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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 

- 성향점수 매칭과 도구변수 분석을 사용하여 - 

 

연구 배경: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폐암 진단을 받지만 여전히 폐암 

생존율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폐암 발생의 위험 요인을 찾는 연구 중 

천식이 폐암 발생의 위험 요인인지 확인하는 연구가 많았으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흡연과 같은 폐암 발생의 

주요한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과 도구변수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 와 기상청의 관측자료를 

사용하여 2002 년에 표본코호트 DB 에 등록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2013 년까지 추적관찰하는 코호트를 새로 구축하였다. 해당 코호트에서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을 랜드마크 분석, 1:2 성향점수 매칭, 도구변수 분석을 

통해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실행하여 확인하였다. 이후 성별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을 실행하였다. 또한 도구변수 분석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 

DB 를 추가한 분석을 실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총 240,483 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그 중 천식 유병군은 

80,161명(33.3%), 대조군은 160,322명(66.7%)이었다. 도구변수 분석 사용 

전후의 폐암이 발생할 위험비는 대조군에 비해 천식 유병군에서 각각 1.28, 

1.28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 별로 확인했을 때 남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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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변수 분석 사용 전후의 폐암이 발생할 위험비는 대조군에 비해 천식 

유병군에서 각각 1.37, 1.37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성에서는 

도구변수 분석 사용 전후의 폐암이 발생할 위험비는 대조군에 비해 천식 

유병군에서 각각 1.14, 1.14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검진 

DB 의 흡연 여부를 포함하였을 때 폐암이 발생할 위험비는 대조군에 비해 

천식 유병군에서 1.24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유의수준과 매우 

근접하였다. 성별 별로 확인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 천식 유병군에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비는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1.38, 1.02 였으며 남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여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는 천식은 폐암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천식을 유발하는 원인을 회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향후 폐암 발생에 관한 연구에서 천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어: 천식, 폐암 발생, 랜드마크 분석, 성향점수 매칭, 도구변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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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WHO 에 따르면 2020 년에 전 세계적으로 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약 2 천만 

명이었고,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1 천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제일 많이 

진단받은 암종은 유방암이었고 그다음으로 많이 진단받은 암종은 폐암이었다. 

또한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제일 많은 암종은 폐암이었다(그림 1). 

따라서 2020 년에 폐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폐암으로 인해 많은 환자가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202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미국에서의 폐암 발생은 1975 년에 비해 2017 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Siegel et al., 2021). 성별을 구분하였을 때 폐암 발생은 남성에서 

꾸준히 2 위를 차지하였고 여성은 1990 년대 이후로 계속 2 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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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20년 암종별 발생자 수 및 사망자 수 

(출처: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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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7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성별에 따른 암종별 발생률 추이 

(출처 : Siegel et al., 2021). 

 

대한민국의 경우 2018 년에 243,837 명이 암 진단을 받았으며, 남성에서 

폐암이 약 15.4%로 2 위를 차지하였고 여성에서 폐암이 약 7.9%로 5 위를 

차지하여 폐암으로 진단받는 환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1999 년부터 

2018 년까지 암 유병자에 대해 폐암은 전체 암 유병자 중 4.7%로 6 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폐암에 걸리게 되면 오랫동안 생존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며 폐암이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National Cancer Control Institute, 2021). 복합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암의 

5 년 생존율이 낮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해준다(Wang et al., 

2010). 

폐암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 농약 노출, 디젤 배기가스, 육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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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고 한다(Luqman et al., 2014). 그중 흡연은 폐암 발생의 위험 요인을 

확인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위험 요인이며 흡연과 폐암 발

생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Cornfield et al., 1959; 

Loeb et al., 1984). 또한 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 하나인 만성 폐쇄성 폐

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도 폐암 발생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이다(Durham and Adcock, 2015). 

COPD와 유사한 질병에는 천식이 있다. 천식은 여러 세포가 기도에 과다하

게 존재하여 호흡곤란을 발생하는 만성 염증이다(Hamid and Tulic, 2009). 천식의 

증상으로는 간헐적인 발작, 호흡곤란, 기침,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나타나며 

다양한 호기성 기도폐쇄와 함께 나타난다(Enilari and Sinha, 2019). 천식의 원인

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기준은 12세로 12세 이전에 천식이 발생하

는 이유는 유전적 요인일 가능성이 큰 편이며, 12세 이후에 천식이 발생하는 

이유는 환경적 요인일 가능성이 큰 편이다(Tan et al., 2015). 

연구자들은 COPD가 폐암 발생의 위험 요인인 만큼 COPD와 유사한 질병인 

천식과 폐암 발생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천식과 폐암 발생에 

대한 일부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비흡연자 중 천식이 있는 사람이 폐암에 더 

많이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으나(Qu et al., 2017; Santillan, Camargo and Colditz, 2003) 

다른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천식과 폐암 위험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

다는 결과가 나왔고(Rosenberger et al., 2012), 멘델리안 무작위화 연구에서도 천

식과 폐암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Zhou et al., 

2018). 이처럼 천식과 폐암 발생의 관련성에 관한 많은 연구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고 천식과 폐암 발생의 관련성을 더욱 확실하게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atabase(DB)이

다. 그러나 표본코호트 DB는 폐암 발생의 위험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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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흡연 여부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나 전체 대상자에 비해 매우 한정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본코호트 DB 내의 정보 중 폐암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생

각되는 변수들은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하여 통제하였

고, 표본코호트 DB 내에 없는 폐암 발생의 위험요인은 도구변수 분석

(Instrumental variable analysis)을 사용하여 통제하여 최종적으로 천식 유병과 폐

암 발생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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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2 년부터 2013 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 와 기상청의 지상기상관측자료를 사용하여 천식 유병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3 년 1 월 1 일부터 2005 년 12 월 31 일까지의 랜드마크 기간 중 

2003 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천식 유병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한 뒤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추출한 천식 유병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인하고,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지정한 월평균기온이 천식 유병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도구변수 분석을 사용하기 전과 후의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을 

확인하고, 성별 별 하위그룹 분석을 통해 성별에서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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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도구변수 분석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본코호트 DB 의 

건강검진 DB 중 흡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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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atabase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첫 번째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표본코

호트 DB이다. 표본코호트 DB는 국민건강정보 DB를 모집단으로 하여 약 100

만 명을 추출하여 만들어진 DB이다. 국민건강정보 DB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정보, 의료이용 정보, 요양기관 현황을 수집한 DB로 대한민국 인구수의 약 

98%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표본코호트 DB는 국민건강정보 DB 중 

2002년에 특수 직종 종사자를 제외한 자격이 있는 대상자를 표본추출 대상자

로 하였고, 비례배분에 의한 층화무작위추출법을 활용하여 표본 대상자를 선

정하여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표본 대상자는 1,025,340명

으로 모집단 인원수의 약 2.2%이다. 이후 사망이나 이민으로 인한 자격 상실

자를 고려하여 매년 신생아를 추가해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하였다. 즉, 표본

코호트 DB는 2002년의 대상자와 추가된 신생아를 포함한 2013년까지의 정

보를 수집한 코호트이다(Lee et al., 2017). 

표본코호트 DB는 자격 DB, 진료 DB, 건강검진 DB, 요양기관 DB로 존재하

며, 본 연구에서 활용한 DB는 자격 DB와 진료 DB, 건강검진 DB를 사용하였

다. 각각의 DB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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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 구성 

구분 세부 내용 

자격 DB 
성별, 연령대, 지역, 가입자 구분, 소득분위, 장애, 사망 관련, 

시군구 등 총 14개 변수로 구성 

진료 DB 

대상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등을 받은 내역에 대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가 청구된 자료 

명세서 20t 

요양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진료, 조제 

등을 하고 청구 방법에 따라 작성한 

청구 단위 명세서의 공통 내역으로 

총 27개 변수로 구성 

진료내역 30t 

요양기관의 진료행위, 의약품, 

치료재료 등의 상세 진료내역과 진료 

행위 및 청구 금액 발생에 대한 상세 

자료로 총 13개 변수로 구성 

상병내역 40t 
수진자 상병내역 관련 상세 자료로 

총 5개 변수로 구성 

처방전교부상세내역 60t 
처방전교부건별 원외처방내역 관련 

상세자료로 총 11개 변수로 구성 

건강검진 DB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에 의한 생활 습관 및 행태 관련 

자료로 총 41개 변수로 구성 

요양기관 DB 
요양기관의 종별, 설립구분별, 지역별 현황 및 시설, 장비, 

인력 관련 자료로 총 10개 변수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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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상기상관측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번째 데이터인 지상기상관측자료는 기상청에서 

종관기상관측장비(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와 

방재기상관측장비(Automatic Weather System, AWS)를 사용하여 수집한 

데이터이다. 지상기상관측은 지상에서 나타나는 기상요소 및 현상을 관측하여 

기록한 모든 결과를 말하며 그 목적은 현재의 기상 상황을 파악, 분석 후 

예보와 특보 자료로 제공하고 기후와 관련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있다. 

기상청은 102 개의 ASOS 관측소와 510 여 개의 AWS 관측소를 통해 측정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기상청에서 제공한 데이터 중 

2002 년부터 2005 년까지의 관측소별 월 평균기온을 사용하였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6). 

 

다. 자료의 결합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 와 지상기상관측자료를 지역과 

일자를 통해 결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표본코호트 DB 에서 제공하는 시군구 

코드와 청구 일자의 연월을 지상관측자료에서 제공하는 지역과 해당 기온의 

연월과 결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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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인 표본코호트 DB 중 2002 년 자격 DB 에 있는 

대상자 수는 1,025,350 명이다. 그중 세정기간(washout period)으로 선정한 

2002 년에 모든 암종을 진단받은 대상자(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ICD-10) 코드: C)와 사망한 대상자는 제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천식 유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인 2003 년부터 2005 년까지 사망한 대상자와 

폐암에 걸린 대상자(ICD-10 코드: C33.x, C34.x)를 제외하였고, 이 기간의 시작 

시점인 2003 년에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대상자를 

제외하였다. 이들 중 천식 유병군과 대조군을 구분한 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기법의 하나인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실행하여 성향이 유사한 천식 

유병군과 대조군을 추출하였다. 이후 월 평균기온 정보가 없는 대상자와 그와 

매칭되는 대상자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40,483 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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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 대상자에 대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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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정의 

 

가. 노출변수(천식 유병)의 정의 

 

본 연구는 2003 년부터 2005 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천식으로 진단받은 

대상자를 천식 유병군으로 정의하였고, 해당 기간에 천식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대상자를 대조군으로 정의하였다. 천식에 대한 ICD-10 코드는 

J45.x, J46.x 로, 표본코호트 DB 의 청구자료에 있는 주상병 및 부상병 변수에서 

J45.x, J46.x 가 포함되어있는 대상을 천식 유병군으로 정의하였다(Mattiuzzi and 

Lippi, 2020). 

 

나. 결과변수(폐암 발생)의 정의 

 

본 연구의 추적관찰기간은 2003 년부터 2013 년까지이다. 폐암에 대한 

ICD-10 코드는 C33.x, C34.x 로 해당 기간에 폐암이 처음으로 발생하였을 때를 

폐암 발생으로 정의하였다(Riaz et al., 2011). 

 

다. 도구변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변수는 지역별 월 평균기온이다. 월 평균기온은 각 

관측소의 일 평균기온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일 평균기온은 하루 기온에 

대한 자료가 80% 이상일 때 산출되었고, 월 평균기온은 일 평균기온에 대한 

자료가 80% 이상일 때 산출되었으며 단위는 섭씨(℃)를 사용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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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표본코호트 DB가 지정한 지역 내에 포함된 각 관측소를 파악한 뒤 각 

관측소에서 산출한 월 평균기온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이를 지역별 월 

평균기온으로 정의하였다. 

 

라. 통제변수 정의 

 

본 연구는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질병에 대한 요인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소득분위를 사용하였고, 질병에 대한 요인은 장애중증도, 암 이력, 동반 

질환을 사용하였다. 

 

1) 연령 및 성별 

대상자의 연령은 연구의 시작 시점인 2003 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연령은 성향점수 매칭을 할 때는 0 세, 1~4 세, 5~9 세, 10~14 세,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 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최종 분석에는 40 세 미만, 40~59 세, 

60~79 세, 80 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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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표본코호트 DB 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를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세대주, 의료급여세대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세대주와 지역세대원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 의료급여세대주와 

의료급여세대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구분하였다. 

 

3) 소득분위 

표본코호트 DB 는 소득분위를 세대 단위 보험료 부과에 따라 0 분위부터 

10 분위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0~2 분위를 1 분위(가장 낮음), 

3~4분위를 2분위(낮음), 5~6분위를 3분위(보통), 7~8분위를 4분위(높음), 

9~10 분위를 5 분위(가장 높음)로 하는 소득수준 5 분위로 구분하였다. 

 

4) 장애중증도 

표본코호트 DB 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등급표에 따라 비장애, 

1~2 등급을 중증, 3~6 등급을 경증으로 구분하였고, 본 연구도 해당 범주를 

사용하였다. 

 

5) 암 이력 

랜드마크 기간에 암에 걸린 대상자는 이후 폐암을 진단받았을 때 폐암 

발생의 원인이 천식으로 인한 발생인지 암으로 인한 발생인지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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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랜드마크 기간에 대상자의 암 이력을 통제하고자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암 이력은 랜드마크 기간 동안 ICD-10 코드 C 로 

진단받으면 암 이력이 있다고 하였다.  

 

6) 동반 질환 

동반 질환이란 대상자의 질병 중 주요 질병과 관련이 있는 다른 질병들을 

의미한다. 동반 질환을 보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가 

사용한 방법은 Charlson 동반질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이다. CCI 는 

1 년 사망을 잘 예측하는 19 개의 질병을 선정한 뒤 질병별 상대위험도에 

따라 1, 2, 3, 6 점의 가중치를 준 뒤 모두 더한 값을 의미한다(Charlson et al., 

1987). 이후 19 개의 질병에서 17 개의 질병으로 축소되었으며, CCI 로 활용한 

질병 및 ICD-10 코드는 표 2 와 같다(Quan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CCI 로 

정의한 질병 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pulmonary disease)의 ICD-10 코드에 

천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였으며, CCI 값이 1 점 이하인 경우, 

2~3 점인 경우, 4 점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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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harlson 동반 질환 및 가중치에 대한 ICD-10 코딩 알고리즘 

Comorbidities ICD-10 Code Weight 

Myocardial infection I21.x, I22.x, I25.2 1 

Congestive heart failure 
I09.9, I11.0, I13.0, I13.2, I25.5, I42.0, I42.5–I42.9, 

I43.x, I50.x, P29.0 
1 

Peripheral vascular disease 
I70.x, I71.x, I73.1, I73.8, I73.9, I77.1, I79.0, I79.2, 

K55.1, K55.8, K55.9, Z95.8, Z95.9 
1 

Cerebrovascular disease G45.x, G46.x, H34.0, I60.x–I69.x 1 

Dementia F00.x–F03.x, F05.1, G30.x, G31.1 1 

Chronic pulmonary disease 
I27.8, I27.9, J40.x–J47.x, J60.x–J67.x, J68.4, J70.1, 

J70.3 
1 

Rheumatologic disease 
M05.x, M06.x, M31.5, M32.x–M34.x, M35.1, 

M35.3, M36.0 
1 

Peptic ulcer disease K25.x–K28.x 1 

Mild liver disease 

B18.x, K70.0–K70.3, K70.9, K71.3–K71.5, K71.7, 

K73.x, K74.x, K76.0, K76.2–K76.4, K76.8, K76.9, 

Z94.4 

1 

Diabetes without chronic 

complication 

E10.0, E10.1, E10.6, E10.8, E10.9, E11.0, E11.1, 

E11.6, E11.8, E11.9, E12.0, E12.1, E12.6, E12.8, 

E12.9, E13.0, E13.1, E13.6, E13.8, E13.9, E14.0, 

E14.1, E14.6, E14.8, E14.9 

1 

Diabetes with chronic 

complication 

E10.2–E10.5, E10.7, E11.2–E11.5, E11.7, E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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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4.7 

2 

Hemiplegia or paraplegia 
G04.1, G11.4, G80.1, G80.2, G81.x, G82.x, G83.0–

G83.4, G83.9 
2 

Renal disease 
I12.0, I13.1, N03.2–N03.7, N05.2–N05.7, N18.x, 

N19.x, N25.0, Z49.0–Z49.2, Z94.0, Z9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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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malignancy, including 

leukemia and lymphoma 

C00.x–C26.x, C30.x–C34.x, C37.x–C41.x, C43.x, 

C45.x–C58.x, C60.x–C76.x, C81.x–C85.x, C88.x, 

C90.x–C97.x 

2 

Moderate or severe liver 

disease 

I85.0, I85.9, I86.4, I98.2, K70.4, K71.1, K72.1, 

K72.9, K76.5, K76.6, K76.7 
3 

Metastatic solid tumor C77.x–C80.x 6 

AIDS/HIV B20.x–B22.x, B24.x 6 

* ICD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7) 흡연 여부 

표본코호트 DB 의 건강검진 DB 에는 흡연 여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도구변수 분석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흡연 여부를 

사용하였으며, 비흡연, 흡연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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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건 발생과 중도절단 처리의 기준 및 생존시간(Survival time)의 종료 지점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인 표본코호트 DB 는 2002 년 1 월 1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의 데이터이다. 본 연구는 2002 년 1 월 1 일부터 

2002 년 12 월 31 일까지를 세정기간으로 지정하였고, 2003 년 1 월 1 일부터 

2005 년 12 월 31 일까지를 천식 유병을 찾기 위한 노출 기간 및 랜드마크 

기간으로 지정하였으며, 2003 년 1 월 1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를 

대상자의 추적관찰기간으로 지정하였다. 모든 대상자에서 추적관찰기간 중 

폐암이 처음 발생하였을 경우 2003 년 1 월 1 일부터 발생 시점의 기간까지를 

사건-시간(time-to-event)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폐암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 

중 추적관찰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사망한 대상자는 중도절단(Censored)된 

대상자로 지정하였고 2003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시점의 기간까지를 시간-

중도절단(time-to-censored)으로 정의하였다. 표본코호트 DB 에서 제공하는 사망 

일자는 사망 연도 및 사망 월까지만 제공하므로 모든 사망자의 사망시점은 

해당 연도의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폐암이 발생하지 

않고 추적관찰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사망하지 않은 대상자는 2003 년 1 월 

1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을 시간-중도절단으로 

정의하였다(그림 4). 

 

그림 4. 연구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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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는 3 년의 랜드마크 기간 시작 시점에서 전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대상자 수와 %로 표현하였고, 천식 유병의 관계를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표 3). 그리고 천식 유병에 대한 성향점수 매칭을 실행하고 

최종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천식 유병의 관계를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표 4). 이후 도구변수 사용 전후의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을 

카플란-마이어 생존분석(Kaplan-Meier analysis) 및 로그 순위법 분석(log-rank 

test)으로 확인하고 콕스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을 

실행하였다(표 5, 6). 하위그룹분석은 성별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성별에서 도구변수 사용 전후의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에 대해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실행하였다(표 7, 8, 9, 10). 마지막으로 도구변수 분석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 DB 의 흡연 변수를 포함한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실행하고 성별에 따른 하위그룹분석을 실행하였다(표 11, 12, 

13).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SAS version 9.4 와 R version 

4.0.3 을 사용하였으며 0.05 의 유의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가. 랜드마크 분석 

통계분석 시 고려해야 할 편향(bias) 중에 선택편향(selection bias)이 있다. 

선택편향은 연구에서 선택해야 하는 모든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이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선택편향을 보정해야 한다. 랜드마크 분석은 

선택편향을 보정하는 방법의 하나이며, 특히 생존분석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택편향의 종류 중 하나인 불멸시간편향(immortal time bias)에 대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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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Mi et al., 2016). 랜드마크 분석은 연구자가 임의의 

랜드마크 기간을 지정하고 랜드마크 시작 시점부터 추적관찰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며 랜드마크 기간을 통해 대상자가 동등한 시점에서 추적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편향을 감소하게 하는 방법이다(Dafni, 2011; Morgan, 2019). 

본 연구에서는 2003 년 1 월 1 일부터 2005 년 12 월 31 일까지 랜드마크 

기간으로 지정하여 이를 천식 유병에 대한 노출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랜드마크 기간을 3 년으로 지정한 이유는 3 년보다 짧은 기간일 경우 천식 

유병군을 기간으로 인해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이며, 3 년보다 긴 기간일 경우 

기간 안에 포함되는 폐암 발생자와 사망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나. 성향점수 매칭 

종속변수와 주관심변수의 관계를 확인할 때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혼란변수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혼란변수는 크게 측정 가능한 

혼란변수와 측정 불가능한 혼란변수로 나눠진다. 측정 가능한 혼란변수는 

연구자가 직접 관찰, 측정할 수 있는 변수거나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변수 중 종속변수와 주관심변수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성향점수 매칭은 측정 가능한 혼란변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통제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이다(D'Agostino Jr, 1998). 성향점수 매칭은 측정 가능한 

혼란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통해 성향점수를 산출하고 성향점수가 유사한 

대상자들끼리 집단을 형성하여 매칭하는 방법이다. 즉, 비슷한 성향을 가진 

대상자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성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편향을 통제할 수 

있다(Braitman and Rosenbaum, 2002). 하지만 성향점수 매칭은 측정 가능한 

혼란변수를 사용하여 성향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이므로 측정 불가능한 

혼란변수를 통제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Austi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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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천식 유병군과 대조군을 1:2 비율로 

선정하였다. 연령, 성별,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소득분위, 장애중증도, 암 

이력, 동반 질환을 매칭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매칭 시점은 랜드마크 시작 

시점인 2003 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 도구변수 분석방법 

도구변수 분석방법은 측정 가능한 혼란변수 뿐만 아니라 측정 불가능한 

혼란변수도 통제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Stukel et al., 2007). 도구변수는 

내생변수와 강한 연관성이 있고 통제변수와 관련이 없는 변수이다. 즉, 

종속변수에 내생변수를 통해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며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도구변수 분석방법이다(Baiocchi, Cheng and Small, 

2014).  

도구변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관련성 

가정(Relevance assumption)으로 불리는데, 도구변수는 내생변수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가정이다. 둘째는 배제 제약(exclusion restriction)으로 

불리는데, 도구변수는 오직 내생변수에 의해서만 결과변수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이다. 셋째는 교환가능성 가정(exchangeability assumption) 또는 독립성 

가정(independence assumption)으로 불리는데, 도구변수가 결과변수에 영향을 줄 

때 혼란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이다(Lousdal, 2018).  

도구변수 분석방법은 선형회귀분석에서 발전되었으며 2 단계 

최소자승법(Two Stage Least Square, 2SLS)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2SLS 는 첫 번째 

단계의 분석에서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내생변수에 대한 추정값을 산출하고 

산출한 추정값을 두 번째 단계의 분석에서 종속변수에 대해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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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Canan, Lesko and Lau, 2017). 그러나 생존분석은 2SLS 로 하게 되면 

편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2SLS 의 변형 방법인 2 단계 잔차포함(Two Stage 

Residual Inclusion, 2SRI) 방법이나 2 단계 잔차포함 취약성(Two Stage Residual 

Inclusion-Frailty, 2SRI-F)을 사용한다(Rassen et al., 2009). 2SRI 방법은 2SLS 의 

1 단계 분석에서 잔차를 산출하고 산출한 잔차를 2 단계 분석에 포함하는 

방법이며 2SRI-F 는 2SRI 에서 발생하는 편향을 보정하기 위해 frailty 방법을 

추가한 분석이다(Martínez-Camblor et al., 2019; Tchetgen et al., 2015). 또한 

도구변수와 내생변수 간의 연관성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약한 도구 

검정(Weak Instrument test)을 시행한다. 약한 도구 검정은 F 통계량이나 Wald 

통계량이 낮은 값을 보이면 그 도구변수는 약한 도구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약한 도구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추정값의 편향이 발생하여 정확한 추정값을 

얻기 힘들다(Keele and Morgan, 2016).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변수는 대한민국 각 지역의 월 평균기온이다. 월 

평균기온의 시점은 천식 유병군은 천식으로 청구가 발생한 시점이며, 

대조군은 매칭되는 천식 유병군의 천식 청구가 발생한 시점과 제일 가까운 

시점의 청구 시점으로 하였다. 기온과 천식은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많다(Derrick, 1965; Verlato, Calabrese and Marco, 2002; Xu et al., 2018). 이는 

도구변수인 월 평균기온이 내생변수인 천식 유병과 관계가 있다는 관련성 

가정을 만족한다. 또한 평균적인 기온은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월 평균기온이 폐암 발생에 영향을 줄 때 다른 혼란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교환가능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기온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천식 유병이 폐암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가설이 맞다고 가정할 때 기온이 천식 유병과 관계가 있으므로 기온은 

폐암 발생에 천식 유병을 통해서만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고, 이는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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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월 평균기온을 

천식 유병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월 평균기온과 천식 

유병의 연관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약한 도구 검정을 실행하였고, 이후 

2SRI-F 방법을 사용한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여 폐암 발생을 확인하였다. 

다음 그림은 도구변수 접근방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Lousdal, 2018), 본 

연구에서는 Y 가 폐암 발생, X 가 천식 유병 유무, Z 가 지역별 월 

평균기온이다(그림 5). 

 

그림 5. 도구변수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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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랜드마크 기간의 기준 시점에서 성향점수 매칭 이전 천식 유병에 따른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는 908,640명이며, 이 중 천식 유병자는 

119,147(13.1%)명이고 천식이 없는 대상자는 789,493(86.9%)명이다. 

연령은 전체 대상자에서 40세 미만이 561,459(61.8%), 40~59세가 

242,853(26.7%), 60~79세가 96,021(10.6%), 80세 이상이 8,307(0.9%)였

다. 천식 유병군에서 40세 미만이 78,144(13.9%), 40~59세가 

23,093(9.5%), 60~79세가 16,289(17.0%), 80세 이상이 1,621(19.5%)였

고, 대조군에서 40세 미만이 483,315(86.1%), 40~59세가 

219,760(90.5%), 60~79세가 79,732(83.0%), 80세 이상이 6,686(80.5%)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1). 

성별은 전체 대상자에서 남성이 444,728(48.9%), 여성이 463,912(51.1%)

였다. 천식 유병군에서 남성이 52,761(11.9%), 여성이 66,386(14.3%)였고, 

대조군에서 남성이 391,967(88.1%), 여성이 397,526(85.7%)였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 <.001).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는 전체 대상자에서 직장가입자가 474,771(52.3%), 

지역가입자가 427,359(47.0%), 의료급여수급권자가 6,510(0.7%)였다.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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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군에서 직장가입자가 65,834(13.9%), 지역가입자가 52,929(12.4%), 

의료급여수급권자가 384(5.9%)였고, 대조군에서 직장가입자가 

408,937(86.1%), 지역가입자가 374,430(87.6%), 의료급여수급권자가 

6,126(94.1%)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1). 

소득분위는 전체 대상자에서 1분위(가장 낮음)가 116,626(12.8%), 2분위

(낮음)가 138,498(15.2%), 3분위(보통)가 178,684(19.7%), 4분위(높음)가 

222,174(24.5%), 5분위(가장 높음)가 252,658(27.8%)였다. 천식 유병군에

서 1분위(가장 낮음)가 12,779(11.0%), 2분위(낮음)가 16,177(11.7%), 3분

위(보통)가 24,176(13.5%), 4분위(높음)가 32,916(14.8%), 5분위(가장 높

음)가 33,099(13.1%)였고, 대조군에서 1분위(가장 낮음)가 

103,847(89.0%), 2분위(낮음)가 122,321(88.3%), 3분위(보통)가 

154,508(86.5%), 4분위(높음)가 189,258(85.2%), 5분위(가장 높음)가 

219,559(86.9%)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1). 

장애중증도는 전체 대상자에서 비장애가 885,837(97.5%), 경증이 

16,520(1.8%), 중증이 6,283(0.7%)였다. 천식 유병군에서 비장애가 

116,463(13.1%), 경증이 1,985(12.0%), 중증이 699(11.1%)였고, 대조군

에서 비장애가 769,374(86.9%), 경증이 14,535(88.0%), 중증이 

5,584(88.9%)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1). 

암 이력은 전체 대상자에서 암이 없는 대상자가 906,597(99.8%), 암이 있

는 대상자가 2,043(0.2%)였다. 천식 유병군에서 암이 없는 대상자가 

119,119(13.1%), 암이 있는 대상자가 28(1,4%)였고, 대조군에서 암이 없는 

대상자가 787,478(86.9%), 암이 있는 대상자가 2,015(98.6%)였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 <.001). 

CCI는 전체 대상자에서 1점 이하가 782,378(86.1%), 2~3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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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1(11.3%), 4점 이상이 23,911(2.6%)였다. 천식 유병군에서 1점 이

하가 95,895(12.3%), 2~3점이 18,262(17.8%), 4점 이상이 4,990(20.9%)

였고, 대조군에서 1점 이하가 686,483(87.7%), 2~3점이 84,089(82.2%), 4

점 이상이 18,921(79.1%)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1). 

폐암 발생은 전체 대상자에서 폐암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는 

904,448(99.5%), 폐암 발생자는 4,192(0.5%)였다. 천식 유병군에서 폐암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는 118,426(13.1%), 폐암 발생자는 721(17.2%)였고, 

대조군에서 폐암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는 786.022(86.9%), 폐암 발생자는 

3,471(82.8%)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1,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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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천식 유병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향점수 매칭 이전) 

  

  

전체 천식 없음 천식 있음 
P-value 

N % N % N % 

총  908,640  100.0   789,493  86.9   119,147  13.1   

연령             <.001 

 <40  561,459  61.8   483,315  86.1    78,144  13.9   

 40 - 59  242,853  26.7   219,760  90.5    23,093  9.5   

 60 - 79    96,021  10.6    79,732  83.0    16,289  17.0   

 ≥80      8,307  0.9      6,686  80.5      1,621  19.5   

성별             <.001 

 남  444,728  48.9   391,967  88.1    52,761  11.9   

 여  463,912  51.1   397,526  85.7    66,386  14.3   

가입자             <.001 

 직장가입자  474,771  52.3   408,937  86.1    65,834  13.9   

 지역가입자  427,359  47.0   374,430  87.6    52,929  12.4   

 의료급여수급권자      6,510  0.7      6,126  94.1       384  5.9   

소득분위             <.001 

 1(가장 낮음)  116,626  12.8   103,847  89.0    12,779  11.0   

 2(낮음)  138,498  15.2   122,321  88.3    16,177  11.7   

 3(보통)  178,684  19.7   154,508  86.5    24,176  13.5   

 4(높음)  222,174  24.5   189,258  85.2    32,916  14.8   

 5(가장 높음)  252,658  27.8   219,559  86.9    33,099  13.1   

장애중증도             <.001 

 비장애  885,837  97.5   769,374  86.9   116,463  13.1   

 경증    16,520  1.8    14,535  88.0      1,985  12.0   

 중증      6,283  0.7      5,584  88.9       699  11.1   

암 이력             <.001 

 없음  906,597  99.8   787,478  86.9   119,119  13.1   

 있음      2,043  0.2      2,015  98.6         28  1.4   

CCI             <.001 

 ≤1  782,378  86.1   686,483  87.7    95,895  12.3   

 2 - 3  102,351  11.3    84,089  82.2    18,262  17.8   

 ≥4    23,911  2.6    18,921  79.1      4,990  20.9   

폐암             <.001 

 없음  904,448  99.5   786,022  86.9   118,426  13.1   

 있음      4,192  0.5      3,471  82.8       721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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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랜드마크 기간의 기준 시점에서 성향점수 매칭 이후 천식 유병에 따른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향점수 매칭 이후 최종 연구대상자는 240,483명으로 천식 유병군은 

80.161(33.3%)명이었고, 대조군은 160,322(66.7%)였다. 종속변수인 폐암 

발생을 제외한 모든 변수의 모든 범주에서 천식 유병자는 약 33.3%, 천식이 

없는 대상자는 약 66.7%를 보였다. 

천식 유병에 대해 모든 매칭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폐암 

발생은 전체 대상자에서 폐암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가 238.861(99.3%), 

폐암 발생자가 1,622(0.7%)였다. 천식 유병군에서 폐암이 발생하지 않은 대

상자가 79,532(33.3%), 폐암 발생자가 629(38.8%)였고, 대조군에서 폐암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가 159,329(66.7%), 폐암 발생자가 993(61.2%)였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1,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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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천식 유병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향점수 매칭 이후) 

  전체 천식 없음 천식 있음 
P-value 

  N % N % N % 

총  240,483  100.0  160,322 66.7      80,161  33.3   

연령             0.672 

 <40  132,824  55.2     88,567  66.7      44,257  33.3   

 40 - 59    60,340  25.1     40,241  66.7      20,099  33.3   

 60 - 79    43,186  18.0     28,796  66.7      14,390  33.3   

 ≥80     4,133  1.7      2,718  65.8       1,415  34.2   

성별             0.779 

 남    99,869  41.5     66,547  66.6      33,322  33.4   

 여  140,614  58.5     93,775  66.7      46,839  33.3   

가입자             0.963 

 직장가입자  129,034  53.7     86,028  66.7      43,006  33.3   

 지역가입자  110,447  45.9     73,622  66.7      36,825  33.3   

 의료급여수급권자     1,002  0.4        672  67.1         330  32.9   

소득분위             0.999 

 1(가장 낮음)    29,235  12.2     19,475  66.6       9,760  33.4   

 2(낮음)    33,570  14.0     22,365  66.6      11,205  33.4   

 3(보통)    45,710  19.0     30,478  66.7      15,232  33.3   

 4(높음)    62,101  25.8     41,403  66.7      20,698  33.3   

 5(가장 높음)    69,867  29.1     46,601  66.7      23,266  33.3   

장애중증도             0.184 

 비장애  233,899  97.3    155,999  66.7      77,900  33.3   

 경증     5,017  2.1      3,303 65.8       1,714  34.2   

 중증     1,567  0.7      1,020  65.1         547  34.9   

암 이력             1.000 

 없음  240,411  100.0    160,274  66.7      80,137  33.3   

 있음        72  0.0         48 66.7          24  33.3   

CCI             0.725 

 ≤1  180,727  75.2    120,521  66.7      60,206  33.3   

 2 - 3    46,909  19.5     31,278  66.7      15,631  33.3   

 ≥4    12,847  5.3      8,523  66.3       4,324  33.7   

폐암             <.001 

 없음  238,861  99.3    159,329 66.7      79,532  33.3   

 있음     1,622  0.7        993  61.2         629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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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 

 

가. 도구변수 분석을 사용하기 전의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을 카플란-마이어 생존분석으로 확인하였을 때 

천식 유병군이 대조군보다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그 순위법 분

석 결과 카이제곱 통계량이 22.005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1, 그

림 6).  

도구변수 분석을 사용하기 전의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을 콕스 비례위

험모형으로 확인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해 천식 유병군에서 폐암이 발생할 위

험비(hazard ratio, HR)가 1.28(95% Confidence interval(CI) 1.16-1.42)이었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 <.001). 이외에도 40세 미만 대상자보다 모든 연령에서 폐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폐암

이 발생할 위험이 점차 증가하였다. 성별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폐암이 발

생할 위험이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HR: 0.33, 95% CI: 0.30-0.37). CCI

는 1점 이하보다 2~3점, 4점 이상에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며, CCI 점수가 높아질수록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점차 증

가하였다(1점 이하 대비 2~3점 HR: 1.30, 95% CI: 1.17-1.45, 4점 이상 HR: 1.40, 

95% CI: 1.21-1.62). 소득분위는 1분위(가장 낮음)에 비해 2분위(낮음)에서 폐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고 3,4분위(보통, 높음)에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5분위(가장 높음)에서 폐암이 발생

할 위험이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장애중증도, 

암 이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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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Kaplan-Meier 분석 및 로그 순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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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도구변수 사용 이전) 

 HR 95% CI P-value 

천식 유병         

 천식 없음 1.00 - - 

 천식 있음 1.28 1.16 1.42 <.001 

연령         

 <40 1.00 - - 

 40 - 59 14.09 10.77 18.42 <.001 

 60 - 79 57.53 44.35 74.63 <.001 

 ≥80 70.15 50.11 98.19 <.001 

성별         

 남 1.00 - - 

 여 0.33 0.30 0.37 <.001 

가입자         

 직장가입자 1.00 - - 

 지역가입자 1.09 0.99 1.21 0.074 

 의료급여수급권자 1.76 0.96 3.23 0.068 

소득분위         

 1(가장 낮음) 1.00 - - 

 2(낮음) 1.02 0.86 1.21 0.855 

 3(보통) 0.91 0.76 1.08 0.263 

 4(높음) 0.91 0.78 1.07 0.247 

 5(가장 높음) 0.85 0.73 0.9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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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중증도         

 비장애 1.00 - - 

 경증 0.91 0.73 1.14 0.425 

 중증 0.68 0.41 1.14 0.142 

암 이력         

 없음 1.00 - - 

 있음 0.71 0.10 5.03 0.729 

CCI         

 ≤1 1.00 - - 

 2 - 3 1.30 1.17 1.45 <.001 

 ≥4 1.40 1.21 1.6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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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구변수 분석을 사용한 후의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 

 

도구변수 분석을 사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변수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월 평균기온이다. 약한 도구 검정을 하였을 때 Wald 통계량

은 505.5238로 매우 큰 값을 나타내어 월 평균기온은 천식 유병과 매우 강

한 연관성이 있고 분석에서 도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구변수 분석을 사용한 후의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을 콕스 

비례위험모형으로 확인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해 천식 유병군에서 폐암이 발

생할 위험비가 1.28(95% CI 1.16-1.41)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1). 이

외에도 40세 미만 대상자보다 모든 연령에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점차 증가

하였다. 성별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낮았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HR: 0.33, 95% CI: 0.30-0.36). CCI는 1점 이하보다 2~3점, 4점 

이상에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CCI 점수

가 높아질수록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점차 증가하였다(1점 이하 대비 2~3점 

HR: 1.30, 95% CI: 1.17-1.45, 4점 이상 HR: 1.40, 95% CI: 1.21-1.63). 소득분위는 1

분위(가장 낮음)에 비해 2분위(낮음)에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고 3,4

분위(보통, 높음)에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5분위(가장 높음)에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장애중증도, 암 이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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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도구변수 사용 이후) 

 HR 95% CI P-value 

천식 유병 1.28 1.16 1.41 <.001 

연령         

 <40 1.00 - - 

 40 - 59 14.07 10.76 18.41 <.001 

 60 - 79 57.33 44.19 74.38 <.001 

 ≥80 70.08 50.05 98.12 <.001 

성별         

 남 1.00 - - 

 여 0.33 0.30 0.36 <.001 

가입자         

 직장가입자 1.00 - - 

 지역가입자 1.09 0.99 1.21 0.075 

 의료급여수급권자 1.76 0.96 3.23 0.069 

소득분위         

 1(가장 낮음) 1.00 - - 

 2(낮음) 1.02 0.85 1.21 0.862 

 3(보통) 0.91 0.76 1.08 0.262 

 4(높음) 0.91 0.78 1.07 0.251 

 5(가장 높음) 0.85 0.73 0.9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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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중증도         

 비장애 1.00 - - 

 경증 0.91 0.73 1.14 0.431 

 중증 0.68 0.41 1.14 0.144 

암 이력         

 없음 1.00 - - 

 있음 0.71 0.10 5.06 0.729 

CCI         

 ≤1 1.00 - - 

 2 - 3 1.30 1.17 1.45 <.001 

 ≥4 1.40 1.21 1.6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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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구변수 분석을 사용하기 전의 성별 별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 

 

성별 별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을 카플란-마이어 생존분석으로 확인

하였을 때 남성은 천식 유병군이 대조군보다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로그 순위법 분석 결과 카이제곱 통계량이 22.34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001, 그림 7). 반면 여성은 천식 유병군과 대조군의 생존율이 비슷한 것

으로 나타났고 로그 순위법 분석 결과 카이제곱 통계량이 2.4841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p=0.115, 그림 8). 

도구변수 분석을 사용하기 전의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을 콕스 비례위

험모형으로 확인하였을 때, 남성은 대조군에 비해 천식 유병군에서 폐암이 발

생할 위험비가 1.37(95% CI 1.21-1.56)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표 

7). 반면 여성은 암 이력에서 관찰치가 0인 값이 하나 이상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분석 결과 대조군에 비해 천식 유병군에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비

가 1.14(95% CI 0.97-1.35)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16,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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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남성에서 Kaplan-Meier 분석 및 로그 순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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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여성에서 Kaplan-Meier 분석 및 로그 순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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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남성에서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도구변수 사용 이전) 

  HR 95% CI P-value 

천식 유병 1.37 1.21 1.56 <.001 

연령         

 <40 1.00 - - 

 40 - 59 17.95 12.22 26.39 <.001 

 60 - 79 91.18 62.84 132.31 <.001 

 ≥80 113.55 71.24 180.99 <.001 

가입자         

 직장가입자 1.00 - - 

 지역가입자 1.12 0.99 1.27 0.086 

 의료급여수급권자 2.28 1.16 4.47 0.017 

소득분위         

 1(가장 낮음) 1.00 - - 

 2(낮음) 0.94 0.76 1.17 0.594 

 3(보통) 0.85 0.69 1.06 0.148 

 4(높음) 0.86 0.71 1.05 0.142 

 5(가장 높음) 0.75 0.62 0.90 0.003 

장애중증도         

 비장애 1.00 - - 

 경증 0.88 0.68 1.13 0.322 

 중증 0.66 0.37 1.16 0.147 

암 이력         

 없음 1.00 - - 

 있음 0.78 0.11 5.56 0.803 

CCI         

 ≤1 1.00 - - 

 2 - 3 1.31 1.14 1.51 <.001 

 ≥4 1.43 1.20 1.7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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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여성에서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도구변수 사용 이전) 

  HR 95% CI P-value 

천식 유병 1.14 0.97 1.35 0.116 

연령         

 <40 1.00 - - 

 40 - 59 9.76 6.71 14.20 <.001 

 60 - 79 28.40 19.68 40.98 <.001 

 ≥80 34.93 21.41 56.99 <.001 

가입자         

 직장가입자 1.00 - - 

 지역가입자 1.09 0.93 1.28 0.280 

 의료급여수급권자 0.87 0.22 3.56 0.851 

소득분위         

 1(가장 낮음) 1.00 - - 

 2(낮음) 1.11 0.84 1.48 0.455 

 3(보통) 0.99 0.74 1.31 0.923 

 4(높음) 1.00 0.77 1.30 0.991 

 5(가장 높음) 1.07 0.84 1.36 0.596 

장애중증도         

 비장애 1.00 - - 

 경증 0.98 0.61 1.57 0.929 

 중증 0.68 0.22 2.10 0.497 

CCI         

 ≤1 1.00 - - 

 2 - 3 1.28 1.08 1.53 0.006 

 ≥4 1.35 1.05 1.73 0.018 

* 암 이력은 관찰치가 0 인 값이 하나 이상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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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구변수 분석을 사용한 후의 성별 별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 

 

성별 별 도구변수에 대한 약한 도구 검정을 하였을 때 Wald 통계량은 남성

에서 291.5811, 여성에서 225.0202로 매우 큰 값을 나타내어 월 평균기온

은 천식 유병과 매우 강한 연관성이 있고 분석에서 도구변수로 사용할 수 있

다고 할 수 있다. 

도구변수 분석을 사용한 후의 성별 별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을 콕스 

비례위험모형으로 확인하였을 때, 남성은 대조군에 비해 천식 유병군에서 폐

암이 발생할 위험비가 1.37(95% CI 1.21-1.55)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표 9). 반면 여성은 암 이력에서 관찰치가 0인 값이 하나 이상이므

로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분석 결과 대조군에 비해 천식 유병군에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비가 1.14(95% CI 0.97-1.35)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113, 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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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남성에서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도구변수 사용 이후) 

  HR 95% CI P-value 

천식 유병 1.37 1.21 1.55 <.001 

연령         

 <40 1.00 - - 

 40 - 59 17.92 12.19 26.35 <.001 

 60 - 79 90.83 62.58 131.83 <.001 

 ≥80 114.04 71.44 182.03 <.001 

가입자         

 직장가입자 1.00 - - 

 지역가입자 1.12 0.98 1.27 0.089 

 의료급여수급권자 2.29 1.16 4.54 0.018 

소득분위         

 1(가장 낮음) 1.00 - - 

 2(낮음) 0.94 0.76 1.17 0.590 

 3(보통) 0.85 0.69 1.06 0.144 

 4(높음) 0.86 0.71 1.05 0.144 

 5(가장 높음) 0.74 0.61 0.90 0.003 

장애중증도         

 비장애 1.00 - - 

 경증 0.88 0.68 1.13 0.317 

 중증 0.66 0.37 1.16 0.149 

암 이력         

 없음 1.00 - - 

 있음 0.78 0.11 5.64 0.806 

CCI         

 ≤1 1.00 - - 

 2 - 3 1.32 1.15 1.51 <.001 

 ≥4 1.44 1.20 1.7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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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여성에서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도구변수 사용 이후) 

 HR 95% CI P-value 

천식 유병 1.14 0.97 1.35 0.113 

연령         

 <40 1.00 - - 

 40 - 59 9.77 6.71 14.21 <.001 

 60 - 79 28.51 19.75 41.15 <.001 

 ≥80 35.12 21.51 57.35 <.001 

가입자         

 직장가입자 1.00 - - 

 지역가입자 1.09 0.93 1.28 0.281 

 의료급여수급권자 0.87 0.21 3.56 0.841 

소득분위         

 1(가장 낮음) 1.00 - - 

 2(낮음) 1.11 0.84 1.48 0.454 

 3(보통) 0.99 0.74 1.31 0.920 

 4(높음) 1.00 0.77 1.30 0.999 

 5(가장 높음) 1.07 0.84 1.36 0.603 

장애중증도         

 비장애 1.00 - - 

 경증 0.98 0.61 1.57 0.920 

 중증 0.68 0.22 2.11 0.502 

CCI         

 ≤1 1.00 - - 

 2 - 3 1.28 1.08 1.53 0.005 

 ≥4 1.35 1.05 1.73 0.017 

* 암 이력은 관찰치가 0 인 값이 하나 이상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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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강검진 DB 를 활용한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 

 

건강검진 DB의 흡연 여부 정보가 있는 대상자의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

생을 카플란-마이어 생존분석으로 확인하였을 때 천식 유병군이 대조군보다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그 순위법 분석 결과 카이제곱 통계량이 

5.31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21, 그림 9). 

도구변수에 대한 약한 도구 검정을 하였을 때 Wald 통계량은 37.9906로 

큰 값을 나타내어 월 평균기온은 천식 유병과 매우 강한 연관성이 있고 분석

에서 도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도구변수 분석을 사용한 후의 건강검진 DB를 사용한 천식 유병에 따른 폐

암 발생을 콕스 비례위험모형으로 확인하였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장

애중증도, 암 이력에서 관찰치가 0인 값이 하나 이상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

였고, 대조군에 비해 천식 유병군에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비가 1.24(95% CI 

0.99-1.55)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유의수준에 매우 근접한 값을 

나타냈다(p =0.057,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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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건강검진 DB를 사용한 Kaplan-Meier 분석 및 로그 순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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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건강검진 DB를 사용한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 

 HR 95% CI P-value 

천식 유병         

 천식 없음 1.00 - - 

 천식 있음 1.24 0.99 1.55 0.057 

연령         

 <40 1.00 - - 

 40 - 59 8.70 4.38 17.29 <.001 

 60 - 79 31.45 15.95 62.04 <.001 

 ≥80 50.83 20.40 126.69 <.001 

성별         

 남 1.00 - - 

 여 0.45 0.35 0.59 <.001 

소득분위         

 1(가장 낮음) 1.00 - - 

 2(낮음) 0.75 0.52 1.09 0.127 

 3(보통) 0.68 0.47 0.99 0.045 

 4(높음) 0.89 0.65 1.23 0.479 

 5(가장 높음) 0.77 0.56 1.05 0.101 

CCI         

 ≤1 1.00 - - 

 2 - 3 1.50 1.18 1.91 0.001 

 ≥4 1.70 1.23 2.34 0.001 

흡연 유무         

 비흡연 1.00 - - 

 흡연 2.08 1.61 2.69 <.001 

* 가입자, 장애중증도, 암 이력은 관찰치가 0인 값이 하나 이상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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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강검진 DB를 활용한 성별 별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 

 

건강검진 DB의 흡연 여부 정보가 있는 대상자의 성별 별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을 카플란-마이어 생존분석으로 확인하였을 때 남성은 천식 유병군

이 대조군보다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로그 순위법 분석 결과 카이제

곱 통계량이 6.10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14, 그림 10). 반면 여

성은 천식 유병군과 대조군의 생존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고 로그 순위법 

분석 결과 카이제곱 통계량이 0.2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655, 

그림 11). 

성별 별 도구변수에 대한 약한 도구 검정을 하였을 때 Wald 통계량은 남성

에서 28.2355, 여성에서 12.2780로 큰 값을 나타내어 월 평균기온은 천식 

유병과 강한 연관성이 있고 분석에서 도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

다. 

도구변수 분석을 사용한 후의 성별 별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을 콕스 

비례위험모형으로 확인하였을 때, 남성은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장애중증도, 

암 이력에서 관찰치가 0인 값이 하나 이상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대조

군에 비해 천식 유병군에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비가 1.38(95% CI 1.05-1.81)이었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1, 표 12). 반면 여성은 건강보험 가입자 종

류, 장애중증도, 암 이력에서 관찰치가 0인 값이 하나 이상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분석 결과 대조군에 비해 천식 유병군에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비

가 1.02(95% CI 0.69-1.50)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941, 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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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건강검진 DB를 사용한 남성에서 Kaplan-Meier 분석 및 로그 순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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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건강검진 DB를 사용한 여성에서 Kaplan-Meier 분석 및 로그 순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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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건강검진 DB 를 사용한 남성에서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 

  HR 95% CI P-value 

천식 유병         

 천식 없음 1.00 - - 

 천식 있음 1.38 1.05 1.81 0.021 

연령         

 <40 1.00 - - 

 40 - 59 8.67 3.71 20.23 <.001 

 60 - 79 44.05 19.20 101.06 <.001 

 ≥80 70.29 22.33 221.27 <.001 

소득분위         

 1(가장 낮음) 1.00 - - 

 2(낮음) 0.81 0.52 1.25 0.339 

 3(보통) 0.67 0.42 1.07 0.092 

 4(높음) 0.86 0.58 1.29 0.473 

 5(가장 높음) 0.71 0.47 1.05 0.089 

CCI         

 ≤1 1.00 - - 

 2 - 3 1.39 1.03 1.87 0.031 

 ≥4 1.60 1.07 2.38 0.021 

흡연 유무         

 비흡연 1.00 - - 

 흡연 2.15 1.64 2.83 <.001 

* 가입자, 장애중증도, 암 이력은 관찰치가 0 인 값이 하나 이상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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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건강검진 DB 를 사용한 여성에서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 

  HR 95% CI P-value 

천식 유병         

 천식 없음 1.00 - - 

 천식 있음 1.02 0.69 1.50 0.941 

연령         

 <40 1.00 - - 

 40 - 59 6.51 2.01 21.11 0.002 

 60 - 79 12.31 3.79 40.03 <.001 

 ≥80 22.86 5.02 104.20 <.001 

소득분위         

 1(가장 낮음) 1.00 - - 

 2(낮음) 0.57 0.28 1.15 0.116 

 3(보통) 0.73 0.38 1.38 0.331 

 4(높음) 1.06 0.62 1.80 0.842 

 5(가장 높음) 1.01 0.61 1.67 0.978 

CCI         

 ≤1 1.00 - - 

 2 - 3 1.78 1.17 2.70 0.007 

 ≥4 2.00 1.14 3.50 0.016 

흡연 유무         

 비흡연 1.00 - - 

 흡연 2.10 0.92 4.82 0.079 

* 가입자, 장애중증도, 암 이력은 관찰치가 0 인 값이 하나 이상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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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의 자격 DB에 등록되어있는 

1,025,340명을 대상으로 표본코호트 DB와 지상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천

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을 확인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분석 방법

으로 랜드마크 분석방법, 성향점수 매칭, 도구변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천식 유병에 대해 통제변수를 사용한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하여 

천식 유병군과 대조군을 추출하였다. 통제변수로 사용한 변수는 연령, 성별,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소득분위, 장애중증도, 암 이력, 동반 질환을 사용하였

으며 1:2 매칭을 실행하였다. 성향점수 매칭 이전 천식 유병에 대한 통제변수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성향점수 매칭 이후 천식 유병에 대한 통제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성향점수 매칭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천식 유병군과 대조군이 비슷한 성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추

출하여 통제변수를 잘 통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천식 유병에 대한 폐

암 발생을 확인하였을 때 성향점수 매칭 전과 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후향적 코호트 연구이며 생존분석을 사용하였으므로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카플란-마이어 분석과 로그 순위

법을 시행하였다. 카플란-마이어 분석 결과 대조군에 비해 천식 유병군에서 

폐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로그 순위법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천식 유병군과 대조군의 폐암 발생률의 차이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천식의 중증도에 따른 폐암 발생을 카플란-마이어 분

석으로 확인하였을 때 천식의 정도가 심할수록 폐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선

행연구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alameh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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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변수는 각 지역에 대한 월 평균기온이다. 여러 선

행연구는 월 평균기온이 천식 유병에 대한 도구변수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월 평균기온과 천식 유병의 연관성의 정도를 확인

하는 약한 도구 검정을 실행하였을 때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이는 온도

가 낮아질수록 천식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Cong 

et al., 2017). 따라서 월 평균기온은 천식 유병에 대한 도구변수로 활용할 수 있

으며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에 대해 도구변수 분석을 적용하기 전의 콕스 

비례위험모형 결과 천식 유병군은 대조군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구변수 분석을 적용한 이후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일반 대상자에 비해 천식 환자군에서 더 많이 폐암에 걸릴 오즈

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준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González‐Pérez et al., 2006). 또한 천식이 없는 성인에 비해 천식이 있는 성인에

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비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준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는 것을 알 수 있다(Jiang et al., 2021). 따라서 천식 유병은 폐암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 결과, 남성에서 천식 유병군은 대조군에 비해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나 여성에서 천식 유병군은 대조군에 비해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없었다. 또한 도구변수를 사용하기 전과 후에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천식과 폐암 위험의 연관성을 확인한 메타

분석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폐암 위험이 증가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Qu et al., 2017). 

본 연구는 도구변수 분석이 적절하게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 

DB의 흡연 여부를 포함하여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을 확인하였다. 흡연 

여부를 포함한 이유는 폐암 발생의 위험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 흡연이기 때



- 56 - 

 

문이다. 분석 결과 천식 유병군은 대조군에 비해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이는 도구변수 분석을 실행한 연구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결

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 별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을 

확인하였을 때의 결과도 도구변수 분석을 실행한 연구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별 월 평균기온을 사용한 도구변수 

분석이 적절한 분석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의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도구변수 분석을 사용할 때 도구변수로 진료를 받

을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나 의사의 진단 선호도, 유전체 형질 등 연구 대상

자 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시적 관점의 정보가 아닌 거시적 관점의 정

보를 사용한다(Brookhart, Rassen and Schneeweiss, 2010).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

용한 표본코호트 DB는 연구 대상자 개인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므로 일

반적인 도구변수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

는 지역기상관측자료라는 거시적 관점의 정보를 추가하여 새로운 도구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천식은 만성질환이므로 천식을 정의할 때 정

확한 정의가 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미래에 도구변수인 지역별 

월 평균기온과 측정되지 않은 혼란변수의 관계가 독립관계를 이루지 않는 새

로운 혼란변수가 발견되어 월 평균기온이 도구변수로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다

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인 표본코호트 DB는 대한민국 인구를 모집단으로 하

여 층화무작위추출법으로 표본추출한 데이터이므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 결과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해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랜드마크 분석방법, 성향점수 매

칭 분석과 도구변수 분석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선택편향 등 연구를 진행하

며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가 천식 유병과 폐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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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본 연구가 월 평균기온과 천식 유병이 많은 연관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고 도구변수로 활용할 수 있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지역별 월 평균기

온을 천식 유병에 대한 도구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천식이 폐암 발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천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흡연 등 폐암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을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천식은 일정 연령이 지나면 유

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천식이 더 많이 발생하므로 사람들은 흡

연이나 간접흡연, 매연 등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들은 이후 폐암 발생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할 때 폐암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 천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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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폐암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 예상되는 천식 유병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

단 표본코호트 DB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천식 유병에 대한 폐암 발

생을 확인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이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

과 질병에 대한 요인을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통제하였고 흡연 등 측정 불가

능한 요인을 통제하고자 도구변수 분석방법과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였

다. 

연구 결과, 도구변수 분석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천식이 없는 대상자보다 천

식이 있는 대상자에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또한 도구변수 분석을 

사용한 이후에도 천식이 없는 대상자보다 천식이 있는 대상자에서 폐암이 발

생할 위험이 유사하게 높았다. 그리고 성별 별 하위그룹 분석 결과 여성보다 

남성에서 천식 유병에 따른 폐암 발생 위험이 더 높았다. 따라서 천식이 있는 

사람은 천식이 있지 않은 사람보다 이후에 폐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천식은 폐암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천식을 유발하는 원인을 회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향후 폐

암 발생에 관한 연구에서 천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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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Lung cancer is one of the most diagnosed cancers world-widely, and its 

survival rate is even still low. Although many studies struggled to confirm whether asthma 

is a risk factor for lung cancer, it was difficult to draw a clear conclusion because those 

results were not consistent.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confirm the occurrence of lung 

cancer due to the prevalence of asthma. In addition,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instrumental variable analysis were used to control major risk factors for lung cancer 

incidence such as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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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was carried out using the study cohort combining 

the sample cohort DB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observation data from 2002 to 2013. The occurrence of lung cancer due 

to the prevalence of asthma in the cohort was confirmed by execut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through landmark analysis, 1:2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instrumental 

variable analysis. After that, gender subgroups analysis was performed. In addition, to 

confirm the accuracy of the analysis of instrumental variables, an analysis with the addition 

of a Medical check-up DB was performed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Results: A total of 240,483 subjects were selected, of which 80,161 (33.3%) had asthma 

and 160,322 (66.7%) had control. The hazard ratios of lung cancer before and after the use 

of instrumental variable analysis were 1.28 and 1.28 in the asthma prevalence group,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confirmed by gender, the hazard ratios of lung cancer before and after the use of 

instrumental variable analysis in males were 1.37 and 1.37 in the asthma prevalence group,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females, 

the hazard ratios of lung cancer before and after the use of instrumental variable analysis 

were 1.14 and 1.14 in the asthma prevalence group,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nd yet thes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including smoking in the 

Medical check-up DB, the hazard ratio of lung cancer was 1.24 in the asthma prevalence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hich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was very 

close to the significance level. When confirmed by gender, the hazard ratios of lung cancer 

in the asthma prevalence group were 1.38 and 1.02 in males and females, respectively. Also, 

there was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in males.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asthma has a risk of developing lung canc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management of asthma can 

improv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sthma in future studies on lung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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