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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폐암은 흔하게 진단되는 질환이며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1,2]. 최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발

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새롭게 진단된 암환자 1,929만 명 중 220만 명

이 폐암이며, 이는 전체 암 중에서 2위인 1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1위인 유방암 11.7%와 근소한 차이의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다[3].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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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accompanying diseases of lung cancer patients are related. Through this, we aim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management of lung cancer patients and the national cancer policy.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Korean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depth Injury Survey, which was surveyed from 2006 to 2016, and among them, patients with lung cancer were selected. The major 

variable, comorbidities, were grouped based on the middle classification of the KCD-7 revisi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d χ2-test was performed to test the difference in the distribution for the presence of comorbidity. In order to analyze the association rules of comorbid-

ities, the support, confidence, and improvement of the association rules were presented and visualized using the arules package and apriori algorithm of 

the R program.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portion of patients with comorbid diseases out of 21,882 discharged patients was 82.86%, and 

an average of 2.48 ± 2.19 comorbidities was diagnosed. As a result of applying the association rules criteria of support ( > 0.01), confidence ( > 0.1), and 

lift ( > 1), 33 comorbidity patterns were found. The high association rules were “hypertensive diseases (I10-I15)” and “malignant neoplasms of ill-defined, 

secondary and unspecified sites (C76-C80)”, “diabetes mellitus (E10-E14)” and “hypertensive diseases (I10-I15)”, “malignant neoplasms of ill-defined, sec-

ondary and unspecified sites (C76-C80)” and “diabetes mellitus (E10-E14)”, “influenza and pneumonia (J09-J18)” and “hypertensive diseases (I10-I15)”, and 

so on. Conclusions: This study provides the rules related to comorbidities of lung cancer patients in Korean. It is used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lung cancer patients, and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effectively improving cancer policy. Future research on the effect on medical use or treatment 

results is needed, focusing on major comorbid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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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암 사망환자 약 996만 명 중 18.0%로 180만 명

에 가까워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중

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최근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위암, 대장직장

암에 이어서 폐암은 26,985명이 발생하여 3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암

으로 세계보건기구의 발생률 2위와 큰 차이가 없다[4]. 사망률에 있어

서는 2위인 간암 10,721명보다 월등히 높은 17,980명으로 2015년에 이

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5년 11,311명보다 58%나 늘어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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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고령화와 라돈과 같은 환경오염

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앞으로 20년 간 증가추세가 예상된다[5]. 

저선량 흉부 CT (low-dose computed tomography, LDCT)를 이용한 폐

암의 조기진단 권고와 새로운 치료법 등 임상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단기간에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암정책에 있어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이용의 변화에 관심이 커

지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폐암환자의 동반질환과 의료이용 

및 의료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폐암환자의 동반질환은 

잠재적인 치료선택을 제한하고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6]. 폐암환자의 생존율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몇몇 질환

을 제외하고는 동반질환이 생존율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7]. 폐암환자의 동반질환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

지만 연구대상의 규모와 수집방법에 따라 동반질환 유병률이 313%[6]

에서 73.3%[7] 등 다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8]. 따라서 동반질환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가보고에 의한 코호트 연구보다는 

지역사회나 국가차원의 등록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개

별 동반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harlson 동반질환 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와 같은 보정지수를 사용하기 보다는 국제적

인 질병분류 기준과 연구대상에 따라 분류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체 암환자의 동반질환을 규명한 연구에서는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세한 동반

질환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9]. 분석방법에서도 기술통계적

인 방법을 탈피하고 동반질환 간 패턴을 분석하여 숨겨진 의미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에 관심이 커지면서 인

공지능 기반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 데이

터마이닝(data mining)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0-

12]. 본 연구에서는 폐암환자의 동반질환 패턴을 분석하는데 연관성 

규칙이 적합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연관성 규칙은 Agrawal et al. [13]에 

의해 제안된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로 모수통계에서 필요한 정규

성, 선형성 등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목표변수가 없기 때문에 비

지도학습 기법으로으로 분류되며 여러 변수들 사이에서 숨겨진 패턴

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마켓팅 분야에서는 장바구니 분석으로도 알려

져 있다[14]. 연관성 규칙에서 Apriori 알고리즘이 보편적으로 널리 사

용되고 있는데, 최소 지지도와 신뢰도를 만족하는 규칙을 선별하고 향

상도 1을 초과하는 최종 연관규칙을 분석하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반질환을 1과 0으로 이분화하고 메트릭스 형태로 변

환하여 연관성 규칙 분석 적용이 가능하며 동반질환의 숨겨진 패턴을 

찾기에 유용하다[15]. 본 연구는 폐암환자의 동반질환 유병률을 평가

하고 다빈도 동반질환을 확인하여 이들 동반질환 간에 어떠한 연관관

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타당한 연구성과를 위해 전국 규모의 

다년간 누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연관성 규칙 분석을 적용하여 의미 있

는 동반질환 패턴을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퇴원한 환자 중 폐암이 주

진단(principal diagnosis)인 환자들이다.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대상의 

동반질환 연관규칙을 효과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는 통계청 승인번호 117060에 해당하는 국

가승인통계로 2005년 첫 시행된 자료에는 부진단 코드가 7개까지 수

집되었으나 이후 조사부터는 최대 20개까지 조사되었다[16]. 조사항목

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 조사자료인 2005년도

를 제외하고 2006년부터 최근까지 공개된 2016년 자료인 총 11년 간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하는 자료제공 절차

에 따라 이용계획서와 서약서를 제출하고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조사

자료 중 개인정보나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연구활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퇴원환자를 대

상으로 표본병원과 병원내 표본환자를 추출 틀로 하는 층화이단집락

추출법이 적용되어 매년 20만 건 이상의 자료가 수집된다. 본 연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인 MySQL을 이용하여 연도별 자

료를 통합하였다. 동반질환의 연관성 규칙 분석이 용이한 매트릭스 형

태로 추출하기 위해 정규화 과정을 거쳐 3개의 테이블로 이루어진 통

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부진단을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건강

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과 독립된(일차

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C97)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 최종 연구대상에 포함된 폐암 퇴원환자 총 21,882명과 이들의 동반

질환에 해당하는 부진단은 54,337건이 추출되었다.

변수정의

본 연구대상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인 주진단은 질병을 진단하

기 위해 검사 후 확인된 최종 진단을 말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가장 중요한 질환을 말하며, 때로는 이와 관련없이 새

로운 질병이 발견되고 의료자원 소모가 많은 주요 질병을 주진단으로 

선정하기도 한다[9,17]. 주진단은 퇴원 시까지 확인된 한 개의 질병이 

반드시 등록되는 중요한 병태이며, 주된병태(main condition)라 일컫는

다. 부진단은 입원기간동안 발견된 주진단 이외의 질병을 말하며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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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는 부진단이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18,19].

의료기관의 퇴원환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따라 주진

단과 부진단을 코드화하여 퇴원요약자료에 입력하게 된다. 현재 우리

나라 의료기관에서 적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7차 개정판이

며 이는 대분류 22개, 중분류 267개, 소분류 2,082개, 세분류 12,505개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인 폐암환자의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코드는 C33-C34.9이다. 폐암환자의 동반질환을 분석하기 

위해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에 입력된 최대 20개의 부진단 코드를 활

용하였는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7차 개정판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이들 질환을 그룹화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에 해당하는 나이는 생애주기별 연령그룹을 기준으

로 19-44세, 45-64세, 65-74세, 7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재원일수는 

퇴원일에서 입원일을 뺀 단입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실적통계 시 활용하는 방법이다. 수술여부는 주수술코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이원화하여 분류하였다. 기타 변수는 퇴원손상심

층조사 자료의 분류기준을 따랐으며 일부 변수에서 빈도가 적은 것은 

기타로 묶어서 분류하였다.

분석방법

앞서 설명한 통합 데이터베이스에서 structured query language 

(SQL)을 이용하여 연구대상과 관련 변수를 추출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하여 오픈소스인 R version 3.5.2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

puting, Vienna, Austria)를 활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시

행하였고 동반질환과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

였다. 통계적 검정은 5%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연관성 규칙을 분석에 활용

하였는데, R프로그램의 arules package와 apriori algorithm을 이용하여 

연관규칙에 대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였다. 

Apriori algorithm은 연관성 규칙을 탐색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발되었

으며, 사건(event)들의 발생 빈도를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다. 보건의료분야에도 임상적 의사결정, 질병요인의 탐색, 약물이용 등

에 활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20-22]. 

타당한 규칙을 찾기 위한 지표로 지지도(support), 신뢰도(confidence), 

향상도(lift)를 제시하고 있다[10]. 지지도는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

날 확률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환자 중 동반질환 A와 B가 함

께 진단된 비율로 계산될 수 있다(Equation 1). 예를 들어 지지도(고혈

압→당뇨병)가 10%라는 의미는 전체 환자 중 고혈압과 당뇨병을 함께 

진단받은 환자가 10%라는 의미이다.

신뢰도는 연관성 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A사건 중에서 B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반질환 A를 가진 환자 중

에서 동반질환 B를 가진 환자의 비율로 계산되며(Equation 2), 신뢰도

(고혈압→당뇨병)가 50%라는 의미는 고혈압을 진단받은 환자 중에서 

당뇨병도 진단받은 환자의 비율이 50%라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향상도는 연관규칙의 효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연관규칙 ‘사건 A→사건 B’에서 사건 A와 B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비해 함께 일어나는 확률을 의미한다. 즉, 동반질환 A와 B가 독

립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비교해 동시에 발생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Equation 3). 향상도(고혈압→당뇨병)가 1이라는 의미는 고혈압과 당뇨

병이 독립적으로 진단받은 것에 비해 고혈압과 당뇨병을 함께 진단받

은 비율이 같으므로 연관성이 없다는 의미이나 향상도가 2라면 두 질

병이 독립적으로 진단받는 것에 비해 함께 진단받는 것이 2배로 긍정

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동반질환의 분류기준인 중분류는 최대 267개의 질환군으로 분류

되는 본 연구의 자료 특성을 감안하여 지지도가 >1%, 신뢰도는 >10% 

기준을 적용하였다. 정제된 연관규칙을 찾기 위해서 향상도가 1을 초

과하는 항목들만 최종 채택하였다. 향상도가 1인 경우는 우연한 패

턴을 의미하며, 1미만인 경우 관련이 적은 패턴이므로 연구결과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향상도를 조절하여 주요한 연관규칙을 추가 탐색하

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반질환 유무에 따른 분포를 분석

한 결과 Table 1과 같다. 동반질환을 보유한 환자는 82.86%이며, 남자 

83.13%, 여자 82.16%로 비슷한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평균연령은 동반질환이 있는 폐암 환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

으며, 연령군별로는 65-74세 83.87%, 75세 이상 82.95%, 45-64세 82.30%, 

19-44세 77.23%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진료비 지불방법별로 동

반질환을 가진 환자의 비율은 기타가 87.68%인 반면 의료급여 2종은 

82.41%로 차이가 있었다.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의 88.67%는 동반

질환이 있었으나 외래와 기타 입원경로 환자는 각각 80.85%, 44.8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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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재원일수는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평균 5일 가량 높게 나타

났다. 환자가 입원한 의료기관의 병상별로 분석한 결과 병상이 클수록 

동반질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차이가 있었다. 치료결과에서는 사망환자와 기타가 각각 88.39%, 90.57%

로 평균보다 높고 완쾌와 치료 안함은 이보다 낮은 82.83%, 76.54%로 

분석되었다. 동반질환의 개수는 전체 환자 평균 2.48개를 보였고, 동반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군에서는 평균 3개의 동반질환이 있었다. 입원

기간 중 수술을 받은 환자보다 그렇지 않은 환자의 동반질환 비율이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lung cancer inpatients by comorbidity

Variables
Comorbidity

Total χ2 or t p
With Without

Sex 2.874 0.090
   Male 13,143 (83.13) 2,668 (16.87) 15,811 (72.26)
   Female 4,988 (82.16) 1,083 (17.84) 6,071 (27.74)
Age (y) 65.95±10.50 65.09±11.12 65.81±10.61 -4.400 <0.001
Age group (y) 25.401 <0.001
   19-44 607 (77.23) 179 (22.77) 786 (3.59)
   45-64 6,688 (82.30) 1,438 (17.70) 8,126 (37.14)
   65-74 7,076 (83.87) 1,361 (16.13) 8,437 (38.56)
   ≥75 3,760 (82.95) 773 (17.05) 4,533 (20.72)
Insurance type 3.629 0.304
   National health 16,305 (82.77) 3,393 (17.23) 19,698 (90.02)
   Medicaid I 1,559 (83.24) 314 (16.76) 1,873 (8.56)
   Medicaid II 89 (82.41) 19 (17.59) 108 (0.49)
   Others 178 (87.68) 25 (12.32) 203 (0.93)
Admission route 212.438 <0.001
   Emergency 5,110 (88.67) 653 (11.33) 5,763 (26.34)
   Outpatient 13,008 (80.85) 3,082 (19.15) 16,090 (73.53)
   Others 13 (44.83) 16 (55.17) 29 (0.13)
Treatment outcome 128.477 <0.001
   Improved 13,911 (82.83) 2,883 (17.17) 16,794 (76.75)
   Not improved 1,814 (76.54) 556 (23.46) 2,370 (10.83)
   Death 2,262 (88.39) 297 (11.61) 2,559 (11.69)
   Others 144 (90.57) 15 (9.43) 159 (0.73)
Numbers of comorbidity 3.00±2.07 - 2.48±2.19 N/A N/A
Operation 25.236 <0.001
   Yes 2,356 (79.62) 603 (20.38) 2,959 (13.52)
   No 15,775 (83.36) 3,148 (16.64) 18,923 (86.48)
ALOS (day) 13.23±17.93 8.30±9.82 12.39±16.92 -23.667 <0.001
Disposition 66.952 <0.001
   Return-home 14,734 (81.99) 3,237 (18.01) 17,971 (82.13)
   Other hospital 1,058 (84.24) 198 (15.76) 1,256 (5.74)
   Death 2,262 (88.39) 297 (11.61) 2,559 (11.69)
   Others 77 (80.21) 19 (19.79) 96 (0.44)
Bed size 334.154 <0.001
   100-299 756 (66.26) 385 (33.74) 1,141 (5.21)
   300-499 1,297 (78.09) 364 (21.91) 1,661 (7.59)
   500-999 9,879 (82.64) 2,075 (17.36) 11,954 (54.63)
   ≥1,000 6,199 (86.99) 927 (13.01) 7,126 (32.57)
Total 18,131 (82.86) 3,751 (17.14) 21,882 (100.0)

Unit: n (%) or mean±standard deviation.
ALOS, average length of stay; N/A,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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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질환 순위

연구대상자의 다빈도 동반질환을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다.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중분류를 기준으로 폐암환자의 동반질환을 0

과 1로 코딩한 후 다중응답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 21,882명 

중 1% 이상 비율을 가진 동반질환을 정렬한 결과 20개의 질환이 분석

되었다.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C76-C80)

이 동반된 비율이 7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혈압성 

질환(I10-I15) 23.82%, 당뇨병(E10-E15) 14.51%, 인플루엔자 및 폐렴(J09-

J18) 10.70% 순이었다. 이외에도 호흡계통, 위장계통, 심혈관질환을 포

함하여 대사장애, 신부전,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등이 함께 폐암과 

함께 진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질환 연관성 규칙 분석결과

폐암환자의 동반질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의 하나인 연관성 규칙을 이용하였다. 초기 모델에서는 44개의 규칙이 

분석되었으나 향상도(lift)가 1 이하인 규칙을 제외하고 지지도가 높은 

순으로 정렬한 결과 Table 3과 같이 33개의 규칙이 정리되었다. 33개의 

연관성 규칙에서 향상도는 최소 1.002 (규칙 5, 6)에서 최대 2.240 (규칙 

3, 4)까지 분포하였다(Figure 1, Table 3). 1 이하의 향상도는 우연에 의한 

규칙이거나 관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고혈압성 질환(I10-I15)과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

성 신생물(C76-C80)이 함께 동반된 규칙1과 규칙2의 지지도가 10.5%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당뇨병(E10-E14)과 고혈압성 질환

Table 2. Distribution of 20 comorbidities of study population base on mul-
tiple response

Comorbidities n %

C76-C80 Malignant neoplasms of ill-defined,  
secondary and unspecified sites

16,131 73.72

I10-I15 Hypertensive diseases 5,213 23.82
E10-E14 Diabetes mellitus 3,175 14.51
J09-J18 Influenza and pneumonia 2,341 10.70
J40-J47 Chronic lower respiratory diseases 1,925 8.80
K20-K31 Diseases of esophagus, stomach and  

duodenum
1,522 6.96

J90-J94 Other diseases of pleura 981 4.48
I30-I52 Other forms of heart disease 949 4.34
N40-N51 Diseases of male genital organs 730 3.34
D60-D64 Aplastic and other anemias 688 3.14
B90-B94 Sequelae of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630 2.88
I20-I25 Ischemic heart diseases 602 2.75
E70-E90 Metabolic disorders 601 2.75
I60-I69 Cerebrovascular diseases 572 2.61
D70-D77 Other diseases of blood and blood-forming 

organs
502 2.29

I80-I89 Diseases of veins, lymphatic vessels and 
lymph nodes, NEC

464 2.12

J95-J99 Other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456 2.08
J60-J70 Lung diseases due to external agents 432 1.97
C15-C26 Malignant neoplasms of digestive organs 422 1.93
N17-N19 Renal failure 395 1.81

Table 3. Association rules of comorbidities in patients hospitalized for lung 
cancer

No Rules Support
Confi-
dence

Lift Count

  1 I10-I15→C76-C80 0.105 0.441 1.032 2,294
  2 C76-C80→I10-I15 0.105 0.245 1.032 2,294
  3 E10-E14→I10-I15 0.076 0.533 2.240 1,669
  4 I10-I15→E10-E14 0.076 0.321 2.240 1,669
  5 E10-E14→C76-C80 0.061 0.428 1.002 1,341
  6 C76-C80→E10-E14 0.061 0.143 1.002 1,341
  7 C76-C80, E10-E14→I10-I15 0.032 0.524 2.205 703
  8 C76-C80, I10-I15→E10-E14 0.032 0.306 2.141 703
  9 J09-J18→I10-I15 0.025 0.241 1.014 558
10 I10-I15→J09-J18 0.025 0.107 1.014 558
11 J40-J47→I10-I15 0.025 0.297 1.250 542
12 I10-I15→J40-J47 0.025 0.104 1.250 542
13 K20-K31→C76-C80 0.024 0.460 1.078 529
14 J09-J18→E10-E14 0.018 0.173 1.210 401
15 E10-E14→J09-J18 0.018 0.128 1.210 401
16 I30-I52→C76-C80 0.017 0.451 1.055 378
17 D60-D64→C76-C80 0.017 0.550 1.289 377
18 K20-K31→I10-I15 0.016 0.298 1.252 342
19 J40-J47→J09-J18 0.016 0.187 1.768 341
20 J09-J18→J40-J47 0.016 0.147 1.768 341
21 J40-J47→E10-E14 0.014 0.170 1.188 310
22 I30-I52→I10-I15 0.014 0.368 1.549 309
23 E70-E90→C76-C80 0.013 0.505 1.183 286
24 N40-N51→I10-I15 0.013 0.389 1.637 281
25 I20-I25→I10-I15 0.013 0.487 2.047 275
26 I60-I69→I10-I15 0.012 0.496 2.088 271
27 C76-C80, J09-J18→I10-I15 0.011 0.255 1.074 248
28 I10-I15, J09-J18→C76-C80 0.011 0.444 1.041 248
29 C76-C80, I10-I15→J09-J18 0.011 0.108 1.023 248
30 I60-I69→C76-C80 0.011 0.449 1.051 245
31 I80-I89→C76-C80 0.011 0.536 1.254 241
32 E70-E90→I10-I15 0.011 0.419 1.761 237
33 D70-D77→C76-C80 0.011 0.468 1.096 234

C76-C80, Malignant neoplasms of ill-defined, secondary and unspecified 
sites; D60-D64, Aplastic and other anemias; D70-D77, Other diseases of 
blood and blood-forming organs; E10-E14, Diabetes mellitus; E70-E90, 
Metabolic disorders; I10-I15, Hypertensive diseases; I20-I25, Ischemic heart 
diseases; I30-I52, Other forms of heart disease; I60-I69, Cerebrovascular 
diseases; I80-I89, Diseases of veins, lymphatic vessels and lymph nodes, 
NEC; J09-J18, Influenza and pneumonia; J40-J47, Chronic lower respiratory 
diseases; K20-K31, Diseases of esophagus, stomach and duodenum; N40-
N51, Diseases of male genital org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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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0-I15)이 함께 동반한 경우(규칙 3, 4)로 지지도 7.6%이며, 당뇨병(E10-

E14)과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C76-C80)의 

지지도(규칙 5, 6)는 6.1%로 분석되었다. 규칙 1에서 6의 경우 서로 쌍방

으로 지지도가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

연관성 규칙에서 신뢰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혈액 및 조혈기관의 

기타 질환(D70-D77)이 동반된 환자중에서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C76-C80)을 함께 가지고 있는 비율이 55.0%

로 가장 높고(규칙 1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맥, 림프관 및 림프절의 

질환(I80-I89)이 있는 환자중에서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 신생물(C76-C80)이 동반된 경우(규칙 31)가 53.6%로 나타났다. 

다음은 당뇨병(E10-E14)이 있는 경우 고혈압성 질환(I10-I15)이 동반된 

경우(규칙 3)로 신뢰도 53.3%이며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 신생물(C76-C80)과 당뇨병(E10-E14)이 함께 동반된 환자 중에

서 고혈압성 질환(I10-I15)이 동반된(규칙 7) 비율은 52.4%로 분석되었

다. 대사장애(E70-E90)가 동반된 환자에서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C76-C80)이 동반된(규칙 23) 비율은 50.5%를 

보였다.

연관성 규칙에 나타난 주요 동반질환은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C76-C80), 무형성 및 기타 빈혈(D60-D64), 혈

액 및 조혈기관의 기타 질환(D70-D77), 당뇨병(E10-E14), 대사장애

(E70-E90), 고혈압성 질환(I10-I15), 허혈심장질환(I20-I25),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2), 뇌혈관질환(I60-I6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맥, 림프관 

및 림프절의 질환(I80-I89), 인플루엔자 및 폐렴(J09-J18), 만성 하부호흡

기질환(J40-J47),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K20-K31), 남성생식기관

의 질환(N40-N51)으로 요약된다.

연관성 규칙을 네트워크 그래프로 시각화한 결과 Figure 2와 같다. 

원의 크기가 클수록 지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원의 색상이 진할

수록 향상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3개 규칙을 시각화한 Figure 2A

에서 규칙 3과 4의 지지도가 2.240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규칙 7이 

2.205, 규칙 8이 2.141, 규칙 26이 2.088, 규칙 25가 2.047순으로 주요하

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연결 경로를 가지는 주요 동반질환은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C76-C80), 당뇨병

(E10-E14), 고혈압성 질환(I10-I15), 인플루엔자 및 폐렴(J09-J18)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상도 1.5 이상의 11개 연관규칙을 요약한 네트워크 

그래프는 Figure 2B와 같은데, 여기에서도 주요 동반질환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C76-C80), 당뇨병(E10-E14), 고혈압성 질

환(I10-I15)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1. Scatter plot for association rule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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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Network graph for association rules analysis. (A) 33 rules for lift 
>1, (B) 11 rules for lif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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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및 결론

폐암은 암질환 중에서도 흔하게 발병하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

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하고 있

는 실정이다[23,24]. 지금까지 예방과 치료중심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

지만 환경오염과 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폐암 발생

률과 사망률은 앞으로도 증가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25]. 이러한 상

황은 의료비 증가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폐암환자의 관리를 위

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반질환은 재원기간이나 

의료서비스 이용을 늘리거나[6]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치고[7] 있기 때

문에 질병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폐암

환자의 동반질환에 대한 연관규칙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입원암환자의 동반질환 연구를 살펴보면, 75%의 환자가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9]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8%p 가까이 높은 82.86%로 분석되어 폐암환자의 동반질환 관리가 더

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국의 Nebraska Hospital Discharge Data 

(NHDD) 자료를 이용한 폐암환자의 동반질환 유병률은 73.3%이었으

며[7], 중국의 보험청구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31.3%이었다[6]. 전자의무기록을 기반으로 65세 폐암환자 대상의 연구

에서는 77.5%로 나타나[7] 이용자료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이나 연령제한을 두거나 청구자료가 아닌 

전국 추정이 가능한 의무기록 기반의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선행연구

보다 높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학적 특성별로 동반질

환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

록,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경우, 사망환자, 입원 중 수술이 없었던 환자,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클수록 폐암환자의 동반질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암질환을 대상으로 한 연구[9]에서도 본 연

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특성을 고려하여 동반질환 발생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

는 협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암환자의 동반질환에 대하여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명

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C76-C80) 73.72%, 고혈

압성 질환(I10-I15) 23.82%, 당뇨병(E10-E14) 14.51%, 인플루엔자 및 폐렴

(J09-J18) 10.70%, 만성 하부호흡기질환(J40-J47) 8.80%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Kim [9]의 연구에서도 전이성 암을 포함한 신생물의 비율이 

가장 높고 순환기계질환, 내분비질환이 많이 동반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심혈관계질환은 폐암환자의 

23-25%에서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25,26], 흡연, 연령과 같은 

폐암의 위험요인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27,28]. 

본 연구에서는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2)과 허혈심장질환(I20-I25)

을 포함하여 고혈압성 질환(I10-I15)의 동반비율이 23.82%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duc et al. [23]의 

연구에서 암환자의 8-18%가 당뇨병이 동반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나

이, 식습관, 흡연과 같은 위험요인이 겹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당뇨병의 동반비율이 14.51%로 암환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폐암은 

연령이 높을수록 발병 가능성이 높고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폐렴에 쉽

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며 폐구균성폐

렴은 폐암발병을 높인다[29]. 본 연구에서도 폐암환자에서 10% 이상의 

폐렴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기종, 기관지확장증과 같은 만성 하부호흡기질

환(J40-J47)은 폐암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유병률이 25-50%에 이른

다[23]. 90% 이상 대부분의 원인은 앞선 공통 위험요인과 마찬가지로 

흡연이지만 이외에도 면역기능장애, 폐 미생물 군집과 DeoxyriboNu-

cleic Acid (DNA) 메틸화 및 마이크로(RiboNucleic Acid) 발현을 포함

하는 후성 유전학적 요인이 모두 관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30]. 기

타 남성생식기관의 질환(N40-N51), 무형성 및 기타 빈혈(D60-D64), 대

사장애(E70-E90) 등이 있었으나 유병률은 주요 동반질환 보다 낮은 수

준이다.

본 연구는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한 동반질환 규명에 그치지 않고 연

관관계 규칙 분석을 이용하여 이들 질환 간의 패턴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일반적으로 연관관계 규칙에서 최소 지지도와 신뢰도는 연구자료

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한다.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한 천식환자의 

연관성 규칙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지지도 ≥ 0.5%, 신뢰도 ≥80% 

기준을 적용하여 2개의 연관규칙을 도출하였다[31]. 65세 이상 폐암환

자의 동반질환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지지도 >1%, 신뢰도 >50%를 기

준으로 하였다[10].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지지

도 >1%와 신뢰도 >20%를 설정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

력하였다. 분석결과 총 33개의 규칙이 도출되었고 신뢰도가 높은 순으

로 주요 패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폐암환자 중 혈액 및 조혈기관

의 기타 질환(D70-D77)이 동반될 경우,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C76-C80)이 함께 나타날 확률이 55.0%,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정맥, 림프관 및 림프절의 질환(I80-I89)이 있는 환자 중에서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C76-C80) 동반 확

률은 53.6%로 신뢰도가 높았다. 특히 빈혈은 폐암과 만성 폐 질환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기 때문에[32,33] 폐암 환자의 예후 지표로 유용하다

는 근거가 된다. 폐암환자 중 당뇨병(E10-E14)과 고혈압성 질환(I10-I15)

이 함께 나타나는 확률은 7.6%를 차지하지만 당뇨병이 있는 환자 중에

서 고혈압의 동반비율은 5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혈압 진

단을 선제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폐암환자에서 고혈압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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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뇌경색, 심부전, 심장 부정맥 등 심혈관 합병증 유병률은 12.9-

43%에 이르며[7, 34] 뇌혈관질환과 동반된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환자는 사망률이 20% 증가된다는 보고[35]가 있으

므로 이들 동반질환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혈압성 질환(I10-

I15)은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C76-C80)과 당뇨병

(E10-E14)이 있는 환자 중에서도 동반될 확률이 52.4%에 달하기 때문

에 폐암환자의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입증하

고 있다. 대사장애(E70-E90)가 있는 환자 중에서도 이차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C76-C80)이 동반되는 비율이 50.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사장애는 당뇨병과 더불어 폐암과 함께 동반할 

경우 그렇지 않은 폐암환자에 비하여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기[35] 때

문에 더욱 철저한 환자관리가 필요하다. 다수의 연관규칙을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서 연관경로가 집중되는 주요 동반질환을 시각화하였

다(Figure 2). 33개의 전체 연관규칙에서는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C76-C80), 당뇨병(E10-E14), 고혈압성 질환(I10-

I15), 인플루엔자 및 폐렴(J09-J18)에 집중되고 향상도 >1.5의 11개 연관

규칙을 나타낸 네트워크 그래프에서는 고혈압성 질환(I10-I15)에 경로

가 집중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임상적 근거를 토대로 본 연구결과의 연관규칙을 살펴본 

바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등 주요 동반질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하다. 이를 위해 첫째, 의료기관은 이를 활용한 환자관리와 협진체계

를 구축하고 임상의사결정시스템에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적용을 제안한다. 둘째 의료기관은 그 동안 정보화 수준이 향상되고 

환자의 대용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폐암과 같은 주요 질환

의 동반질환 관리전략을 마련하는데 이와 같은 연관성 규칙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국가 암관리정책은 의료기관의 협진

체계와 진료전달체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도화하고 향후 평생건강

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을 통해 질환별 정밀의료를 발전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수집된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폐암환자의 동반질환과 이들의 패턴을 실증하여 임상적 타

당성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퇴원손상심층조사의 특성상 100병

상 미만 의료기관의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다소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전국규모 추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연관성 

규칙 분석에서 가중치를 적용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폐암환자의 질병 에피소드를 추적관찰하여 포

괄적인 동반질환의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는 코호트 연구가 진행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발생확률이 다소 낮은 지지도나 신뢰도를 보이

는 동반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의 특성상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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