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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대장암 환자 중 이차성 원발암이 발생한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차암 발생 및 사망 위험 요인과 생존율을 비교, 분

석한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

스병원 암센터 종양등록 사업소에 등록된 대장암만 있는 환자 5,487명과 대장

암 진단 후 이차성 원발암이 발생한 환자 401명으로 대상 환자들에 대해 후향

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차암 발생과 연관된 위험요인 분석에는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사용하였고, 대장암 환자에서 이차암 발생 여부에 따른 생존율 비교

를 위해서 카플란-마이어 방법, 콕스비례위험모형, 경쟁위험모형 또는 랜드마

크 포인트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SAS 9.2 프로그램과 R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장암 환자에서 이차암이 걸릴 위험도는 연령이 60대 이상인 경우 약 1.8

배 높았고, 여성에서 다소 높았으며, 병기가 낮은 환자에서 이차암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흡연을 하는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과거흡연자는 2배 높고 현재

흡연자는 2.4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음주를 하는 경우 이차암 발생 위험

도가 1.5배 높았으며, 암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3배 높았던 반면, 체질량지수는 

이차암 발생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장암 환자들의 형태학적 분류로는 선암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두 군 모두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장암 진단 후 주로 발생하는 이차

암의 종류는 남자에서는 위암, 폐암, 간암 순이었고 여자에서는 갑상선암, 위

암, 유방암 순이었다. 이차암의 발생 시기는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동시성 이

차암은 35.7%,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이시성 이차암은 64.3%였으며 이시성 이

차암 중 5년 이내에 발생하는 건은 59.3%였고 최대 16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장암 환자에서 사망위험도를 살펴보면 당뇨가 있는 환자는 1.2배, 저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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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환자는 1.5배 정도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차암이 있

는 대장암 환자에서 유의하게 높은 사망위험을 보였다. 특히 stage I, II인 대

장암 환자에서는 이차암이 있는 경우 이차암이 없는 환자 대비 사망위험도가 

약 1.5배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혈압, 당뇨가 있거나, 저체중인 경우

에도 사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시성 대비 동시성 이차암이 있는 대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비교

했을 때, 동시성 이차암 환자에서는 49%로 이시성 이차암 환자의 83.3%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차암의 발생 시점도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가 일개 대학병원 자료에 국한된 제한점은 있으나 대장암 진단 후 

이차암 발생과 사망 관련 요인에 대해 다양한 요인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시도한 점에 의의가 있고 대장암 환자에서 발생하는 이차암의 호발 부위와 빈

도, 발생 시기 등 임상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 이차암의 예방과 조기 진단 

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차암에 대한 검진의 필요성과 중

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되는 말 : 대장암, 이차성 원발암, 위험 요인,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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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최근 들어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악성 종양 중 

하나로, 이러한 경향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서구화된 식생활 등의 생활습관 

변화로 생각되고 있다. 2009년도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남자에서 전체 발

생암 중 대장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15.2%로 2위이며, 여자에서는 10.6%로 3위

를 차지한다(Jung, 2012). 또한 대장암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

서의 발생율이 높아 ‘선진국형 암’ 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서구 국가에서 전체 

암 사망 중 약 15%를 차지하는 제2위의 암이다. 가족력 또는 지방 섭취가 많

은 서구적인 식생활 등이 발병의 원인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대장암은,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여겨지던 위암, 간암 등의 감소 추세를 감안

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에서 발생하는 암의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

다(정승용, 2002). 최근 암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여성에는 대장암이 가장 

빈번한 암으로 집계되었다(Jung, 2012).

뿐만 아니라 최근 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다양한 진단 방법의 발전으로 

조기에 진단되어 치료하는 예가 증가하였고, 치료방법 역시 많이 발전하여 생

존 기간이 향상되고 있다. Fletcher 등의 보고에 의하면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 

환자에서는 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적절한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Fletcher, 2007). 그리고 대장암 치료는 최근 수술 기술의 발달, 항암 화학 

치료제의 개발, 표적 치료제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

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대장암 환자는 치료 후에 장기간 생존하고 있다(이상

민, 2008).

그러나 장기 생존 환자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다중 원발암(Multiple primary

cancers)에 걸릴 위험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즉, 조기에 암을 진단하고 인구가 



- 2 -

고령화 되며 암 생존자에 대하여 철저한 진단과 추적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종양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또 다른 종양을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암환자에서 타 장기 원발성 악성종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대장암에서도 마찬가지이다(Kim, 1998).

그리고 처음 발생한 암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방사선 치료, 항

암 화학요법, 호르몬 치료 등이 두 번째 암을 발생하게 할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orm, 1985; Yale, 1986). 더불어 진단기술의 

발전과 치료 기술의 향상으로 암환자의 생존기간 연장 및 완쾌가 증가함에 따

라 암 완치자 및 암환자를 추적할 기간이 확대되어 또 다른 암종이 발생할 위

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Hawkins, 2004; Robinson, 2005).

또한 이런 다중 원발암에서 새로 발생한 암이 환자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고(Einhorn, 1964; Cook, 1996; Ueno, 2003), 다중 원발암의 

특징을 파악하여 이차암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이 예후를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Yoshino, 1985).

이처럼 다중 원발암이 중요시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대장암 환자와 대장암 진단 후 이차성 

원발암이 발생한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을 비교하고 이차암 발

생 및 사망 위험요인과 생존율을 분석하여 이차암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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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한 개의 대학병원에서 대장암으로 진단된 환자 중 동시성 혹은 이시성 이차

암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을 알아보고 이차암의 

종류와 진단 시기, 이차암의 발생 및 사망 위험 요인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차암의 유무에 따른 생존율과 동시성 및 이시성 이차암에 따른 생존율

을 분석, 비교하여 이차암의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장암 환자에서 대장암 진단 후 이차성 원발암의 발생 여부에 따른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대장암 환자에서 발생한 이차성 원발암의 종류와 발생 빈도, 진단 시

기 등 임상적 특성을 알아본다.

셋째, 대장암 환자에서 이차암 발생 여부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를 비교하고,

사망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넷째, 동시성과 이시성 이차암에 따른 생존율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4 -

Ⅱ. 이론적 배경

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하며,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는 암을 결장암, 직장에 생기는 암을 직장암이라고 하고 이

를 통칭하여 대장암 혹은 결장직장암이라고 한다.

대장암의 대부분은 대장의 점막에서 발생하는 선암이고 양성 종양인 선종성 

용종에서 유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선암 이외에도 림프종, 악성 유암종, 평활

근육종 등이 원발성으로 생길 수 있다. 대장의 림프종은 전체 소화관 악성 종

양 중 1%미만이며, 소화관 림프종 중 10~20%를 차지한다. 회맹부에 잘 생기

며 증상은 선암과 동일하고 때때로 우 하복부에 종괴로 발견된다.

2011년에 발표된 한국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는 연 192,561건의 암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대장암은 남녀를 합쳐서 연 

24,986건 발생하여 전체 암 발생의 13.0%로 3위를 차지하였고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은 50.3건 이었다. 남녀의 성비는 1.52:1로 남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

다. 남자에서 연 15,068건 발생하는 대장암은 남자의 암 중에서 2위를 차지하

였고, 여자에서는 연 9,918건 발생하여, 여자의 암 중에서 갑상선암, 유방암을 

이은 3위를 차지하였다. 남녀를 합쳐서 본 연령대별로는 60대의 대장암 발생

자가 29.7%로 가장 많고, 70대가 24.9%, 50대가 22.7%의 순으로 나타났다(보건

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11).

다중 원발암(Multiple primary cancers)이란 한 환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동시에 또는 시간 간격을 두고 처음 발생한 암과는 성격을 달리하여 또 다른 

부위에서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 즉 두 가지 이상의 암이 동시적, 혹은 이시적

으로 생긴 경우로, Billroth가 1889년 최초로 다발성 원발암에 대하여 보고하고 

기준을 제시하였고(Billroth, 1889) 이후 1932년 Warren과 Gates에 의해 발표한 

기준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Warren․ Gates, 1932). 첫째 각각의 병

소는 조직학적으로 암이어야 하며, 둘째 각각은 뚜렷이 구별되어야 하며, 셋째 

서로 전이성 병소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Moertel은 다중 원발암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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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에서 발생한 경우, 다른 장기에서 발생하는 경우, 두 경우가 혼합된 경우

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대장 내에서 발생한 다중 암에 대해서는 각각의 병소

가 조직학적으로 암이며, 동시성 암에서는 두 병변 사이에 정상 점막이 존재

해야 하며 이시성 암에서는 문합부에 위치한 경우는 제외하며 한쪽 암이 다른 

암의 침윤, 재발, 전이가 아닌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첫 번째 암이 발견

된 후 동시에 또는 6개월 이내에 두 번째 암이 발견되는 경우를 동시성 암이

라 하고, 6개월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를 이시성 암이라고 정의하였다(Moertel,

1997).

다중 원발암의 발생 기전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면역학적 및 유

전적 결함, 가족력, 발암 물질에의 장기간 노출, 원발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 

및 항암제 치료 등의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다(Storm, 1985). 하지만 

아직까지 확립된 것은 없다.

대장암을 포함하는 다중 원발암의 빈도는 국내 보고에서 3.5~5.3%였으며

(Kim, 1998; Lee, 2009) 외국에서는 4.5~13.1%로 보고하고 있다(Lee, 1982;

Hayashi, 2006). 또한 대장암의 예후를 좋게 하는 인자로 이차성 원발암의 조

기 발견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김수홍, 2008), 대장암을 포함한 다중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대장암만 있는 환자에 비해 생존율이 더 나쁜 경향을 보

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Lee, 2009) 임상적으로 이차암 발생 및 사망과 

관련 있는 여러 요인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

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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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틀

Fig.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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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199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종양등록 사업소에 등록된 대장암 환자와 대장암 진단 후 이차성 원발암을 진

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대장암만 있는 환자군은 5,487명이었고, 대장암 진단 후 이차

암이 발생한 환자군은 401명이었다.

모든 대상 환자들에서 연령, 성별, 대장암 진단시기, 대장암의 병기, 대장암

의 형태학적 분류, 암 가족력, 과거 및 현재 병력인 고혈압․당뇨․폐결핵․간

염 여부, 흡연 및 음주 상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등의 인구사회학

적, 임상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의무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집하였

으며 생존율 분석을 위한 생존 여부와 사망일자도 조사하였다. 또한 대장암 

진단 후 이차암이 발생한 환자들은 이차암의 종류와 진단시기를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자료 수집 방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대장암 상병코드(C18.0~C20)를 가

지고 있는 환자와 다른 부위의 원발성 악성 종양(C00.0~C17.9, C21.0-C76.8,

C81.0-C96.9) 상병코드를 함께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다.

2) 변수 선정 방법

대상 환자들의 모든 변수는 대장암 진단 시점에 의무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집하였으며, 변수들 중 의무기록 상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일부의 

경우 결측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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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차성 원발암의 진단시기에 따른 분류

진단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시기에 진단되었거나 6개월 이내에 진단된 경우

는 Moertel의 기준에 따라 동시성 암으로 분류하고, 대장암 진단 후 6개월 이

후에 다른 부위의 암이 발견된 경우는 이시성 암으로 분류하였다(Moertel,

1997).

4) 임상적 병기 분류

대장암 병기는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AJCC) TNM 분류(6th

Edition)를 사용하였다.

5) 생존 기간

최초 진단일은 타병원 또는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외래, 입원 치료를 받

은 후 암으로 진단받은 날짜로 정하였다. 사망일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종양등록 사업소에서 전화 추적을 통하여 기록하거나, 세브란스병원 

OCS data, 입원 및 외래 의무기록을 참고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통계청에서 

수집한 사망신고서에 기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사망한 환자의 생존

기간은 암 최초진단일로부터 사망일까지로, 생존한 환자 중 계속 치료중인 경

우에는 마지막 추적일인 2012년 5월 1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고려하여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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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대장암만 있는 환자와 대장암 진단 후 이차성 원발암이 발생한 환자들의 일

반적인 특성과 임상적 특성은 범주형 자료인 경우 Chi-square test로, 연속형 

자료인 경우 t-test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대장암 진단 후 발생한 이차암의 발생과 관련된 위험 요인 분석을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차암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차암이 발생하지 않는 군에 포함되어 분석

되는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한 경쟁위험분석(Competing risk

analysis)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경쟁 위험(Competing risk)은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서로 ‘경쟁’을 

한다는 뜻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 나타나며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때 관심사건의 발생은 경쟁 사건의 발생을 고

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경쟁위험모형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적용

되었다. 즉, 관심 사건의 발생은 경쟁 사건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으면 통계적

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위험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atagopan, 2004; Lau, 2009).

대장암만 있는 환자와 대장암 진단 후 이차성 원발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에 

대한 생존기간 비교와 동시성과 이시성 이차암에 따른 생존기간의 차이는 로

그 순위 검정법(log-rank test)으로 비교하였고, 5년 생존율은 Kaplan-Meier 방

법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혼란변수 통제를 위하여 콕스의 비례위험 회귀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으로 사망에 대한 상대위험도를 추정하였다. 또한 이차암이 

발생하기 전에 일찍 사망한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바이어스를 배제한 

후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한 환자는 제외하고 분석하는 방법인 랜드마크 분석

(Landmark analysis)을 이용하여 이차암 발생 여부에 따른 사망위험도를 비

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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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분석 방법은 비교군 간의 시간, 사건의 결과 비교 분석에서 주로 

발생하는 바이어스를 보정하기 위해 의학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분석 방

법이다. 이차암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의 생존율을 비교할 때, 일반

적인 생존분석 방법으로 생존 기간을 비교하면 이차암이 발생한 군에 유리한 

바이어스가 발생하여 이차암이 발생한 군의 생존 기간이 더 긴 것처럼 잘 못 

해석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Anderson, 1983; Dafni, 2011). 즉,

선택한 특정 시점(landmark point)에서 이차암 발생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고 

이 시점 전에 사망한 환자는 분석에서 제외한 후 이차암 발생 군과 이차암이 

발생하지 않은 군의 생존 기간을 분석함으로써 사망한 환자가 이차암이 발생

하지 않은 군에 포함되어 분석되는 바이어스를 배제하여 보다 정확한 생존 분

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차암의 발생 여부에 따른 대장암 

환자에서의 생존율을 랜드마크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9.2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은 p<0.05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경쟁위험분석(Competing

risk analysis)은 R-프로그램의 cmprsk 패키지를 이용했다(Lau,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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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전체 대장암 환자는 

5,888명이고 이 중 대장암 진단 후 이차암이 발생한 환자는 401명으로 전체 

대장암 환자에서 6.8%를 차지했다. Table 1은 대장암만 진단받은 환자 5,487명

과 대장암 진단 후 이차암이 발생한 환자 401명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질병 과거력 및 임상적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이차암이 발생한 대장암 환자군은 대장암만 있는 환자군에 비해서 연령이 

다소 높았고 (중앙나이 60세 대비 63세, p<0.0001), 남성의 비율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2).

대장암 stage 비교에서는 이차암이 발생한 군이 대장암만 있는 군에 비해 

TNM stage Ⅰ과 Ⅱ의 낮은 병기를 가진 비율이 10%이상 더 많았다. TNM

stage Ⅲ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나 stage Ⅳ는 대장암만 있는 군이 21.5%, 이차

암이 발생한 군이 9%로 이차암이 발생한 군에 비해 대장암만 있는 군이 높은 

병기를 가진 비율이 더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P<.0001).

대장암의 형태학적 분류에서는 두 군 모두 선암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외에도 점액성 및 장액성 암종, 기타 암종,

림포마 등이 있었다. 두 군의 형태학적 분류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과거 및 현재 병력에서 차이를 비교해보면 이차암이 발생한 군이 대장암만 

있는 군에 비해 고혈압, 당뇨, 폐결핵, 간염이 있는 경우가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당뇨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군의 암 가족력 여부를 비교하면 대장암만 있는 군에서 암 가족력이 있

는 경우가 16.3%인데 반해 이차암이 발생한 군은 35.9%로 2배 이상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암 가족력 종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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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두 군 모두 위암과 대장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간, 폐, 췌장, 자궁, 유방 암 등의 가족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

다.

흡연 상태 및 음주 상태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흡연자는 대장암만 있는 군이 

이차암이 발생한 군에 비해 15%정도 많았으나 과거흡연과 현재 흡연의 경우

에는 이차암이 발생한 군에서 20%이상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군의 체질량지수(BMI) 분포에서는 대장암만 있는 군이 이차암이 발생한 

군에 비해 저체중 환자(BMI < 18.5kg/㎡)가 다소 많고 정상체중(18.5≤BMI

<23kg/㎡), 과체중(23≤BMI <25kg/㎡), 비만(BMI≥25kg/㎡)의 분포는 이차암

이 발생한 군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

니었다(P=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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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lorectal cancer only Second primary cancer

P-value(n=5,487) (n=401)

count (%) count (%)

Age (years)

Median (range) 60 (7-94) 63 (29-82) <.0001

<50 1,184 (21.6) 61 (15.2) <.0001

50-59 1,486 (27.1) 84 (21.0)

60-69 1,817 (33.1) 161 (40.1)

>=70 1,000 (18.2) 95 (23.7)

Sex 0.002

Male 3,294 (60.0) 273 (68.1)

Female 2,193 (40.0) 128 (31.9)

TNM stage <.0001

Ⅰ 480 (10.0) 46 (13.0)

Ⅱ 1,542 (32.0) 153 (43.3)

Ⅲ 1,620 (33.6) 118 (33.4)

Ⅳ 1,181 (24.5) 36 (10.2)

Cell type 0.003

Adenocarcinoma 4,701 (91.9) 350 (90.9)

Mucinous & serous carcinoma 309 (6.0) 21 (5.5)

Other carcinoma 38 (0.7) 9 (2.3)

Lymphoma 36 (0.7) 1 (0.3)

Other 33 (0.6) 4 (1.0)

Hypertension <.0001

No 3,870 (76.3) 264 (66.7)

Yes 1,203 (23.7) 132 (33.3)

Diabet mellitus 0.270

No 4,496 (88.6) 343 (86.6)

Yes 579 (11.4) 53 (13.4)

Pulmoray tuberculosis 0.022

No 4,614 (91.0) 346 (87.4)

Yes 457 (9.0) 50 (12.6)

Hepatitis B or C 0.002

No 4,850 (95.7) 365 (92.2)

Yes 218 (4.3) 31 (7.8)

Table 1. Comparison of clinicopathological features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and without a second primary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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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lorectal cancer only Second primary cancer

p value(n=5,487) (n=401)

count (%) count (%)

Family history of cancer <.0001

No 4,205 (83.7) 252 (64.1)

Yes 817 (16.3) 141 (35.9)

Stomach (28.9) (26.6)

Colorectum (22.2) (27.7)

Liver (10.4) (8.1)

Lung (10.1) (8.7)

Pancreas (5.6) (4.6)

Uterus & cervix (5.5) (4.0)

Breast (3.5) (4.0)

Esophagus (2.0) (0.6)

Bladder (1.8) (1.2)

Larynx (1.6) (2.3)

Other (8.6) (12.1)

Smoking status <.0001

Non-smoker 3,453 (70.2) 191 (48.7)

Ex-smoker 488 (9.9) 67 (17.1)

Current-smoker 980 (19.9) 134 (34.2)

Alcohol consumption <.0001

Non-drinker 3,283 (66.7) 185 (47.3)

Ex-drinker 238 (4.8) 29 (7.4)

Current-drinker 1,398 (28.4) 177 (45.3)

Body mass index (kg/㎡) 0.522

<18.5 350 (7.4) 24 (6.2)

<23 2,148 (45.3) 170 (43.8)

<25 1,114 (23.5) 90 (23.2)

>=25 1,128 (23.8) 104 (26.8) 　

Table 1. Comparison of clinicopathological features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and without a second primary cancer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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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차암의 종류 및 발생 건수에 대한 결과

이차암 종류에 따라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며 각 군 내에서는 동

시성과 이시성 이차암의 건수와 비율을 분석하였다(Table 2-4).

남자에서 첫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이차암은 위암으로 23.8%를 차지하였고 

동시성과 이시성 이차암의 비율은 거의 비슷했다. 두 번째는 폐암(12.5%)이었

고 이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세 번째는 간암(10.3%)으로 간에서 

발생하는 이차암은 동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전립

선암, 대장암, 방광암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에서는 동시성이 

40%, 이시성이 60%를 차지하였다.

여자에서는 첫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이차암은 갑상선암으로 14.5%를 차지

하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시성으로 발생하였다. 두 번째는 위암

(13.3%)으로 이시성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세 번째는 유방암(12.5%)

이며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이시성 암으로 발생하였다. 그 다음에는 자궁

경부암, 직장암, 췌장암 등이 발생하였다. 여자에서는 동시성이 27%, 이시성이 

73%로 남자에 비해 이시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3. 이차암 발생 시기에 대한 결과

전체 이차암 중에서 동시성 이차암은 35.7%를 차지하였고, 이시성 이차암은 

64.3%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5). 이시성 이차암을 이차암 발생 기간

별로 구분했을 때 전체 64.3%에 해당하는 이시성 이차암 중에서 6개월 이후부

터 1년 이내까지 4.2%발생, 1년 이후부터 2년 이내는 7.7%, 2년 이후부터 3년 

이내는 9%, 3년 이후부터 4년 이내는 9.2%, 4년 이후부터 5년 이내는 8.0%로 

나타났고, 이후부터는 발생 비율이 낮아지면서 5년 이후부터 10년 이내 19.7%,

10년 이후부터 16년까지는 6.4% 발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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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Synchronous Metachronous total (%)

Stomach 39 43 82 (20.4)

Lung 8 31 39 (9.7)

Liver 19 14 33 (8.2)

Prostate 12 15 27 (6.7)

Thyroid 3 24 27 (6.7)

Colon 9 14 23 (5.7)

Bladder 7 11 18 (4.5)

Breast 2 14 16 (4.0)

Kidney 3 12 15 (3.7)

Pancreas 1 13 14 (3.5)

Rectum 5 7 12 (3.0)

Cervix 7 2 9 (2.2)

Esophagus 3 4 7 (1.7)

Gall bladder 3 4 7 (1.7)

Bile track 2 5 7 (1.7)

Bone marrow 2 5 7 (1.7)

Meninges 0 7 7 (1.7)

Small intestine 3 3 6 (1.5)

Uterus 4 2 6 (1.5)

Skin 1 4 5 (1.2)

Larynx 0 4 4 (1.0)

Ovary 3 1 4 (1.0)

Other 7 19 26 (6.5)

Total 143 258 401 (100)

Table 2. Site distribution of secondary primary cancer in all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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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Synchronous Metachronous total (%)

Stomach 33 32 65 (23.8)

Lung 6 28 34 (12.5)

Liver 17 11 28 (10.3)

Prostate 12 15 27 (9.9)

Colon 9 9 18 (6.6)

Bladder 6 11 17 (6.2)

Kidney 3 10 13 (4.8)

Thyroid 2 6 8 (2.9)

Pancreas 7 7 (2.6)

Esophagus 3 4 7 (2.6)

Gall bladder 3 4 7 (2.6)

Bile track 2 5 7 (2.6)

Bone marrow 1 4 5 (1.8)

Small intestine 2 2 4 (1.5)

Larynx 4 4 (1.5)

Rectum 2 1 3 (1.1)

Skin 1 2 3 (1.1)

Meninges 2 2 (0.7)

Other 6 8 14 (5.1)

Breast 0 -

Cervix 0 -

Uterus 0 -

Ovary 0 -

Total 108 165 273 (100)

Table 3. Site distribution of secondary primary cancer in male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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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Synchronous Metachronous total (%)

Thyroid 1 18 19 (14.8)

Stomach 6 11 17 (13.3)

Breast 2 14 16 (12.5)

Rectum 3 6 9 (7.0)

Cervix 7 2 9 (7.0)

Pancreas 1 6 7 (5.5)

Uterus 4 2 6 (4.7)

Lung 2 3 5 (3.9)

Liver 2 3 5 (3.9)

Colon 5 5 (3.9)

Meninges 5 5 (3.9)

Ovary 3 1 4 (3.1)

Kidney 2 2 (1.6)

Bone marrow 1 1 2 (1.6)

Small intestine 1 1 2 (1.6)

Skin 2 2 (1.6)

Bladder 1 1 (0.8)

Other 1 11 12 (9.4)

Prostate 0 -

Esophagus 0 -

Gall bladder 0 -

Bile track 0 -

Larynx 0 -

Total 35 93 128 (100)

Table 4. Site distribution of secondary primary cancer in female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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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from the diagnosis of colorectal cancer No of cases (%)

Synchronous <= 6 months 143 (35.7)

Metachronous > 6 months 258 (64.3)

6 months < period <= 1 year 17 (4.2)

1 year < period <= 2 years 31 (7.7)

2 years < period <= 3 years 36 (9.0)

3 years < period <= 4 years 37 (9.2)

4 years < period <= 5 years 32 (8.0)

5 years < period <= 10 years 79 (19.7)

　 10 years < period <= 16 years 26 (6.4)

Table 5. Incidence period of secondary primary cancer in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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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장암 환자에서 이차암 발생과 연관된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대장암 환자 5,888명 중 대장암 진단 후 이차암 발생 여부와 연관된 위험요

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연령, 성별, TNM stage, 과거 및 현재 병력인 고혈압,

당뇨, 폐결핵, 간염 유무, 암 가족력, 흡연 및 음주 상태, BMI 에 따른 이차암 

발생의 오즈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Table

6).

연령을 60세 미만과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모든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비교하였을 때, 60세 미만에 비해 60세 이상에서 대장암 진단 후 이차암 발생

이 1.79배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성별에서는 모든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대장암 진

단 후 이차암 발생이 1.36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령만 통제한 경우에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발생 비율이 더 낮았고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NM stage 분석에서는 stageⅠ에 비해 stageⅡ에서 이차암 발생 비율이 더 

높았으나 stageⅢ와 stageⅣ에서는 이차암 발생이 더 낮은 비율을 보였다.

stageⅣ에서만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및 현재 병력에 따른 분석에서는 고혈압, 폐결핵, 간염이 있는 경우에

는 이차암 발생이 1.45 ~ 2.07배로 높았고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당뇨의 경우에는 연령만 통제한 상태에서는 이차암 발생이 1.1배 높았고 모든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이차암 발생이 6%정도 낮은 결과를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차암 발생이 3배 이상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

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흡연상태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흡연자에 비해 과거흡연자과 현재흡연자에서 

모두 2배 이상 이차암 발생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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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주 상태에 따른 분석에서는 연령만 통제하였을 때는 비음주에 비해 과거

음주와 현재음주에서 모두 2배 이상 이차암 발생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에도 비음주에 비해 

과거음주와 현재음주에서 1.4배 이상 이차암 발생이 높았으며 현재음주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분석에서는 모든 변수를 통제했을 때는 정상체중에 

비해 저체중, 과체중, 비만에서 모두 다소 낮은 이차암 발생을 보였으나 연령

만 통제했을 때는 저체중에서만 다소 낮은 발생을 보였고 과체중과 비만에서

는 약간 높은 이차암 발생을 보였다. 그러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또한 이차암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차암이 발생하지 않는 군

에 포함되어 분석되는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어 경쟁위험분석으로도 분석하

여 결과를 비교하였다(Table 7). 경쟁위험모형을 통해 분석한 이차암 발생 위

험요인은 모든 변수를 통제한 성별에서만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반대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대장암 진단 후 이차암 발생이 25%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별을 제외한 다른 변수에 따른 이차암 발생 오

즈비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별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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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Age adjusted 　 Multivariate 　

Odds ratio (96% CI) P-value Odds ratio (96% CI)† P-value

Age (years)

<60 1.00 1.00

>=60 1.67 (1.36-2.07)*** <.0001 1.79 (1.40-2.29)*** <.0001

Sex

Male 1.00 1.00

Female 0.71 (0.57-0.89)** 0.002 1.36 (0.99-1.86) 0.056

TNM stage

Ⅰ 1.00 1.00

Ⅱ 1.02 (0.72-1.45) 0.898 1.19 (0.82-1.72) 0.357

Ⅲ 0.77 (0.54-1.10) 0.147 0.93 (0.63-1.35) 0.687

Ⅳ 0.32 (0.20-0.50)*** <.0001 0.35 (0.22-0.56)*** <.0001

Hypertension (Yes) 1.45 (1.16-1.81)** 0.001 1.50 (1.15-1.94)** 0.002

Diabet mellitus (Yes) 1.10 (0.81-1.49) 0.555 0.94 (0.66-1.33) 0.714

Pulmoray tuberculosis

(Yes)

1.45 (1.06-1.98)* 0.020 1.47 (1.03-2.09)* 0.033

Hepatitis B or C (Yes) 2.06 (1.39-3.06)** 0.0003 2.07 (1.31-3.26)** 0.002

Family history of cancer

(Yes)

3.08 (2.47-3.84)*** <.0001 3.04 (2.38-3.88)*** <.0001

Smoking status

Non-smoker 1.00 1.00

Ex-smoker 2.39 (1.78-3.21)*** <.0001 1.99 (1.31-3.02)** 0.001

Current-smoker 2.51 (1.96-3.16)*** <.0001 2.37 (1.69-3.34)*** <.0001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1.00 1.00

Ex-drinker 2.14 (1.41-3.23)** 0.0003 1.35 (0.78-2.33) 0.286

Current-drinker 2.31 (1.86-2.87)*** <.0001 1.49 (1.09-2.04)* 0.013

Body mass index (kg/㎡)

<18.5 0.83 (0.53-1.29) 0.410 0.90 (0.56-1.45) 0.653

<23 1.00 1.00

<25 1.02 (0.78-1.33) 0.912 0.83 (0.61-1.12) 0.220

>=25 1.14 (0.88-1.47) 0.325 0.96 (0.72-1.29) 0.799

* p<0.05, ** P<0.01, *** P<0.001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all variables

Table 6. Odds ratio for secondary primary cancer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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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Age (years)

<60 1.000

>=60 1.71*** (1.37-2.15) <.0001

Sex

Male 1.00

Female 0.77 (0.58-1.02) 0.070

TNM stage

Ⅰ 1.00

Ⅱ 1.06 (0.76-1.49) 0.720

Ⅲ 0.87 (0.62-1.24) 0.450

Ⅳ 0.35*** (0.22-0.54) <.0001

Hypertension (Yes) 1.48** (1.17-1.89) 0.0012

Diabet mellitus (Yes) 0.98 (0.72-1.35) 0.910

Pulmoray tuberculosis (Yes) 1.42* (1.04-1.94) 0.029

Hepatitis B or C (Yes) 1.85** (1.22-2.80) 0.004

Family history of cancer (Yes) 2.78*** (2.22-3.47) <.0001

Smoking status

Non-smoker 1.00

Ex-smoker 1.89** (1.30-2.75) 0.001

Current-smoker 2.17*** (1.57-3.00) <.0001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1.00

Ex-drinker 1.37 (0.84-2.23) 0.200

Current-drinker 1.44* (1.06-1.96) 0.018

Body mass index (kg/㎡)

<18.5 0.867 (0.56-1.35) 0.530

<23 1.00

<25 0.842 (0.64-1.11) 0.230

>=25 0.947 (0.72-1.24) 0.700

* p<0.05, ** P<0.01, *** P<0.001

†From competing risk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all variables

Table 7. Competing risk regression analysis result on secondary primary cancer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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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장암 진단 후 이차암 발생 여부에 따른 환자의 사망위험도  

와 연관된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이차암이 발생한 401명의 대장암 환자와 이차암이 없는 5,487명의 대장암 

환자에서 연령, 성별, TNM stage, 과거 및 현재 병력인 고혈압, 당뇨, 폐결핵,

간염 유무, 암 가족력, 흡연 및 음주 상태, BMI에 따른 사망위험도를 콕스의 

비례위험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연령만 보정한 모형과 모든 변수를 통제

한 모형의 두 가지 결과로 제시하였다(Table 8).

이차암이 있는 환자에서의 사망위험은 연령만 보정한 콕스 모형에서는 이차

암이 없는 환자에 비해 약 21% 가량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모든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을 60세 미만과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60세 미만에 비

해 60세 이상에서 사망 위험이 1.3배 이상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

의하였다(p<.0001).

성별에 따른 사망위험은 여자에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NM stage에 따른 사망 위험 분석에서는 stageⅠ에 비해 stageⅡ는 약 2.5

배 높았고, stageⅢ는 약 5.5배 높았으며 stageⅣ에서는 무려 25배 이상 사망 

위험이 높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및 현재 병력에 따른 분석에서는 모든 변수를 통제했을 때 고혈압, 당

뇨, 폐결핵, 간염이 있는 경우에 각각 약간 높은 사망 위험을 보였으나 당뇨와 

간염이 있는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가족력에 따른 사망위험도는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흡연 상태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흡연자에 비해 과거흡연자과 현재흡연자에

서 약간 높은 사망 위험을 보였으나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과거흡연에서

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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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 따른 분석에서도 비음주에 비해 과거음주에서 약간 높은 사망 

위험을 보였고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현재음주는 

오히려 과거음주보다 다소 낮은 사망위험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BMI에 따른 분석에서는 정상체중에 비해 저체중에서 사망위험이 약 1.5배 

이상 높았으나 과체중과 비만에서는 약 20%정도 낮은 사망위험을 보였고 이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차암에 따른 사망위험도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대장암의 병기를 early

stage(stage I과 stage Ⅱ)에서와 advanced stage (stage Ⅲ와 stage Ⅳ)로 나누

어 각각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Table 9-10).

TNM stageⅠ또는 stage Ⅱ인 대장암 환자에서는 이차암이 있었던 경우 대

장암만 있던 환자에 비해 사망위험이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

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3). 또한 환자가 당뇨가 있는 경우 당뇨

가 없는 환자에 비해 1.5배 높은 사망위험을 보였고, 저체중에서 사망위험이 

1.6배 높고 과체중과 비만에서는 사망위험이 약 30%정도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NM stage Ⅲ 또는 stage Ⅳ인 대장암 환자에서는 이차암이 있었던 

경우 오히려 사망위험이 30% 정도 낮은 것으로 분석 결과에 나타났는데 이는 

advanced된 병기의 대장암 환자에서 이차암이 발생하기 전에 일찍 사망한 환

자들이 이차암에 걸리지 않은 환자로 분류된 채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간염이 있는 경우 1.3배 정도의 사망위험을 보였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체질량지수는 stageⅠ과 stageⅡ에서와 비슷하게 정상

체중군에 비해 저체중인 경우 사망위험이 높아지고, 과체중과 비만인 환자에

서 사망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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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Age adjusted

Hazard ratio

(96% CI)

　 Multivariable

Hazard ratio

(96% CI)†
P-value P-value

Secondary primary cancer

(Yes)

0.79 (0.67-0.92)** 0.002 0.92 (0.77-1.10) 0.334

Age (years)

<60 1.00 1.00

>=60 1.30 (1.21-1.40)*** <.0001 1.37 (1.24-1.50)*** <.0001

Sex

Male 1.00 1.00

Female 0.91 (0.85-0.99)* 0.019 0.93 (0.83-1.03) 0.159

TNM stage

Ⅰ 1.00 1.00

Ⅱ 2.37 (1.80-3.12)*** <.0001 2.58 (1.89-3.51)*** <.0001

Ⅲ 5.44 (4.16-7.12)*** <.0001 5.67 (4.19-7.67)*** <.0001

Ⅳ 23.68 (18.13-30.95)*** <.0001 25.78 (19.09-34.83)*** <.0001

Hypertension (Yes) 0.93 (0.85-1.02) 0.140 1.02 (0.913-1.140) 0.718

Diabet mellitus (Yes) 1.08 (0.95-1.21) 0.236 1.16 (1.01-1.33)* 0.032

Pulmoray tuberculosis (Yes) 1.13 (0.20-1.29) 0.056 1.02 (0.89-1.18) 0.744

Hepatitis B or C (Yes) 1.10 (0.91-1.32) 0.332 1.23 (1.00-1.52)* 0.049

Family history of cancer

(Yes)

0.81 (0.73-0.91)*** 0.0002 0.91 (0.80-1.02) 0.112

Smoking status

Non-smoker 1.00 1.00

Ex-smoker 1.20 (1.06-1.36)** 0.004 1.16 (0.98-1.39) 0.090

Current-smoker 1.07 (0.97-1.18) 0.187 1.03 (0.89-1.18) 0.729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1.00 1.00

Ex-drinker 1.32 (1.11-1.56)** 0.001 1.06 (0.84-1.32) 0.645

Current-drinker 1.02 (0.93-1.11) 0.733 0.98 (0.87-1.11) 0.772

Body mass index (kg/㎡)

<18.5 1.59 (1.39-1.83)*** <.0001 1.44 (1.23-1.69)*** <.0001

<23 1.00 1.00

<25 0.85 (0.76-0.94)** 0.002 0.88 (0.79-0.99)* 0.036

>=25 0.74 (0.68-0.83)*** <.0001 0.80 (0.71-0.90)*** 0.0002

* p<0.05, ** P<0.01, *** P<0.001

†From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analysis adjusted for all variables

Table 8. Hazard ratio for overall survival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and without

secondary primary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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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Hazard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Secondary primary cancer (Yes) 1.54** (1.16-2.05) 0.003

Age (years)

<60 1.000

>=60 1.88*** (1.52-2.32) <.0001

Sex

Male 1.00

Female 0.79* (0.62-1.00) 0.049

TNM stage

Ⅰ 1.00

Ⅱ 2.49*** (1.82-3.40) <.0001

Hypertension (Yes) 1.29* (1.04-1.62) 0.024

Diabet mellitus (Yes) 1.46** (1.13-1.90) 0.005

Pulmoray tuberculosis (Yes) 1.20 (0.90-1.60) 0.208

Hepatitis B or C (Yes) 0.78 (0.46-1.33) 0.358

Family history of cancer (Yes) 0.81 (0.62-1.05) 0.116

Smoking status

Non-smoker 1.00

Ex-smoker 1.40 (0.98-2.01) 0.065

Current-smoker 0.95 (0.70-1.28) 0.714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1.00

Ex-drinker 1.10 (0.68-1.78) 0.695

Current-drinker 0.88 (0.67-1.16) 0.360

Body mass index (kg/㎡)

<18.5 1.63** (1.17-2.28) 0.004

<23 1.00

<25 0.71* (0.55-0.93) 0.011

>=25 0.75* (0.58-0.96) 0.023

* p<0.05, ** P<0.01, *** P<0.001

†From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analysis adjusted for all variables

Table 9. Hazard ratio for overall survival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of TNM stageⅠ,Ⅱ

with and without secondary primary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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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Hazard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Secondary primary cancer(Yes) 0.71** (0.56-0.90) 0.004

Age (years)

<60 1.00

>=60 1.27*** (1.14-1.41) <.0001

Sex

Male 1.00

Female 0.96 (0.85-1.09) 0.530

TNM stage

Ⅲ 1.00

Ⅳ 4.31*** (3.88-4.79) <.0001

Hypertension (Yes) 0.95 (0.84-1.08) 0.450

Diabet mellitus (Yes) 1.10 (0.93-1.29) 0.266

Pulmoray tuberculosis (Yes) 0.96 (0.81-1.13) 0.620

Hepatitis B or C (Yes) 1.32* (1.05-1.66) 0.017

Family history of cancer (Yes) 0.93 (0.81-1.07) 0.311

Smoking status

Non-smoker 1.00

Ex-smoker 1.11 (0.91-1.36) 0.312

Current-smoker 1.04 (0.89-1.22) 0.594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1.00

Ex-drinker 0.75 (1.04-0.81) 0.747

Current-drinker 1.01 (0.87-1.17) 0.898

Body mass index (kg/㎡)

<18.5 1.45*** (1.21-1.73) <.0001

<23 1.00

<25 0.94 (0.83-1.07) 0.338

>=25 0.82** (0.72-0.94) 0.005

* p<0.05, ** P<0.01, *** P<0.001

†From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analysis adjusted for all variables

Table 10. Hazard ratio for overall survival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of TNM stage

Ⅲ, Ⅳ with and without secondary primary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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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어스를 배제한 후 특정 시점에서 대장암

만 있는 환자군과 대장암 진단 후 이차성 원발암이 발생한 환자군의 사망 위

험도를 비교, 분석한 랜드마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Table 11).

Table 5의 결과에 따르면 이차암 발생 시기는 대장암 진단 후 1년부터 5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5년 시점부터는 발생 비율이 낮아지고 5년 이내의 

이차암 발생이 59.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결과에 따라 랜드마크 분

석은 대장암 진단 후 1년, 2년, 3년, 4년, 5년 시점에서의 이차암에 따른 사망 

위험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각 시점별로 이차암이 발생한 대장암 환자는 

이차암이 없는 대장암 환자에 비해 사망에 대한 상대위험도(Hazard ratio)가 1

년 시점에서는 1.34배, 2년 시점 1.46배, 3년 시점 1.69배, 4년 시점 1.55배, 5년 

시점 2.10배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

났다. Table 9에서는 1년, 3년, 5년 시점에서의 결과만 제시하였다. 그리고 랜

드마크 분석으로 각 시점에서 사망한 환자를 제외하고 분석함에 따라 대장암 

stage에 따른 사망에 대한 상대위험도는 4기 대장암 환자의 경우 1기에 비해 

1년째 분석에서는 무려 21.95배 높았으나 그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3년에는 

13.96배, 5년에는 5.26배로 점차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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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 year 3 years 5 years

Hazard ratio P-value Hazard ratio P-value Hazard ratio P-value

(96% CI)† (96% CI)† (96% CI)†

Secondary primary 1.34 0.056 1.69 0.002 2.10 0.0001

cancer (Yes) (0.99-1.80) (1.21-2.35)** (1.43-3.07)***

Age (years)

<60 1.00 1.00 1.00

>=60 1.29(1.16-1.44)*** <.0001 1.62(1.38-1.90)*** <.0001 1.81(1.43-2.30)*** <.0001

Sex

Male 1.00 1.00 1.00

Female 0.90(0.80-1.03) 0.114 0.87(0.72-1.05) 0.157 0.92(0.69-1.23) 0.567

TNM stage

Ⅰ 1.00 1.00 1.00

Ⅱ 2.64(1.90-3.66)*** <.0001 2.71(1.82-4.03)*** <.0001 2.15(1.33-3.47)** 0.002

Ⅲ 5.74(4.16-7.92)*** <.0001 4.58(3.08-6.80)*** <.0001 2.71(1.67-4.41)*** <.0001

Ⅳ 21.95 <.0001 13.96 <.0001 5.26 <.0001

(15.90-30.31)*** (9.23-21.11)*** (2.98-9.31)***

Hypertension 0.97 0.673 1.01 0.942 1.13 0.389

(Yes) (0.85-1.11) (0.84-1.21) (0.86-1.47)

Diabet mellitus 1.17 0.055 1.00 1.000 1.18 0.334

(Yes) (1.00-1.37) (0.79-1.27) (0.84-1.66)

Pulmoray 1.07 0.439 1.13 0.334 1.34 0.080

tuberculosis (Yes) (0.90-1.26) (0.88-1.44) (0.97-1.87)

Hepatitis B or C 1.22 0.107 1.30 0.147 0.88 0.684

(Yes) (0.96-1.56) (0.91-1.86) (0.48-1.62)

Family history of 0.88 0.085 0.77 0.015 0.80 0.162

cancer (Yes) (0.77-1.02) (0.62-0.95)* (0.59-1.09)

Smoking status

Non-smoker 1.00 1.00 1.00

Ex-smoker 1.00(0.85-1.17) 0.967 0.89(0.70-1.14) 0.358 1.12(0.79-1.57) 0.534

Current-smoker 1.17(0.95-1.44) 0.132 1.27(0.95-1.69) 0.105 1.69(1.12-2.54)* 0.012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1.00 1.00 1.00

Ex-drinker 0.97(0.84-1.13) 0.718 1.11(0.90-1.37) 0.346 1.20(0.89-1.63) 0.242

Current-drinker 1.08(0.83-1.41) 0.557 1.37(0.94-2.00) 0.098 1.38(0.79-2.41) 0.264

Body mass index (kg/㎡)

<18.5 1.28(1.05-1.56)* 0.014 1.03(0.75-1.43) 0.852 1.21(0.78-1.89) 0.392

<23 1.00 1.00 1.00

<25 0.90(0.79-1.03) 0.118 0.95(0.78-1.16) 0.619 1.05(0.79-1.39) 0.758

>=25 0.80(0.70-0.91)** 0.001 0.94(0.78-1.14) 0.543 0.98(0.73-1.30) 0.876

*p<0.05, ** P<0.01, *** P<0.001

†From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analysis adjusted for all variables

Table 11. Hazard ratio for overall survival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at landmark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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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장암만 있는 환자군과 대장암 진단 후 이차암이 발생한 환

자군의 생존율 비교 결과

대장암만 있는 환자군의 중앙 생존 기간은 11년 8개월이고 이차암 발생 군

은 12년 2개월 이었으며 5년 생존율은 각각 59.5%, 71.1%로 대장암 진단 후 

이차암 발생한 군의 생존율이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logrank test, p=0.008). 그러나 이 결과 또한 이차암이 생기기 전에 일찍 

사망한 대장암 환자들이 이차암이 없는 군으로 분류되어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Fig. 2 Survival curves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and

without a secondary primary cancer

대장암 stageⅠ, stageⅡ 환자와 stage Ⅲ, stage Ⅳ 환자군으로 나누어 이차

암 발생 여부에 따른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stageⅠ과 stageⅡ 환자에서는 이

차암이 있는 경우 5년 생존율이 83%로 대장암만 있는 군의 87%보다 더 낮았

으나(logrank test, p=0.0005), stageⅢ, stageⅣ에서는 이차암이 있는 군의 5년 

생존율이 62%로 대장암만 있는 군의 40%보다 오히려 생존율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logrank tes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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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rvival curves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of stage Ⅰ or Ⅱ

with and without a secondary primary cancer

Fig. 4 Survival curves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of stage Ⅲ or Ⅳ

with and without a secondary primary cancer

랜드마크 분석에 따라 대장암 진단 후 1년, 3년, 5년 시점에서의 이차암 여

부에 따른 생존율을 분석, 비교하였다. 그 결과 1년 시점에서의 5년 생존율은 

대장암만 있는 군 66.5%, 이차암이 있는 군 55%이었고(logrank test,

p=0.0009), 3년 시점에서의 5년 생존율은 대장암만 있는 군 79.3%, 이차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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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군 68%(logrank test, p=0.0011), 5년 시점에서의 5년 생존율은 대장암만 

있는 군 87.3%, 이차암이 있는 군 74%(logrank test, p=0.0011)로 모두 이차암

이 있는 군에서 생존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andmark point: 1 year landmark point: 3 years

landmark point: 5 years

Fig. 5 Survival curves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and without a secondary primary

cancer using landma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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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시성 이차암 환자군과 이시성 이차암 환자군의 생존율 비

교 결과

동시성 이차암을 가진 대장암 환자들의 중앙 생존기간은 4년 7개월이었고 

이시성 이차암을 가진 대장암 환자들의 중앙 생존기간은 구할 수 없었다. 또

한 5년 생존율은 동시성 이차암은 49%, 이시성 이차암은 83.3%로 이시성 이

차암이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logrank test, p<.0001).

Fig. 6 Survival curves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ynchronous

secondary cancer and metachronous second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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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대장암은 서구국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주요 암 중의 하나이고 우리나라에서

도 식생활이 서구화 되면서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대장암이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2009년도 국가 암등록 연례 보고에 따르면 대장암 발생이 매년 증

가하여 남자에서는 연평균 6.7% 증가율을 보이고 여자에서는 5.1%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2012).

또한 암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다양한 진단 방법의 발전으로 조기에 진단되

어 치료하는 예도 증가하여 생존 기간이 늘어나면서 다중 원발암에 걸릴 위험

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는 대장암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장암 진단 후 이차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im, 1998).

본 연구에서도 대장암 진단 후 이차암 발생 비율을 연도별로 비교하였을 때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6.3% 발생하였으나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8%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차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장암 진단 후 이차성 원발암의 발생률은 국내 보고에서는 3.5~5.3%(Kim ,

1998; Lee, 2009)였으며, 외국에서는 4.5~13.1%로 보고하고 있다(Lee, 1982;

Hayashi, 2006). 본 연구에서는 6.8%를 보여 국내 보고보다는 높으나 외국 보

고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차성 원발암이 발견된 시기에 따라 동시성(synchronous)과 이시성

(metachronou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6개월을 기준으로 6개월 이

내에 두 번째 암이 발견된 경우를 동시성 암으로 하고 6개월 이후에 발견된 

경우를 이시성 암으로 정의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의 연

구에서 6개월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Moertel, 1997; 김수홍,

2008; 이상민, 2008). 본 연구에서 동시성 암은 전체 이차암 발생 건 중 35.7%

를 차지하였다. 이는 실제로 동시성 암이 아닌 진단 시점 이전에 발생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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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두 번째 발생한 암과 동시에 진단되었을 가능성 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

는 다중 원발암의 규칙에 따른 근본적인 차이 혹은 동일한 다중 원발암 규칙

을 따르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암등록 사업 체계상 한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단 받으면서 등록되는 과정에 있어 근접한 원발 부위의 감별 진단이 명확하

지 못할 수도 있는 제한점이 있다(원영주, 2006).

이차암이 발생한 군이 대장암만 발생한 군에 비해 60대 이상의 환자가 10%

이상 많았다. 암은 연령이 높아지면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질병임을 감안할 때,

고연령층에서 이차암의 발생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성별에서는 대장암만 발생한 군과 이차암이 발생한 군 모두에서 남자가 여

자에 비해 1.5배 정도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성별 암 발생률 비교 자료에서 

대장암 환자 발생이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 1.5배 정도 높은 것과 일치하는 

비율을 보였다.

이차성 원발암 중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부위는 위로 20.4%를 차지했

다. 남자에서는 위(23.8%), 폐(12.5%), 간(10.3%), 전립선(9.9%) 순이었고 여자에

서는 갑상선(3.9%), 위(13.3%), 유방(12.5%), 자궁(7%) 순으로 이는 국내의 암종

별 발생 현황과도 비슷한 발생 순서를 보였다. 국내와 일본의 연구에서도 대

장암 환자에서 이차성 원발암 부위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이 위로 보

고하고 있다(Ueno, 2003; Kan, 2006; Lee, 2010). 반면 서양에서는 소장, 유방,

자궁, 전립선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Evans, 2002;

Ueno, 2003).

이처럼 대장암 환자에서 위암 발생률이 높은 것은 단지 국내에서 위암의 높

은 발생률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으나 위암과 대장암 사이의 유전적 혹은 환

경적인 어떤 원인도 작용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암과 위암의 다중 

원발암 발생과 관련한 유전자 변이 요인으로 Mismatch repair(MMR) 소실과 

관련한 연구가 있었다(Hayashi, 2003). 이 연구에 따르면 MMR 소실이 대장암

과 위암을 공통으로 가진 환자 22%에서 관찰할 수 있었고 이 환자들은 비용

종성 가족성 대장암(HNPCC: hereditary nonpolyposis colorectal cancer)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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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경우에는 위암 이외에도 자궁 내막암, 난소암,

비뇨기계암, 췌장암, 갑상선암 등 다중 원발암이 많이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대장암만 있는 군에 비해 이차암이 발생한 군의 암 

가족력 비율이 2배 이상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차암이 

발생한 집단의 암 가족력의 발생 부위로는 대장(27.7%), 위(26.6%), 폐(8.7%)

순이었다.

이차암 발생과 관련한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자

가 남자에 비해 이차암 발생은 1.36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이는 여자에서의 호발암인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이 진단기술의 

발전과 조기검진의 활성화로 인해 발생률이 점차 높아짐에 따른 결과로 볼 수

도 있겠다.

과거 및 현재 병력인 고혈압, 당뇨, 폐결핵, 간염 여부에 따른 이차암 발생

과 관련해서는 고혈압, 폐결핵, 간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차암 발생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당뇨의 경우에는 이차암 발생과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대장암 진단 후 이차암이 발생한 환자군에서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가 

많아 만성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간, 담, 췌도암 등의 이차암 발생 위험이 3.3배 높다고 보고한 

연구(Park, 2007)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흡연과 음주가 여러 연구에서도 암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보고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흡연 및 음주 상태에 따른 분석에서 비흡연에 비해 과거 흡연,

현재 흡연에 따라 이차암 발생은 각각 2배, 2.4배 높았고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음주자인 경우에도 비음주자에 비해 이차암 발생이 1.4배 높아 흡연

과 음주가 이차암 발생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흡연과 음주가 이차

암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 보고한 여러 연구(Day, 1993; Do, 2003)를 뒷받침하

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 암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 금주 등 관리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대장암 진단 후 이차암 발생 환자에서의 사망위험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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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암이 발생한 환자군의 사망위험도가 대장암만 있는 환자군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장암의 TNM stage Ⅰ과 

Ⅱ에서와 Ⅲ와 Ⅳ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는 stage Ⅰ과 Ⅱ에서는 이차암에 

따른 사망위험도가 1.5배 이상 높았고 stage Ⅲ와 Ⅳ에서는 다소 낮은 사망위

험을 보였다. 이는 대장암 stage가 낮은 환자에서는 대장암에 따른 사망위험이 

낮아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만큼 이차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 이차암이 

환자의 예후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차암이 발생하기 전에 일찍 사망한 환자들로 인해, 이차암 발생 여

부에 따른 사망위험도 결과에 바이어스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Anderson 등

에 의해 보고된 랜드마크 분석(Landmark analysis)을 적용해 보았다. 랜드마

크 분석은 고려하는 특정 시점(landmark point)에서 이차암이 있었는지의 여

부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고 이 시점 이전에 먼저 사망한 환자는 분석에서 제

외한 후 이차암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의 생존 기간을 비교함으로써

사망한 환자가 이차암이 발생하지 않은 군에 포함되어 분석되는 바이어스를 

배제하는 방법이다(Anderson, 1983; Dafni, 2011). 이에 따라 대장암 진단 후 

이차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5년 시점까지 분석한 결과 이차암이 있는 대장암 

환자에서는 없는 환자에 비해서 사망위험도가 1년 시점에서는 1.34배, 3년 시

점 1.69배, 5년 시점 2.10배 높았으며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차암에 따른 사망 

위험도는 점차 높아졌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암 중 동시성과 이시성 이차암에 대한 비교에서는 동시성 암의 생존율

이 이시성 암의 생존율보다 더 낮았고 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차암이 발생하면 예후가 나쁘다고 보고한 다른 

연구들(Einhorn, 1964; Cook, 1996; Ueno, 2003)과 같은 경향을 보여 이차암이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연령에 따른 비교에서는 60세 이상이 60세 미만에 비해 사망위험도가 높았

고 성별 분석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이차암 발생은 높았으나 사망위험도

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에서 호발하는 암종의 생존율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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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자에서 호발하는 암종인 갑상선암, 유방암, 자

궁경부암 등이 발생률이 높으나, 생존율 또한 높은 반면, 남자에서 호발하는  

간암, 위암 등은 발생률이 높은 반면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

로 여겨진다.

과거 및 현재 병력인 고혈압, 당뇨, 폐결핵, 간염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고혈압, 당뇨, 폐결핵, 간염이 있는 환자에서 모두 사망위험도가 높았으나 당

뇨와 간염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의 

경우에는 이차암 발생 요인으로는 관련성이 없었으나 사망위험에서는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장암과 당뇨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에

서도 당뇨를 동반한 대장암 환자는 사망률이 1.4배 높다고 보고한 연구

(Meyerhardt, 2003)와 암환자에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위험이 약 1.4배 

높다고 보고한 연구(Park, 2007)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흡연과 음주는 대장암 환자에서 이차암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사망위험 요인으로는 관련성이 없었다. 비흡연자에 비해 과거흡연자와 현재흡

연자에서 모두 사망위험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

큼은 아니었으며 이는 음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흡연과 음

주가 암의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논문도 있었으나(Yu, 1997;

Paull, 2005; Park, 2007) 다른 연구(Kawai, 2005)에서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한 바 있어 흡연 및 음주와 암환자의 예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

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장암의 TNM stage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을 때

는 과거흡연자에서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였으나, TNM stage를 보정한 

뒤에는 결과가 유의하지 않아져서 다른 연구에서도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되었는지에 따라 관련성이 다를 수 있음을 시

사하였다.

BMI에 따른 분석에서는 정상체중에 비해 저체중인 경우에는 사망위험이 

1.5배 높았고 매우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과체중, 비만에서는 사망위

험이 더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체질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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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암환자에서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체질량지수가 높은 환자

가 여러 암 치료를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한 연구(van

Bokhorst-de van der Schuer, 1999; Isenring, 2004)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이

며, 본 연구에서 체질량지수와 암환자의 예후 간의 뚜렷한 관련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암환자는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가 많아 만성 질환인 심

혈관계 질환, 내분비 질환, 감염성 질환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치료 

후유증이나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다른 질병이나 이차암 발생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시성 암의 경우 발생 간격은 평균 3.3년이고 최대 16년 이후까지 발

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의 다른 연구에서 보고된 평균 발생간격인 4

년~6년(Lee, 2008)보다는 다소 짧았다. 그리고 대장암 진단 이후 5년까지는 이

차암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장암 진단 후에도 대장암 치료와 함께 지

속적으로 다른 장기의 검진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구에서도 암환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이차암 발생 위험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암환자들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던 바 있다(Park,

2007).

본 연구 결과에서 대장암 진단 후에 최대 16년까지도 이차암이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나 암 치료 및 경과 관찰 중에 다른 장기의 검진도 적극적으로 시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실제로 암 생존자들의 이차암 검진에 대한 인식

에 관한 연구에서 암 생존자 중에 이차암에 대한 검진을 받고 있는 환자는 

3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의 재발 여부에 대해서만 추적 검사를 

받고 있고 이차암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Shin, 2012). 따라서 암환자들에 대한 이차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환자

별 특성에 맞는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이차암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

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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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강점과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대장암 진단 후 이차암이 발생한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임

상적 특성뿐만 아니라 의무기록에 기재된 과거 및 현재 병력인 고혈압, 당뇨,

폐결핵, 간염 여부와 흡연 및 음주 상태, BMI 등에 따른 대장암 진단 후 이차

암 발생 환자에서의 이차암 발생 및 사망과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중 원발암 발생의 위험인자와 사망 위험요인에 대한 몇 가지 요인이 연구

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으며 대장암 환자에서의 이차암 발

생과 사망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무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여 제

한점은 있으나 대장암 진단 후 이차암 발생과 사망 관련 요인에 대해 여러 변

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시도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 일개 대학병원에 국한된 연구로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인 특성,

환자의 병원 선호도 등이 우리나라 전체 대장암 환자를 대표하는 데에 제한점

이 될 수 있다. 이 중 대장암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 암등록 연례 보고서 1999-2002년, 2009년 대장암 환자 발

생 통계와 본 연구의 대장암 환자의 성별 및 연령별에 따른 분포를 비교해보

았다. 2009년 국가암통계의 대장암 환자와 본 연구의 대장암 환자의 남녀 성

비를 보면, 모두 남자가 여자에 비해 1.5배 많았고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전 연도인 1999-2002년의 국가암통계에서는 남녀 성비의 차이가 더 작아서 

(1.2배)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장암 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60세 이하 환자가 전국 대장암 환

자의 연령분포에 비해 약 10%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에 포함

된 대장암 환자가 우리나라 전체 대장암 환자에 비해 연령층이 다소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대장암 진단 이후 이차성 원발암 발생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분석하는 과

정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장암의 병기, 형태학적 분류, 환자의 병력, 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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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력, 흡연 및 음주 상태, 체질량지수 등 이외의 변수들은 의무기록에 충실

히 기재되지 않아 결측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함께 변수로 포함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대장암 환자 중 이차암을 진단받은 시기에 따라 6개월을 기준으로 동

이성과 이시성 이차암으로 구분하였는데, 동시성 이차암 중에는 실제 동시성 

암이라기보다 대장암 진단 이전 시점에 발생하였지만 동시에 발견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한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단 받으면서 등

록되는 과정에 있어 근접한 원발 부위의 감별 진단이 명확하지 못할 수도 있

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3. 연구 결과로 활용 가능한 기대 효과

본 연구를 통해 대장암 환자에서 발생하는 이차암의 호발 부위와 빈도, 발

생 시기 등 임상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차암과 관련 있는 발생 요인과 

사망 요인에 대해 분석, 보고하여 이차암의 예방과 조기 진단 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차암에 대한 검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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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최근 대장암은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대장암 환자의 생존 기간이 향상됨에 따라 대장암 환자에서 이차암이 발생하

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대장암 환자 중 이차성 원발암이 발생한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차암의 발생 및 사망 위험 요인과 

생존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

일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종양등록 사업소에 등록된 대장암 환

자 5,487명과 대장암 진단 후 이차성 원발암이 발생한 401명의 환자들을 대상

으로 후향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장암 진단 후 주로 발생하는 이차암의 종류는 남자에서는 위암, 폐암, 간

암 순이었고 여자에서는 갑상선암, 위암, 유방암 순이었으며 이차암의 발생 시

기는 동시성 이차암이 35.7%, 이시성 이차암은 64.3%로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이차암이 59.3%였고 최대 16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장암 환자 중 현재 흡연 및 음주를 하는 환자에서 이차암 발생이 2배 이

상 높았고 암 가족력이 있는 환자는 3배 이상 이차암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사망위험도 분석에서는 당뇨가 있는 환자는 1.2배, 저체중인 환자는 

1.5배 정도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차암이 발생한 대장암 환자에서는 이차암이 없는 환자에 비해 시점

별로 유의하게 높은 사망위험을 보였고, 이차암의 기간을 분석했을때 이시성 

암에 비해 동시성 암의 생존율이 더 낮아 이차암이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에 국한된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점이 있

으나 본 연구를 통해 대장암 진단 후 이차암 발생과 사망 관련 요인에 대해 

여러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시도한 점에 의의가 있고 대장암 환자에서 발생

하는 이차암의 호발 부위와 빈도, 발생 시기 등 임상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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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차암의 예방과 조기 진단 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차암에 대한 검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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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ssociated with secondary primary cancer and survival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Ji Hyun Ya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hee Park, Ph.D.)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what ar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occurrence of secondary primary cancer (SPC)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in Korea, and how SPC is associated with the patient's survival.

The study subjects were 5,487 patients who only had colorectal cancer

and 401 patients that had a SPC along with colorectal cancer who were

diagnosed and treated at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 between

January 1, 1995 and December 31, 2006. The data were obtained through

retrospective medical chart review. In order to stud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occurrence of SPC, we used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d

competing risk analys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patients's survival

by various factors including whether the patient had a SPC or not, we

employed Kaplan-Meier method,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and

landmark point analysis. SAS software program (version 9.2) and

R-program were used in this study for data analysis, and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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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ectal patients aged 60 years and older were about 1.8 times more

likely to have a SPC than younger patients. Patients who were female,

smoker, or had lower TNM stage were more likely to have a SPC. Besides,

if the patient was a current drinker, the risk of having a SPC was 1.5

times higher than non-drinkers, and if the patient had a family history of

cancer, the risk of having a SPC was 3 times higher.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shown between the body mass index (BMI) and the

occurrence of SPC.

The most common secondary primary cancers were stomach, lung and

liver cancer in male colorectal patients and were thyroid, stomach and

breast cancer in female patients in order.

The proportion of synchronous secondary cancer that occurred within 6

months was 35.7% and that of metachronous second cancer was 64.3%.

Among of metachronous secondary cancers, 59.3% occurred within 5 years,

and the maximum period between colorectal cancer dianosis and a SPC

was 16 years in our data.

When examine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olorectal cacner patients'

survival, we found that the hazard ratio of death increased by 1.2 times in

patients with diebetes, and by 1.5 times in under-weighted patients.

Patients with a SPC had significantly worse survival rates than those

without a SPC. In particular, among colorectal patients with stage I or II,

patients with a SPC were at 1.5 times higher risk of dying than those

without a SPC. In addition, when patients had hypertension or diabetes, or

were under-weighted, they had worse survival rates compared to their

counter comparison groups.

The 5-year survival rate of the synchronous second cancer patients was

much lower (49%) compared with metachronous second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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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Thus, secondary primary cancer may influence prognosis

negatively.

  While this study has limitation because the data were obtained from a

single hospital, it is meaningful that our study examined various variables

for their associated with the occurrence of a SPC, and compared survival

by SPC adjusting for other confoudning variables. This study would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nature of SPCs including the most common sites,

frequency, and incidence period. In addition, this study would be helpful

t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of a SPC

in cancer patients.

Key words : colorectal cancer, secondary primary cancer, risk factor,

survival 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