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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배경: 우리나라에서 비흡연자 폐암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임상적 특징과 위험인자에 대해서는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았다.  

방법: 비흡연자 폐암의 임상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2011 년부터 

2014 년도까지의 후향적 의무기록 검토를 하였다. 편평세포암종의 

50 개 암유전자 분석을 위해서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된 

종양조직에서 DNA 를 추출하여 차세대 염기서열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 폐암을 비교하였다. 위험인자 분석을 위해서 

2013 년부터 전향적 코호트를 구축하여 설문과 혈액샘플을 수집하였고 

총 342 명의 비흡연자 폐암 환자를 등록하였다. 총 342 명 중 206 명의 

혈액에서 DNA 를 추출하여 유전형검사를 하였고, 이미 출판된 4 개의 

다른 한국인 데이터와 병합하여 전장유전체 연관분석 (GWAS)을 

시행하였다. 폐암 위험도는 전장유전체 연관분석의 메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정상대조군으로는 한국 지역사회 공개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혈청 아디포넥틴은 새롭게 유전형검사를 하였던 206 명의 혈액에서 

측정하였다.  

결과: 후향적 분석에서 총 1860 명의 새롭게 진단된 비소세포폐암 

환자가 포함되었고, 이중 707(38.0%)명이 비흡연자였다. 비흡연자 

폐암의 주된 특징은, 여성(83.7%)과, 선암(89.8%)이 많았고, 

흡연자폐암보다 젊었으며 (64.3 vs. 67.2 세), 조기폐암인 경우가 

흔했다(병기 I-II, 44.5 vs. 38.9%).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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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FR) 변이(57.8% vs. 24.4%)와 ALK 변이(7.8% vs. 2.8%) 모두 

비흡연자에게 흔했다. 예후에 좋은 EGFR 과 ALK 변이를 보정하고도 

비흡연자의 생존율이 좋았다. 하지만, 편평세포암종으로 국한지어 

분석해보았을 때는 50 개 주요 암유전자변이와 생존율 모두 차이가 

없었다. 전향적 연구를 통하여 위험인자 분석을 시행하였고, 

암가족력(aOR 1.88, 95% CI 1.24-2.88, P=0.003) 또는 

폐암가족력(aOR 2.58, 95% CI 1.17-6.55, P=0.028)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흡연자폐암과 관련이 있었다. 유전적 소인 분석을 위해 총 

1643 명의 비흡연자폐암 환자와 5383 명의 정상대조군으로 

GWAS 분석을 시행하였고 2 개의 단일염기다형성(SNP)을 찾았다, 

rs7086803 (VTI1A, 10q25.2, OR=1.32, 95% CI: 1.20-1.46, 

P=1.79x10-8)와 rs4947340 (HLA class II, 6p21.32, OR=1.30, 95% 

CI: 1.18-1.43, P=4.69x10-8). 특히 VTI1A 유전자의 AA 유전형은 

GG 유전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폐암발생이 높았다(OR=1.63, 

95% CI 1.28-2.01, P<0.001). AA 유전자형은 환자군 및 대조군 

모두에서 각각 낮은 BMI 와 관련 있었고, 비흡연자폐암 환자의 혈청 

아디포넥틴도 AA 유전자형이 통계적으로 낮았다(P=0.044).  

결론: 한국인 폐암에서 1/3이상이 비흡연자에게서 발생하였다. 비흡연자 

폐암은 흡연자 폐암에 비해서 여성과 선암이 많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고 낮은 병기와 긴 생존율을 보였다. 또한 EGFR과 ALK 변이가 

흔했다. 하지만 편평세포암종에서는 유전자변이나 생존율의 차이가 

없었다. 암가족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인자였으며, rs708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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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I1A)와 rs4947340 (HLA class II)의 단일염시다형성은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 특히 VTI1A유전자의 AA 유전형은 낮은 

BMI와 낮은 혈청 아디포넥틴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VTI1A AA 

유전형이 아디포넥틴과 관련 있는 암발병기전과 연관이 있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폐암, 비흡연, 위험인자, VTI1A, 아디포넥틴 

학   번: 2012-3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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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폐암은 전세계적으로 암사암율 1위이며, 2020년에는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을 약 180만 사망으로 추정된다1.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암

사망율 1위였으며 2019년에는 전체 암사망의 22.9%를 차지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2. 흡연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지만 약 10-15%의 폐

암은 비흡연자에게서 발생한다3. 하지만 비흡연자폐암의 분율은 지역마

다 다른데, 일본4, 싱가포르5 등의 동아시아에서는 32%까지 보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분율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보고에 따르면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그 분율이 증가하고 있다6,7. 하지만 아직까지 비

흡연자폐암 분율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비흡연자폐암은 여성에서 흔하고 선암의 빈도가 높으며4,5,8, 상피세포 성

장인자 수용체 (EGFR)와 ALK 변이가 흔하고 흡연자 폐암에서 빈도가 

높았던 KRAS 변이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9-11. 이러한 독특한 특성 

때문에 흡연이 중요한 위험요인인 일반적인 폐암과 다른 환경적 요인으

로 발병하는 질병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생존율에서

는 비흡연자폐암의 예후가 더 좋다는 보고도 있지만12,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는데13, 앞선 연구 모두 비흡연자폐암에서 흔히 발견되는 

EGFR이나 ALK 변이와 같이 좋은 예후인자를 보정하지 않은 결과라서 

아직까지는 비흡연자폐암 환자의 예후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편평세포암종은 선암과 달리 흡연자에게 흔하고 EGFR이나 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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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가 드물고 KRAS 변이가 흔한 것 알려져 있다. 드물게 비흡연자에

게도 편평세포암종이 나타나는데 2011-2013년 미국에서는 비흡연자 

비소세포폐암 중 대략 5.1 ~ 6.4% 정도로 보고하였고6, Huang 등은 

597명의 편평세포암종 중 비흡연자 분율을 14.7%로 보고 하였다14. 하

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양에서는 비흡연자폐암 중 편평세포

암종이 차지하는 분율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고, 흡연자 편평세포암

종과 비교해서 유전적 차이나 예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비흡연자폐암 발병의 원인으로는 간접흡연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여

겨지고 있으며15,16, 라돈17, 실내 기름연기 노출18, 환경적 공해물질 노출

19,20 등이 보고되었다. 특히 실내 기름연기 노출은 주로 중국 비흡연자 

여성폐암연구에서 보고가 되었고, 아직까지 국내연구결과는 없다. 그리

고 비흡연자폐암이 아시아 여성에서 흔한 이유가 유전적 소인 때문일 수 

있다는 가설로 한국인을 포함한 대규모 아시아 여성 비흡연자폐암 환자

를 대상으로 전장유전체 연관분석 (GWAS) 결과가 2012년에 보고되었

고, 의미 있는 단일염기다형성(SNP)을 3곳 찾아 보고하였다

(rs7086803, rs9387478, rs2395185)21. 이외에도 한국인만을 대상으

로 의미 있는 단일염기다형성을 찾으려 여러 시도가 있었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 결과는 서로 달랐다22,23. 따라서, 아직까지 한국인 

비흡연자폐암에 유전적 소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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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비흡연자폐암의 임상상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고, EGFR과 ALK 등의 좋은 예후인자까지 

보정한 생존율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다. 위험인자와 

유전적 소인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비흡연자폐암의 임상적 특성과 생존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규모 후향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위험인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향적 코호트를 

구축하여 분석하였고, 유전적 소인 확인을 위해 코호트 환자에서 

유전형검사를 실시하고 이전에 분석된 한국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최대한 

많은 수의 한국인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하여 GWAS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포괄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비흡연자폐암의 

임상적 특징과 위험인자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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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제 1 절 후향적 분석의 연구대상자 
 

2011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새롭게 폐암을 

진단받은 20세 이상 성인 환자를 분석하였다. 재발한 환자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전원 온 환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서울대병원 IRB에서 동의서 면제를 승인해 주었다.  

 

제 2 절 전향적 코호트 구축 
 

비흡연자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향적 코호트를 구축

하였다. 흉부 CT에서 폐암이 강력히 의심되어 검사를 받는 20세 이상

의 비흡연자를 IRB 승인된 동의서 취득 후 등록하였다. 훈련된 연구간

호사가 20분 정도 소요되는 임상정보과 환경노출에 관련된 설문을 진행

하였고, 혈액을 채취하여 인체자원은행을 통해 냉동보관 하였다.  

 

제 3 절 GWAS 연구대상자 
 

이전에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던 4개 기관의 유전형 검사결과를 제공받았

다: 서울삼성의료원(SMC)에서 비흡연자폐암 315명22, 세종대(SU)에서 

비흡연자폐암 277명과 대조군 1439명23, 전남대학교(CNU)에서 비흡연

자폐암 581명과 대조군 442명21, 연세대학교(YSU)에서 비흡연자폐암 

121명과 대조군 561명24 이었다. 추가로 서울대병원(SNUH)에서 206

명의 비흡연자폐암 환자를 새롭게 유전형 검사를 시행하였다. SNU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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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 데이터에서는 대조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산, 안성 코호

트 ’ 와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의 

‘ CAVAS ’  연구25에서 대조군을 각각 1494명과 1178명을 

EIGENSTRAT 방법26을 이용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수

치를 매칭하여 수집하였다. GWAS 분석에 포함된 모든 환자는 한국인이

며 나이, 성별, 병리소견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제 4 절 Clinical and pathologic variables 
 

모든 후향적, 전향적 분석에서는 의무기록 검토를 하였다. 비흡연자의 

기준은 평생 100개피 미만의 흡연력으로 정의하여 비흡연자와 흡연자로 

구분하였다. 임상 데이터에는 나이, 성별, 진단당시 증상, 폐암의 병리, 

ECOG 신체활동능력, 병기, 폐암 치료였다. TMN 병기는 7차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Staging Manual을 기준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는 병리학적 병기를,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에서는 임상병기를 

적용하여 구분하였다. 생존분석을 위한 사망자료는 한국통계청을 통하여 

사망여부 및 사망날짜를 확인하였다.  

 

제 5 절 EGFR, ALK, KRAS 변이 검사 
 

DNA 추출은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 조직에서 표준 방법을 따랐다. 

EGFR 변이(엑손 18-21) 검사는 nested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에 이어 양방향 직접 시퀀싱 방법으로 검사하였다27. 하지만 

2013년 2월 1일부터는 종양세포의 비율이 낮은 검체에서 직접 시퀀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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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보다 민감하게 검사하기 위해 PNAClamp EGFR 변이 검출키트 (파

나진, 대전, 한국)를 사용하였다28. KRAS 변이(엑손 2)는 nested PCR

에 이은 양방향 직접 시퀀싱 방법으로 코돈 12 및 13의 변이를 확인하

였다. ALK 변이에 대해서는 ALK 단백질 발현에 대해 면역조직화학 검

사를 시행하여 선별하였고, 이후 Vysis ALK Dual Color, Break Apart 

재배열 프로브(Abbott Molecular, Abbott Park, IL, USA)를 사용하여 

FISH로 분석되었다29. ALK 변이의 기준은 종양 세포의 15% 이상에서 

ALK 5' 및 3' 프로브 분할신호 또는 단독 분리된 3' 신호로 정의하였다

30. 

 

제 6 절 편평세포암종의 50개 주요암 유전자 변이검사 
 

보관된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 편평세포암종 조직에서 DNA를 추

출하였다. 가능한 수술조직을 이용하였고, 수술하지 않았거나 수술조직

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조직검사 조직을 이용하였다. DNA 추출은 

Promega Maxwell 16 MDX (Promega, Mannheim, Germany) 장비를 

이용하였다. 검사에 적절한 DNA 여부는 아가로스 젤을 이용하여 DNA 

손상여부를 확인하였고, DNA의 양과 질은 Invitrogen Qubit®  2.0 

quantitation assays (Invitrogen, Grand Island, NY, USA)를 통해 평가

하였다.  정제된 게놈 DNA는 다음의 50개 암유전자 변이를 확인하기 

위해 Iron AmpliSqcTM Cancer hotspot panel v2 (Life Technologies)

를 사용하였다: ABL1, AKT1, ALK, ATM, APC, BRAF, CDH1, 

CDKN2A, CSF1R, CTNNB1, EGFR, ERBB2, ERBB4, EZH2, FBXW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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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FR1, FGFR2, FGFR3, FLT3, GNAQ, GNAS, GNA11, HNF1A, 

HRAS, IDH1, IDH2, JAK2, JAK3, KDR, KIT, KRAS, MET, MLH1, 

MPL, NOTCH1, NPM1 NRAS, PDGFRA, PIK3CA, PTEN, PTPN11, 

RB1, SMAD4, SMARCB1, SMO, SRC, STK11, TP53, RET, and VHL. 

이후 방법을 간략히 기술하면, 종양 게놈 DNA 10-20ng에서 약 192개

의 앰플리콘을 분리한 다음 Agencourt®  AMPure®  XP system 

(Beckman Coulter, Miami, FL, USA)을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이 앰플

리콘에 Iron Xpress barcode adapter를 붙여 BioAnalyzer High 

Sensitivity Chip (Agilent, Santa Clara, CA, USA)을 이용하여 확인하

였다. 이후 Low Tris-EDTA buffer를 이용하여 10 pM까지 희석하여 

5 μL를 취해 OnetouchTM reagent kt (Life Technologies)를 이용하

여 emulsion PCR을 시행하였다. 그 PCR 결과를 Dynabeads®  

MyOneTM Streptavidin C1 beads (Invitrogen)를 이용하여 강화한 뒤, 

Iron Torrent PGM 316 chip에 얹어 base calling, alignment, variant 

calling 그리고 Torrent Suite 4.0 software (Ion Torrent PGM server; 

Thermo Fisher Scientific)를 이용하여 결과를 얻었다.  

 

제 7 절 유전형 검사와 GWAS 분석의 질관리 
 

서울대병원(SNUH) 환자 206명의 DNA는 보관된 혈액샘플의 buffy 

coat에서 QG-Mini80 (Kurabo, Osaka, Japan)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유전형 검사는 833k의 SNPs를 포함하고 있는 Axiom ○R  Koreanchip 

V.1.031을 이용하였다. SNNU 환자의 대조군으로는 역시 같은 Axio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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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p V.1.0에서 검사가 이루어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YSU 데

이터는 Axiom○R Koreanchip V.1.0과 Axiom○R Koreanchip V.1.132에서 

얻어졌으며, SNUH와 YSU의 variant calling은 K-medoids 방법을 적

용하였다33. 다른 기관의 유전형 검사 방법으로는 SU는 Affymetrix 

Genome-Wide Human SNP Array version 5.0 (406,388 SNPs), 

SMC는 Affymetrix Genome-Wide Human SNP Array version 6.0 

(905,431 SNPs), CNU에서는 Illumina Human660W-Quad array 

(599,548 SNPs)를 사용하였다.  

질관리는 두개의 다른 과정을 거쳤다. 첫번째 단계는 환자군과 대조군을 

나눠서 시행되었다. SNPs 중에서 Call rate가 0.95 또는 0.99보다 작거

나, Hardy-Weinberg Equilibrium (HWE)의 P 값이 10-3 또는 10-5 

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대립유전자형빈도 (minor allele frequency, 

MAF)가 5% 미만인 경우는 제거하였다. 개체에서는 성별불일치가 있거

나, call rate가 0.95보다 큰 경우, heterozygosity score가 평균± 3 표

준편차보다 큰 경우, 추정된 identity-by-decent가 0.9보다 큰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두번째 단계로, 이렇게 정제된 환자군과 대조군을 

합친 후 Anderson 등34이 제안한 질관리 단계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첫

번째 단계의 질관리를 모두 적용하고 추가로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call 

rate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SNPs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P<0.01).  

두단계의 질관리를 적용하고 임퓨테이션을 Michigan Imputation Server 

(V.1.2.4)35를 이용하여 유형이 지정되지 않은 SNPs를 대체했다.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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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s of Haplotype Reference Consortium (HRC, r1.1 2016)을 

기준 패널로 사용하였고, Eagle (V.2.4)을 phasing 프로그램으로, 기타/

혼합을 질관리 모집단으로 선택하였다. HRC 패널은 1000 Genome 

project36를 포함한 20개의 서로 다른 연구에서 모아진 64,976개의 

haplotype과 32,611 샘플로 구성 되어있다. 임퓨테이션된 SNPS는 앞

서 기술한 첫번째 질관리 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제 8 절 ELISA를 이용한 혈청 아디포넥틴 측정  
 

유전형 검사가 이루어진 SNUH 206명에 대해서 -196도에 저장되어 있

던 폐암 진단 시기의 혈청을 이용하였다. 제공된 절차에 따라 200배 희

석된 혈청 샘플에서 ELISA kit (DRP300;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를 사용하여 아디포넥틴을 2번 측정하였다. VICTOR X4 

Multimode Plate Reader (PerkinElmer, Waltham, MA, USA)를 사용

하여 450 nm에서 값을 읽었다. 측정값은 중복 샘플의 평균값으로 구했

으며, 로그 변환을 거쳐 비교하였다.  

 

제 9 절 GWAS를 위한 통계분석 방법  
 

GWAS는 폐암 감수성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환자군과 대

조군은 유전형 검사 플랫폼이 동일한 경우 합산하고, 동일하지 않은 경

우에는 환자군과 대조군의 성별과 연령을 보정한 후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을 시행했다. 가지치기 된(Pruned) SNPs로 주성분 점수를 계산하여 연

구집단 계층화를 하였다26. 10개의 가장 큰 고유값에 해당하는 1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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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점수도 공변량으로 포함되었다. 이후 METAL37을 사용하여 동일한 

SNP에 대한 P 값을 결합했다. 이 메타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각 연구

에 대한 효과 크기 추정치의 역분산으로 주어졌다. 모든 분석은 Plink 

(V.1.90b3.44 및 V.2.00a2LM)로 수행되었으며, ONETOOL, 

R(V.3.6.3)38 및 Python(2.7.17)을 사용했다.  

 

제 10 절 임상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 방법  
 

연속변수에 대해서는 independent samples t test 또는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하였고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χ2 test or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다. 생존율은 Kaplan-Meier 방법에 따라 계산되

었고, 그룹간 차이는 log-rand test를 사용하였다. 다변량 분석으로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프로그램은 

Stata statistical software (Version 13.0, StataCorp LP, College 

Station, TX, USA)와 R (V.3.6.3)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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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Part I 비흡연자폐암의 임상상 
 

 

제 1 절 비흡연자폐암의 인구학적 분포  
 

후향적 연구를 통해 총 1860명의 비소세포폐암 환자가 분석되었다. 이

중 707 (38.0%)명이 비흡연자였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주된 차이는 

Table 1에 나열하였다. 비흡연자폐암에서 진단당시 나이가 약 3년 정도 

젊었으며 (64.3 vs. 67.2) 여성이 83.7%로 많았다. 선암이 89.8%로 압

도적으로 많았으며 평균 ECOG 신체활동능력도 좋았고, 무증상에서 발

견되는 경우가 많았고, 흡연자폐암보다는 진단당시의 병기가 낮았다(병

기 I–II, 44.5% vs. 38.9%). 또한 적극적인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도 흡

연자폐암에 비해 많았다 (92.5% vs. 85.3%). 위와 같은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1860 patients with NSCLC according to smoking 

status 

Variables 

 

Never 

smokers 

n (%) 

Ever 

smokers 

n (%) 

P Value 

Total 707 (38.0) 1153 (62.0)  

Age, years 64.3±10.8 67.2±10.0 <0.001 

Female 592 (83.7) 65 (5.6) < 0.001 

Histologic subtype   < 0.001 

Adenocarcinoma 635 (89.8) 518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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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mous cell carcinoma 25 (3.5) 483 (41.9)  

Others 47 (6.7) 152 (13.2)  

ECOG PS   < 0.001 

0 379 (53.6) 427 (37.0)  

1 269 (38.1) 558 (48.4)  

2 43 (6.1) 131 (11.4)  

3 15 (2.1) 31 (2.7)  

4 1 (0.1) 6 (0.5)  

Detection methods   < 0.001 

Medical checkups 259 (36.6) 289 (25.1)  

Incidental findings 158 (22.4) 198 (17.2)  

Any symptoms related to 

lung cancer 

290 (41.0) 666 (57.8)  

Driver mutations    

EGFR (n = 1284) 353 (57.8) 164 (24.4) < 0.001 

Exon 18 17 (2.8) 12 (1.8) 0.227 

Exon 19 164 (26.8) 79 (11.7) <0.001 

Exon 20 18 (2.9) 12 (1.8) 0.167 

Exon 21 166 (27.2) 68 (10.1) <0.001 

KRAS (n = 1089) 29 (5.8) 57 (9.6) 0.021 

ALK (n = 1288) 47 (7.8) 19 (2.8) < 0.001 

Stage   < 0.001 

I 261 (36.9) 295 (25.6)  

II 54 (7.6) 153 (13.3)  

III 115 (16.3) 293 (25.4)  

IV 277 (39.2) 412 (35.7)  

Treatment   < 0.001 

Yes 654 (92.5) 983 (85.3)  

Supportive/unknown 53 (7.5) 170 (14.7)  

NSCLC, non-small cell lung cancer;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S, performance status; 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KRAS, Kirsten rat sarcoma viral oncogene homolog; ALK, anaplastic 

lymphoma k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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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EGFR, ALK, KRAS 변이의 분포 차이  
 

전체 1860 명중 1284 명에서 EGFR 변이검사가, 1288 명에서 ALK 

변이검사가 시행되었다. Table 1 에서와 같이 비흡연자폐암에서 EGFR 

변이(57.8% vs. 24.4%)와 ALK 변이(7.8% vs. 2.8%)가 흡연자폐암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많았다. EGFR 변이 중에서, 엑손 19 결손과 엑손 21 

점돌연변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흡연자에게 많았지만 

(P<0.001), 엑손 18 과 20 의 변이는 흡연자폐암환자와 차이가 

없었다(P=0.227, P=0.167). KRAS 변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흡연자폐암에서 많이 발견되었다(5.8% vs. 9.6%). KRAS 검사는 

1089 명에서 시행되었고, 총 86(7.9%)명에서 확인되었다. KRAS 

변이는 흡연자에게서 더 높은 빈도로 발견되었다(5.8% vs. 9.6%). 총 

86 명의 KRAS 변이 중 6 명은 12 번 코돈에서 PNA clamping 

방식으로 확인하였고, 80 명은 직접 시퀀싱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Table 

2 는 시퀀싱을 통해 확인한 변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Gly12Cys 변이가 35.0%로 가장 흔했고, Gly12Asp 변이가 그 

다음이었지만, 비흡연자에게서는 Gly12Asp 변이가 가장 흔했다. 

Transition 보다는 transversion 이 흔했고, 이는 비흡연자와 

흡연자폐암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12:15 vs. 15:38, P=0.149). 총 

1153 명의 선암환자로 한정하여 EGFR, ALK, KRAS 변이의 분포를 

비교하였고(Figure 1) EGFR, ALK, KRAS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특히 EGFR 은 59.8%의 비흡연자 암환자에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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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ype and frequency of KRAS mutations according to 

smoking status in 80 patients with NSCLC 
 

KRAS  

mutations 

Nucleotide 

substitution 

Amino acid 

substitution 

Never 

smokers 

n (%) 

Ever 

smokers 

n (%) 

Total 

n (%) 

Transversion GGT>TGT Gly12Cys 6 (22.2) 22 (41.5) 
28 

(35.0) 

 GGT>GTT Gly12Val 7 (25.9) 12 (22.6) 
19 

(23.8) 

 GGT>GCT Gly12Ala 2 (7.4) 3 (5.7) 5 (6.3) 

 GGT>TTT Gly12Phe 0 1 (1.9) 1 (1.3) 

Transition GGT>GAT Gly12Asp 11 (40.7) 11 (20.8) 
22 

(27.5) 

 GGT>AGT Gly12Ser 0 2 (3.8) 2 (2.5) 

 GGC>GAC Gly13Asp 0 2 (3.8) 2 (2.5) 

 CAG>CGG Gln22Arg 1 (3.7) 0 1 (1.3) 

Total   27 53 80 

KRAS, Kirsten rat sarcoma viral oncogene homolog; NSCLC, non-small cell lung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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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requencies of driver mutations in 1153 patients with lung 

adenocarcinoma according to smoking status 

 

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KRAS, Kirsten rat 

sarcoma viral oncogene homolog; ALK, anaplastic lymphoma kinase.  

N is the number of patients with lung adenocarcinoma who were 

tested for each mutation 
 

 

제 3 절 비흡연자폐암의 생존분석  

 

분석시점에서 중앙 추적관찰기간은 14.8 개월(사분위수 범위, 6.2–26.6 

개월) 이었다. 관찰기간 중 675 (36.3%)명의 사망이 확인되었다. 

비흡연자폐암 환자의 생존이 흡연자폐암 환자보다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 관찰기간동안 비흡연자폐암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은 

도달하지 못했고, 흡연자폐암 환자는 23.9 개월(95% CI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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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개월)로 확인되었다. 2 년 생존율은 비흡연자폐암 환자가 75.8%, 

흡연자폐암 환자가 49.8%로 차이가 났다(P<0.001).   

 

 
 

Figure 2 Kaplan-Meier overall survival curves of 1860 patients 

with non-small cell lung cancer according to smoking status 

 

 

비흡연자폐암 환자군이 Table 1 에서와 같이 폐암 예후에 좋은 인자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흡연력 뿐만 아니라 나이, 성별, 조직학적 타입, 

ECOG 신체활동능력, 병기, 진단당시 증상 유무, EGFR/ALK/KRAS 

변이, 적극적인 치료 유무를 모두 보정하여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을 적용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3). 이 다변량 

분석에서도 비흡연자폐암 환자는 나은 생존율을 보였다(HR 0.624; 95% 

CI 0.460-0.848; P=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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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비흡연 편평세포암종 

 

 

제 1 절 비흡연 편평세포암종의 인구학적 분포  
 

총 379 명의 편평세포암종 폐암환자를 분석하였다. 이중 비흡연자의 

비율은 5%(19/379) 였다. 기본적인 인구학적 분포는 Table 4 와 같다. 

앞선 전체 폐암에서와 달리 성별을 제외하고는 나이, BMI, 병기, 

종양크기, 종양표지자 등에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 차이가 없었다. 

 

Table 4. Baselin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379 patients with lung 

squamous cell carcinoma  

IQR, interquartile range; CEA, carcinoembryonic antigen 

 

 
Never smoker  

(n = 19) 

Ever smoker  

(n = 360) 

P 

Value 

Median age (IQR), yr 

Male (%) 

Median body mass 

index (IQR), kg/m2 

Smoking status 

Median pack-

years (IQR) 

Final stage 

I 

II 

III 

IV 

Median tumor size  

(IQR), cm 

Median SUVmax 

(IQR) 

Median CEA (IQR) 

Median CYFRA 21-1 

(IQR) 

Median NSE (IQR) 

67 (57–73) 

9/19 (47.4%) 

21.88 (21.0–24.3) 

 

0 

 

 

 

5 (26.4%) 

1 (5.3%) 

6 (31.6%) 

7 (36.8%) 

3.85 (2.93–4.35) 

 

15 (11.55–17.0) 

 

2.9 (1.8–8.5) 

 

3.8 (2.4–6.1) 

19.85 (13.0–36.7) 

70 (65–75) 

349/360 (96.9%) 

22.77 (20.6–25.0) 

 

40 (30–50) 

 

 

 

91 (25.2%) 

68 (18.9%) 

114 (31.7%) 

87 (24.2%) 

4.00 (3.0–5.7) 

 

15.95 (11.5–20.8) 

 

2.1 (1.5–3.9) 

 

4.45 (2.49–10.15) 

17.5 (13.9–26.1) 

0.055 

< 0.001 

0.644 

 

 

0.618 

 

 

 

 

 

 

0.552 

 

0.193 
 

0.230 

 

0.517 

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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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비흡연 편평세포암종의 유전자 변이 비교  
 

19 명의 비흡연자 편평세포암종 환자 중 14 명의 샘플을 사용할 수 

있었다. 흡연자 편평세포암종 환자에서 나이와 병기를 1:1 로 매칭하여 

총 28 개의 종양샘플에서 DNA 추출하였다. 이중 2 개의 비흡연자 

편평세포암종 샘플에서 충분한 DNA 를 얻지 못해 최종 유전자 변이 

검사는 총 26 개의 샘플 (12 개의 비흡연자, 14 개의 흡연자 

편평세포암종)에서 이루어졌다. 유전자 변이 검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26 개의 샘플 중 작은 조직검사 검체는 11 개(42.3%) 였다. PGM 을 

사용하여 시퀀싱된 26 개의 편평세포암종에서 1,078 개의 

염기서열변이와 211 개의 주요암종변이가 검출이 되었다. 가장 흔한 

변이는 과오 돌연변이(missense mutation)였다. 변이가 빈번했던 

유전자는 TP53(84.6%) 이었다(Figure 3). 확인된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 차이를 비교했고 (Table 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양군 모두 TP53 에서 

가장 흔한 변이가 있었다 (비흡연자 75.0%, 흡연자 92.9%, Fisher’s 

exact P=0.306). HRAS, KRAS, EGFR, KIT, PTEN 의 변이도 비슷한 

빈도로 관찰되었다. EGFR 변이도 비흡연자와 흡연자에서 25.0%와 

14.3%로 관찰되었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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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utational profiles of lung squamous cell carcinoma in 

never smokers and ever smokers.  

Heatmap representation of individual mutations present in 26 lung 

squamous cell carcinoma samples (12 from never smokers and 14 

from ever smokers). Percentages refer to the proportion of samples 

that carried at least one mutation in the listed gen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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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genetic mutational profiles of lung 

squamous cell carcinoma based on smoking status. 
 

 
Never smoker  

(n = 12) 

Ever smoker  

(n = 14) 
P Value 

TP53, n (%) 9 (75.0) 13 (92.9) 0.306 

PTEN, n (%) 1 (8.3) 4 (28.6) 0.330 

HRAS, n (%) 7 (58.3) 10 (71.4) 0.683 

KRAS, n (%) 2 (16.7) 2 (14.3) 1.000 

MLH1, n (%) 2 (16.7) 0 (0.0) 0.203 

MET, n (%) 0 (0.0) 2 (14.3) 0.483 

CDKN2A, n (%) 0 (0.0) 4 (28.6) 0.100 

SMARCB1, n (%) 1 (8.3) 2 (14.3) 1.000 

CTNNB1, n (%) 1 (8.3) 1 (7.1) 1.000 

FGFR3, n (%) 0 (0.0) 2 (14.3) 0.483 

BRAF, n (%) 2 (16.7) 0 (0.0) 0.203 

EGFR, n (%) 3 (25.0) 2 (14.3) 0.635 

KIT, n (%) 3 (25.0) 6 (42.9) 0.429 

NOTCH1, n (%) 1 (8.3) 1 (7.1) 1.000 

IDH2, n (%) 1 (8.3) 1 (7.1) 1.000 

PDGFRA, n (%) 2 (16.7) 1 (7.1) 0.580 

STK11, n (%) 6 (50.0) 1 (7.1) 0.026 

VHL, n (%) 1 (8.3) 2 (14.3) 1.000 

PIK3A, n (%) 1 (8.3) 0 (0.0) 0.462 

FBXW7, n (%) 1 (8.3) 0 (0.0) 0.462 

APC, n (%) 0 (0.0) 2 (7.1) 0.483 

RET, n (%) 0 1 (8.3) 1.000 

ATM, n (%) 1 (8.3) 0 (0.0) 0.462 

JAK3, n (%) 1 (8.3) 0 (0.0) 0.462 

AKT1, n (%) 2 (16.7) 0 (0.0) 0.203 

PTPN11, n (%) 1 (8.3) 1 (7.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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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비흡연 편평세포암종 환자의 생존분석 
 

분석시점에서 중앙 추척관찰기간은 25.5 개월(사분위수 범위, 17.4-

32.4 개월) 이었다. 비흡연자군과 흡연자군 사이의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log-rank test, P=0.725)(Figure 4A). 나이와 병기를 보정한 

흡연자군과의 매칭을 1:3 으로 증가시켜 비교하였어도 마찬가지로 두 

군간의 생존율 차이는 없었다 (Figure 4B). 비흡연자군과 흡연자군의 

사망률은 각각 47.4%(9/19)와 50.0%(180/360) 이었다(P>0.99).  

 

 
Figure 4. Overall survival (OS) of patients with lung squamous cell 

carcinoma (SCC) based on smoking history.  

(A) OS of all lung SCC patients (n = 379). (B) OS of patients 

matched by age and stage at a 1:3 ratio (n = 76). The P value was 

calculated using the log-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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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비흡연자폐암의 위험인자분석 
 

 

제 1 절 암가족력  
 

비흡연자폐암의 위험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전향적 코호트를 구축하였고, 

흉부 CT 에서 폐암이 의심되어 검사를 진행한 503 명이 포함되었고, 

이중 최종적으로 343 명이 폐암으로 확진 되었다. 최종적으로 

양성질환으로 판정된 160 명을 대조군으로 양군을 비교하였다. Table 

6 은 양군의 인구학적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Table 6.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rospective cohort 

 BMI, body mass index 

 

Variables 
Lung cancer  

(n = 343) 

Benign  

(n = 160) 

P 

Value 

Age mean (mean±SD), yr 

Female 

BMI (mean±SD), kg/m2 

Secondhand smoke exposure 

History of any cancer 

1st degree family history of any 

cancer 

1st degree family history of lung 

cancer 

Jobs 

     No 

     Office worker 

     Field worker 

Pathology 

Adenocarcinoma 

Squamous cell carcinoma 

Large cell carcinoma 

Small cell carcinoma 

     Others 

64.9±10.3 
294 (85.7%) 

24.0±3.4 

241 (70.3%) 

25 (7.3%) 

153 (45.5%) 

 

35 (10.2%) 

 

 

92 (26.9%) 

80 (23.4%) 

170 (49.7%) 

 

316 (92.1%) 

3 (0.9%) 

2 (0.6%) 

7 (2.0%) 

15 (4.4%) 

63.6±11.7 

137 (85.6%) 

23.6±3.5 

114 (71.2%) 

15 (9.4%) 

47 (30.3%) 

 

7 (4.4%) 

 

 

38 (23.9%) 

52 (32.7%) 

69 (43.4%) 

 

 

 

 

 

 

0.228 

1.000 

0.359 

0.903 

0.530 

0.002 

 

0.043 

 

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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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직업에서 양군의 차이가 없었고, 간접흡연 노출력에서도 

양군의 차이가 없었다. 암 가족력은 1st degree 에서 조사가 되었고, 

암가족력(P=0.002)과 폐암가족력(P=0.04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폐암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암과거력은 차이가 없었다. 나이, 

성별, BMI, 간접흡연력과 직업을 보정하여 다변량 분석을 하였을 때, 

폐암발생비를 암가족력은 1.88 배(95% CI 1.24-2.88, P=0.003), 

폐암가족력은 2.58 배(95% CI 1.17-6.52, P=0.028)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7).   

 

Table 7. Multivariate analysis of lung cancer risk in never smokers 

BMI, body mass index; SHS, secondhand smoke 

Variables aOR P value 95% CI 

Age 1.01 0.343 0.99-1.03 

Female sex 0.89 0.691 0.49-1.56 

BMI 1.01 0.750 0.95-1.07 

SHS exposure 0.87 0.533 0.56-1.34 

Jobs    

No Ref.   

Office 0.66 0.152 0.37-1.16 

Field 1.10 0.704 0.66-1.83 

1st degree family history of any cancer 1.88 0.003 1.24-2.88 

Age 1.01 0.405 0.99-1.03 

Female sex 0.95 0.863 0.53-1.65 

BMI 1.02 0.564 0.96-1.08 

SHS exposure 0.88 0.566 0.57-1.35 

Jobs    

No Ref.   

Office 0.61 0.085 0.34-1.07 

Field 1.01 0.962 0.61-1.66 

1st degree family history of lung cancer 2.58 0.028 1.1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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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V 비흡연자폐암 환자의 유전적 소인 분석 

 

 

제 1 절 연구대상 환자 
 

비흡연자폐암의 유전적 소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향적 코호트 환자 중 

206 명을 새롭게 유전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더불어 4 개의 다른 

기관에서 이전에 결과가 발표되었던 유전형 데이터를 제공받아 같이 

분석하였다(Figure 5). 총 1643 명의 비흡연폐암 환자와 5383 명의 

정상대조군이 분석에 포함되었다(Table 8). YSU 에서 제공받은 

데이터에서는 조직학적 타입이 없었지만, 이외의 모든 데이터에서는 

성별, 나이, 조직학적 타입을 확인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평균나이가 각각 60.2 세와 53.5 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환자군 전체에서 선암은 86.0% 였다. 수집된 5 개 기관의 데이터 중 

SU 와 CNU 의 데이터는 과거 아시아 비흡연자 여성폐암 분석에 

포함되었던 데이터였기 때문에 21 구분하여 SNUH, SMC, YSU 을 

그룹 1 로, CNU 와 SU 을 그룹 2 로 나눠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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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low chart of GWAS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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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rs7086803 와 rs4947340 

 

5 개 기관의 데이터를 병합분석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하였고(Figure 

6), 각 기관마다 데이터의 이질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메타분석을 

위해 주성분 점수를 계산하여 보정하였고, quantile-quantile plot 에서 

게놈 팽창 계수(genomic inflation factor)가 1.008 로 1 에 매우 

근사하는 것을 확인하여 타입 1 오류가 잘 제어된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7A). Manhattan plot 에서 6 번과 10 번 염색체에서 

높은 값을 보이는 SNPs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7B). 

폐암위험과 관련있는 2 개의 유의한 SNPs 는 rs4947340 과 

rs7086803 였다. rs4947340 은 유전자를 특정지을 수 없었지만 HLA 

class II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였다(OR=1.30, 95% CI, 1.18-1.43, 

P=4.69×10-8). 또다른 SNP 인 rs7086803 은 VTI1A 유전자에 

위치하고 있었다(OR=1.32, 95% CI, 1.20-1.46, P=1.79×10-8).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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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rincipal component p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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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QQ and Manhattan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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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VTI1A AA 유전형 
 

비흡연자폐암에서 발병위험도와 관련있는 VIT1A 유전자에서 유전형에 

따른 폐암관련성을 살펴보았다 (Table 10). 우리가 찾은 rs7086803 

SNP는 이전 문헌에 보고된 바가 있어, 이전연구에 포함되었던 데이터 

(그룹2)와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 (그룹1)로 나눠서 비교하였다. 각각의 

그룹에서 VTI1A AA 유전형의 빈도가 대조군에 비해 높았고, 전체를 

합쳐서 비교했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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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성별을 보정하여 비교위험도를 확인하였고 마찬가지로 각각의 그

룹에서 VTI1A AA 유전형은 GG 유전형에 비해 폐암발생 위험도가 높

았고(그룹 1 1.68배, 그룹 2 1.87배), 전체에서도 폐암발병 위험도가 

1.71배 높음을 확인하였다(Table 11).  

 

Table 11. The age and sex adjusted odds ratio of lung cancer 

according to genotype of VTI1A. 

 

  aOR 95% CI P value 

Group 1      

 GA 1.20 1.01 – 1.41 0.036 

 AA 1.68 1.25 – 2.24 <0.001 

Group 2      

 GA 1.33 1.11 – 1.59 0.002 

 AA 1.87 1.31 – 2.66 <0.001 

Total     

 GA 1.27 1.12 – 1.43 <0.001 

 AA 1.71 1.37 – 2.13 <0.001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Group 1: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amsung Medical 

Center, Yonsei University 

Group 2: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ejo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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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VTI1A 유전형과 BMI 

 

BMI 측정값은 환자군에서는 SNUH에서 206명, 대조군 중 SNUH와 

SMC 대조군에서 2633명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었다. 환자군과 대조

군 비교에서 환자군에서 BMI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하였다

(24.1±3.6 vs. 25.0±3.2, P<0.001)(Figure 8A). VTI1A 유전형에 따

라 BMI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군과 대조군 각각에서 유

전형별로 BMI를 비교하였고, 두 군 모두에서 GG에서 AA로 변할수록 

BMI가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8B, 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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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istribution of BMI according to study population (A) and 

VTI1A genotype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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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VTI1A AA 유전형과 혈청 아디포넥틴 

 

혈청 아디포넥틴은 SNUH 환자군 206명에서 측정이 가능하였다. 아디

포넥틴과 BMI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 

데이터에서도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VTI1A AA 유전형이 

낮은 BMI이면서 혈청 아디포넥틴이 GG/GA 유전형보다 낮은지 확인하

기 위해 나이와 BMI를 보정하여 비교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VTI1A AA 유전형에서 혈청 아디포넥틴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8.84 

vs. 9.21, P=0.044)(Figure 9). 

 

 
 

Figure 9. Serum adiponectin according to VTI1A genotype 

Adjusted for age and body mass index.  

 



 

 39 

제 6 절 VTI1A 유전형에 따른 생존분석 

 

Figure 10은 비흡연자 폐암환자 206명에서 VTI1A 유전형에 따른 생존

분석을 나타낸 그림이다. VTI1A 유전형에 따라 생존곡선이 교차하지 않

고 차이가 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41).  

 

 

 
 

 Figure 10. Kaplan-Mayer survival curve according to VTI1A 

genotype in lung cancer in never smo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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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일련의 한국인 비흡연자폐암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비흡연자폐암의 

임상적 특징과 위험인자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번연구에서 비흡연자폐암

은 전체 비소세포폐암 중 38.0%를 차지하였는데, 이 수치는 대한폐암학

회 주관으로 실시된 전국조사결과인 36.7%39와 싱가포르의 32.4%5, 그

리고 일본의 32.8%4와 매우 유사하다. 기존에 잘 알려져 있던 비흡연자

폐암의 임상적 특징인 여성에 흔하고 좀더 이른 나이에 진단이 되고, 선

암이 흔하고 EGFR과 ALK 변이가 많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더

불어, EGFR 변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제 반응이 좋은 엑손 19번 

변이(26.8% vs. 11.7%, P<0.001)나 엑손 21번 변이(27.2% vs. 10.1%, 

P<0.001)가 비흡연자에게 많고 엑손 18번(2.8% vs. 1.8%)과 20번 변

이(2.9% vs. 1.8%)는 흡연자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Table 1). 

비흡연자폐암 환자의 생존율이 좋다는 보고와 그렇지 않다는 보고13가 

혼재되어 있었고, 좋다고 보고한 경우에도 EGFR이나 ALK 변이 등 좋

은 예후인자를 보정하지 않은 결과12였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인 

비흡연자폐암에서는 나이, 성별, 조직학 타입, ECOG 신체활동능력, 진단 

당시 증상 유무, 병기, 유전적 변이 (EGFR, ALK, KRAS), 적극적인 암

치료 유무 등의 예후인자를 다 보정하고도 흡연자폐암과 비교하여 유의

하게 생존율이 좋다는 결과를 얻었다 (HR 0.624, 95% CI 0.46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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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폐암의 가장 흔한 조직형은 선암이다. 하지만 소수에서 편평세

포암종도 나타나는데 (이변 연구에서는 3.5%) 이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다. 유전자 변이를 통하여 흡연자 편평세포암종과 비교하여 비흡연자 

편평세포암종의 발병기전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고, 유전자 변이 

검사는 매우 민감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법 기반의 PGM 기술을 이용

하였다. 50개의 주요 암유전자 변이를 비교하였을 때, 흡연자군과 차이

가 없었다. 양군 모두 가장 흔한 변이는 TP53이었다. 생존율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여 비흡연자 편평세포암종의 경우는 흡연자 편평세포암종

과 유전적 변이나 임상경과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해

석으로, 비흡연자 편평세포암종은 흡연자 편평세포암종과 위험인자나 발

병기전이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가장 가능한 위험요인으로는 이번 

연구에서 조사되지 못했지만 간접흡연을 추정하였다. 중국에서 발표되었

던 비흡연자 편평세포암종의 결과14에서는 전체 편평세포암종 중 14.7%

가 비흡연자였다고 보고하여 우리 결과 보다 많은 분율을 보였다. 유전

적 변이에서는 6개의 유전자만을 비교하였고 (EGFR, KRAS, HER2, 

BRAF, AKT1, PIK3CA, FGFR), 위 6개 유전자의 빈도에 차이가 있다

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우리 결과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하였던 TP53 

(흡연자 92.9%, 비흡연자 75.0%)과 같은 유전자 변이는 검사를 시행하

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 연

구에서 비흡연자 편평세포암종의 생존율이 흡연자보다 낮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좀더 큰 규모의 연구에서 다시 검증해야 할 부분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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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폐암의 잘 알려진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이고 비흡연자폐암에서도 

간접흡연이 첫번째 위험인자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간접흡연와 폐암발생

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왔고, 최근 발표된 18개의 환자대조군 연구결

과를 모아 분석한 International Lung Cancer Consortium40 연구결과와 

메타분석 연구결과41를 보면 폐암발생 교차비 추정값은 각각 1.31(95% 

CI 1.17-1.47) 과 1.163(95% CI 1.058-1.279)였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비흡연자폐암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

롯해서 전세계적으로 흡연율이 줄고 있으며42, 간접흡연 비율도 줄어드

는 추세이다43,44. 또한 간접흡연의 교차비 추정값이 1.163-1.31 정도로 

높지 않은 값을 보여주고 있어 간접흡연이 비흡연자폐암 발생을 높이지

만, 비흡연자폐암의 증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분석환자 수는 작지

만 우리의 전향적 연구에는 간접흡연과 폐암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

했다. 

이에 반해 암 또는 폐암가족력은 중요한 위험인자로, Table 12를 보면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폐암과 유의한 결과45-49를 보여주고 있으며 교

차비 또한 폐암가족력의 경우 최대 3.7까지 보고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

서도 암가족력에 대한 교차비는 1.88배, 폐암가족력에 대한 교차비는 

2.58배로 비교적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보고된 TALENT 연구 

결과50에서도 폐암가족력은 비교위험도를 1.61배 올리는 것으로 보고하

였고, 폐암발생 비율은 폐암 발생하였던 가족 수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

함을 확인하였다. TALENT 연구에서도 간접흡연이나 요리와 관련된 위

험인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비흡연자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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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높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담배와 같은 유해물질 노출보다 암 

또는 폐암가족력이 더 강하게 관여하고 있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폐암가족력과 EGFR 변이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국내 보고가 있었지만51 

이번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International Agency of Research on Cancer에서는 2013년에 실외 

공기오염과 초미세먼지(PM2.5)를 폐암발병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정하였

다52. 초미세먼지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비흡연자에게 평균 10μg/m3 

상승될 때마다 폐암사망위험이 1.15-1.27배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3. 유럽에서 시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는 폐암의 종류 중 선암과의 관련성이 더 높음을 보고하였고54, 최근 캐

나다에서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비흡연자에서 초미세먼지에 의한 폐암위

험도에서도 성별과 인종에 차이가 있는데 여성과 동양인에서 높게 발생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55. 199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

아의 초미세먼지 변화는 2009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다가 2013년

부터 서서히 호전되는 경향을 보였다56.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한다

면, 동아시아 여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비흡연자폐암의 발생이 초

미세먼지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초미세먼지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지 못하여 관련성을 알아보지 못했다.  

비흡연자폐암이 동양 여성에 많고, EGFR 변이가 흔하다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유전적 소인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 가능하고, 이를 확인하고

자 동양여성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GWAS연구 결과가 2012

년에 발표되었다21. 이 연구에는 아시아 6개국(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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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대만, 홍콩)에서 총 5510명의 여성 비흡연자폐암 환자에 대해서 

GWAS 분석을 시행하였고 3개의 중요한 SNPs을 확인하였다

(rs7086803, rs9387478 and rs2395185). 이 연구 분석에서 중국인이 

49.0% (3,239/6,609)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은 17.8% (1,173/6,609)

였다. 한국인 비흡연자만을 대상으로 발표되었던 GWAS 연구결과에서는 

염색체 2번23과 염색체 18번22의 SNP를 제시하여 서로 상이하였으며 

동일한 SNPs가 확인된 바는 없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전 발표되었던 

연구 데이터를 포함하여 가능한 많은 수의 한국인 비흡연자폐암 유전체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SNUH 206명을 Koreanchip V1.0을 사

용하여 새롭게 유전형 분석을 하였고 4개의 다른 기관 데이터를 수집하

였다. 총 1,643명의 비흡연자폐암 환자 데이터와 5,383명의 정상대조군 

데이터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수집된 4개 기관의 데이터 중 SU과 CNU 

데이터는 2012년 동아시아 비흡연자폐암 분석21에 포함되었던 데이터였

다. 우리가 시행한 GWAS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2개의 SNPs를 찾았는데 그것은 rs4947340(HLA class II region)과 

rs7086803(VTI1A)이었다(Table 9). rs4947340의 경우 대립유전자형

빈도가 0.48대 0.43으로 (OR 1.30, 95% CI 1.18-1.43, P=4.69×10-

8), rs7086803에서는 0.29대 0.24로 (OR 1.32, 95% CI 1.20-1.46, 

P=1.79×10-8)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조군에서의 

대립유전자형빈도는 CODA (http://coda.nih.go.kr)와 NCBI 데이터베이

스에서 한국인만을 추출하여 얻은 값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발견한 rs4947340은 특정 유전자와 매칭이 되지 않았지

http://coda.nih.go.kr/


 

 46 

만 6번 염색체의 HLA class II region (6p21.32)에 위치했다. 2012년 

동아시아 여성 대상으로 발표되었던 3개의 SNPs 중 rs2395185의 유

전자 위치도 HLA class II region (6p21.32)이었으며 3,173명의 일본

인 EGFR 변이 양성 선암을 분석하였을 때에도 HLA class II region 

(rs2495239, 6p21.32)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57,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인 비흡연자폐암 발생에 있어서 HLA class II region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점을 종합하면 동아시아 비흡연자

폐암 발병에 HLA class II region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결과로 해

석된다. HLA class II는 주로 외인성 항원을 CD4+ T세포에 제시하는 

과정에 관여를 하며, 종양세포에서의 HLA class II는 종양의 면역반응, 

이동, 침습, 진행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8. 비흡연자폐

암 발생이 HLA class II와 관련이 있다는 여러 증거를 통해 지역적 차

이, 특히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rs7086803(VTI1A)은 이전 동아시아 비흡연자폐암 GWAS연구에서 처

음으로 폐암과의 관련성이 알려졌고 다른 국내 연구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가 이번 연구에서 재연되었다. 겹치는 연구대상이 있기 때문에 2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해보았고, 전체 분석과 각각의 그룹으로 나눠

서 분석하였을 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슷한 교차비를 보여주었다

(Table 11). 이전 연구 대상자 중 한국인이 1,173명이었고, 이번 연구

에서 분석 대상자가 총 1,643명의 비교적 많은 환자수임을 고려하고 2

개의 연구에서 재연된 결과라면, rs7086803(VTI1A)은 한국인 비흡연

자폐암 발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SNP로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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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VTI1A AA 유전형과 폐암발생 교차비는 1.71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논의하였던 여러 문헌에서 보고된 간접흡연에 의한 교차비

(1.163-1.31)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VTI1A는 세포 내 trafficking에서 vesicular-SNARE 단백질 기능을 

하는 인트론 영역을 코딩한다. VTI1A 단백질은 신경전달물질 방출59과 

지방세포에서 아디포넥틴 분비60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GWAS 연구를 통해 VTI1A의 여러 SNPs이 다양한 암과의 연관성이 

보고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유방암(rs7903146, rs74904519)과 대장직장

암(rs11196172, rs12241008, rs10506868)이다61,62. 이번연구결과에

서 rs7086803이 비흡연자폐암 발생과 관련 있다는 중요한 근거를 추가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TI1A 유전형과 폐암발생과의 생물학적 연결고리를 알아보기 위해 앞

선 연구결과에서 지방세포에서 아디포넥틴 분비와 관련 있는 점을 주목

하였다. 아디포넥틴은 폐암발생에 있어 보호효과가 있고63 BMI와는 역의 

상관관계64,65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낮은 BMI는 폐암발생에 있어 

위험인자이다66,67. 폐암발생에 있어 아디포넥틴과 BMI와의 관계에서 

VTI1A 유전형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먼

저 VTI1A 유전형과 BMI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BMI 비교에서는 환자군에서 BMI가 통계적으로 낮게 확인되어 이번 연

구집단에서 기존의 낮은 BMI와 폐암발생 위험과의 관계가 잘 재현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8A).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VTI1A 

유전형에 따른 BMI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양군 모두에서 GG에서 AA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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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갈수록 낮은 BMI를 보여주었다(Figure 8B, 8C). 따라서 VTI1A 

AA 유전형은 폐암발생 위험이 높으면서 낮은 BMI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하였다. VTI1A AA 유전형에서 폐암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BMI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개분석(mediation analysis)을 하였는

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혈청 아디포넥틴이 

VTI1A AA 유전형일 때 더 낮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6명의 

비흡연자폐암 환자 혈청에서 아디포넥틴을 측정하여 나이와 BMI를 보정

하여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AA 유전형에서 낮음을 확인

하였다(Figure 9). 위의 결과를 토대로, VTI1A 유전형에 따라 기존에 

알려진 폐암의 위험인자인 낮은 BMI와 낮은 혈청 아디포넥틴이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GWAS 결과로 얻은 VTI1A 유전형의 

폐암발병 기전 이해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많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가장 첫번째로 단일 기관 연구로서 

결과를 전체 한국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연구에서 확인한 비흡연자폐암 비율 38.0%와 대한폐암학회 주관으

로 실시된 전국조사결과인 36.7%39와는 매우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흡연자폐암의 임상상을 비교적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로 편평세포암종 비교에서 비흡연자군 샘플수가 매우 적어서 실제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후향적 연구였기에 간접흡연 노출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세번째로 전향적 코호트 구축 당시 암가족력 조사를 1st degree까지만 

시행하여 2nd degree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해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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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로 GWAS 메타분석에서 기관마다 유전형 검사 플랫폼이 달라 주

성분 분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를 보정하여 결과를 얻었지만 

비뚤림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아디포넥틴을 환

자군 206명에서만 측정하였고 대조군에서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정상 대조군에 대해서는 혈청샘플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

다. 따라서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아디포넥틴 측정값에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지 못하였고, 정상 대조군에서도 VTI1A AA 유전형에서 아디포넥

틴 측정값이 낮은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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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비흡연자폐암 환자 비율은 전체 비소세포폐암 중 38.0%였다. 

비흡연자폐암은 흡연자폐암에 비하여 여성에 흔했고 선암이 많았고, 

EGFR 과 ALK 변이를 잘 동반했으며, 젊은 나이에 진단이 되며 다변량 

분석에서도 좋은 생존율을 보였다. 하지만 편평세포암종인 경우에는 

유전자 변이의 차이가 없었고 생존율 차이도 없었다.  

암 또는 폐암가족력이 중요한 위험인자였으며 rs7086803(VTI1A)과 

rs4947340(HLA class II region)이 비흡연자폐암 발생과 관련이 있었

다. 특히 VTI1A AA 유전형인 경우, 낮은 BMI를 보였으며 폐암환자군

에서 낮은 혈청 아디포넥틴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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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proportion of lung cancer in never smoker 

(LCINS) is increasing in Korea, but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are not well established.  

Methods: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using 

retrospective cohort of lung cancer from 2011 to 2014. In 

squamous cell carcinoma, 50 cancer-related genes were compared 

to smokers and never smokers using formalin-fixed, paraffin-

embedded tumor samples. For risk factor analysis, prospective 

cohort has been established since 2013 and a total of 342 LCINS 

were enrolled with questionnaire and blood samples. We genotyped 

206 cohort LCINS and collected raw data from 4 different genome-

wide association studies (GWAS) in the Korean population. Lung 

cancer risk were assessed through meta-analysis of GWAS. 

Normal control of GWAS were recruited from community-based 

open data of Korea. Serum adiponectin was measured from the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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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Results: Of the 1860 consecutive patients who were newly 

diagnosed non-small cell lung cancer, 707 (38.0%) were never 

smokers. The main clinical characteristics of LCINS were higher 

proportion of female (83.7%), adenocarcinoma (89.8%), young age 

(64.3 vs. 67.2 years) and early stage (stage I-II, 44.5 vs. 38.9%).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mutations (57.8% vs. 

24.4%) and anaplastic lymphoma kinase (ALK) rearrangements 

(7.8% vs. 2.8%) were more common in LICNS. Never smokers 

showed longer survival after adjusting for other variables. However, 

in cases of only squamous cell carcinoma (SCC) of never smokers, 

50 hotspot mutations were not different from smokers and overall 

survival (OS) was not differ. In lung cancer risk for never smokers, 

family history of cancer (aOR 1.88, 95% CI 1.24-2.88, P=0.003) 

and family history of lung cancer (aOR 2.58, 95% CI 1.17-6.55, 

P=0.028) were significant. To evaluate genetic susceptibility of 

LCINS, GWAS was done among 1643 LCINS (including newly 

genotyped 206 patients) and 5383 normal controls. We found two 

significant loci of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rs7086803 

(VTI1A, 10q25.2, OR=1.32, 95% CI: 1.20-1.46, P=1.79x10-8) and 

rs4947340 (HLA class II, 6p21.32, OR=1.30, 95% CI: 1.18-1.43, 

P=4.69x10-8). AA genotype of VTI1A gen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 in lung cancer compared with GG genotype 

(OR=1.63, 95% CI 1.28-2.01, P<0.001). In the analysis of 206 

LCINS, body mass index was gradually decreased from GG to GA 

and AA genotype (P=0.042), and serum adiponecti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AA genotype compared to GA/GG 

genotype (P=0.044). 

Conclusions: More than one-third of the Korean lung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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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were never smokers. LCINS shows unique clinical 

characteristics, with a large proportion of female (83.7%), 

adenocarcinoma overwhelming (89.8%), young age, early stage and 

longer OS. Also, genetic alteration in EGFR and ALK were common. 

However, in SCC, there was no difference in 50 hotspot mutations 

or OS. Family history of cancer is a significant risk factor for LCINS, 

and rs7086803 (VTI1A) and rs4947340 (HLA class II)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SNPs. In particular, the VTI1A gene AA 

type shows a decrease in serum adiponectin compared to other 

GA/GG types in LCINS. This suggests that the VTI1A genotype is 

related to adiponectin in cancer development. 

 

Keywords: Lung cancer, never smoker, risk factor, VTI1A, 

Adiponec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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