01, p=0.001), 동반하지 않

았을 때 1.79배로(SHR=1.79, CI=1.43-2.24, p<0.001)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고지혈증의 경우는 당뇨와 고혈압과 동반과 달리 고지혈증을 동반하지 않

았을 때 뇌졸중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수술 단독요법 시 고지혈증을 동반한 

경우는 2.15배(SHR=2.15, CI=1.32-3.51, p=0.001), 동반하지 않은 경우

는 2.55배(SHR=2.55, CI=1.98-3.29, p<0.001), 수술과 항암화학 병용요

법에서는 고지혈증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1.60배(SHR=1.60, CI=0.98-2.

60, p=0.06), 항암 화학 단독요법에서는 고지혈증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서

는 2.15배(SHR=2.15, CI=1.53-3.04, p<0.001), 항암화학과 방사선 병용

요법에서는 고지혈증을 동반하지 않았을 때 1.71배(SHR=1.71, CI=1.29-2.

28, p=0.001), 방사선 단독요법에서는 고지혈증 동반하지 않았을 때 1.43배

(SHR=1.43, CI=1.00-2.03, p=0.05),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모두 

시행한 그룹에서는 고지혈증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1.75배(SHR=1.75, CI

=1.45-2.12, p<0.001)로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고

지혈증의 동반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동반 분석결과와 달리 스타틴과의 상관관

계로 고지혈증이 없는 경우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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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 결과,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라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에 차이

를 보였고, 하위분석인 허혈성 및 출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도에서도 치료 방

법별 차이를 보였다. 또한, 스타틴과 항혈전제 복용에 따라 뇌졸중의 발생 위

험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두 약제가 폐암 환자에서도 뇌졸중 예방 효과

가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반 질환 유무의 하위분석에서는 고혈압과 당

뇨를 동반한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일반 환자와 

마찬가지로 뇌졸중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술 

단독요법과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 요법을 병용한 환자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의 동반과 상관없이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모두 증가하였다. 고지혈증 동

반의 경우는 스타틴과의 상관관계로 인해 고지혈증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뇌

졸중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이 연구는 폐암 환자의 뇌졸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폐암 치료 방법에 따른 뇌졸중 발생 위험도 차이를 이해하고 고혈압, 당

뇨, 고지혈증 동반 및 스타틴, 항혈전제 복용에 따른 뇌졸중 발생 위험도 차이

를 고려하여 폐암 환자의 뇌졸중 예방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가진 정보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른 뇌졸중 발생 위험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

하기 위해서는 비보험치료 방법과 폐암 환자의 진행단계를 포함한 체계적인 

연구가 추가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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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 연구는 2004년 1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건강보험 공단 코호트

(NHIS database) 자료를 바탕으로 폐암으로 새롭게 진단받은 5,577명의 폐

암 환자군의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따라 비암환자군으

로 선정된 16,731명 사이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폐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경쟁위험(competing risk)분석을 통

해 뇌졸중 발생 전에 사망한 2,382명은 중도절단(censored) 처리한 후, Cox 

비례위험 모형에 근거한 subdistribution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라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차이를 보였으며 허혈

성 및 출혈성 뇌졸중 종류에 따른 분석에서도 치료 방법에 따라 위험도의 차

이를 보였다. 수술 단독요법, 항암화학 단독요법 그리고, 수술,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 모두 병용한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고, 수술 단독요법, 

항암화학 단독요법 그리고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 병용요법을 시행한 그룹에

서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증가했지만, 항암 화학 단독요법에서는 출혈

성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과 

스타틴(Statin)과 항혈전제(Anti-thrombotic agent) 복용에서는 약제를 복

용하지 않은 폐암 환자의 경우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가 더 증가하였다. 동반 

질환 분석에서는 고혈압 또는 당뇨를 동반한 경우 뇌졸중 위험도가 증가하였

지만, 고지혈증 동반의 경우는 고지혈증이 없는 경우 오히려 뇌졸중 발생 위

험도가 증가하였다. 

  이 연구 결과로 폐암 환자의 치료 방법과 동반질환 및 약제에 따른 뇌졸중 

발생 위험도 차이를 이해하고 폐암 환자치료 시 암치료외에 뇌졸중 위험에 대

한 인지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폐암 치료 보험적용기준에 근거해 치료 방법을 분류하여 

비보험으로 시행한 치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었고, 의료 정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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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폐암 환자의 진행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폐암 환자의 치료에 따른 뇌졸중 

위험도를 분석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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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sociation between incidence stroke and 
treatment patterns among lung cancer patients

: A national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in Korea 

Hyun-Jung Jung
Department of Health Policy &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Eun-Cheol Park, M.D., Ph.D.)

Background and purpose 
Cancer-related stroke, a well-known complication affecting cancer pati
ents, is one of the major causes of death. Due to advances in the way
s that cancer is diagnosed and treated, cancer patients' five-year survi
val rates for all cancers have increased. Despite the recent growing int
erest in the cancer-stroke association, the effects of treatment pattern 
in cancers have not been clearly defined. Therefore, we investigated th
e association between incidence stroke and treatment patterns among l
ung cancer patients, predicting that stroke incidence will show different 
aspect in each treatment patterns among lung cancer patients.

Methods 
Data were obtained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ational Sample Cohort database between 2002 and 2013. To invest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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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the effects of treatment patterns among lung cancer on stroke incid
enc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lung cancer and non-cancer groups 
based on the period after lung cancer diagnosis. For treatment patterns 
among lung cancer subjects, they were classified into treatments group 
reated by surgery, radiation and chemotherapy mono or combination. T
o minimize the effects of selection bias due to characteristics of lung 
cancer patients, 1:3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with covariates 
of age and sex were performed. As death is a common competing risk 
in patients with lung cancer, a risk survival analysis was performed to 
calculate the cumulative stroke incidence. Meanwhile, the relative risk 
of stroke was assessed using a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for su
bdistribution proposed by Fine and Gray with a competing risk in the a
nalysis. To improve the analytical robustness, adjusted models with co
variates of concurrent medication, comorbidities, sociodemographic char
acteristics were performed. The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
cts are presented as frequency and proportion between lung cancer and 
non-cancer group using the chi-square test.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he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software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C, United 
States),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considered at two-sided p < 
0.05.

Results 
During the study period, data of 5,577 subjects with lung cancer and 1
6,731 subjects without cancer were analyzed, and 2,832 subjects amon
g lung cancer patients were censored by cancer-mortality in competin
g risk model. The subdistribution hazard ratio(SHR) of stroke occurren
ce in treatment patterns among the lung cancer group was the statistic
ally different. The surgery mono group showed higher risk of stroke(S
HR=2.22, 95%, CI=1.77-2.80, p<0.0001), chemotehrapy mono group
(SHR=1.66, 95%, CI=1.23-2.25, p=0.001), chemotherapy and radiatio
n combination(SHR=1.29, 95% CI=0.99-1.68) and surgery, che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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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y and radiation combination(SHR=1.62, 95%, CI=1.37-1.91, p<.000
1). The risk of ischemic and hemorrhagic stroke was different among t
reatment patterns, surgery mono and all combination groups showed si
gnificant increased risk in ischemic stroke but chemotherapy mono gro
up dramatically increased risk of hemorrhagic stroke(SHR=12.52, CI=
2.91-53.89, p<0.0001) compared to ischemic stroke(SHR=1.56, CI=1.
15-2.13, p<0.0001). In the analysi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
ween statin, anti-thrombotic agent drugs and the stroke risk, subject 
without statin or anti-thrombotic agent drugs showed increased stroke 
risk. The subjects with hypertension or diabetes increased the strike ri
sk, however the subjects without dyslipidemia showed increased the sr
oke risk. 

Conclusion
The treatment patterns among lung cancer patients revealed different r
isk of all stroke; the risk of stroke in the groups of surgery mono, ch
emotherapy mono, chemotherapy and radiation combination, also surger
y, chemotherapy and radiation combination significantly increased. Mean
while chemotherapy mono group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ccur
rence of hemorrhagic stroke. In addition subject without statin and anti
-thrombotic agent showed higher risk of stroke among lung cancer pat
ients. The association between cancer and stroke incidence depends on 
treatment patterns among lung cancer; also associated with statin and 
anti-thrombotic agent user. 

Key words : Lung cancer, treatment of lung cancer, surgery, radiation, 
chemotherapy, stroke, statin, anti-thrombotic agent, hypertension, diab
etes, dyslipidem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