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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provide evidences for effective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prostate cancer (PCa) by analyzing risk factors of prostate cancer in Korea.
Methods: This study utilized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 of patients diagnosed with PCa between 2013 and 2017 and the risk factors were identified using the health checkup records from 2009 to 2010. To identify risk factors that affect the incidence of prostate cancer,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as used to analyze. Results: The hazard ratio (HR) of incidence of PCa was 1.37 times higher (95% CI, 1.22-1.56) people with
body mass index (BMI) over 30.0 k/m2 than those with BMI below 18.5 k/m2. And age stratification analysis has shown that increased BMI at 50 years old
or older increases the risk of incidence prostate cancer from 1.35 to 2.38. Conclusions: Among the many risk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prostate cancer, BMI has been identified as a risk factor for most ag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sults of this study when establishing a policy
for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prostate cancer.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not only the prevention of early prostate cancer but also the cost of
socioeconomic loss can be lowered by lowering the incidence of prostate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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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발생률은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샘 암 순으로 전립샘 암 발생률
은 5번째이다, 앞선 4대 암 발생률은 2006년에 비해 2016년에 모두 감

전립샘 암은 남성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1,2] 연령별 발생률은 50대
부터 증가하여 70대에 최고점을 이루는 양상을 보인다[3].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남성의 암 종별 연령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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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으나, 전립샘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은 2006년 인구 10만 명당
18.3명에서 2016년 28.2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4].
이러한 전립샘 암 발생률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연수(years liv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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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 YLDs) 또한 2007년 16.17 YLDs에서 2017년 26.25 YLDs로 증

변수 설명

가하였으며, 그로 인한 장애보정 손실년수(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령, 음주, 흡연, 신체활동, 과거력, 체질량지수,

DALYs) 역시 2007년 110.22 DALYs에서 2017년 166.91 DALYs 로 점차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콜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6], 전립샘 암으로 인한 의료비용을 포함한

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HDL),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ow

사회경제적 손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density lipoprotein, LDL)은 연구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은 시점을 기

질병으로 인한 보건의료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준으로 하였다. 음주 상태는 선행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위하여 주 2회

조기발견 및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상이면서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인 사람을 고위험군으로 그렇

예산은 제한되어 있기에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예방 및 관리

지 않은 군을 비고위험군으로 정의하였으며[8], 과거력은 건강검진 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립샘 암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전립샘 특이

진에서 조사된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확인하였다.

항원검사(Prostate Specific Antigen, PSA)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국가암
검진에 전립샘 암 검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자료분석

PSA 시행이 전립샘 암 선별 및 치료에 있어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

전립샘 암 환자군과 정상군에서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 보고되어[7] 전립샘 암 검진에 대한 논의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범주형 변수는 Chi-square test를,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t-test를 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고령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

행하였다. 전립샘 암 발생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콕스

립샘 암 발생률을 낮추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였으며, Log-

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시 전립샘 암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log plot을 통해 비례위험가정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본 분석을 진행하

를 위해서는 전립샘 암 발생의 위험요인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였다. 위험비는 조위험비(Crude hazard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하겠다. 특히, 생활습관과 같은 수정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한 파악이

95% CI)와 보정한 위험비(Adjusted hazard ratio, 95% CI)로 확인하였다.

우선시 된다면,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 판

이때 추적기간은 2009년 혹은 2010년에 건강검진을 시행한 시점을 시

단된다.

작점으로 하여, 전립샘 암 발생 환자는 전립샘 암을 최초로 진단받은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민 보건의료이용 자료를

시점을 종료시점으로, 정상군은 마지막 진료 시점 또는 사망 시점을

활용하여, 전립샘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령대별로

종료시점으로 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9.4 (SAS In-

비교분석하여, 전립샘 암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의 근거를 제

stitute Inc., Cary, NC, USA)와 R 3.4 version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시하고, 특히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와 전립샘 암 발생과

였으며,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전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환자군의 평균 연령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이 64.8세로 정상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당 중등도의 신

의 2009-2017년까지의 청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09-2010년까지 일

체활동을 안 하는 비율은 환자군에서 55.6%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40세 이상의 남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연구대상자의 과거

중에서 2009-2012년까지 전립샘 암을 포함하여 모든 암 병력이 있는

병력 여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으며, 2013-2017년까지 새롭게 발생한 전

비율이 환자군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음주 고위험군

립샘 암을 확인하였다.

비율은 정상군이 더 높았으며, 1일 음주량, 흡연량 역시 환자군에 비해

전립샘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정상군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for Disease, KCD-7)를 기준으로 주상병 포함 5개의 진단명 중에 한 번

대상자의 연령대별로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40대를 분석한 결

이라도 ‘C61, 전립샘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이

과, 흡연량, BMI 평균이 환자군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체중 및

청구되고, ‘C61’이 청구될 당시 산정특례 ‘V193, V194, 암등록 환자’에

비만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허리둘레 역시 환자군

해당되는 환자만을 전립샘 암 환자로 정의하였다.

이 정상군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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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8.3
29,089 (83.7)
5,677 (16.3)
1.5± 2.0
4.9± 4.1
13,843 (40.0)
11,816 (34.1)
8,954 (25.9)
16.4 ± 7.9
19,109 (55.6)
6,579 (19.1)
4,392 (12.8)
4,319 (12.6)
13,585 (52.7)
12,172 (47.3)
21,604 (84.3)
4,026 (15.7)
23,868 (93.2)
1,745 (6.8)
24.2 ± 2.8
666 (1.9)
20,960 (60.3)
12,330 (35.5)
795 (2.3)
128.6 ± 15.2
78.7 ± 9.9
103.8 ± 26.0
193.1 ± 36.9
85.6 ± 10.0
145.7 ± 100.1
52.8 ± 28.4
114.5 ± 87.2

4,369,361 (75.5)
1,420,588 (24.5)
1.6±1.8
6.1±4.5

1,804,715 (31.3)
1,721,513 (29.9)
2,239,793 (38.8)
17.3 ±7.7

3,018,318 (52.7)
1,466,997 (25.6)
730,521 (12.8)
506,948 (8.9)

2,766,111 (71.0)
1,132,220 (29.0)

3,421,722 (87.9)
468,876 (12.1)

3,674,534 (94.5)
214,933 (5.5)
24.2 ±2.9

118,218 (2.0)
3,449,262 (59.6)
2,050,267 (35.4)
169,256 (2.9)
126.0 ±14.9
78.8 ±10.0
103.0 ±28.5
197.1 ±42.0
84.4 ±8.2
159.6 ±125.5
53.3 ±32.8
116.2 ±82.4

PC
(n =34,766)

All patients

53.7 ±10.4

Non-PC
(n = 5,789,949)

< 0.001
0.745
< 0.001
< 0.001
< 0.001
< 0.001
0.003
< 0.001

0.013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p-value

35,416 (1.5)
1,368,061 (57.7)
878,829 (37.1)
89,305 (3.8)
123.6 ± 13.8
78.4 ± 10.0
99.9 ± 26.3
200.1 ± 40.8
83.9 ± 8.1
168.3 ± 133.3
53.2 ± 31.4
118.1 ± 87.4

1,406,294 (94.8)
77,671 (5.2)
24.4 ± 3.0

1,388,861 (93.6)
94,795 (6.4)

1,274,719 (85.8)
210,196 (14.2)

1,140,672 (48.7)
754,729 (32.2)
302,478 (12.9)
144,491 (6.2)

616,907 (26.1)
632,377 (26.8)
1,113,465 (47.1)
17.9 ± 7.6

1,647,032 (69.4)
725,816 (30.6)
1.6± 1.5
6.9± 4.7

44.0 ± 3.0

Non-PC
(n = 2,372,848)

16 (1.1)
732 (51.6)
602 (42.5)
68 (4.8)
124.1 ± 13.4
78.8 ± 9.6
100.2 ± 25.2
200.2 ± 37.1
85.0 ± 7.4
165.1 ± 113.1
53.9 ± 35.0
118.1 ± 58.3

863 (92.6)
67 (7.4)
24.8 ± 2.9

860 (92.6)
69 (7.4)

729 (78.1)
205 (21.9)

674 (48.3)
455 (32.6)
195 (14.0)
72 (5.2)

381 (26.9)
424 (30.0)
610 (43.1)
18.7 ± 8.1

963 (67.9)
455 (32.1)
1.7± 1.6
7.0± 4.6

46.0 ± 2.7

PC
(n = 1,418)

40-49

0.207
0.142
0.676
0.935
< 0.001
0.290
0.461
0.958

0.001
< 0.001

0.007

0.196

< 0.001

< 0.001
0.305

0.087
0.648
0.005

< 0.001
0.221

p-value

26,639 (1.5)
1,039,857 (58.5)
662,323 (37.3)
48,437 (2.7)
125.9 ± 14.8
79.3 ± 10.1
104.8 ± 30.3
198.7 ± 41.9
84.8 ± 7.9
162.6 ± 128.9
53.3 ± 32.1
117.1 ± 84.2

1,116,502 (93.9)
72,856 (6.1)
24.3 ± 2.8

845,340 (70.9)
346,604 (29.1)
346,604 (29.1)
1,039,900 (87.4)
149,655 (12.6)

913,033 (51.9)
453,085 (25.8)
239,803 (13.6)
152,167 (8.7)

523,518 (29.6)
567,281 (32.0)
679,730 (38.4)
18.0 ± 7.9

1,330,511 (74.8)
447,422 (25.2)
18.0 ± 7.9
6.0± 4.4

53.9 ± 2.8

Non-PC
(n= 1,777,933)

234 (1.5)
9,075 (59.5)
5,589 (36.7)
347 (2.3)
128.8 ± 15.2
78.9 ± 9.8
104.3 ± 25.7
192.7 ± 36.5
85.9 ± 12.4
144.7 ± 100.4
53.1 ± 29.2
114.1 ± 94.8

10,305 (92.1)
879 (7.9)
24.3 ± 2.7

9,278 (82.9)
1,916 (17.1)

5,726 (50.9)
5,524 (49.1)

8,245 (54.6)
2,735 (18.1)
2,129 (14.1)
1,988 (13.2)

6,065 (40.0)
5,306 (35.0)
3,810 (25.1)
16.5 ± 7.4

12,817 (84.0)
2,434 (16.0)
1.6± 2.0
4.8± 4.0

64.6 ± 2.8

PC
(n= 7,201)

50-59

0.211
0.705
0.007
0.573
< 0.001
0.007
0.004
0.046

< 0.001
< 0.001

< 0.001

0.373

< 0.001

0.086
0.674

0.086
0.934
< 0.001

< 0.001
< 0.001

p-value

PC, prostate cancer;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SD, standard deviation.

Age (y)
Alcohol consumption
Non-high risk
High risk
Drinking days (wk)
Daily drinking volume (cup)
Smoking status
Non-smoker
Ex-smoker
Current smoker
Smoking volume
Exercise (time)
No
1-2
3-4
≥5
Hypertension
No
Yes
Diabetes
No
Yes
Dyslipidemia
No
Yes
BMI (Mean ± SD)
BMI (kg/m2)
<18.5
18.5-24.9
25.0-29.9
≥30.0
SBP (mmHg)
DBP (mmHg)
Fasting glucose (mg/dL)
Total cholesterol (mg/dL)
Waist circumference
Triglyceride (mg/dL)
HDL (mg/dL)
LDL (mg/dL)

Variables

Table 1. Baseline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rostate cancer diagnosis by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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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s affecting the incidence of prostate cancer according to age group
Variables
Alcohol
Non-high risk
High risk
Smoking
Non-smoker
Ex-smoker
Current
Exercise (time)
No
1-2
3-4
≥5
Hypertension
No
Yes
Diabetes
No
Yes
Dyslipidemia
No
Yes
BMI (kg/m2)
<18.5
18.5-24.9
25.0-29.9
≥30.0
Blood pressure
Non-high
High
Fasting glucose (mg/dL)
Normal (<100)
Abnormal (≥100)
Total cholesterol (mg/dL)
Normal (<200)
Middle (200-239)
High (≥240)
Waist circumference
Normal
Abnormal
Triglyceride (mg/dL)
Normal (100-149)
Middle (150-199)
High (≥200)
HDL (mg/dL)
Normal (≥60)
Abnormal (<60)
LDL (mg/dL)
Normal (<130)
Middle (130-159)
High (≥160)

Crude hazard ratio (95% CI)
All patients

40-49

50-59

60-69

70-79

≥ 80

reference
0.61 (0.59-0.63)

reference
1.09 (0.98-1.22)

reference
0.91 (0.87-0.97)

reference
0.88 (0.84-0.91)

reference
0.85 (0.8-0.91)

reference
0.96 (0.75-1.24)

reference
0.93 (0.91-0.95)
0.54 (0.53-0.56)

reference
1.09 (0.95-1.25)
0.91 (0.8-1.03)

reference
1.08 (1.02-1.15)
0.83 (0.78-0.88)

reference
1.08 (1.04-1.12)
0.81 (0.78-0.85)

reference
1.09 (1.05-1.14)
0.85 (0.81-0.9)

reference
1.09 (0.95-1.25)
0.74 (0.61-0.90)

reference
0.71 (0.69-0.73)
0.95 (0.92-0.98)
1.33 (1.29-1.38)

reference
0.99 (0.88-1.11)
1.03 (0.88-1.21)
0.81 (0.63-1.03)

reference
1.02 (0.96-1.08)
1.01 (0.94-1.09)
1.04 (0.96-1.13)

reference
1.08 (1.04-1.13)
1.17 (1.12-1.23)
1.08 (1.03-1.13)

reference
1.13 (1.07-1.2)
1.19 (1.11-1.27)
1.26 (1.19-1.33)

reference
1.23 (1.03-1.48)
1.30 (1.03-1.64)
1.26 (1.03-1.53)

reference
2.25 (2.19-2.3)

reference
1.74 (1.49-2.03)

reference
1.32 (1.24-1.4)

reference
1.26 (1.21-1.3)

reference
1.26 (1.2-1.31)

reference
1.08 (0.94-1.24)

reference
1.41 (1.36-1.46)

reference
1.15 (0.9-1.47)

reference
1 (0.92-1.09)

reference
0.99 (0.94-1.04)

reference
0.97 (0.92-1.03)

reference
0.99 (0.81-1.21)

reference
1.14 (1.09-1.2)

reference
1.2 (0.94-1.54)

reference
1.15 (1.03-1.27)

reference
1.27 (1.18-1.36)

reference
1.23 (1.11-1.36)

reference
1.75 (1.24-2.47)

reference
1.04 (0.96-1.12)
1.05 (0.97-1.14)
0.85 (0.77-0.95)

reference
1.18 (0.72-1.93)
1.56 (0.95-2.56)
1.83 (1.06-3.15)

reference
1.54 (1.21-1.97)
1.76 (1.38-2.24)
1.65 (1.25-2.18)

reference
1.41 (1.24-1.61)
1.59 (1.39-1.81)
1.54 (1.3-1.82)

reference
1.42 (1.26-1.6)
1.67 (1.48-1.89)
1.67 (1.38-2.02)

reference
1.48 (1.13-1.93)
1.85 (1.39-2.46)
2.52 (1.43-4.44)

reference
1.29 (1.26-1.33)

reference
1.12 (0.97-1.28)

reference
1.01 (0.96-1.07)

reference
0.96 (0.92-0.99)

reference
0.95 (0.91-0.99)

reference
1.01 (0.88-1.15)

reference
0.96 (0.83-1.12)

reference
1.17 (1.05-1.3)

reference
0.96 (0.92-1.01)

reference
1.01 (0.97-1.04)

reference
1.05 (1.01-1.1)

reference
0.97 (0.86-1.10)

reference
0.89 (0.87-0.91)
0.81 (0.78-0.84)

reference
1.04 (0.93-1.17)
1.11 (0.95-1.3)

reference
1.04 (0.99-1.09)
1.04 (0.97-1.12)

reference
1.03 (0.99-1.07)
1.01 (0.96-1.07)

reference
1.05 (1-1.1)
0.98 (0.91-1.05)

reference
1.06 (0.92-1.23)
1.05 (0.83-1.34)

reference
1.33 (1.3-1.36)

reference
1.25 (1.11-1.41)

reference
1.17 (1.11-1.23)

reference
1.13 (1.09-1.17)

reference
1.18 (1.13-1.23)

reference
1.16 (1.01-1.33)

reference
0.89 (0.87-0.92)
0.73 (0.71-0.75)

reference
1.02 (0.89-1.17)
0.96 (0.85-1.09)

reference
0.98 (0.92-1.04)
0.93 (0.88-0.99)

reference
0.99 (0.95-1.04)
0.92 (0.89-0.96)

reference
1.03 (0.97-1.08)
0.98 (0.93-1.04)

reference
1.04 (0.87-1.24)
1.08 (0.89-1.32)

reference
1.03 (1.01-1.06)

reference
1.01 (0.89-1.14)

reference
1.14 (1.08-1.21)

reference
1.06 (1.02-1.1)

reference
1.05 (1-1.1)

reference
1.01 (0.88-1.16)

reference
0.98 (0.96-1.01)
0.94 (0.91-0.98)

reference
0.95 (0.83-1.08)
1.18 (1-1.4)

reference
1.12 (1.06-1.18)
1.13 (1.05-1.22)

reference
1.07 (1.03-1.11)
1.05 (0.99-1.12)

reference
1.04 (0.99-1.09)
0.98 (0.9-1.06)

reference
1.15 (0.99-1.34)
1.05 (0.83-1.34)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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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actors affecting the incidence of prostate cancer according to age group.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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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령대별 분석 결과, 전 연령대에서 BMI 평균 및 BMI가 25 kg/m2
이상일 비율이 환자군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리둘레도 환자

Table 3. Hazard ratio for prostate cancer according to BMI stratified by age
group

군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Sup-

Age

plementary Table 1).

All patients

연령대별 전립샘 암 발생의 위험요인
전립샘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단변량 분석을 시행

40-49

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BMI와 허리둘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립
샘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Figure 1).
40대는 BMI가 18.5 kg/m2 미만인 사람에 비해 30 kg/m2 이상인 사람

50-59

에서 전립샘 암이 발생할 위험이 1.83배(95% CI, 1.06-3.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BMI가 18.5 kg/m2 미만인 사람에
비해 18.5-25.0 kg/m2 미만인 사람에서 전립샘 암이 발생할 위험이 1.41-

60-69

1.54배 높았으며, 25.0-30.0 kg/m 미만인 사람은 1.59-1.85배, 30.0 kg/m
2

2

이상인 사람은 1.54-2.52배 전립샘 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p < 0.05).

70-79

또한, 40대에서는 허리둘레가 정상범위(90 cm 이하)인 사람에 비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전립샘 암 발생 위험이 1.25배(95% CI, 1.11-1.41) 높
았으며,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1.13-1.1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은 전체 대상자에서 혈압이 높은 사람에서 전립샘 암 발생 위험
이 1.29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공복혈당은 40대와 70대에서 100 mg/dL
이상인 그룹이 전립샘 암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HDL을 50대와 60대에서 60 mg/dL 미만인 그룹에서, LDL은 40대와
50대에서 160 mg/dL 이상인 그룹에서 전립샘 암 발생 위험비를 높이

≥ 80

BMI (kg/m2)

Crude hazard
ratio (95% CI)

Adjusted hazard
ratio (95% CI)

< 18.5
18.5-24.9
25.0-29.9
≥ 30.0
< 18.5
18.5-24.9
25.0-29.9
≥ 30.0
< 18.5
18.5-24.9
25.0-29.9
≥ 30.0
< 18.5
18.5-24.9
25.0-29.9
≥ 30.0
< 18.5
18.5-24.9
25.0-29.9
≥ 30.0
< 18.5
18.5-24.9
25.0-29.9
≥ 30.0

reference
1.04 (0.96-1.12)
1.05 (0.97-1.14)
0.85 (0.77-0.95)
reference
1.18 (0.72-1.93)
1.56 (0.95-2.56)
1.83 (1.06-3.15)
reference
1.54 (1.21-1.97)
1.76 (1.38-2.24)
1.65 (1.25-2.18)
reference
1.41 (1.24-1.61)
1.59 (1.39-1.81)
1.54 (1.30-1.82)
reference
1.42 (1.26-1.60)
1.67 (1.48-1.89)
1.67 (1.38-2.02)
reference
1.48 (1.13-1.93)
1.85 (1.39-2.46)
2.52 (1.43-4.44)

reference
1.36 (1.23-1.49)
1.44 (1.30-1.59)
1.37 (1.20-1.56)
reference
0.98 (0.54-1.79)
1.26 (0.68-2.32)
1.80 (0.91-3.57)
reference
1.60 (1.16-2.21)
1.75 (1.26-2.42)
1.59 (1.11-2.30)
reference
1.37 (1.16-1.62)
1.48 (1.25-1.76)
1.42 (1.16-1.75)
reference
1.35 (1.17-1.56)
1.44 (1.24-1.68)
1.41 (1.12-1.76)
reference
1.49 (1.07-2.08)
1.71 (1.17-2.50)
2.38 (1.23-4.60)

BMI, body mass index; CI,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age, alcohol consumption, smoking status, exercise, hypertension, diabetes, dyslipidemia, blood pressure, fasting glucose, total cholesterol, waist circumference, triglyceride, high density lipoprotein, low
density lipoprotein.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18.5 kg/m2 미만인

연령대별 BMI 수준에 따른 전립샘 암 발생 위험비
각 연령대별로 BMI 수준에 따른 전립샘 암 발생 위험비를 분석하고

사람에 비해 그 외 BMI 그룹이 전립샘 암 발생 위험이 1.35-2.38배 가
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자,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흡연 상태, 신체활동, 과거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중

고찰 및 결론

성지방, HDL, LDL을 보정한 위험비를 산출하였다(Table 3, Figure 2,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주요 암이라 할 수 있는 폐암의 연

Supplementary Table 2).
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에서 BMI가 18.5 kg/m 미만인 사람에 비해

령표준화발생률은 2006년 인구 10만 명당 49.9명에서, 2016년 42.9명으

18.5-25.0 kg/m 미만인 사람은 전립샘 암 발생 위험이 1.36배(95% CI,

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장암은 44.5명에서 41.6명, 간암 역시 41.4명에

1.23-1.49) 높았으며, 25.0-30.0 kg/m 미만인 사람은 1.44배(95% CI, 1.30-

서 29.2명으로 주요 암 발생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4]. 그러나, 이

1.59), 30.0 kg/m 이상인 사람은 1.37배(95% CI, 1.20-1.56) 높은 것으로

와는 반대로 전립샘 암의 발생률은 다른 어떤 암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나타났다(p < 0.05).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우리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2

2

2

2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40대에서는 18.5 kg/m 미만인 사람에 비해
2

30.0 kg/m 이상인 사람이 1.8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2

있기에, 전립샘 암에 대한 예방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앞선 선행연구에서, 모든 사망에 영향을 미친 주된 위험요인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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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Hazard ratio for prostate cancer according to BMI stratified by age group. Adjusted for age, alcohol consumption, smoking status, exercise, hypertension, diabetes, dyslipidemia, blood pressure, fasting glucose, total cholesterol, waist circumference, triglyceride, high density lipoprotein, low density lipoprotein. BMI, body mass index;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으로, 위험요인 노출 감소로 인해 줄일 수 있는 장애보정 생명손실

그러나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BMI 증가가 전립샘 암 발생 위험을

(years of life loss, YLLs)을 분석한 결과 BMI가 YLLs를 가장 많이 줄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MI와 전립샘 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메타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높은 혈압, 높은 혈당 순이었다[9].

석 결과 역시, BMI가 5 kg/m2 증가할 때 전립샘 암 발생위험이 1.05배

이에, 본 연구는 전국민 의료이용 정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

높아졌으며,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BMI가 증가할수록 전립샘 암 발생

자료를 활용하여, 전립샘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령

위험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10-12]. 치료기술 개발 등으로 암환

대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BMI와 전립샘 암 발생과의 연

자의 생존율이 높아졌지만, 생산력이 가장 높을 40-50대에 전립샘 암

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것이다. 때문에,

BMI가 전립샘 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 BMI가

이른 전립샘 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중 관리가 중

증가할수록 전립샘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0대의 경

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생활습관 및 서구화된 식습관 개선이 필

우 BMI가 18.5 kg/m 미만인 그룹에 비해 30 kg/m 이상인 그룹에서

요하리라 사료된다.

2

2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8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에서는

음주와 전립샘 암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고음주군이 오히려 전립

BMI가 18.5 kg/m 미만인 그룹에 비해 18.5-25.0 kg/m 미만인 그룹이

샘 암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1.54배, 25.05-30.0 kg/m 미만인 그룹이 1.76배, 30.0 kg/m 이상일 경우

후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Kim et al. [13]의 연구결과와도 일

1.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립샘 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치하였다. 앞서 진행되었던 Subahir et al. [14]의 연구와 Thakur et al. [15]

변수들을 보정하였을 때, 40대에서는 30 kg/m 이상인 그룹에서 1.80

의 연구에서는 음주와 전립샘 암 간의 연관성은 없었으나, Zhao et al.

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16]의 음주와 전립샘 암 간의 연관성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서는 음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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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전립샘 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Incidence of Prostate Cancer

부터는 조사되지 않아 이를 고려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흡연은 여러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립샘 암 발생의

국민 보건의료이용 자료를 통하여, 전립샘 암 발생의 위험요인을 분석

위험을 높일 수 있겠으나, 분석 결과 현재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함으로써, 한국 남성의 연령대별 전립샘 암 발생의 위험요인을 파악한

전립샘 암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Kim et al. [13]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앞서 진행된 몇몇 연구에서는 흡연과 전립

고령인구의 증가, 전립샘 암 선별검사 시행, 서구화된 식습관 등 여

샘 암 간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14,17-19], Bachir et al.

러 복합적 요인에 의해 전립샘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

[12]의 연구에서는 흡연이 전립샘 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한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다. 이는 고령사회가 되면 더욱 증가할

하였다.

것이기에, 전립샘 암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

음주와 흡연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

다고 하겠다. 때문에, 보건의료정책 수립시 전립샘 암을 고려해야 함은

으나, 본 연구결과는 일반적인 위험요인 연구 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도

물론이거니와, 여러 위험요인 중 BMI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위험요

출되었으며, 앞선 선행연구들 사이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

인으로 확인된 만큼, 전립샘 암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시 이를 고

아, 향후에도 지속적인 전립샘 암의 위험요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이른 전립샘 암 발생 예방은 물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9-2012년 사이에 암을 진단 받은 사

론, 전립샘 암 발생률을 낮춰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

람을 모두 제외하였다. 때문에, 음주 및 흡연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으로 기대한다.

치는 간암, 폐암 환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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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면역계의 강화, 발암 물질에 대한 해독 효과, 항산화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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