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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구강암의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환자-대조군 연구

본 연구는 환자-대조군 연구(Case-control Study)를 시행하여 한국인에서의

구강암발생과 위험요인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도 5월에서 9

월 사이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한 구강암환자

41명과 상기 병원 다른 과에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 108명을 대상으로 문진 및

설문을 통한 환자-대조군 연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흡연기간과 음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구강암발생위험은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흡연량과 음주량이 증가함에 따

라 구강암발생위험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 < 0.05).

2. 구강암 발생위험에 대한 의치장착여부, 상실치 수, 식사 속도, 자극성 음식

선호 여부, 뜨거운 음료 선호 여부, 채식 선호 정도 등은 환자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과일섭취빈도가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수입이 낮을 수록,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할 수록 구강암의 발생위험도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다(P < 0.01).

3. 구강암 발생에 대한 흡연과 음주의 상협효과(synergistic effect)를 연구한

결과,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이용하였을 때 구강암 발생위험도는 1.95로서, 흡연

혹은 음주만 이용할 때보다 상협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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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구강암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서의 흡연과 음

주 및 사회경제적 요인은 구강암 발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나, 구강위생상

태 및 식이 습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흡연과 음주의

상협작용 역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핵심되는 말 : 구강암, 위험요인, 흡연,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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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암의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환자-대조군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권 호 근 부교수)

임 소 정

Ⅰ . 서 론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 5명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해마다 현저히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많은 질환

중에서도 암은 특히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질환으로서 암의 발생원인은 현재

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구강암은 신체부위 중 가장 뚜렷한 노출부위이기 때문에, 발생

시 야기되는 안모의 외관파괴, 저작과 발음 등의 기능손상은 발전된 성형기술

및 보철로도 원상회복이 어려워, 개개인의 사회적, 정서적 허탈로 인한 사회로

의 정상복귀에 어려움을 줄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적 생활여건마저 심각한 처지에 놓이게 한다(이의웅, 1986).

그러나, 이렇듯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강암도 흡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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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등의 행동요인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Johnson (1991)은 개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구강암을 스스로 자초한 질병(self-inflicted

disease)이라고 밝힌 바 있다.

Blot 등(1988)은 미국인의 구강암 발생의 4분의 3을 흡연과 음주가 기여한다

고 보고하였으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구강암 발생률이 10-12배 가량 높

다는 보고도 있다(Gupta와 Pindborg, 1982). 또한, Wynder와 Stellman (1977)은

금연기간이 길수록 구강암 발생 위험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구강암을 일으키는데 흡연과 음주 및 구강상태가 상협적으로 작용

(synergistic effect)한다는 보고가 있으며(Toshiro 등, 1996; Johnson 등, 1996a),

Graham 등(1977a)과 Maier 등(1993a)은 불량한 치아상태는 구강암의 위험을 증

가시키고, 이는 바이러스 혹은 화학적 발암물질(chemical carcinogen)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라 추정하였다.

식이 요인과 구강암에 관한 연구로서 Winn 등(1984a)은 과일 및 야채, 빵,

씨리얼의 섭취가 구강암의 위험을 줄인다고 밝혔고, 키에 비해 몸무게가 가벼운

여성에서 구강암의 발생위험이 높다고 보고했다. 또한, 흡연과 동시에 과일 섭

취가 낮은 경우 후두암 유발에 상협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De

Stefani 등, 1987). 이는 비타민 A와 카로틴, 미네랄의 섭취가 구강암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기존 연구(Marshall 등, 1982; McLaughlin 등, 1988)들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식이 요인에 관한 연구는 식이 조사 방법상의 제한점으로 인

해 결과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강암의 발생빈도는 인체에 발생하는 전체 악성종양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구강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ruger, 1984). 미국에서는 매년 3만 여명의 구강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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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고 있고 그 결과로 매년 8000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 orow itz 등, 1995a).

1998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의 보건복지지표에 따르면 우

리 나라의 경우, 1992년 현재 암환자 10만명 당 1838명이 구강암에 이환되어 있

다. 그 중 남자가 여자에서보다 구강암 발생빈도가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음주 및 흡연 비율이 높은 남성에서 구강암 발병 가능성도 훨씬 높

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1995년 현재, 한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중 63.1%가 음주를 하고 있고, 이는

1992년도와 비교해 볼 때 5.2%가 증가한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이

중, 33.6%는 주당 2-4회 이상 마시며, 남성 음주율은 83.0%로 1992년의 84.7%과

비교시 1.7%정도 감소했으나 여성의 음주율은 33.0%에서 44.6%로 3년 사이

11.6%나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1992년도 남성 음주율이 여성의 2.57배 정도였

던 것이 1995년 현재 1.86배로 점차 여성의 음주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구강암 발생과 관련이 높은 한국인의 흡연 유병율을 보면 1995년에는 20세

이상 성인남자의 73.2%가 흡연을 한다고 응답했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이 중 70%가 하루 한 갑 이상을 피운다고 답하였다. 1992년과 1995년도의

OECD자료를 보면, 3년 동안 회원국들은 적게는 0.9%(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많게

는 3%(스웨덴)까지 흡연율이 감소한 반면, 우리 나라는 0.5%의 증가를 보였으며

하루 한 갑 이상을 피는 흡연자수 역시 0.3%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

흡연자가 남성 흡연자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

리 나라의 남성 흡연자수는 여성보다 12.2배 가량 높아 남녀간 차이가 두드러지

나,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달리 여성 흡연율은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세계 87개국의 흡연율을 조사한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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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 성인 남녀의 흡연율은 남자가 68.2%, 여자가 6.7%로서, 각각 세계 1위,

69위를 차지하고 있다(WHO, 1997). 우리 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세계적으

로 높은 수위를 차지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구강암발생에 있어 흡연이 미치는 영향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으

며, 이는 가임기 여성의 철 결핍과 비타민, 미네랄의 부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Muscat 등, 1996). 즉, 구강암에 대한 흡연인자에서는 성별간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자료에서 구강암의 남녀간 비율 차이(1 : 2.8)가 흡연율의 남녀간 차이(1:

12.2)에 훨씬 못 미치는 이유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 음주율 및 흡연율

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 구강암 환자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에 있어서 구강암의 위험요인이라 여겨지는 흡연과 음

주 및 구강위생활동 등과 구강암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연구

(Case-control stu dy)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흡연과 음주 및 구강위생상태, 식이 습관, 경제적 여

건, 학력, 거주지 등의 행동적(behavioral factor), 사회경제적 요인(social factor)

과 구강암 발생과의 관련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구강암에 대한 흡연과

음주의 상협효과(synergistic effect) 및 이들이 구강암에 미치는 기여도를 조사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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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00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

한 구강암 환자 41명과 종양질환이 아닌 다른 이유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 108명을 대상으로 하여 흡연과 음주, 식이섭취양상, 구강위생상태 및 구

강위생활동, 학력 및 경제적 상태와 구강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

구를 실시하였다. 병리학적 조직검사를 통해 구강암이라 확진된 환자 중 타액선

암(ICD 142) 같은 중배엽성 조직의 암은 배제하고 혀, 입술, 치은, 점막, 인두에

생긴 편평상피세포암종(ICD 140, 141, 143, 145, 146)이라 판명된 환자만을 실험

군으로 선정하였다. 성별, 연령은 각각 집단짝짓기(frequ ency-m atching)를 통해

연세대 치대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조군을 추출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환자군과 대조군 간에 성별, 연령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총 조사대상자 중 남자는 109명(73.2%), 여자는 40명(26.8%)으로 남자가 2.73

배 많았다(Table 1). 환자군과 대조군의 평균 연령은 각각 59.4세, 57.9세였고 전

체의 평균연령은 58.8세이었다.

2. 조사방법

상기 병원에 내원한 구강암 환자는 구강악안면외과의 담당교수, 전공의가 구

두형식의 문진을 통해 과거 구강암 발병 전의 생활습관에 관해서 직접 면접 형

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각 과에서 진료대기중인 대조군 환자는 훈련과

정을 거친 2명의 조사자가 같은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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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by sex and age (unit : person, %)

Ag e
Cases Controls Total

M ale Fem ale Total Male Fem ale Total M ale Fem ale Total

< 50

51 ~ 60

61 ~ 70

70 <

5

(12.5%)

7

(17.5%)

14

(35.0%)

3

(7.5%)

1

(2.5%)

5

(12.5%)

1

(2.5%)

4

(10.0%)

6

(15.0%)

12

(30.0%)

15

(37.5%)

7

(17.5%)

18

(16.7%)

37

(34.3%)

16

(14.8%)

8

(7.4 %)

6

(5.6%)

9

(8.3%)

11

(10.2%)

3

(2.8%)

24

(22.2%)

46

(42.6%)

27

(25.0%)

11

(10.2%)

23

(15.5%)

44

(29.7%)

30

(20.3%)

11

(7.4 %)

7

(4.7%)

14

(9.5%)

12

(8.1%)

7

(4.7%)

30

(20.3%)

58

(39.2%)

42

(28.4%)

18

(12.2%)

Total
29

(72.5%)

11

(27.5%)

40

(100.0%)

79

(73.1%)

29

(26.9%)

108

(100.0%)

108

(73.0%)

40

(27.0%)

148

(100.0%)

3. 변수의 선정과 측정

흡연, 음주, 구강위생상태, 식이 습관 등의 행동요인과 경제적 여건, 교육수

준, 거주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독립 변수로 하여 환자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각 변수와 구강암 발생과의 관련성을 카이자승검정(χ2 -test)으로 검정하

였으며 각 변수마다 95%신뢰구간을 갖는 비차비(Odd s ratio)를 조사하였다. 흡

연력 조사는 pack-years에 의해 년간 흡연된 갑 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음

주의 경우, 술의 종류에 따라 소주의 알코올 농도는 25%, 맥주는 4 %, 양주는

40%로 환산하여 일치시킨 후, 마신 잔 수와 알코올 농도를 곱하여 개인당 총

알코올 섭취량을 구하였다. 또한, 비차비와 Mantel-Haenszel risk를 통하여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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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음주의 유무에 따른 상협효과(synergistic effect) 여부를 조사하였다(Graham

등, 1977b). 상협효과를 조사하는 방법에는 부가적 모형(additive m odel)과 배수

적 모형(multip licative m odel)이 있다. 부가적 모형은 두 변수의 위험치(risk)의

합에서 1을 뺀 값(Rs＋Ro－1)을 이용하며, 배수적 모형은 두 변수의 곱(Rs×Ro)

을 이용한다(Saracci, 1994). 배수적 모형은 보통 두 위험치가 1 이상일 때 많이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모형을 모두 조사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6.12 통계패키지(SAS Institu te Inc., cary, U .S.A)를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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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결과

1. 흡연과 구강암 발생과의 관련성

흡연율은 환자군이 68.6%, 대조군이 61.1%으로 나타났고 두 군간의 흡연 유

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6). 또한, 남성에서의 흡

연율은 환자군이 93.1%, 대조군이 83.5%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

한 과거 흡연력이 있었으나 현재는 비흡연자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기간

별 환자-대조군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자료에서 한 갑 이상 피

우는 흡연자는 39.4%(37명/ 94명)로 나타났다.

각 군간 흡연정도를 연간 흡연 갑 수(p ack-year)를 기준으로 분류한 후, 카이

자승검정(χ2 -test)을 시행한 결과, 흡연량이 200갑 이하일 때는 비차비가 2.52로

구강암발생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p < 0.05), 200갑 이상일 때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또한 흡연기간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흡연기

간이 증가할수록 20년 이하일 때의 비차비는 1.25, 21년 이상일 때의 비차비는

1.71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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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 p arison of cases an d controls by sm okin g d ose an d d u ration

＊ : χ2-test, P < 0.05, ** : P < 0.01

Classif ication
Cases Control s Odds

ratio

95%

C.I.p erson (%) p erson (%)

Life con sumption

(pack-y ears)

N on-sm oker

1~200

200 <

Total

13 (31.7)

16 (39.0)

12 (29.3)

41 (100.0)

41 (39.0)

20 (18.0)

47 (43.0)

108 (100.0)

1.00

2.52*

0.81

1.02-6.25

0.33-1.96

Sm ok ing D uration

(cig arettes/ y ear)

N on-sm oker

1~20

20 <

Total

13 (31.7)

19 (46.3)

9 (22.0)

41 (100.0)

42 (38.9)

49 (45.4)

17 (15.7)

108 (100.0)

1.00

1.25

1.71

0.55-2.84

0.62-4.74

2. 음주와 구강암 발생과의 관련성

음주율은 환자군이 62.5%, 대조군이 62.0%이었고, 음주유무에 있어서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기존의 통계자료에서의 63.1%와도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Table 6). 또한 여성 음주율은 환자군이

27.3%, 대조군은 24.1%로 여성에서도 두 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술의 종류에 따라 술의 양(잔 수)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의 함유 농도를

계산하여 분류하였을 때, 음주 보정치가 10 이상인 경우에 구강암 발생률은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p < 0.05)(Table 3). 음주기간에 따라서는 1~20년에서의 비차

비는 1.70으로 증가하였으나 21년 이상에서의 비차비는 0.43으로 감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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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3. Comp arison of cases and controls by alcohol dose and duration

＊ : χ2-test, P < 0.05, ** : P < 0.01

Classif ication
Cases Controls O dds

ratio

95%

C.I.person (%) p erson (%)

Alcoh ol D ose

(adjusted for al. conc.)

N onu ser

1~10

10 <

Total

16 (39.0)

15 (36.6)

10 (24.4)

41 (100.0)

46 (42.6)

55 (50.9)

7 ( 6.5)

108 (100.0)

1.00

0.78

4.11*

0.35-1.76

1.34-12.6

Alcoh ol D uration (y ear)

N onu sers

1~20

20 <

Total

14 (42.4)

9 (27.3)

10 (30.3)

33 (100.0)

29 (54.5)

11 (12.5)

48 (33.0)

88 (100.0)

1.00

1.70

0.43

0.57-5.03

0.17-1.10

3. 구강암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

행동 요인(behavioral factor)으로서 의치장착여부, 상실치아수, 식사속도, 자

극적인 음식 선호도, 뜨거운 음료 선호도, 과일섭취정도, 선호되는 음식의 종류

등의 위험요인과 구강암 발생위험정도의 관련성에 대하여 환자군과 대조군을

비교 조사하였다(Table 4).

의치장착자는 비장착자에 대해 1.5배 높은 구강암 발생 위험도를 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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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상실치아수가 5개 미만과 5개 이상의 경우 비차

비는 각각 1.11, 2.38로서 상실치아수가 증가할수록 구강암 발생 위험은 증가하

였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식사를 빨리 한다는 응답자가 그

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1.66배 높은 위험도를 보였고, 맵고 짠 자극성 음식을 즐

겨 먹는 응답자도 1.35배 높은 위험도를 보인 한편, 녹차나 커피 등 뜨거운 음

료를 즐겨 마시는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이보다 구강암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신선한 과일 섭취 빈도에 대한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비교에서 섭취빈도가

높아질수록 구강암 발생률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 < 0.01). 채식

위주의 응답자에 비하여 육식위주의 응답자의 비차비는 1.70으로 높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사회경제적 요인(socio-economic factor)으로 교육수준, 경제적 소득, 거주지

를 살펴보았으며(Table 5), 국졸이하를 저, 중졸에서 고졸사이를 중, 대졸 이상의

학력자를 고수준으로 분석하였고, 소득수준은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저,

월 1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를 중, 그 이상의 소득을 고수준으로 조사, 분석하

였다. 또한, 도시와 농촌으로 분류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결과는 교육수준과 경

제적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농촌에 살고 있을수록 구강암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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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 arison of cases and controls by behavioral factors

＊ : χ2-test P < 0.05, ** : P < 0.01

Classif ication
Cases Controls O dds

ratio

95%

C.I.p erson (%) p erson (%)
U se of D enture

N onu sers

Users

Total

26 (66.7)

13 (33.3)

39 (100.0)

81 (75.0)

27 (25.0)

108 (100.0)

1.00

1.50 0.68-3.32

M issing teeth
N one

1~5

5 <

Total

17 (42.5)

16 (40.0)

7 (17.5)

40 (100.0)

52 (49.5)

44 (41.9)

9 ( 8.6)

105 (100.0)

1.00

1.11

2.38

0.50-2.46

0.77-7.36

Fast-eating

0.78-3.56
Slowly

Fast

Total

13 (32.5)

27 (67.5)

40 (100.0)

48 (44.4)

60 (55.6)

108 (100.0)

1.00

1.66

Sp icy, Salty food preference
N ot preferable

Preferable

Total

16 (39.0)

25 (61.0)

41 (100.0)

50 (46.3)

58 (53.7)

108 (100.0)

1.00

1.35 0.65-2.80

Coffee, tea preference

(cup/ day )
N one

1 ~ 5

5 <

Total

11 (26.8)

29 (70.7)

1 ( 2.5)

41 (100.0)

27 (25.0)

78 (72.2)

3 ( 2.8)

108 (100.0)

1.00

0.91

0.82

0.40-2.07

0.08-8.75

Fresh fruit intake frequ ency

(tim es/ w eek)
N ot intake

1 ~ 4

4 <

Total

8 (19.5)

27 (65.9)

6 (14.6)

41 (100.0)

7 ( 6.5)

70 (64.8)

31 (28.7)

108 (100.0)

1.00

0.34*

0.17**

0.11-1.02

0.04-0.65

V eg etables preference

Preferable

Medium

N ot preferable

Total

13 (31.7)

10 (24.4)

18 (43.9)

41 (100.0)

53 (49.1)

15 (13.9)

40 (37.0)

108 (100.0)

1.00

2.52

1.70

0.93-6.82

0.7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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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 arison of cases and contols by socio-economic status

＊ : χ2-test, P < 0.05, ** : P < 0.01

Classif ication
Cases Controls Odds

ratio

95%

C.I.p erson (%) p erson (%)

Education

High

Middle

Low

Total

9 (22.0)

18 (43.9)

14 (34.1)

41 (100.0)

57 (54.3)

37 (35.2)

11 (10.5)

105 (100.0)

1.00

3.08*

8.06**

1.25-7.58

2.80-23.20

Incom e

High

Middle

Low

Total

5 (13.9)

16 (44.4)

15 (41.7)

36 (100.0)

21 (22.3)

61 (64.9)

12 (22.8)

94 (100.0)

1.00

1.38

6.56**

0.41-4.58

1.77-24.35

Location

Urban

Rural

Total

29 (70.7)

12 (29.3)

41 (100.0)

101 (94.4)

6 ( 5.6)

107 (100.0)

1.00

6.97** 2.41-20.17

4. 구강암에 미치는 흡연과 음주의 상호작용

흡연과 음주가 구강암에 상협적인 작용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Table

6).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흡연과 음주를 둘 다 하는 이들은 각각 51.5%,

48.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음주를 하지 않는 응답자중 흡연자는 비

흡연자에 비하여 1.07배 높은 구강암 발생 위험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또한 음주를 하는 응답자중 흡연자에서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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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도를 보였고, 이는 additive synergistic effect(1.37+1.01－1= 1.38 < 1.95)

와 multip licative synergistic effect (1.37×1.01= 1.38 < 1.95) 모두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음주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흡연유무가 구강암에 미치는 영향은 1.38의

Mantel-Haenszel risk값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Table 6. Synergistic effect of sm oking and drinking in cases and controls

＊ : χ2-test, P < 0.05, ** : P < 0.01

Classif ication
Cases Control s Odds

ratio

95%

C.I.p erson (%) p erson (%)

Sm ok ing

N o

Yes

Total

13 (32.5)

28 (67.5)

41 (100.0)

42 (38.9)

66 (61.1)

108 (100.0)

1.00

1.37 0.64-2.94

Alcoh ol

N o

Yes

Total

13 (40.6)

19 (59.4)

32 (100.0)

41 (41.0)

59 (59.0)

100 (100.0)

1.00

1.01 0.43-2.09

N o alcoh ol

N on-sm oker

Sm oker

9 (27.3)

5 (15.2)

27 (27.0)

14 (14.0)

1.00

1.07 0.30-3.81

Alcoh ol

N on-sm oker

Sm oker

2 ( 6.1)

17 (51.5)

11 (11.0)

48 (48.0)

1.00

1.95 0.39-9.70

Total 33 (100.0) 100 (100.0) 1.38 0.5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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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총괄 및 고찰

최근 들어 구강암의 위험요인(risk factor)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고, 연구결과 흡연과 음주가 구강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며 그 외

요인들로서는 식이 습관, 불량한 구강위생, 경제적 여건, 방사선조사, 가족력 등

이라 보고되고 있다(Sp itz, 1994a).

미국에서는 무연담배(sm okeless tobacco)와 구강암간의 관련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Vignesw aran, 1995; Spitz, 1994b; Stockw ell, 1986). 또

한 외국에서는 구강암이 흡연이나 음주 등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련이 크다

는 점을 인식하여 공중구강보건의 측면에서 구강암을 예방하려는 시도들을 확

대해 나가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인의 흡연과 음주의 종류 및 행

태에 맞게 시행된 연구가 거의 없었으므로, 생활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강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대중적 인식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흡연율, 음주율이 높은 우리 나라에서 구강암에 대한 역학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22개 병원을 대상으로 1986에서 1995년까지 치료를 받은 구강암 환자

중 병력기록을 이용한 김(1997a)의 연구 보고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구강암

유병 양상은 구강암 환자 중 남자는 1032명, 여자는 280명으로 약 3.7배 정도

남자에게서 호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2.64배와 차이를 보이

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료는 보건복지지표(1995)가 보고한 2.8배와는 유사하

다. 한편, 구강암 발생 연령에 관하여, 60대(32.1%)가 가장 많았고 50대(29.4%),

70대(15.7%), 40대(12.2%) 순이었던 김(1997b)의 자료와 구강암 환자가 60대

(37.5%), 50대(30.0%), 70대(17.5%), 40대(15.0%) 순으로 많았던 본 연구는 유사한

양태를 보인다. 본 자료에서는 45세 이상 되는 구강암환자가 90.2%를 차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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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의 통계수치와 유사하다(Horow itz 등, 1995b).

흡연량 분석은 개인당 연간 소비되는 갑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흡연 분석 기준은 200갑으로 하였다. 이는 50갑을 기준으로 한 Spitz 등(1988a)

의 연구 및 100갑을 기준으로 한 Franco 등(1989a)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높으

나, 이렇게 높은 이유는 우리 나라 성인남자의 흡연량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

문이다. 구강암 환자에서 남자의 흡연율이 73%라고 밝힌 기존자료(김, 1997c)에

비하여 본 연구는 89.7%(26/ 29명)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이 주로 마시는 술을 맥주, 소주, 양주로 나누어 술의 알코올함유량에

따라 음주량을 알코올 섭취량으로 일정하게 환산하였다. 음주와 흡연 모두 조사

자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3등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극성 음식 선호도, 채식선호여부, 식사속도 등 식사습관 등에 관한 문항은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면접조사는 환자들의 기

억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자료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해, 구강암 환자에서 국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59.9%를

차지한다는 기존의 자료(김, 1997d)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저학력자가

적었으며(34.1%), 거주지 역시 도시와 농촌의 비가 1:1이라는 기존자료보다 본

조사시 도시 거주자는 70.7%로 높게 나왔다. 이는 아마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이 3차 의료기관적 성격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치과병원이란 특수성

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량이 200갑 이하일 때와 음주량이 10 이상일 때는 구강암

발생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흡연량이 200갑 이상일 때와 음주량이 10 이

하일 때는 구강암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흡연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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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 구강암 발생위험도 증가한다는 기존의 문헌들과는 달리(Rao 등,

1994a; Spitz, 1988b), 뚜렷한 용량-의존적인 관련성(dose-response relationship)

은 없었다. 이는 우리 나라 20세 이상 성인남자의 흡연율이 73.2%에 반해(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8), 본 대조군 남자환자의 흡연율은 83.5%으로 높았으며, 연

당 200갑 이상을 피우는 사람들이 흡연자의 70%를 차지하는 등의 전반적으로

대조군의 높은 흡연율과 환자군의 숫자가 작은 데서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흡연기간과 음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구강암 발생위험은 증가하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조사대상에 대한 충분한 표본수가 확보되

지 않았고, 우리 나라 성인남성의 높은 흡연율이 구강암발생에 미치는 흡연의

영향을 가리기(m asking) 때문으로 추정된다.

의치장착여부와 상실치 수를 구강위생상태를 측정하는 지표(indicator)로 삼

았다(Maier 등, 1993b; Kabat 등, 1989). Winn 등(1984b)과 Franco 등(1989b)은

비장착자에 대한 의치장착자의 구강암 발생위험도는 각각 1.2, 0.8로 보고되고

있고 구강암과의 관련성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역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식이 습관, 식이 행태와 섭취되는 식이의 종류와 구강암발생 위험간의 관련

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Graham 등, 1977c; Kjæ rheim

등, 1998). 야채와 과일에는 항암작용(anticancer agent)을 한다고 알려진 비타민

B, C가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저작시 기계적인 청정효과(m echanical

cleansing)도 얻을 수 있어 구강암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왔다(Sporm 등, 1976).

또한, 뜨거운 음료 및 짠 생선이나 육류같은 nitrite와 nitrosamine 함유식품이

두경부 암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De Stefani 등, 1994; Rogers 등,

1995)가 있다. 그러나, 기존 문헌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야채와 과일의 섭

취가 많을수록 구강암 발생이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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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헌들의 결과와 본 연구 결과가 다른 이유로는, 구강암으로 확진된 이

후, 환자의 자각 및 미각의 통증으로 인해 자극성 음식을 배제하고 과일 및 야

채의 섭취를 증가시킨 때문이거나 혹은 식이 조사시 구강암 발병전이 아닌 현

재 식이 습관을 피력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낮은 민감도를 갖는 식이

조사 자체의 정확성의 한계로 인해 생긴 현상일 수도 있다.

Rao 등(1994b)에 의하면 문맹자에서의 구강암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고 보고하였으며(p<0.01), Ernster 등(1982)은 고소득자에 비해 저소득자에서 구

강암발생위험이 두 배정도 높다고 밝혔고 의료에 대한 접근도(accessibility)가

낮은 지역에서 구강암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학력수준은 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높다. 또한

낮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불량한 구강위생 및 생활습관과도 관련되며,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은 구강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구강암발

생 예측모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인이다.

본 연구는 2000년 5월에서 9월 동안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내원

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수가 작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

다. 즉, 내원객들은 병원 주변에서 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표본 선정시

편의(bias)가 발생될 수 있다(Gordis, 1996). 이는 병원을 대상으로 대조군을 선

정할 때 흔히 유발되며,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대조군 환자 중 고학력(대졸이

상)이 54.3%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설문조사시 환자 및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웅답자의 기억에 의존한 기억편향(recall bias)을 들 수 있다.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 환자군과 대조군은 과거 자신의 건강행위를 특별히 선택적으로 기억해 낼

수 있으며 기억소실의 정도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강암이 발생되기

전의 생활습관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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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정기간동안에 수집된 검사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존 병력 기록 자료들을 이용한 연구에서 흔히 보이는 정

보 오류(inform ation error)를 줄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구강암에 미치는 여러 위험요인들에 관한 본격

적인 분석역학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개인 행태가 구강암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질병예방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의 그 중요성이

있다. 추후, 특정 병원에 내원한 구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제약점

을 보완하여, 충분한 조사대상자와 조사기간이 확보된다면 구강암 발생과 관련

된 위험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질병예방 홍보 및 생활개선 프로그램, 더 나아가 국

가의 보건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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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 론

본 연구는 구강암의 주요한 역학적 위험요인(risk factor)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강암발생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Case-control Stu dy)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1. 흡연유무와 음주유무에 따른 환자군과 대조군간 구강암 발생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고, 흡연기간과 음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구강

암발생위험은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

나, 흡연량과 음주량이 증가함에 따라 구강암발생위험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

< 0.05).

2. 구강암 발생위험에 대한 의치장착여부, 상실치 수, 식사 속도, 자극성 음식

선호 여부, 뜨거운 음료 선호 여부, 채식 선호 정도 등은 환자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과일섭취빈도가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수입이 낮을 수록,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할 수록 구강암의 발생위험도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다(P < 0.01).

3. 구강암 발생에 대한 흡연과 음주의 상협효과(synergistic effect)를 연구한

결과,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이용하였을 때 구강암 발생위험도는 1.95로서, 흡연

혹은 음주만 이용할 때보다 상협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구강암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서의 흡연과 음

주 및 사회경제적 요인은 구강암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구강위생상태 및 식이 습관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흡연과 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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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협작용 역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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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T

R i s k F a c t o r s f o r Or a l C an c e r

; A C a s e - C o n t ro l S t u dy

S o - Jun g Lim , D .D .S .

D ep artm ent of D en tis try , T he Grad uate S chool, Y ons e i Univ ers ity

(D irected by A ss ociate P rof ess or H o- K e un K w on, D .D .S ., M .P .H ., P h.D .)

The p u rp ose of this stu d y w as to iden tify the relation of oral cancer an d

risk factor s su ch as sm okin g, d rin kin g, oral health statu s, oral care h abits,

dietary p attern, socio-econ om ic factor by a case-con trol stu dy . oral cancer

p atien ts an d other p atients visited Yon sei Univer sity Dental H osp ital w ere

exam in ed w ith qu estion aires from May to Sep tem ber in 2000. The nu mbers of

cases an d controls w ere 41, 108, resp ectively . Tw o grou p s w ere m atched w ith

age an d sex. The resu lts w ere as follow s :

1. The du ration s of sm okin g an d alcoh ol drinkin g w ere n ot related

significantly w ith d evelop in g oral cancer . bu t the d oses of sm okin g an d alcoh ol

increased the risk of oral cancer sign ificantly (p < 0.05).

2. Dentu re w earin g, m issin g teeth, fast-eatin g, sp icy an d salty food

p reference, coffee an d tea p referen ce, fresh fru it intake frequ en cy did n ot

significantly increase risk of oral cancer . bu t, p referen ce of vegetables, low

edu cation , d w ellin g in ru ral area rather th an u rban area increased risk of 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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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cer sign ifican tly (p < 0.01).

3. A s a regard to syn ergistic effect of sm okin g an d alcoh ol in oral can cer,

th ere w ere n ot significan t the ad ditive an d m u ltip licative relation s betw een

sm okin g w ith d rin kin g an d oral can cer .

Accordin g to the resu lts, sm okin g, alcoh ol an d socio-econ om ic factor s

significantly contribu ted to oral cancer . bu t, oral hy giene statu s, oral h ealth

care, d ietary h abits did n ot sign ificantly contribu te to oral cancer . an d ,

synergistic effect of sm okin g an d alcoh ol d id n ot significantly increase risk of

oral can cer .

Based on this stu dy, it is necessary of m ore develop ed stu dies w ith

su fficien t rep resentatives to ev alu ate risk factors in oral cancer .

Keyw ords : oral cancer, risk factor, sm oking, alcohol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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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구강암에 대한 환자군 설문지

2. 구강암에 대한 대조군 설문지



구강암에 대한 환자대조군연구 챠트 (환자군용)

환자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환자챠트

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령/ 성별 세 / 남 여
기록자

직위/ 성명

발병시 연령 세 키/ 몸무게* cm / kg

* 키와 몸무게는 발병전 성인기 동안의 평균 키와 몸무게를 기입해주십시오

1. 최종병명(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병명);

2. TN M 분류(TNM 및 Stage 분류; 1992 UICC, AJC)

Clinical T N M Stage Grouping

Pathologic pT N M Stage Grouping

3. 발병부위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9 Code
140 lip ( )
141 tongue (anterior 2/3 / posterior 1/3)
143 gum (upper / low er )
144 floor of mouth ( )
145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mouth

cheek mucosa ( )
vestibule of mouth ( )
hard palate ( )
soft palate ( )
uvula ( )
retrom olar area ( )
other specified part s (minor salivary gl. etc.) ( )

146 oropharynx ( )
147 nasopharyn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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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병 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내원까지 기간 개월

5. 발병시 증상 (복수 선택)

swelling( ), pain ( ), u lceration( ), trismu s( ), pu s discharge( ), bleeding( ),

neurologic distu rbance(p aresthesia, p aralysis)( ), 기타 ( )

6. 치료 내역; 외과적 적출술( ) 방사선 치료( ) 화학요법( ) 기타( ) 복합치료( )

1. 외과적 적출슬 : Curative Tx. Pallitive Tx.

2. 방사선 치료(전체 조사량: cGy)

3. 화학요법 (사용약제: )

4. 기타: 면역요법 (사용약제: ), 호르몬요법( ), 온열요법( ), 불명( )

5. 복합치료일 경우 순서대로 번호기입 ( , , , )

Curative Tx.: 완치를 위한 보조적 또는 예방적 치료 포함

Pallitive Tx.: 임상적으로 완치가 불가증할 경우 생명연장을 위한 처치

7. 흡연유무(sm oking histroy): 예 아니오

현재 흡연일 경우 : 개피/ 일, 흡연력: 약 년간, 흡연을 처음 시작한

│││││││

나이: 세

현재 비흡연이나 과거에 흡연력이 있는 경우

: 개피/ 일, 흡연력: 약 년간, 금연시기 년 전부터

8. 음주경력 예 아니오

음주가일 경우 음주력: 약 년간

맥주 잔/ 1주 (1병 = 2잔)

소주 잔/ 1주 (1병 = 7잔)

양주 등 증류주 잔/ 1주 (양주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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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강 상태

틀니 착용 예 아니오

소실치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소실치 _______ 개)

부러진 치아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파절치 _______ 개)

매일의 규칙적인 칫솔질 예 아니오 ( ______ 회/ 일)

10. 식습관 (발병전의 식습관에 대하여 기록하여 주십시오)

남들보다 빨리 먹는다 예 아니오

채식을 주로 하는 편임( ) 육식을 주로 하는 편임( ) 앞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

맵고 짠 자극성 음식을 좋아한다 예 아니오

신선한 과일(감귤류) 섭취 _____ 회/ 1주

뜨거운 음료 복용 커피 _____ 회/ 일 / 차 _____ 회/ 일

11. 암 가족력 예 아니오 / 암의 종류 ______________

(예라고 답한 경우, 가족관계 : ______________ )

12. 전신질환 유무 예 아니오 / 종류 ______________

13. 결혼 유무 예 아니오

14. 교육정도

① 국졸이하 _______ ② 중졸 _______

③ 고졸 _______ ④ 대졸이상 _______

15. 월평균 소득정도 (가족 모두의 상여금, 월급여, 기타소득을 합한 액)

① 100만원 이하_______ ② 100∼199만원 _______

③ 200∼299만원 _______ ④ 300∼399만원 _______

⑤ 400∼499만원 _______ ⑥ 500만원 이상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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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와 거주기간: ______________________ / 년

(예: 충청남도 금산군, 부산광역시)

17. 직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년째

(자세히 기록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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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암에 대한 환자대조군연구 챠트 (대조군용)

환자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환자챠트

번호
주민등록번호

연 령 세
기록자

직위/ 성명

성 별 남 여 키/ 몸무게* cm / kg

* 키와 몸무게는 성인기 동안(20세 ∼ 1999년도)의 평균 키와 몸무게를 기입해주십시오.

1. 내원 사유(질환명)

2. 흡연유무(sm oking histroy): 예 아니오

현재 흡연일 경우: 개피/ 일, 흡연력: 약 년간, 흡연을 처음 시작한 나

│││││││

이: 세

현재 비흡연이나 과거에 흡연력이 있는 경우

: 개피/ 일, 흡연력: 약 년간, 금연시기 년 전부터

3. 음주경력 예 아니오

음주가일 경우 음주력: 약 년간

맥주 잔/ 1주 (1병 = 2잔)

소주 잔/ 1주 (1병 = 7잔)

양주 등 증류주 잔/ 1주 (양주잔 기준)

4. 구강 상태

틀니 착용 예 아니오

소실치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소실치 _______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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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치아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파절치 _______ 개)

매일의 규칙적인 칫솔질 예 아니오 ( ______ 회 / 일)

5. 식습관

남들보다 빨리 먹는다 예 아니오

채식을 주로 하는 편임( ) 육식을 주로 하는 편임( ) 앞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

맵고 짠 자극성 음식을 좋아한다 예 아니오

신선한 과일(감귤류) 섭취 _____ 회/ 1주

뜨거운 음료 복용 커피 _____ 회/ 일 / 차 _____ 회/ 일

6. 암 가족력 예 아니오 / 암의 종류 ______________

(예라고 답한 경우, 가족관계 : ______________ )

7. 전신질환 유무 예 아니오 / 종류 ______________

8. 결혼 유무 예 아니오

9. 교육정도

① 국졸이하 _______ ② 중졸 _______

③ 고졸 _______ ④ 대졸이상 _______

10. 월평균 소득정도 (가족 모두의 상여금, 월급여, 기타소득을 합한 액)

① 100만원 이하 _______ ② 100∼199만원 _______

③ 200∼299만원 _______ ④ 300∼399만원 _______

⑤ 400∼499만원 _______ ⑥ 500만원 이상 _______

11.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와 거주기간: ______________________ / 년

(예: 충청남도 금산군, 부산광역시)

12. 직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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