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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음주와 사망 및 암발생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강화코호트연구 -

이 연구에서는 5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985년에 조사된 강화코호트의 대

상자를 추적관찰하여 음주와 사망 및 암발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남자의 음주율은 65.1% , 여자의 음주율은 10.1%였다. 남자에서 매일 소주 1

병이상(72g/ day )을 마시는 고음주군의 분율은 비음주군을 포함한 남자전체의

11.5%였다.

남자에서 비음주군을 기준으로 음주군의 사망위험을 살펴보면 사망의 모든원

인으로 사망할 위험은 유의하게 높았고(RR =1.12) 고음주군에서도 유의하게 사망

위험이 높았다(RR =1.35).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식도암 사망위험이 높아지는 양

상을 보였으며 고음주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low drinking group

RR =1.44, m oderat e drinkin g group RR =2.76, heavy drinking group , RR =5.77).

췌장암 사망위험은 유의하게 높았으며(RR =8.54) 소화기계암 사망위험도 유의하

게 높았으며(RR =1.45) 음주군의 폐암사망위험은 유의하게 낮았다(RR =0.47). 고

음주군에서 순환기계질환 사망위험이 높아졌으며(RR =1.52) 특히 뇌혈관질환 사

망위험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RR =1.66).

남자에서 비음주군을 기준으로 음주군의 암발생위험을 살펴보면 전체암발생

위험은 차이가 없었으며(RR =1.00) 식도암에서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경계유의성을 보였으며(RR =3.76) 췌장암 발생위험은

높았으며 경계유의성을 보였다(RR =7.42). 음주군의 소화기계암 발생위험은 높았

고 경계유의성을 보였으며(RR =1.29) 고음주군에서 발생위험이 높았으며 경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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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을 보였다(RR =1.50). 음주군에서 폐암 발생위험은 유의하게 낮았다

(RR =0.56).

여자에서는 음주와 사망 및 암발생과 관련성이 없었다.

핵심되는말 : 음주, 알콜섭취, 사망, 암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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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 구 배 경

중국의 삼국지위지동이전(三國志魏志東夷傳)의 기록에 따르면 무천, 영고, 동맹 등에

서는 제천행사에서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晝夜飮酒歌舞)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술을 즐기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어서 음주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는 관심이 모아져 왔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음주율은 82.9%

에 달하며 1992년의 우리나라 우리나라 성인남자 음주율은 84.7%이다(통계청. 2001).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여러나라의 음주량을 비교한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이상 인구 일인당 순수알콜소비량은 14.4ℓ로 비교대상인 151개국가중 2위

이며 알콜도수가 높은 술을 소비량이 그 대부분인 11.97ℓ를 차지해 이 부분에

서도 151개국가중 2위를 차지하였다(W HO. 1999). 주류소비는 사회의 독특한 문

화적 특성과 사회환경이 상호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알콜소비량만으로 음주나 실

제적인 알콜소비수준을 직접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고경환. 2000)

우리나라의 음주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음주와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강상의 위해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은 연구

들이 이루어져 왔다. 음주와 사망과의 관련성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적당량을

음주하는 군에서 사망위험이 낮고 음주량이 적거나 마시지 않는 사람과 너무 많

은 양을 마시는 사람에게서 사망위험이 높은 J형 또는 U형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T sug an e, 1999; Rehm , 2001; Blackw elder , 1980).

이렇게 음주와 사망과의 관련성이 J형 또는 U형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에 대

하여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 여러 연구에서 적당량의 음주가 순환기계질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T hun 등은 중등도의 음주가 관상

- 1 -



동맥성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며, 암에 관해서는 음주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하였으며(T hun , 1997), Gordon 등은 5,209명의

F ram in gh am 코호트의 20년간 추적관찰 자료를 통해서 알콜이 혈압을 상승시킴

으로써 뇌혈관질환을 일으키는 반면 고비중지단백(high den sity lipoprotein :

HDL )을 증가시킴으로써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있다고 설명

하였다(Gordon , 1983).

한편으로는 음주와 사망과의 관련하여 음주자가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술을

끊게 되기 때문이라는 환자금주가설(the sick quit ter hypothesis )이 있다

(Sharper et al. 1988). 음주자 중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술을 줄이거나 끊게 된다는 것이다. F illm ore등은 알콜섭취와 사망과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남자 과거음주자는 고음주자가 많고 우울증, 실직상태, 낮은

사회경제적인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마리화나와 같은 다른 약물들을 상용

하는 경우가 생애비음주자보다 더 많다고 하였으며, 여자 과거음주자도 고음주

자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종교가 없고 결혼하지 않은 경우가 비음

주자에 비해 많았다(F illm ore et al., 1998). 따라서 비음주자를 생애비음주자

(lifetim e ab stain er )와 현재비음주자(curr ent ab stain er ) 또는 과거음주자(form er

drink er )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음주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적

지지망이 없고 소외되었거나 음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낮

다는 해석도 있다.

음주와 암발생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도 많다. S eitz 등은 이러한 연구

들을 종합하면서 음주와 강한 관련이 있는 암 부위는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등이며 음주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암 부위는 대장암- 직장암, 췌장

암, 폐암, 여성 유방암 등이라고 하였다(S eitz et al., 1998). 음주와 관련성이 있

다고 알려진 여러 암들에 대한 연구를 모아 메타분석으로 살펴본 연구가 있다.

Bagnardi 등은 메타분석 결과 입안암, 인두암, 식도암, 후두암에서는 강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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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str ong tr en d)이 있었으며, 위암, 결장 직장암, 간암, 유방암, 난소암에서는 약

한 관련성(les s stron g direct r elation )이 있었다. 췌장암, 폐암, 전립샘암, 방광암

에서는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떨어졌다고 하였다(Bagn ardi et al.,

2001).

알콜의 발암기전에 대해서는 알콜 자체보다는 그 대사산물인 acet aldehy de

(아세트 알데하이드)에 기인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여러 동물실험에서 아세트알

데하이드가 발암물질이라는 여러 증거가 있다. 이것은 유전자의 point m utation

을 일으킨다(Dellarco, 1988; Helan der an d Lin dahl- Kiessling , 1991; Ob e et al.,

1986). 또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DNA repair m achinery를 방해하며, r epair의

중요한 효소인 O6- m ethylgu anyltr an sfer ase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물질이다

(E spin a et al, 1988). 게다가, acetaldehy de를 흡입하였을때는 식도암과 기관지암

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 outer sen et al, 1986). 국제암연구소

(Internat ion al ag ency for r esear ch on cancer : IARC)에서도 acet aldehy de를 동

물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는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acetaldehy de 이외에 술

과 관련한 발암기전으로 가능한 것은 알콜의 local tox ic effect가 세포의

hyperproliferat ion을 일으킬 수 있다(S eitz et al, 1998).

술에 있는 양면성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음주는 국민의 보건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 요

인이라는 사실이다(W HO, 1990. 노인철 외, 1997). 이와 같은 인식하에 1995년부

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속에 절주에 대한 내용이 다소 미약하게나마

들어 있고, 1996년 3월부터는 모든 주류의 용기에 간단한 경고문까지 표기하도

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변종화 외, 1997).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성에 대한 합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

러한 조치들과 함께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음주관련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천성수, 1998).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난다(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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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2000). 남녀에 따라 음주양태나 알콜의 효과가 차이가 있듯이(P lant . 1997)

인종에 따라 술이나 알콜에 대한 감수성도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Lee et al.,

2001; Shen et al., 1997)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음주와 사망과 암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음주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로는 최수영(1991) 등이 원자력병원 환자를 대상

으로 환자 대조군 연구를 한 것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 음주와 식도암, 직장암,

간암 등이 강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choi, 1991). 그러나, 음주와 암발생

및 사망과의 관련성을 본 장기간의 코호트 연구는 많지 않았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코호트연구를 통하여 음주여부와 음주수준에 따른 사망과 암

발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수준에 따른 암 발생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둘째, 음주수준에 따른 암 및 심혈관질환 사망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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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 구 방 법

1. 연구지역 및 대상

가.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85년 3월 구축된 강화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였다. 강화코호트는 노인인구

에서의 여러 위험요인이 각종 암의 발생과 사망, 기타 여러 사망원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구축되었다. 1985년 2월 28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화군(10개 읍, 면)

에 거주하고 있으며 연령이 55세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1985년 3월에 건강에 관한 면

접조사와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면접과 신체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대상자는 남자

2,724명, 여자 3,648명, 총 6,372명이었다(오희철 등, 1991). 이 연구에서는 그 중 한번 이

상 추적조사가 가능했던 남자 2,696명, 여자 3,595명, 총 6,291명을 최종분석에 이용하였

다.

연구진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각 대상자를 면접하여 결혼상태, 직업,

교육정도, 의료보험, 당시 건강상태와 질병여부, 흡연력, 음주력(음주유무, 음주

빈도, 마시는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를 처음 시작한 연령), 식이(식사량, 음식습

관, 8가지 음식에 대한 섭취빈도), 농약살포, 임신과 폐경 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다. 매 년 2차례씩 읍 면 동 사무소의 주민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코호트

대상자의 생존, 전출, 사망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나. 강 화 군

강화군은 우리나라의 5대 섬의 하나로서 인천광역시 서쪽 및 한강 하류 유역

에 위치하며, 유인도 11개, 무인도 17개의 여러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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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으로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다. 전체주민의 50%이상

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용작물로 인삼을 재배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주민의 56%는 종교가 없으며, 기독교는 23% , 불교는 15% 정도가 믿

고 있다. 1985년 당시 강화군의 전체 인구는 83,204명이며 이중 남자가 40,991명,

여자가 42,033명이었다. 강화인구는 연구가 시작된 1985년이래로 계속해서 감소

하다가 1991년 약간 증가를 보인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2. 자료수집

가. 기본자료수집

26명의 잘 훈련된 면접자들(1주일간 교육)이 1985년 3월 1일부터 30일까지 1

달간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각 대상자의 추적기간은 1985년 3월 15일을 기준

으로 월단위로 계산하였다. 강화코호트 대상자의 자료수집은 1985년 3월에 이루

어졌으나 자료 수집 날짜가 일단위로 파악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균적으로 3월

15일을 기준일로 하였다.

나. 음주수준의 측정

음주유무는 술을 드십니까?라는 질문에 마신다, 안마신다 로 표기하였다. 또

한, 음주빈도에 대해서는 매일, 거의 매일, 일주일에 2- 3번, 한달에 1- 4번, 일년

에 4- 12번 으로 표시하였다. 술 종류와 음주량에 대해서는 무슨 술을 얼

마나 (되, 홉, 병, 잔) 로 표시하였다. 음주시작연령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까? 년전부터( 세부터) 라는 문항에 실수로

기입토록 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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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1. Drinking relat ed v ariables and th eir scales

N am es Item Scales

DRH X85
Alcoh ol

con su m p tion
1:Drink 2:N o d rin k

DRFR85
Drinkin g
frequ en cy

0: N ever 1: Daily
2: N early Daily 3: 2-3/ w eek
4: 1-4/ m on th 5: 4-12/ year
9: N on -resp on se

DRN AME85
Typ e of

alch olic liqu or

1 : Soju 2 : Makgu li 3 : Beer
4 : Ch inese liqu or 5 : Western liqu or
6 : Rice w ine 7 : Fru it w ine
8 : Unkn ow n 9 : N on-resp on se

DRAM
Am ou nt of

alcoh olic liqu or
p er drinkin g

Doe(real nu m ber)
H op (real n u m ber)
Bottle (real nu m ber)
Drin k (real nu m ber)

DRAGE85
A ge at first

d rin kin g
Year (real n u m ber)

술의 종류에 따라 1985년 당시의 알콜농도, 한병의 양 등을 정하였다(주류공

업협회. 1986). 술의 종류에 따른 알콜농도 등은 국내에서 제조한 술의 농도를

이용하였다. 술 한병의 양은 판매량이 가장 많은 용량으로 정하였다. 한잔의 양

은 소주는 50ml, 막걸리는 200m l, 맥주 200m l, 고량주와 양주는 30m l, 청주는

80ml, 과일주는 100m l로 하였다(표).

한번에 마시는 양(ml)과 술종류별알콜농도, 주당음주횟수와 알콜의 비중을

곱하여 일주일동안의 알콜섭취량(g )을 계산하였다. 주당음주횟수는 범주형 자료

로 수집하였고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주었다(매일: 7.0, 거의 매일: 5 .5, 2- 3회/

주: 2.5, 1- 4회/ 월: 0.625, 4- 12회/ 년: 0.163, 비음주: 0). 알콜의 비중은 0.8로 계산

하였다. 즐겨마시는 술의 종류와 양을 2가지를 기입한 경우는 각각의 알콜섭취

량을 모두 계산하여 알콜섭취량이 더 많은 것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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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2. Am ount of alcoh olic liqu or , Alcohol per dr ink by liquor type

Am ou n t of alcoh olic liqu or

Typ e of Liqu or
1 D oe

(m l)
1 H op

(m l)
1 Bottle

(m l)
1 Drink

(m l)
CA† (%)

Alcoh ol‡

(g)

Soju

1800 180

360 50 25 10.0

Makgu li 750 200 6 9.6

Beer 640 200 4.5 7.2

Chinese liqu or 250 30 40 9.6

Western Liqu or 360 30 40 9.6

Rice w ine 1800 80 16 10.2

Fru it w ine 700 100 12 9.6

† Concentration of Alcohol

‡ Alcohol per 1 drink

알콜섭취량(g/ week ) = 한번에 마시는 양(ml) × 술종류별알콜농도(% )

× 주당음주횟수 × 알콜의비중(0.8)

다. 사망

1991년까지는 주로 전화와 가정방문, 읍·면사무소의 매화장부나 주민등록에

서의 사망자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사망여부를 확인하였다. 사망원인은 전화나 가

정방문으로 가족에게 확인하거나 매화장부가 있는 경우 첨부된 사망진단서의 자

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1992년부터는 사망원인통계 자료가 이용가능하게 되어

전화와 가정방문, 매화장부 확인과 더불어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도 중요한 자

료원으로 이용하였다. 1998년 이후에는 주로 사망원인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사망

여부와 사망원인을 추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2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사망원인통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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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이용하여 사망과 사망원인을 확인하였다. 1985년부터 1991년 12월 31일까

지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전화와 가정방문, 매화장부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를 이

용하였다. 사망과 사망원인의 추적 종료일은 2000년 1월 1일로 계산하였다.

사망원인은 국제질병분류 10째판(Internat ion al Clas sification of Disease 10th

E dit ion : ICD - 10)을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1996년 이후 우리나라 사망원인통계

연보에서 쓰고 있는 19개 대분류를 이용하여 사망의 대분류로 이용하였다. 19개

대분류의 눈 및 눈부속기질환과 귀 및 유양돌기질환의 사망률이 매우 낮아서 하

나로 묶었다. 세부적으로는 사망원인 통계연보의 사망의 103개 분류를 사망의

소분류로 이용하였다. 암의 경우는 소분류와 함께 암의 발생부위에 따라

ICD - O2분류의 분류체계에 따라 소분류된 암을 합쳐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라. 암 발 생

강화코호트 대상자에서 암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지역사회암등록사업에 1985- 1997년에 등록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강화

지역사회암등록사업의 1986- 1992년의 암등록결과는 W HO산하 국제암연구소

(Internat ion al A g ency for Research on Cancer : IARC)에서 발간하는 Can cer

Inciden ce in F iv e Cont in ent s Vol. VII에 수록되어 있다(Ohrr et al. 1997).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국중앙암등록사업에 등록된 자료도 함께

이용하였다. 암발생 추적 종료일은 1998년 1월 1일로 계산하였다. 암발생날짜가

년도로 밖에 조사되지 못한 4사람은 1년의 중앙인 6월 30일에 암이 발생한 것으

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1985년에서 1992년까지의 암등록자료는 국제질병분류 9번째판(Int ern ation al

Clas sification of Disease 9th E dition : ICD - 9)으로 수집되었으며, 1993년이후

자료는 ICD - 10으로 수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ICD - 9으로 수집된 자료를 모두

ICD - 10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ICD- 9에서 ICD - 10으로 변환할 때 1:1 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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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지 않는 암들은 발생률이 높은 암으로 자료를 변환하였다. 예를 들어

ICD - 9의 원발부위가 162.9인 경우 기관지암(C33)과 폐암(C34) 중에서 폐암으로

자료를 변환하였다.

암발생의 원발부위 분석을 위하여 원발부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ICD - O2의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입술 구강 인두암(C00- C14), 소화기계암

(C15- C26), 호흡기계암(C30- C39), 뼈 관절 연골암(C40- 41), 여성생식기계암

(C51- C58), 남성생식기계암(C60- C63), 비뇨기계암(C64- C68), 눈 중추신경계암

(C69- C72), 갑상샘 내분비계암(C73- C75)을 우선 분류하였다. 또 림프암

(C81- C85)과 백혈병(C91- C95)도 따로 묶었다. ICD - 9에서 ICD - 10로 바뀌면서

1:1 매치가 안되는 암들은 가급적 하나로 묶었다. 예를 들어 ICD - 9의 폐암(162)

의 경우 ICD - O2에서는 기관지암(C33)과 폐암(C34)로 분류되므로 이런 경우 기

관지암과 폐암을 합쳐서 분석하였다.

마. 강화지역사회암등록사업

강화지역사회암등록사업(이하 강화암등록사업)은 암의 발생률, 사망률, 생존율, 유병률

등 암의 기본적인 기술역학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구성되었다(김일순 등, 1984). 1982년 7

월 강화군에 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을때 강화군 주민은 누구나 제2종 지역의료보

험, 제1종 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중의 한가지 형태

로 의료보장정책에 포함되어 있었다. 강화암등록사업에서의 환자발견은 각 의료보장형태

별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각 의료보장형태별로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진료비청구명세서를 통하여 진단명이 암으로 된 환자자료를 수집하였다. 강화군의 유일한

2차병원인 강화병원의 조직병리검사지와 내시경검사결과지에서 암으로 나타난 환자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강화군민의 입원진료이용 의료보험기관- 강화병원, 연세의료원, 인천기독

병원, 국립의료원, 서울대학병원, 부평성모자애병원 등- 의 의무기록에서 암으로 진료를 받

은 환자중 강화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한국인병원암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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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시행된 이후에서는 각 병원에서 국립의료원에 보고하는 자료를 일부 이용하기도

하였다.

암으로 추정된 환자에 대해서는 각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환자

의 의무 기록을 찾고 과거력, 신체검사소견, 시행된 진단방법과 그 소견, 치료방법 및 이송

또는 후송 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의사와 연구원 각1인이 팀을 이루어 미리 준비된 조사표

에 의해 수집하였다. 암 여부의 판정은 의무기록의 최종진단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

로 하였으나 임상적 소견, 과거력 등에 전혀 이를 지지할만한 근거가 없고 단지 진단명만

이 암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암의 진단은 세계보건기구가 암등록사업에서 사용할 것을 추천한 진단분류방

법 즉 1)임상적 소견 2) 임상적특수검사소견(x - r ay , 방사성동위원소방법, 내시경,

혈관조영술, EE G) 3) 조직학적 증명이 없는 탐사적 수술 또는 부검소견 4) 특수

생화학적 또는 면암학적 검사소견 5) 세포학적 또는 혈액학적 소견 6) 전이된

암세포의 조직학적 소견 7) 초발부위의 조직학적 소견 8) 부검에서의 조직학적

소견 9) 불분명 등 9가지로 분류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구했으며 위의 진

단방법 중 2가지 이상의 진단방법이 동일한 환자에게 적용되었을때는 적용된 진

단방법 중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가지 방법을 해당환자의 암진단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중복 등록을 배제하기 위해서 모든 새로운 암환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등을 이용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였

다. 여러 부위에 여러 암이 생기는 경우(Mult iple prim ary can cer )는 IARC의 권

고대로 처리하였다. 1982년 최초로 암등록사업을 시행했을 당시에는 등록기준일

로 퇴원한 연월일을 사용하였다. 1986년부터는 등록기준일로 환자가 암진단을

받기 위해 입원한 연월일을 사용하였으며, 환자가 입원한 적이 없거나 입원날짜

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암진단을 받은 날짜가 입원날짜보다 빠른 경우는 외래

방문일 또는 암진단검사시행일을 등록기준일로 사용하였다.

등록대상 암환자로 확인된 환자 중 92년까지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암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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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태와 의료기관 이용행태 및 각종 위험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준비된 설문조사표를 이용하여 가정방문을 수행하였다.

바. 비교군의 선정과 추적조사

강화코호트의 사망률을 일반인구와 비교하기 위하여 1992년 55세- 99세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비교군으로 선정하여 강화코호트의 사망률을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992년의 사망

률과 비교하였다. 1992년은 강화코호트의 사망관찰기간인 1985- 1999년의 중앙시점이다.

비교군의 연령별 대상자수는 장래인구추계자료(통계청. 1996)를 이용하였다. 장래인구추계

자료에서는 80세이상 연령군을 세분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1990년 인구총조사 자료의 인구

구조와 동일하게 80세 이상군에서 80- 84세군과 85세- 99세 연령군을 구분하였다. 비교군

의 사망추적조사는 1992년 사망원인통계자료(통계청. 1993)를 이용하였다.

강화코호트의 암발생률을 일반인구와 비교하기 위하여 1985- 1997년 강화군의

55세이상 인구를 비교군으로 선정하여 강화코호트의 암발생 관찰기간인

1985- 1997년의 강화암등록사업의 암발생률과 비교하였다. 비교군의 연령별 대상

자수는 강화군통계연보(1983- 1992), 경기통계연보(1993- 1995), 인천통계연보

(1996- 1997)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고령자의 인구구조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1985년, 1990년 1995년의 인구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연령군을 5세단

위로 구분하였다.

1992년 55세- 99세 우리나라 전체인구를 비교군으로 선정하였다. 비교군의 연령

별 대상자수는 장래인구추계자료(통계청. 1996)를 이용하였다. 장래인구추계자료

에서는 80세이상 연령군을 세분화하지 않고 있으로로 1990년인 인구센서스 자료

의 인구구조와 동일하게 80세 이상군에서 80- 84세군과 85세- 99세 연령군을 구

분하였다. 비교군의 사망추적조사는 1992년 사망원인통계자료(통계청. 1993)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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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및 분석

가. 추적기간(P er s on - t im e)의 계산

생존분석을 위한 추적관찰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였다. 연구시작시점은 1985년 3월 15

일로 하였다. 사망과 사망원인의 추적 종료일은 2000년 1월 1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1985년 3월부터 1998년 1월 1일까지 사망하지 않은 연구대상자의 추적인월은 177.5인월

이 된다. 암발생 추적 종료일은 1998년 1월 1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1985년 3월부터

1998년 1월 1일까지 암이 발생하지 않은 연구대상자의 추적인월은 153.5인월이 된다.

연령별사망률을 구하기 위한 연령별 추적관찰기간은 연(年)단위로 계산하였

다. 이 연구에서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아니라 본인이 보고한 생년을

이용하여 연단위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1927년에 태어났다고 보고한 경우 출

생월일에 관계없이 1985년 당시 58로 간주하였다. 이 대상자가 사망의 연구종료

시점인 2000년 1월 1일까지 생존한 경우 73세까지 생존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이 대상자의 관찰인년은 55- 59세구간에서 2년, 60- 64세구간에서 5년

65- 69세 구간에서 5년 70- 74세구간에서 3년이 된다.

나. 사망률의 계산

강화코호트의 사망률은 추적관찰인년과 사망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비

교군의 사망률은 1992년 55- 99세 인구와 1992년의 사망수를 이용하여 평균사망

률을 계산하였다.

코호트의 사망률 = (사망수)/ (추적관찰인년) * 100,000

비교군의 사망률 = (사망수)/ (인구수) * 100,000

이 연구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사망률은 10만명(10만인년)당 사망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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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로 한다.

다. 암발생률의 계산

강화코호트의 사망률은 추적관찰인년과 사망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비

교군의 사망률은 강화군의 1985- 1997년의 인구와 강화암등록사업에 등록된 암

환자수를 이용하여 평균발생률을 계산하였다.

코호트의 암발생률 = (암발생수)/ (추적관찰인년) * 100,000

비교군의 암발생률 = (암발생수)/ (인구수) * 100,000

이 연구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암발생률은 10만명(10만인년)당 발생률

로 보기로 한다.

라. 연령표준화

강화코호트와 비교군과 사망률과 암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령을 표준화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군을 기준으로 하여 5세간격 인구구조(55- 59세,

60- 64세,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세이상)와 5세간격 사망률을 이

용하여 직접법과 간접법을 모두 이용하여 각각 연령교정사망률 연령교정암발생

률과 표준화사망비(SMR : St andardized Mortality Ratio)와 표준화발생비(SIR :

St an dardized inciden ce ratio)를 계산하였다. 한편 음주군과 비음주군의 내부비

교에서는 사망률을 비교하기 위하여 비음주군의 연령별 사망률과 연령별 암발생

률을 이용하여 표준화사망비와 표준화발생비를 추가로 계산하였다. 표준화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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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또는 표준화발생비는 관찰사건수/ 기대사건수로 계산되며 표준화사망비 표준

화발생비의 95% 신뢰구간은 ex act m ethod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S ahai H .

an d Khur shid A ., 1996).

마. 생존분석

음주여부에 따라서 사망과 암발생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Kaplan - M eier의 누적한계추정법을 이용하여 생존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사망

과 암발생과 관련된 여러 위험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음주여부에 따라서 사망

과 암발생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Cox의 비례위험회귀모형을 이

용하였다. 위험비(Hazard ratio)와 95% 신뢰구간(CI : Confiden ce Interv al)을 표

시하였고 p - v alue는 양측검정으로 계산하였다. 통계 소프트웨어는 SA S의

W indow s 버전 6.12를 이용하였다(Allison PD, 1995).

음주수준은 음주군과 비음주군을 우선 살펴보았고 용량반응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섭취수준별 분석은 비섭취군(알콜섭취량 : 0), 저섭취군(알콜섭취량 : 어쩌

다 있으면), 고섭취군(자주먹는다, 가끔먹는다)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남녀의

암발생위험과 사망위험에 차이가 있으므로 남녀를 층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조

사를 시행한 1985년 당시에 몸이 좋지 않아서 건강을 위해 음주량을 줄일가능성

을 고려하고 또한 음주와 관련된 효과를 살펴볼 때 지체기간(lag period 또는

w in dow period )을 고려하여 1985년부터 연구종료일까지 자료를 분석한 것과

1990년 1월 1일까지 사망, 암발생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망, 암발생위험을

살펴본 분석을 같이 시행하였다.

비례위험회귀모형을 사용할 때 연구시작당시의 연령, 흡연력, 음주력, 체질량

지수, 고혈압 유무를 통제하였고 사회경제적인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서 의료보

장형태에서 의료보호대상자여부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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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남자평균연령은 음주군은 66.7세, 비음주군은 67.8세였고, 여자의 경우 음주군

은 67.8세, 비섭취군은 67.9세로 남녀 모두에서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약간 낮

았으며,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남자의 경우 60세에서 69세사이의 음주군과 비음주군 각각 886명(50.5% ),

456명(48.4% )으로 유의하게 많았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이 연령대에서 각각

168 (46.3% ), 1,374명(42.5% )으로 유의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체질량지수에서 음주군과 비음주군 모두 남자는 22.3kg/ m 2정도이며, 여자는

23.3kg/ m 2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남자의 음주군은 21.9에서 23.5사이, 비음주군은 18.6에

서 21.0사이의 체질량지수가 각각 643명(37.4% ), 317명(34.5% )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직

업에서 특히 여자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음주군(75.2% )이 비음주군(81.2% )에 비해 유

의하게 적었다. 같은연령대와 건강상태를 비교하는 변수에서는 남자의 음주군(52.4% )과

비음주군(47.7% ) 모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의하게 많았다. 만성질환의 여부에서

는 음주군에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여자(55.4% )가 그렇지 않는 여자(44.6% )에 비해 유

의하게 많았으며, 비음주군에서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49.7% )에 비해 그렇지 않는

경우(50.3%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험형태에서는 여자의 경우, 음주군·비음주

군 모두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각각 88.9%, 92.6%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력에서는 남자의 현재흡연인 경우가 음주군·비음주군 각각 80.2% , 63.1%로 다른

항목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에선 음주군(53.2% )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음주군에선 금연(78.8% )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고혈압의 변수

를 살펴보면, 수축기혈압 140이상과 이완기혈압 90이상에서의 고혈압군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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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음주군(62.2% )이 유의하게 많았으나. 수축기혈압 160이상과 이완기혈압 95이상에

서는 고혈압군에 해당하는 남자의 음주군(62.2% )이 유의하게 많았다. 음식의 간정도에서

는 짜게먹는 경우가 남자의 음주군(44.0% )에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

자의 음주군에서 농약살포 경험(68.9% )도 더 높았다. 한편 티눈의 경우 여자의 음주군

(73.8% )·비음주군(80.8% ) 모두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표 3).

T able 3. Distribution of soic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drinking N(%)
(continu ed t able )

Characterist ic
M ale t

or
χ2

F em ale t
or
χ2Drinking Abstainer Drinking Abstainer

Mean ageⅠ 1753
(66±6.9)

942
(67±7.8)

5.46** 363
(67±7.9)

3234
(67±8.6)

1.09

Age group
55- 59
60- 69
70- 79
>=80

376( 21.5)
886( 50.5)
435( 24.8)
56( 3.2)

157( 16.7)
456( 48.4)
251( 26.7)
78( 8.3)

40.33** 79( 21.8)
168( 46.3)
89( 24.5)
27( 7.4)

722( 22.3)
1374( 42.5)
810( 25.1)
328( 10.1)

3.60

Base Mass IndexⅠ 1718
(22±2.5)

918
(22±2.8)

- 1.65 358
(23±3.1)

3155
(23±3.3)

0.90

Body mass
index (kg/ m2)
＜18.5
18.6- 21.0
21.9- 23.5
23.6- 26.0
＞26.1

144( 8.4)
541( 31.5)
643( 37.4)
287( 16.7)
103( 6.0)

99( 10.8)
317( 34.5)
298( 32.5)
138( 15.0)
66( 7.2)

11.95* 34( 9.5)
85( 23.7)

118( 33.0)
75( 21.0)
46( 12.9)

278( 8.8)
766( 24.3)
966( 30.6)
678( 21.5)
467( 14.8)

1.66

Marital statusⅡ

Ⅰ
Ⅱ

1557( 88.9)
195( 11.1)

828( 88.4)
109( 11.6)

0.11 162( 44.8)
200( 55.3)

1561( 48.3)
1671( 51.7)

1.50

Occupation
Agriculture
Non- agriculture

1498( 85.5)
254( 14.5)

807( 85.8)
134( 14.2)

0.02 273( 75.2)
90( 24.8)

2625( 81.2)
608( 18.8)

7.10**

Ⅰ : (Mean±standard deviat ion)
Ⅱ : Marital st atus married- married with living

Others - separat ion by death, a separate living, divorce, other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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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 ic
M ale t

or
χ2

F em ale t
or
χ2In t ake Non- intake Int ake Non- intake

Self cognitive
health level

More good
Alike
More bad

477( 27.2)
919( 52.4)
357( 20.4)

230( 24.5)
447( 47.7)
261( 27.8)

19.23** 79( 21.8)
195( 53.7)
89( 24.5)

686( 21.2)
1721( 53.3)
824( 25.5)

0.18

Chronic disease
Yes
No

792( 45.2)
961( 54.8)

437( 46.4)
505( 53.6)

0.32 201( 55.4)
162( 44.6)

1608( 49.7)
1626( 50.3)

3.95*

Medical security
Insurance
Medical care

1653( 94.7)
93( 5.3)

881( 94.0)
56( 6.0)

0.38 321( 88.9)
40( 11.1)

2989( 92.6)
238( 7.4)

5.73*

Smoking
Smoking
Non- smoking
Past smoking

1406( 80.2)
228( 13.0)
119( 6.8)

594( 63.1)
267( 28.4)
80( 8.5)

105.20** 193( 53.2)
162( 44.6)

8( 2.2)

614( 19.0)
2547( 78.8)

72( 2.2)

220.39**

Alcohol categories
Daily(nearly)
2-3times/week
1-4times/month
4- 12times/year
None

881( 50.3)
531( 30.3)
305( 17.4)
36( 2.1)
0( 0.0)

0( 0.0)
0( 0.0)
0( 0.0)
0( 0.0)

942(100.0)

2695.00* 37( 10.2)
58( 16.0)
130( 35.8)
138( 38.0)

0( 0.0)

0( 0.0)
0( 0.0)
0( 0.0)
0( 0.0)

3234(100.0)

3597.00**

HypertensionⅠⅢ

Hypertension
Normal

660( 37.8)
1085( 62.2)

424( 45.4)
510( 54.6)

14.17** 148( 41.1)
212( 58.9)

1321( 41.1)
1890( 58.9)

0.00

HypertensionⅡⅣ

Hypertension
Normal

1085( 62.2)
660( 37.8)

661( 70.8)
273( 29.2)

19.42** 232( 64.4)
128( 35.6)

2078( 64.7)
1133( 35.3)

0.00

Saltiness
Heavy
Moderate
Weaken

771( 44.0)
628( 35.8)
353( 20.2)

335( 35.7)
388( 41.3)
215( 22.9)

19.23** 120( 33.1)
154( 42.4)
89( 24.5)

921( 28.5)
1487( 46.1)
820( 25.4)

3.47

Pesticide exposure
Yes
No

1207( 68.9)
546( 31.2)

586( 62.3)
355( 37.7)

11.61** 83( 22.9)
280( 77.1)

591( 18.3)
2642( 81.7)

4.62

Corn
Yes
No

385( 22.1)
1359( 77.9)

180( 19.2)
757( 80.7)

4.87 95( 26.2)
267( 73.8)

619( 19.2)
2600( 80.8)

10.14**

Ⅲ : Systolic blood press ure : ≥140 or diastolic blood press ure : ≥90
Ⅳ : Systolic blood press ure : ≥160 or diastolic blood press ure : ≥95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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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유무에 따른 사망과의 관계

가. 사망률

표 4와 표 5에서는 음주유무에 따른 보통사망률과 같은 연령대의 우리나라 일반인구를

이용하여 직접법으로 연령교정한 사망률을 제시하였다.

1) 남자

사망의 모든원인(A00- Y89)에서 음주군과 비음주군의 보통사망률은 각각 인구 10만명

당 6,163명, 6,141명이며, 연령교정사망률은 각각 10만명당 4,069명, 3,470명으로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높았으며, 일반인구사망률인 3,639명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음주군에 비해 음주군의 연령교정한 사망률이 높은 사망원인으로 신생물에서는 소화

기계암, 남성생식기계암이며, 신생물의 소분류로는 식도암, 위암, 간암, 결장·직장암, 간

암, 담낭암, 췌장암, 전립샘암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혈관계질환에서는 심혈관계질환전체

와, 고혈압질환, 허혈성심장질환, 기타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었다(표 4).

T able 4. M ort ality r ate by drinking , m ale
(cont inu ed t able )

Cau ses of death
Drinkin g Ab st ainer

PMRⅢ

CMRⅠ AMRⅡ CMRⅠ A MRⅡ

A ll Cau s e s of death (A00-R99, V01-Y89) 6163.0 4068.8 6140.6 3470.1 3637.8
N e opla s m s (C00-D48) 1155.6 917.8 1173.8 947.3 864.6
M align ant n eoplasm s (C00-C97) 1155.6 917.8 1173.8 947.3 864.6
Lip , oral cavity and pharynx (C00-C14) 11.5 6.0 54.3 39.5 9.6

Oral cav ity (C01-C09) 5.7 2.2 43.5 34.6 6.8
Pharynx (C10-C14) 5.7 3.8 10.9 4.9 2.7

Ⅰ : Crude mortality rate
Ⅱ : Age adjusted mortality rate to 55- 99 year- old populat ion in 1992, in Korea
Ⅲ : 55- 99 year- old populat ion mortality rate i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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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 ses of death
Drinkin g Ab st ainer

PMRⅢ

CMRⅠ AMRⅡ CMRⅠ A MRⅡ

Dig est iv e org an s (C15-C26) 770.4 577.5 554.3 459.9 560.2
E sophagu s (C15) 86.2 51.9 32.6 26.4 38.4
Stom ach (C16) 333.4 294.1 271.7 183.4 248.5
Colon·r ectum (C18-C21) 109.2 55.7 54.3 41.9 29.2
Liv er (C22) 120.7 107.8 130.4 87.5 184.7
Gallbladder (C23-C24) 46.0 27.7 21.7 11.7 20.7
P ancreas (C25) 74.7 40.2 10.9 4.9 29.1

Respiratotry organs (C30-C39) 212.7 192.7 402.1 368.6 200.1
Larynx (C32) 17.2 9.9 0 0 19.0
Lung (C33-C34) 195.5 182.8 402.1 368.6 178.8

Bones, joints and articular cartilage(C40-C41) 5.7 2.3 10.9 3.9 3.6
Skin (C43-C44) 5.7 8.5 0 0 3.9
Male genital organs(C60-C63) 23.0 23.2 10.9 4.9 6.4

Prost at e (C61) 11.5 6.1 10.9 4.9 6.3
Urin ary tr act (C64-C68) 23.0 10.9 54.3 32.5 19.3

Bladder (C67) 17.2 8.7 32.6 9.5 12.9
Kidey (C64, 65, 66, 68) 5.7 2.3 21.7 22.9 6.4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C72) 5.7 3.8 32.6 12.3 10.0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C70-C72)

0 0 32.6 12.3 9.9

Thyroid and endocrine glands (C73-C75) 11.5 6.4 10.9 7.7 2.5
Lymphom a (C81-C85) 11.5 6.0 0 0 8.3
Non - Hodgkin ' s lymphoma (C82-C85) 11.5 6.0 0 0 8.3

Leukaem ia (C91-95) 5.7 2.3 21.7 11.7 7.3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I00- I99) 1241.8 954.7 1152.0 562.2 1047.1
Hypertensive diseases (I10- I13) 195.5 201.3 195.6 100.8 197.3
Ischaemic heart diseases (I20- I25) 51.7 57.3 97.8 47.0 79.5
Oth er heart diseases (I26- I51) 207.0 142.3 195.6 88.2 175.0
Cerebrovascular diseases (I60- I69) 776.1 549.3 641.2 317.8 560.1

Ⅰ : Crude mortality rate
Ⅱ : Age adjusted mortality rate to 55- 99 year- old populat ion in 1992, in Korea
Ⅲ : 55- 99 year- old populat ion mortality rate i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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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자

사망의 모든원인(A00- Y89)에서 음주군과 비음주군의 보통사망률은 각각 인구 10만명

당 3,526명, 3,790명으로 음주군에 비음주군에 비해 낮았으나, 연령교정사망률은 각각 10

만명당 2,247명, 2,170명으로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높았으며, 일반인구사망률인

2,540명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음주군에 비해 음주군의 연령교정한 사망률이 높은 사망원인으로 신생물에서는 입

술·입안·인두암이며, 소분류로는 입안암, 담낭암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혈관계질환에서

는 뇌혈관질환이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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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5. M ort ality r ate by drinking , fem ale

Cau ses of death
Drinkin g Ab st ainer

PMRⅢ

CMRⅠ AMRⅡ CMRⅠ A MRⅡ

A ll Cau s e s of death (A00-R99, V01-Y89) 3526.3 2247.3 3789.9 2169.6 2539.8
N e opla s m s (C00-D48) 285.9 176.5 330.4 283.3 345.3
M align ant n eoplasm s (C00-C97) 285.9 176.5 330.4 283.3 345.3
Lip , oral cavity and pharynx (C00-C14) 23.8 12.3 10.7 9.1 2.0

Oral cav ity (C01-C09) 23.8 12.3 8.1 7.6 1.7
Dig est iv e org an s (C15-C26) 214.4 141.0 206.8 164.7 214.3

E sophagu s (C15) 0 0 5.4 5.4 4.0
Stom ach (C16) 143.0 78.5 99.4 80.3 106.7
Colon·r ectum (C18-C21) 0 0 32.2 22.4 19.2
Liv er (C22) 47.7 23.5 26.9 28.0 49.3
Gallbladder (C23-C24) 23.8 38.9 13.4 10.5 14.8
P ancreas (C25) 0 0 29.5 18.2 15.0

Respiratotry organs (C30-C39) 0 0 26.9 19.7 46.1
Lung (C33-C34) 0 0 26.9 19.7 42.2

Skin (C43-C44) 0 0 5.4 2.8 1.8
Breast (C50) 0 0 16.1 19.9 9.2
F em ale g en it al org an s (C51- C58) 47.7 23.2 21.5 31.0 31.6

Cerv ix ut eri(C53) 23.8 11.6 16.1 27.4 7.5
Uteru s (C54-C55) 0 0 5.4 3.6 20.0
Ov ary (C56) 23.8 11.6 0 0 4.0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C72) 0 0 13.4 13.4 6.1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C70-C72)

0 0 13.4 13.4 5.9

Thyroid and endocrine glands (C73-C75) 0 0 2.7 1.5 2.3
Lymphom a (C81-C85) 0 0 8.1 7.7 3.4
Non - Hodgkin ' s lymphoma (C82-C85) 0 0 8.1 7.7 3.4

Leukaem ia (C91-95) 0 0 5.4 6.2 5.5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I00- I99) 762.4 441.4 854.1 517.7 877.2
Hypertensive diseases (I10- I13) 71.5 36.1 104.8 63.9 159.5
Ischaemic heart diseases (I20- I25) 0 0 53.7 27.0 55.1
Oth er heart diseases (I26- I51) 95.3 47.4 145.0 110.5 167.3
Cerebrovascular diseases (I60- I69) 571.8 318.9 539.9 311.2 466.5

Ⅰ : Crude mortality rate
Ⅱ : Age adjusted mortality rate to 55- 99 year- old populat ion in 1992, in Korea
Ⅲ : 55- 99 year- old populat ion mortality rate i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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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화사망비

표 6과 표 7에서는 1992년 당시의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구를 기준으로 음주군과 비음

주군에 대한 표준화사망비와 비음주군을 기준으로 음주군에 대한 표준화사망비를 각각 제

시하였다.

1) 남자

남자에서 음주군과 비음주군의 사망의 모든원인에 대한 표준화사망비는 각각

102(95%CI=96- 108), 89(95%CI=82- 96)이며, 비음주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비음주군을 기준으로 음주군과의 표준화사망비를 살펴보면, 사망의 모든원인에서 음주군

의 표준화사망비는 113(95%CI=106- 120)으로 비음주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

일반남자인구와 음주군의 표준화사망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남자인구에 비

해 음주군의 표준화사망비가 유의하게 높은 사망원인으로는 신생물의 소분류인 직장·결

장암(Standardized Mortality Ratio(SMR )=254, 95%CI=153- 396)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음주군의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사망원인으로는 신생물전체와 소화기계

암, 뼈·관절·연골암 , 피부암, 남성생식기계암, 갑상샘·내분비계암이며, 소분류에서는

결장·직장암, 담낭암, 췌장암, 비호지킨림프암으로 나타났다.

비섭취군을 기준으로 섭취군과의 표준화사망비를 살펴보면 비음주군에 비해 음주군의

표준화사망비가 유의하게 높은 사망원인으로 신생물에서는 소화기계암(SMR =141,

95%CI=118- 167), 남성생식기계암(SMR =209, 95%CI=57- 534)이며, 신생물의 소분류에

서는 식도암(SMR =270, 95%CI=151- 445), 결장·직장암(SMR =198, 95%CI=119- 309),

담낭암(SMR =210, 95%CI=91- 415), 췌장암(SMR =678, 95%CI=361- 1160)이었다. 또한

심혈관계질환에서는 심혈관계질환전체(SMR =117, 95%CI=102- 134)와 뇌혈관질환

(SMR =131, 95%CI=110- 155)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음주군의 표

준화사망비가 높은 사망원인으로는 신생물전체와 남성생식기계암이며, 신생물소분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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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도암, 담낭암, 전립샘암으로 나타났다. 심혈관계질환에서는 고혈압질환, 기타심장질환

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흡기계암(SMR =54, 95%CI=38- 75)과 폐암(SMR =50, 95%CI=35- 70)의 사망

원인은 비음주군에 비해 음주군의 표준화사망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T able 6. St andardized m ort ality r at io by drinking , m ale

(cont inu ed t able )

Cau ses of death
Drinking Ab st ainer Drinkin g

Obs
Ⅰ

SMR
Ⅱ 95%CIⅣ Obs

Ⅰ

SMR
Ⅱ 95%CIⅣ SMR

Ⅲ 95% CIⅣ

A ll Cau s e s of death
(A00-R99, V01-Y89)

1072 102 96- 108 565 89 82- 96 113 106- 120

N e opla s m s (C00-D48) 201 101 87- 115 108 100 82- 121 101 88- 116
Lip , oral cavity and
pharynx (C00-C14)

2 95 11- 341 5 439 143- 1024 21 3- 74

Oral cav ity (C01-C09) 1 64 2- 357 4 477 130- 1221 13 0- 71
Pharynx (C10-C14) 1 180 5- 1003 1 333 8- 1856 52 1- 291

Dig est iv e org an s (C15-C26) 134 106 89- 125 51 74 55- 98 141 118- 167
E sophagu s (C15) 15 17 99- 292 3 67 14- 196 270 151- 445
Stom ach (C16) 58 96 73- 123 25 75 49- 111 127 96- 164
Colon·rectum (C18-C21) 19 254 153- 396 5 119 39- 278 198 119- 309
Liv er (C22) 21 59 37- 91 12 64 33- 113 95 59- 146
Gallbladder (C23-C24) 8 159 69- 313 2 73 9- 265 210 91- 415
P ancreas (C25) 13 187 100* - 320 1 27 1- 148 678 361- 1160

Respiratotry organs (C30-C39) 37 77 54- 106 37 143 100- 196 54 38- 75
Larynx (C32) 3 67 14- 196 0 0 0 ∞ ∞

Lung (C33-C34) 34 79 54- 110 37 159 112- 219 50 35- 70
Bones , joints and articular
cartilage(C40-C41)

1 132 3- 734 1 245 6- 1367 56 1- 313

Skin (C43-C44) 1 103 3- 574 0 0 0 ∞ ∞

Male genital organs(C60-C63) 4 175 48- 447 1 73 2- 409 209 57- 534
Prost at e (C61) 2 88 11- 319 1 74 2- 414 104 13- 377

Ⅰ : Observed deaths
Ⅱ : Standardized mortality rat io to 55- 99 year- old populat ion in 1992, in Korea
Ⅲ : Standardized mortality rat io(reference group) : abstainer
Ⅳ : 95% confidence interval
* : Non-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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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 ses of death
Drinking Ab st ainer Drinkin g

Obs
Ⅰ

SMR
Ⅱ 95%CIⅣ Obs

Ⅰ

SMR
Ⅱ 95%CIⅣ SMR

Ⅲ 95% CIⅣ

Urin ary tr act (C64-C68) 4 74 20- 190 5 163 53- 380 48 13- 124
Bladder (C67) 3 76 16- 222 3 131 27- 383 71 15- 207
Kidey (C64,65,66,68) 1 70 2- 388 2 257 31- 929 25 1- 138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e system(C69-C72)

1 49 1- 275 3 283 58- 827 19 1- 107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C70-C72)

0 0 0 3 290 60- 847 0 0

Thyroid and endocrine
glands (C73-C75)

2 436 53- 1574 1 410 10- 2283 99 12- 357

Non - Hodgkin ' s
lymphoma(C82-C85)

2 109 13- 394 0 0 0 ∞ ∞

Leukaem ia (C91-95) 1 65 2- 363 2 241 29- 871 26 1- 147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I00- I99)

216 68 59- 78 106 56 46- 67 117 102- 134

Hypertensive diseases(I10-I13) 34 56 39- 79 18 50 29- 78 110 76- 154
Ischaemic heart diseases (I20-I25) 9 42 19- 80 9 71 33- 135 56 25- 106
Other heart diseases(I26- I51) 36 66 46- 92 18 53 31- 83 114 80- 158
Cerebrovascular diseases(I60- I69) 135 79 67- 94 59 59 45- 75 131 110- 155

Ⅰ : Observed deaths
Ⅱ : Standardized mortality rat io to 55- 99 year- old populat ion in 1992, in Korea
Ⅲ : Standardized mortality rat io(reference group) : abstainer
Ⅳ :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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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자

여자에서 음주군과 비음주군의 사망의 모든원인에 대한 표준화사망비는 각각

89 (95%CI=75- 104), 87 (95%CI=82- 91)이며, 비음주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비

음주군을 기준으로 음주군과의 표준화사망비를 살펴보면, 사망의 모든원인에서 음주군의

표준화사망비는 102(95%CI=86- 119)로 비음주군에 비해 높았다.

일반여자인구와 음주군의 표준화사망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여자인구에 비

해 음주군의 표준화사망비가 유의하게 높은 사망원인은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으나 음주군의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사망원인으로 신생물에서는 입술·입안·인두암, 여

성생식기계암이며, 소분류에서는 입안암, 담낭암, 자궁경부암, 난소암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혈관계질환에서 심혈관계질환전체(SMR =55, 95%CI=38- 78)와 고혈압질환

(SMR =29, 95%CI=6- 84), 기타심장질환(SMR =35, 95%CI=10- 91)의 사망원인에서 일반

여자인구에 비해 음주군의 표준화사망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섭취군을 기준으로 섭취군과의 표준화사망비를 살펴보면 비음주군에 비해 음주군의

표준화사망비가 유의하게 높거나 낮은 사망원인은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음주군의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사망원인으로 신생물에서는 입술·입안·인두암, 소화기계

암, 여성생식기계암과 소분류인 입안암, 위암, 간암, 담낭암, 자궁경부암이며, 심혈관계질환

에서는 뇌혈질환으로 나타났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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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7. St andardized m ort ality r at io by drinking , fem ale

(cont inu ed t able )

Cau ses of death
Drinking Ab st ainer Drinkin g

Obs
Ⅰ

SMR
Ⅱ 95%CIⅣ Obs

Ⅰ

SMR
Ⅱ 95%CIⅣ SMR

Ⅲ 95% CIⅣ

A ll Cau s e s of death
(A00-R99, V01-Y89)

148 89 75- 104 1411 87 82- 91 102 86- 119

N e opla s m s (C00-D48) 12 65 34- 114 123 75 62- 90 85 44- 149
Lip , oral cavity and
pharynx (C00-C14)

1 842 21- 4690 4 362 99- 926 212 5- 1179

Oral cav ity (C01-C09) 1 1011 26- 5634 3 324 67- 947 290 7- 1613
Dig est iv e org an s (C15-C26) 9 77 35- 145 77 74 58- 92 101 46- 192

E sophagu s (C15) 0 0 0 2 88 11- 316 0 0
Stom ach (C16) 6 99 37- 216 37 69 49- 95 140 52- 306
Colon·rectum (C18-C21) 0 0 0 12 129 67- 225 0 0
Liv er (C22) 2 82 10- 296 10 46 22- 84 168 20- 605
Gallbladder (C23-C24) 1 118 3- 655 5 67 22- 156 173 4- 962
P ancreas (C25) 0 0 0 11 161 80- 287 0 0

Respiratotry
organs(C30-C39)

0 0 0 10 44 21- 82 0 0

Lung (C33-C34) 0 0 0 10 48 23- 89 0 0
Skin (C43-C44) 0 0 0 2 183 22- 662 0 0
Breast (C50) 0 0 0 6 177 65- 386 0 0
F em ale g en it al
or g an s (C51- C58)

2 139 17- 500 8 63 27- 123 220 27- 796

Cerv ix ut eri(C53) 1 306 8- 1705 6 208 77- 453 149 4- 828
Uteru s (C54-C55) 0 0 0 2 24 3- 86 0 0
Ov ary (C56) 1 580 15- 3230 0 0 0 ∞ ∞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e
system(C69-C72)

0 0 0 5 183 59- 426 0 0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C70-C72)

0 0 0 5 191 62- 446 0 0

Thyroid and endocrine
glands (C73-C75)

0 0 0 1 86 2- 476 0 0

Ⅰ : Observed deaths
Ⅱ : Standardized mortality rat io to 55- 99 year- old populat ion in 1992, in Korea
Ⅲ : Standardized mortality rat io(reference group) : abstainer
Ⅳ : 95% confidence interval

- 27 -



Cau ses of death
Drinking Ab st ainer Drinkin g

Obs
Ⅰ

SMR
Ⅱ 95%CIⅣ Obs

Ⅰ

SMR
Ⅱ 95%CIⅣ SMR

Ⅲ 95% CIⅣ

Non - Hodgkin ' s
lymphoma(C82-C85)

0 0 0 3 191 39- 558 0 0

Leukaem ia (C91-95) 0 0 0 2 92 11- 334 0 0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I00- I99)

32 55 38- 78 318 58 52- 65 92 63- 130

Hypertensive diseases(I10-I13) 3 29 6- 84 39 39 28- 53 71 15- 209
Ischaemic heart diseases (I20-I25) 0 0 0 20 57 35- 88 0 0
Other heart diseases(I26- I51) 4 35 10- 91 54 49 36- 63 68 19- 174
Cerebrovascular diseases(I60- I69) 24 78 50- 116 201 71 61- 81 109 70- 162

Ⅰ : Observed deaths
Ⅱ : Standardized mortality rat io to 55- 99 year- old populat ion in 1992, in Korea
Ⅲ : Standardized mortality rat io(reference group) : abstainer
Ⅳ :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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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망의 생존분석

표 8에서는 Kaplan - Meier의 누계한계추정법을 이용하여 음주유무에 따라 사망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생존분석을 시행하였다. 사망의 모든원인에서 음주군의 사망위험을 살펴보

면, 남자는 유의하지는 않으나 높았으며, 여자는 유의하지는 않으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 남자

음주군의 사망위험이 비음주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사망원인으로 신생물에서

는 소화기계암이며, 소분류에선 췌장암이었으나 심혈관계질환에서는 유의하게 낮거나 높

게 나타난 사망원인은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음주군의 사망위험이 높게

나타난 사망원인으로 신생물에서는 소화기계암, 피부암, 남성생식기계암, 갑상샘·내분비

계암, 비호지킨림프암이고, 신생물의 소분류에서는 식도암, 위암, 직장·결장암, 담낭암, 췌

장암, 후두암, 전립샘암이었으며, 심혈관계질환에서는 심혈관계질환전체와 기타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주군의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사망원인으로 신생물에서 입술·입

안·인두암, 호흡기계암, 뇌척수암이었다(표 8).

2) 여자

음주군의 사망위험이 비음주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사망원인으로 신생물의

소분류인 난소암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음주군의 사망위험이 높게 나타난

사망원인으로 신생물에서는 입술·입안·인두암, 소화기계암, 피부암, 여성생식기계암이

고, 신생물의 소분류에서는 입안암, 위암, 간암, 담낭암, 자궁목암이었으며, 심혈관계질환에

서는 뇌혈관질환으로 나타났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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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8 . Survival analysis by product limit method or mortality , by drinking, gender

(cont inu ed t able )

Cau ses of death
M ale F em ale

Log- Rank Wilcoxon Drinking Log- Rank Wilcoxon Drinking

A ll Cau s e s of death
(A00-R99, V01-Y89)

0.948 0.713 + 0.387 0.480 -

N e opla s m s (C00-D48) 0.893 0.817 - 0.626 0.753 -
Lip , oral cavity and
pharynx (C00-C14)

0.039 0.030 - 0.459 0.393 +

Lip (C00) 0.740 0.740 -
Oral cav ity (C01-C09) 0.032 0.023 - 0.321 0.261 +
Pharynx (C10-C14) 0.638 0.596 -

Dig est iv e org an s (C15-C26) 0.046 0.101 + 0.928 0.897 +
E sophagu s (C15) 0.113 0.221 + 0.638 0.638 -
Stom ach (C16) 0.401 0.470 + 0.409 0.376 +
Colon·rectum (C18-C21) 0.154 0.283 + 0.243 0.251 -
Liv er (C22) 0.826 0.919 - 0.458 0.549 +
Gallbladder (C23-C24) 0.330 0.303 + 0.604 0.467 +
P ancreas (C25) 0.030 0.046 + 0.265 0.272 -

Respiratotry organs (C30-C39) 0.006 0.014 - 0.285 0.292 -
Larynx (C32) 0.209 0.209 +
Lung (C33-C34) 0.002 0.007 - 0.285 0.292 -

Bones , joints and articular
cartilage(C40-C41)

0.646 0.594 -

Skin (C43-C44) 0.469 0.469 + 0.633 0.635 -
Breast (C50) 0.413 0.416 -
Female genital organs (C51-C58) 0.299 0.251 +

Cerv ix ut eri(C53) 0.708 0.778 +
Uteru s (C54-C55) 0.631 0.633 -
Ov ary (C56) 0.003 0.003 +

Male genital organs(C60-C63) 0.493 0.553 +
Prost at e (C61) 0.963 0.863 +

Urin ary tr act (C64-C68) 0.192 0.195 -
Bladder (C67) 0.430 0.497 -
Kidey (C64,65,66,68) 0.252 0.164 -

- 30 -



Cau ses of death
M ale F em ale

Log- Rank Wilcoxon Drinking Log- Rank Wilcoxon Drinking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C72)

0.087 0.059 - 0.455 0.457 -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C70-C72)

0.017 0.019 - 0.455 0.457 -

Thyroid and endocrine glands(C73-C75) 0.970 0.783 + 0.733 0.733 -
N on - H odgkin ' s
ly m ph om a (C82- C85)

0.301 0.301 + 0.562 0.563 -

Leukaem ia (C91-95) 0.252 0.209 - 0.638 0.638 -
Dis eas es of the circulatory
sy s tem (I00- I99)

0.529 0.777 + 0.531 0.481 -

Hypertensive diseases (I10- I13) 0.979 0.819 - 0.520 0.690 -
Is ch a em ic h eart d is ea s es

(I2 0 - I25 )

0.170 0.223 - 0.129 0.132 -

Other heart diseases (I26 - I5 1) 0.858 0.838 + 0.413 0.335 -
Cerebrovascular diseases (I60- I69) 0.215 0.405 + 0.794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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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음주유무에 따른 사망의 위험비

음주유무에 따라 사망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Cox의 비례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생존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연구시작시점의 연령과 의료보험형태, 흡연력, 고

혈압여부, 체질량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비음주군(위험비 1.00)을 기준으로 음

주군의 사망위험을 살펴보았다. 또한 1985년 추적관찰한 코호트전체 자료를 분

석한 결과와 지체기간을 고려하여 1990년까지 생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9와 표 10에서 제시하였다.

1) 1985년부터 추적관찰한 코호트 자료분석

1985년부터 추적관찰한 코호트 전체의 자료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사망의

모든 원인에서 음주군의 사망위험비가 1.12(95%CI=1.00- 1.24)로 비음주에 비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사망위험이 높았으며, 여자의 사망위험비는 1.00(95%CI=0.83- 1.19)으로 비음주군

에 비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신생물의 소화기계암(Risk Ratio(RR )=1.45, 95%CI=1.04- 2.02)에서 비

음주군에 비해 음주군의 사망위험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으나 음주군의 사망위험비가 높게 나타난 사망원인으로 신생물에서는 신생물전체

와 남성생식기계암이고, 신생물소분류에서는 식도암, 위암, 결장·직장암, 담낭암, 췌장암

이며, 심혈관계질환에서는 기타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술·입안·인두암(RR =0.19, 95%CI=0.04- 1.00), 호흡기계암(RR =0.51,

95%CI=0.31- 0.82)과 소분류인 폐암(RR =0.47, 95%CI=0.29- 0.77)의 사망원인에서는 비음

주군에 비해 음주군의 사망위험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여자의 경우, 비음주군에 비해 음주군의 사망위험비가 유의하게 높거나 낮은 사망원인

은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비음주군에 비해 음주군의 사망위험비가 높게

나타난 사망원인으로 신생물에서는 입술·입안·인두암, 소화기계암, 여성생식기계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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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물의 소분류에서는 입안암, 위암, 간암, 담낭암, 자궁목암이며, 심혈관계질환에서는 고

혈압질환, 뇌혈관질환으로 나타났다(표 9).

T able 9. Risk ratio of death by drinking , gender (1985- 1999)

(cont inu ed t able )

Cau ses of death Abstainer

M ale Female

Death
RRⅠ of
drinking
(95%CIⅡ )

Deat
h

RRⅠ of drinking
(95%CIⅡ )

A ll Cau s e s of death
(A00-R99, V01-Y89)

1.00 1579 1.12(1.00- 1.24) 1497 1.00* (0.83- 1.19)

N e opla s m s (C00-D48) 1.00 300 1.01(0.79- 1.28) 133 0.79 (0.43- 1.46)
Lip , oral cavity and
pharynx (C00-C14)

1.00 7 0.19 (0.04- 1.00) 5 1.80(0.18- 18.26)

Lip (C00) 1.00 0 0 1 0
Oral cav ity (C01-C09) 1.00 5 0.12(0.01- 1.07) 4 1.98 (0.18- 22.31)
Pharynx (C10-C14) 1.00 2 0.51(0.03- 8.35) 0 0

Dig est iv e org an s (C15-C26) 1.00 182 1.45 (1.04- 2.02) 85 1.11(0.54- 2.27)
E sophagu s (C15) 1.00 18 2.71(0.76- 9.64) 2 0
Stom ach (C16) 1.00 80 1.27 (0.78- 2.08) 43 1.43 (0.58- 3.52)
Colon·rectum (C18-C21) 1.00 24 2.02(0.74- 5.51) 11 0
Liv er (C22) 1.00 33 0.90(0.43- 1.89) 12 1.72(0.35- 8.49)
Gallbladder (C23-C24) 1.00 10 2.53 (0.52- 12.34) 6 3.20(0.37- 27.83)
P ancreas (C25) 1.00 14 8.54 (1.09- 67.19) 11 0

Respiratotry organs (C30-C39) 1.00 69 0.51(0.31- 0.82) 10 0
Larynx (C32) 1.00 3 ∞ 0 0
Lung (C33-C34) 1.00 66 0.47 (0.29- 0.77) 10 0

Bones , joints and articular
cartilage(C40-C41)

1.00 2 0.64 (0.04- 10.58) 0 0

Skin (C43-C44) 1.00 1 ∞ 2 0
Breast (C50) 1.00 0 0 6 0
Female genital organs (C51- C58) 1.00 0 0 10 1.58 (0.31- 8.03)

Cerv ix ut eri(C53) 1.00 0 0 7 1.32(0.15- 12.00)
Uteru s (C54-C55) 1.00 0 0 2 0

Ⅰ : Risk rat io of death
Ⅱ : 95%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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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 ses of death Abstainer

M ale Female

Death
RRⅠ of
drinking
(95%CIⅡ )

Death RRⅠ of drinking
(95%CIⅡ )

Ov ary (C56) 1.00 0 0 1 0
Male genital organs(C60-C63) 1.00 4 2.12(0.21- 21.61) 0 0

Prost at e (C61) 1.00 3 1.00(0.09- 11.54) 0 0
Urin ary tr act (C64-C68) 1.00 9 0.47 (0.12- 1.82) 0 0

Bladder (C67) 1.00 6 0.64 (0.12- 3.44) 0 0
Kidey (C64,65,66,68) 1.00 3 0.29 (0.03- 3.20) 0 0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C72)

1.00 4 0.12(0.01- 1.17) 4 0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C70-C72)

1.00 3 0 4 0

Thyroid and endocrine glands(C73-C75) 1.00 3 0.76 (0.07- 8.79) 1 0
Non-Hodgkin's lymphoma(C82-C85) 1.00 2 ∞ 3 0
Leukaem ia (C91-95) 1.00 3 0.25 (0.02- 2.94) 2 0
Dis eas es of the circulatory
sy s tem (I00- I99)

1.00 307 1.11(0.87- 1.42) 343 0.90(0.61- 1.32)

Hypertensive diseases (I10- I13) 1.00 51 0.94 (0.52- 1.70) 41 1.02(0.31- 3.38)
Ischaemic heart diseases (I20- I25) 1.00 17 0.62(0.23- 1.66) 20 0
Oth er heart diseases (I26- I51) 1.00 51 1.35 (0.74- 2.49) 56 0.49 (0.15- 1.60)
Cerebrovascular diseases (I60- I69) 1.00 184 1.20(0.87- 1.65) 221 1.12(0.72- 1.75)

Ⅰ : Risk rat io of death

Ⅱ : 95%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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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0년까지 생존한 대상자의 자료분석

지체기간을 고려하여 1990년까지 생존한 연구대상자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망

의 모든원인에서 음주군의 사망위험비가 남자는 1.16(95%CI=1.01- 1.33)으로 비음주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망위험이 높았으며, 여자의 사망위험비는

0.90(95%CI=0.72- 1.12)으로 비음주군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남자의 경우 비음주군에 비해 음주군의 사망위험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사망원인

으로 신생물의 소화기계암(RR =1.65, 95%CI=1.05- 2.59)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음주군의 사망위험비가 낮게 나타난 사망원인으로 신생물에서는 신생물전체와 소

분류인 위암, 담낭암이며, 심혈관계질환에서는 고혈압질환, 기타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었

다. 한편 여자의 경우에는 음주군의 사망위험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사망원인은 없었

다. 유의하지는 않더라도 사망위험비가 높게 나타난 사망원인으로 신생물에서는 여성생식

기계질환이고 신생물의 소분류에서는 위암, 간암이며, 심혈관계질환에서는 뇌혈관질환이었

다(표 10).

T able 10. Risk rat io of death by drinking , g ender (1990- 1999)

(cont inu ed t able )

Cau ses of death Abstainer

M ale F emale

Death
RRⅠ of
drinking
(95%CIⅡ )

Death
RRⅠ of
drinking
(95%CIⅡ )

A ll Cau s e s of death
(A00-R99, V01-Y89)

1.00 1016 1.16(1.01- 1.33) 1059 0.90(0.72- 1.12)

N e opla s m s (C00-D48) 1.00 189 1.01(0.74- 1.37) 88 0.61(0.27- 1.34)
Lip , oral cavity and
pharynx (C00-C14)

1.00 3 0.28(0.03- 3.26) 1 0

Lip (C00) 1.00 0 0 0 0
Oral cav ity (C01-C09) 1.00 3 0.28(0.03- 3.26) 1 0
Pharynx (C10-C14) 1.00 0 0 0 0

Dig est iv e org an s (C15-C26) 1.00 106 1.65(1.05- 2.59) 58 0.92(0.38- 2.20)
E sophagu s (C15) 1.00 7 ∞ 2 0
Stom ach (C16) 1.00 44 1.58(0.78- 3.18) 29 1.14 (0.38-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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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 ses of death Abstainer

M ale F emale

Death
RRⅠ of
drinking
(95%CIⅡ )

Death
RRⅠ of
drinking
(95%CIⅡ )

Colon·rectum (C18-C21) 1.00 16 3.62(0.81- 16.25) 7 0
Liv er (C22) 1.00 21 0.76(0.31- 1.87) 9 2.17 (0.40- 11.81)
Gallbladder (C23-C24) 1.00 7 1.47(0.27- 7.95) 4 0
P ancreas (C25) 1.00 9 6.39(0.76- 53.60) 7 0

Respiratotry organs (C30-C39) 1.00 49 0.43(0.25- 0.77) 9 0
Larynx (C32) 1.00 3 ∞ 0 0
Lung (C33-C34) 1.00 46 0.38(0.21- 0.70) 9 0

Bones , joints and articular
cartilage(C40-C41)

1.00 2 0.64(0.04- 10.58) 0 0

Skin (C43-C44) 1.00 1 ∞ 2 0
Breast (C50) 1.00 0 0 4 0
Female genital organs (C51- C58) 1.00 0 0 3 2.63 (0.19- 36.83)

Cerv ix ut eri(C53) 1.00 0 0 1 0
Uteru s (C54-C55) 1.00 0 0 2 0
Ov ary (C56) 1.00 0 0 0 0

Male genital organs(C60-C63) 1.00 2 ∞ 0 0
Prost at e (C61) 1.00 1 ∞ 0 0

Urin ary tr act (C64-C68) 1.00 8 0.33(0.08- 1.46) 0 0
Bladder (C67) 1.00 5 0.38(0.06- 2.52) 0 0
Kidey (C64,65,66,68) 1.00 3 0.29(0.03- 3.20) 0 0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C72)

1.00 2 0.36(0.02- 5.82) 3 0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C70-C72)

1.00 1 0 3 0

Thyroid and endocrine glands(C73-C75) 1.00 2 ∞ 1 0
Non-Hodgkin's lymphoma(C82-C85) 1.00 2 ∞ 1 0
Leukaem ia (C91-95) 1.00 3 0.25(0.02- 2.94) 2 0
Dis eas es of the circulatory
sy s tem (I00- I99)

1.00 211 1.20(0.89- 1.61) 280 0.80(0.52- 1.24)

Hypertensive diseases (I10- I13) 1.00 30 1.26(0.57- 2.82) 29 0.43 (0.06- 3.21)
Ischaemic heart diseases (I20- I25) 1.00 15 0.52(0.18- 1.50) 19 0
Oth er heart diseases (I26- I51) 1.00 19 1.08(0.41- 2.85) 37 0.70(0.21- 2.35)
Cerebrovascular diseases (I60- I69) 1.00 143 1.36(0.93- 1.98) 191 1.04 (0.64- 1.69)

Ⅰ : Risk rat io of death
Ⅱ : 95%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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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음주빈도에 따른 사망의 위험비

음주빈도에 따라 사망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Cox의 비례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생존분석

을 시행한 결과이다. 연구시작시점의 연령과 의료보험형태, 흡연력, 고혈압여부, 체질량지

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비음주군을 기준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저음주군(1잔이하)과 중음주

군(1잔- 1병이하), 고음주군(1병보다 많이)으로 구분하여 사망위험을 살펴보았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저음주군(1잔이하)과 고음주군(1잔보다 많이)으로 구분하여 사망위험을 살펴보

았다. 또한 1985년 추적관찰한 코호트전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표 11, 표 13)와 지체기간

를 고려하여 1990년까지 생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표 12, 표 14)를 제시하였

다.

1) 남자

1985년부터 추적관찰한 코호트 남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망의 모든원

인에서 저음주군, 중음주군, 고음주군의 사망위험비는 각각 1.06(95%CI=0.92- 1.23),

1.09(95%CI=0.96- 1.23), 1.35(95%CI=1.14- 1.60)로 저음주군에서 중음주군,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유의하지는 않으나 사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음주군과 중음주군의 사망위험비가 유의하게 낮거나 높은 사망원인은 없었다. 그러나 고

음주군의 사망위험비에서 신생물의 소분류인 식도암(RR =5.77, 95%CI=1.34- 24.94), 방광

암(RR =6.97, 95%CI=1.07- 45.20)과 심혈관계질환전체(RR =1.52, 95%CI=1.06- 2.19), 뇌

혈관질환(RR =1.66, 95%CI=1.03- 2.65)의 사망원인에서 비음주군에 비해 유의하게 사망위

험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타심장질환은 유의하지는 않더라도 비음주군·저음주군·중

음주군·고음주군으로 갈수록 사망위험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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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11. Risk rat io of death by drinking categories , m ale (1985- 1999)
(cont inu ed t able )

Cau ses of death
Risk rat io of death (95% confidence interval)

Abst-
ainer Low drinking Moderate drinking H eavy drinkin g

A ll Cau s e s of death
(A00-R99, V01-Y89)

1.00 1.06 (0.92- 1.23) 1.09 (0.96- 1.23) 1.35 (1.14- 1.60)

N e opla s m s (C00-D48) 1.00 0.78 (0.54- 1.12) 1.04 (0.79- 1.36) 1.21(0.83- 1.74)
Lip , oral cavity and
pharynx (C00-C14)

1.00 0.39 (0.05- 3.37) 0.18 (0.02- 1.55) 0

Lip (C00) 1.00 0 0 0
Oral cav ity (C01-C09) 1.00 0.48 (0.05- 4.27) 0 0
Pharynx (C10-C14) 1.00 0 0.91(0.06- 15.10) 0

Dig est iv e org an s (C15-C26) 1.00 1.35 (0.87- 2.07) 1.28 (0.89- 1.85) 1.65 (1.03- 2.66)
E sophagu s (C15) 1.00 1.44 (0.24- 8.70) 2.76 (0.71- 10.74) 5.77 (1.34- 24.94)
Stom ach (C16) 1.00 1.24 (0.66- 2.32) 1.01(0.58- 1.74) 1.28 (0.61- 2.67)
Colon·rectum (C18-C21) 1.00 2.53 (0.76- 8.38) 1.58 (0.51- 4.90) 3.20(0.91- 11.23)
Liv er (C22) 1.00 1.01(0.38- 2.71) 0.80(0.34- 1.87) 1.34 (0.47- 3.87)
Gallbladder (C23-C24) 1.00 1.23 (0.11- 13.74) 4.20(0.84- 21.05) 0
P ancreas (C25) 1.00 3.68 (0.60- 22.48) 4.75 (0.97- 23.26) 2.05 (0.18- 23.28)

Respiratotry organs (C30-C39) 1.00 0.06 (0.01- 0.43) 0.77 (0.46- 1.28) 0.55 (0.23- 1.31)
Larynx (C32) 1.00 ∞ ∞ ∞

Lung (C33-C34) 1.00 0.06 (0.01- 0.43) 0.72(0.43- 1.21) 0.46 (0.18- 1.18)
Bones , joints and articular
cartilage(C40-C41)

1.00 0 1.20(0.07- 19.63) 0

Skin (C43-C44) 1.00 ∞ ∞ ∞

Male genital organs(C60-C63) 1.00 4.39 (0.39- 49.31) 1.30(0.08- 22.19) 0
Prost at e (C61) 1.00 1.68 (0.10- 29.14) 0.90(0.05- 15.14) 0

Urin ary tr act (C64-C68) 1.00 0 0.21(0.02- 1.87) 2.51(0.56- 11.27)
Bladder (C67) 1.00 0 0 6.97 (1.07- 45.20)
Kidey (C64,65,66,68) 1.00 0 0.52(0.05- 5.78) 0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C72)

1.00 0 0 0.95 (0.10- 9.34)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C70-C72)

1.00 0 0 0

T hyroid and endocrine
glands (C73- C75)

1.00 2.59 (0.15- 44.17) 0.56 (0.03- 9.72) 0

Non - Hodgkin ' s
lymphom a (C82- C85)

1.00 ∞ ∞ ∞

Leukaem ia (C91-95) 1.00 0 0.44 (0.04- 5.14) 0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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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 ses of death
Risk rat io of death (95% confidence interval)

Abst-
ainer Low drinking Moderate drinking H eavy drinkin g

Dis eas es of the circulatory
sy s tem (I00- I99)

1.00 0.98 (0.69- 1.37) 1.06 (0.80- 1.39) 1.52(1.06- 2.19)

Hypertensive diseases (I10- I13) 1.00 0.51(0.19- 1.37) 0.98 (0.51- 1.88) 1.43 (0.61- 3.32)
Ischaemic heart diseases (I20- I25) 1.00 1.03 (0.31- 3.49) 0.38 (0.10- 1.48) 0.94 (0.19- 4.54)
Other heart diseases(I26- I51) 1.00 1.28 (0.57- 2.91) 1.45 (0.73- 2.87) 1.59 (0.61- 4.15)
Cerebrovascular diseases (I60- I69) 1.00 1.09 (0.70- 1.69) 1.08 (0.76- 1.54) 1.66 (1.03- 2.65)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지체기간을 고려하여 1990년까지 생존한 남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망의 모든원인에서 저음주군, 중음주군, 고음주군의 사망위험비는 각각

1.15(95%CI=0.96- 1.38), 1.10(95%CI=0.94- 1.28), 1.38(95%CI=1.12- 1.70)이며, 고음주군

의 사망위험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음주군과

고음주군에서 신생물의 소분류인 직장·결장암(저음주군RR =5.97, 95%CI=1.19- 29.98, 고

음주군RR =6.60, 95%CI=1.18- 37.03)에서 비음주군에 비해 사망위험이 감소하게 나타났

다. 또한 고음주군의 심혈관계질환전체(RR =1.69, 95%CI=1.09- 2.64)와 뇌혈관질환

(RR =1.86, 95%CI=1.08- 3.20)에서도 사망위험이 감소하였다(표 12).

T able 12. Risk rat io of death by drinking categories , m ale (1990- 1999)
(cont inu ed t able )

Cau ses of death
Risk rat io of death (95% confidence interval)

Abst-
ainer Low drinking Moderate drinking H eavy drinkin g

A ll Cau s e s of death
(A00-R99, V01-Y89)

1.00 1.15 (0.96- 1.38) 1.10(0.94- 1.28) 1.38 (1.12- 1.70)

N e opla s m s (C00-D48) 1.00 0.87 (0.56- 1.35) 0.95 (0.68- 1.34) 1.18 (0.74- 1.89)
Lip , oral cavity and
pharynx (C00-C14)

1.00 1.05 (0.09- 11.72) 0 0

Lip (C00) 1.00 0 0 0
Oral cav ity (C01-C09) 1.00 1.05 (0.09- 11.72) 0 0
Pharynx (C10-C14) 1.00 0 0 0

Dig est iv e org an s (C15-C26) 1.00 1.67 (0.97- 2.88) 1.24 (0.76- 2.02) 1.59 (0.83- 3.02)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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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 ses of death
Risk rat io of death (95% confidence interval)

Abst-
ainer Low drinking Moderate drinking H eavy drinkin g

E sophagu s (C15) 1.00 ∞ ∞ ∞

Stom ach (C16) 1.00 1.60(0.72- 3.54) 1.02(0.48- 2.15) 0.95 (0.31- 2.93)
Colon·rectum (C18-C21) 1.00 5.97 (1.19- 29.98) 1.90(0.34- 10.59) 6.60(1.18- 37.03)
Liv er (C22) 1.00 0.92(0.28- 3.09) 0.55 (0.18- 1.70) 1.49 (0.44- 5.01)
Gallbladder (C23-C24) 1.00 0 2.69 (0.50- 14.57) 0
P ancreas (C25) 1.00 2.93 (0.40- 21.62) 3.42(0.63- 18.67) 0

Respiratotry organs (C30-C39) 1.00 0 0.68 (0.37- 1.25) 0.49 (0.17- 1.41)
Larynx (C32) 1.00 ∞ ∞ ∞

Lung (C33-C34) 1.00 0 0.62(0.33- 1.16) 0.37 (0.11- 1.24)
Bones , joints and articular
cartilage(C40-C41)

1.00 0 1.20(0.07- 19.63) 0

Skin (C43-C44) 1.00 ∞ ∞ ∞

Male genital organs(C60-C63) 1.00 ∞ ∞ ∞

Prost at e (C61) 1.00 ∞ ∞ ∞

Urin ary tr act (C64-C68) 1.00 0 0.21(0.02- 1.87) 2.51(0.55- 11.27)
Bladder (C67) 1.00 0 0 4.69 (0.57- 38.78)
Kidey (C64,65,66,68) 1.00 0 0.52(0.05- 5.76) 0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C72)

1.00 0 0 2.73 (0.17- 44.06)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C70-C72)

1.00 0 0 0

T hyroid and endocrine
glands (C73- C75)

1.00 ∞ ∞ ∞

Non - Hodgkin ' s
lymphom a (C82- C85)

1.00 ∞ ∞ ∞

Leukaem ia (C91-95) 1.00 0 0.44 (0.04- 5.14) 0
Dis eas es of the circulatory
sy s tem (I00- I99)

1.00 1.00(0.66- 1.53) 1.19 (0.85- 1.65) 1.69 (1.09- 2.64)

Hypertensive diseases (I10- I13) 1.00 0.89 (0.27- 2.91) 1.38 (0.57- 3.34) 2.07 (0.68- 6.34)
Ischaemic heart diseases (I20- I25) 1.00 0.84 (0.22- 3.21) 0.28 (0.06- 1.34) 1.05 (0.21- 5.14)
Other heart diseases(I26- I51) 1.00 0.68 (0.14- 3.30) 1.35 (0.47- 3.86) 1.34 (0.27- 6.66)
Cerebrovascular diseases (I60- I69) 1.00 1.17 (0.70- 1.94) 1.29 (0.86- 1.94) 1.86 (1.08- 3.20)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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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자

1985년부터 추적관찰한 코호트 여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망의 모든원

인에서 저음주군, 고음주군의 사망위험비는 각각 0.94(95%CI=0.77- 1.15),

1.16(95%CI=0.77- 1.74)으로 저음주군에서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유의하지는 않으나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음주군에서 사망위험비가 유의하게 낮거나 높은

사망원인은 없었다. 그러나 고음주군의 고혈압질환(RR =5.45 95%CI=1.25- 23.77)에서 비

음주군에 비해 사망위험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의 경우에는 유의하지는

않더라도 비음주군, 저음주군,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사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T able 13. Risk rat io of death by drinking categories , fem ale (1985- 1999)
(cont inu ed t able )

Cau ses of death Death
Risk rat io of death (95% confidence interval)

Abst-
ainer Low drinking H eav y drinking

All Caus es of death(A00-R99, V01-Y89) 1497 1.00 0.94 (0.77- 1.15) 1.16 (0.77- 1.74)
N e opla s m s (C00-D48) 133 1.00 0.79 (0.41- 1.53) 0.96 (0.23- 3.95)
Lip, oral cavity and pharynx(C00-C14) 5 1.00 2.17 (0.22- 21.60) 0

Lip (C00) 1 1.00 0 0
Oral cav ity (C01-C09) 4 1.00 2.52(0.23- 27.71) 0
Pharynx (C10-C14) 0 1.00 0 0

Dig est iv e org an s (C15-C26) 85 1.00 1.17 (0.56- 2.48) 0.91(0.12- 6.64)
E sophagu s (C15) 2 1.00 0 0
Stom ach (C16) 43 1.00 1.43 (0.54- 3.74) 1.71(0.23- 12.88)
Colon·rectum (C18-C21) 11 1.00 0 0
Liv er (C22) 12 1.00 2.04 (0.42- 9.98) 0
Gallbladder (C23-C24) 6 1.00 3.39 (0.39- 29.59) 0
P ancreas (C25) 11 1.00 0 0

Respiratotry organs (C30-C39) 10 1.00 0 0
Larynx (C32) 0 1.00 0 0
Lung (C33-C34) 10 1.00 0 0

Bones , joints and articular
cartilage(C40-C41)

0 1.00 0 0

Skin (C43-C44) 2 1.00 0 0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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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 ses of death Death
Risk rat io of death (95% confidence interval)

Abst-
ainer Low drinking H eav y drinking

Breast (C50) 6 1.00 0 0
Female genital organs(C51-C58) 10 1.00 0.97 (0.12- 8.18) 5.44 (0.60- 49.26)

Cerv ix ut eri(C53) 7 1.00 1.56 (0.17- 14.09) 0
Uteru s (C54-C55) 2 1.00 0 0
Ov ary (C56) 1 1.00 0 0

Urin ary tr act (C64-C68) 0 1.00 0 0
Bladder (C67) 0 1.00 0 0
Kidey (C64,65,66,68) 0 1.00 0 0

E y e , b r a in an d ot h er p ar t s
of c en t r a l(C69- C72)

4 1.00 0 0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C70-C72)

4 1.00 0 0

Thyroid and endocrine glands(C73-C75) 1 1.00 0 0
Non- Hodgkin ' s lymphoma(C82-C85) 3 1.00 0 0
Leukaem ia (C91-95) 2 1.00 0 0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I00-I99) 343 1.00 0.92(0.61- 1.38) 0.89 (0.33- 2.40)

Hyperten siv e diseases (I10- I13) 41 1.00 0.40(0.05- 2.96) 5.45 (1.25- 23.77)
Ischaemic heart diseases (I20- I25) 20 1.00 0 0
Oth er heart diseases (I26- I51) 56 1.00 0.57 (0.17- 1.87) 0
Cerebrovascular diseas es (I60- I69) 221 1.00 1.20(0.76- 1.91) 0.72(0.18- 2.93)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지체기간을 고려하여 1990년까지 생존한 여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

망의 모든원인에서 저음주군, 고음주군의 사망위험비는 각각 0.85 (95%CI=0.67- 1.08),

1.10(95%CI=0.66- 1.84)으로 저음주군에서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유의하지는 않더라도 사

망위험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음주군과 고음주군에서 비음주군에 비해 사망위

험이 유의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게 나타난 사망원인은 없었다. 한편 유의하지는 않더라도

위암의 경우에는 비음주군, 저음주군,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사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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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14. Risk rat io of death by drinking categories , fem ale (1990- 1999)
(cont inu ed t able )

Cau ses of death Death
Risk rat io of death (95% confidence interval)

Abst-
ainer Low drinking H eav y drinking

All Caus es of death(A00-R99, V01-Y89) 1059 1.00 0.85 (0.67- 1.08) 1.10(0.66- 1.84)
N e opla s m s (C00-D48) 88 1.00 0.62(0.27- 1.45) 0.59 (0.08- 4.32)
Lip, oral cavity and pharynx(C00-C14) 1 1.00 0 0

Lip (C00) 0 1.00 0 0
Oral cav ity (C01-C09) 1 1.00 0 0
Pharynx (C10-C14) 0 1.00 0 0

Dig est iv e org an s (C15-C26) 58 1.00 0.92(0.36- 2.34) 1.02(0.14- 7.57)
E sophagu s (C15) 2 1.00 0 0
Stom ach (C16) 29 1.00 1.04 (0.30- 3.59) 1.80(0.23- 14.06)
Colon·rectum (C18-C21) 7 1.00 0 0
Liv er (C22) 9 1.00 2.57 (0.48- 13.67) 0
Gallbladder (C23-C24) 4 1.00 0 0
P ancreas (C25) 7 1.00 0 0

Respiratotry organs (C30-C39) 9 1.00 0 0
Larynx (C32) 0 1.00 0 0
Lung (C33-C34) 9 1.00 0 0

Bones , joints and articular
cartilage(C40-C41)

0 1.00 0 0

Skin (C43-C44) 2 1.00 0 0
Breast (C50) 4 1.00 0 0
Female genital organs(C51-C58) 3 1.00 2.97 (0.22- 40.61) 0

Cerv ix ut eri(C53) 1 1.00 0 0
Uteru s (C54-C55) 2 1.00 0 0
Ov ary (C56) 0 1.00 0 0

Urin ary tr act (C64-C68) 0 1.00 0 0
Bladder (C67) 0 1.00 0 0
Kidey (C64,65,66,68) 0 1.00 0 0

E y e , b r a in an d ot h er p ar t s
of c en t r a l(C69- C72)

3 1.00 0 0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C70-C72)

3 1.00 0 0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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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 ses of death Death
Risk rat io of death (95% confidence interval)

Abst-
ainer Low drinking H eav y drinking

Thyroid and endocrine glands(C73-C75) 1 1.00 0 0
Non- Hodgkin ' s lymphoma(C82-C85) 1 1.00 0 ∞

Leukaem ia (C91-95) 2 1.00 0 0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I00-I99) 280 1.00 0.85 (0.54- 1.34) 0.53 (0.13- 2.13)

Hyperten siv e diseases (I10- I13) 29 1.00 0 3.72(0.47- 29.29)
Ischaemic heart diseases (I20- I25) 19 1.00 0 0
Oth er heart diseases (I26- I51) 37 1.00 0.80(0.24- 2.70) 0
Cerebrovascular diseas es (I60- I69) 191 1.00 1.15 (0.70- 1.89) 0.41(0.06- 2.95)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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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유무에 따른 암발생과의 관계

가. 암발생률

표 15와 표 16에서는 인삼섭취유무에 따른 암의 발생률과 같은 연령대의 우리나라 일

반인구를 이용하여 연령교정한 발생률을 제시하였다.

1) 남자

전체암(C00- C97)에서 음주군과 비음주군의 암의 보통발생률은 각각 인구 10만명당

1,256건, 1,276건이며, 연령교정한 암의 발생률은 각각 1,129건, 1,155건으로 음주군이 비

음주군에 비해 높았으며, 일반인구사망률인 1,115건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음주군에 비해 음주군의 연령교정한 암의 발생률이 높은 발생부위로는 입술·입

안·인두암, 호흡기계암, 남성생식기계암이며, 소분류에서는 입안암, 후두암, 식도암, 위암,

간암, 췌장암, 방광암으로 나타났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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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15. Incidence rate of cancer by drinkin g , m ale

Sit es of incidence
Drinking Ab st ainer

P IRⅢ

CIRⅠ A IRⅡ CIRⅠ AIRⅡ

A ll s it e s (C00-C97) 1255.5 1128.7 1276.4 1154.9 1114.8
Lip , oral cavity and pharynx (C00-C14) 38.2 51.1 24.3 16.0 29.9

Oral cav ity (C01-C09) 25.5 16.6 12.2 8.9 19.9
Pharynx (C10-C14) 12.7 34.5 12.2 7.1 8.8

D ig e s t iv e org an s (C15- C26) 860.4 747.7 705.1 722.4 715.5
E sophagu s (C15) 89.2 59.9 36.5 30.1 52.0
Stom ach (C16) 414.3 418.1 364.7 364.7 377.1
Colon·r ectum (C18-C21) 102.0 92.7 97.3 128.1 77.4
Liv er (C22) 127.5 87.6 85.1 56.4 133.8
Gallbladder (C23-C24) 51.0 34.6 60.8 38.9 28.8
P ancreas (C25) 70.1 51.4 12.2 5.2 34.3

R e s pirat ory org an s (C30-C39) 229.4 203.7 364.7 280.6 227.8
Larynx (C32) 6.4 3.4 0 0 12.2
Lung (C33-C34) 216.7 196.8 364.7 280.6 213.4

Bones , joints and articular cartilage (C40-C41) 6.4 3.4 12.2 6.1 4.4
Skin (C43-C44) 12.7 12.0 12.2 17.8 7.7
M ale g enital org an s (C60-C63) 19.1 38.5 36.5 22.1 21.0
U rin ary tra c t (C64-C68) 31.9 28.5 60.8 43.2 45.3

Bladder (C67) 31.9 28.5 36.5 16.6 37.6
Kideny (C64,65,66,68) 0 0 24.3 26.7 7.7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C72) 6.4 4.4 24.3 11.3 8.8
Thyroid and endocrine glands (C73-C75) 12.7 8.1 12.2 17.8 3.3
Ly m ph (C81-C85) 6.4 3.4 0 0 10.0
L euk aem ia (C91-C95) 0 0 12.2 8.9 5.5

Ⅰ : Crude incidence rate
Ⅱ : Age adjusted incidence rate to 55- 99 year- old populat ion in 1985- 1997, in Kangwha cohort
Ⅲ : 55- 99 year- old populat ion incidence rate in 1985- 1997

2) 여자

전체암에서 음주군과 비음주군의 암의 보통발생률은 각각 인구 10만명당 350건, 397건

으로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낮았으나 연령교정한 암의 발생률은 각각 483건, 416건으

로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높았으며, 일반인구사망률인 421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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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음주군에 비해 음주군의 연령교정한 암의 발생률이 높은 발생부위로는 여성생식기

계암, 비뇨기계암이며, 소분류에서는 인두암, 담낭암, 자궁목암, 난소암, 방광암으로 나타났

다(표 16).

T able 16. Incidence rate of cancer by drinkin g , fem ale

Sit es of incidence
Drinking Ab st ainer

P IRⅢ

CIRⅠ A IRⅡ CIRⅠ AIRⅡ

A ll s it e s (C00-C97) 349.6 482.6 397.1 415.8 421.3
Lip , oral cavity and pharynx (C00-C14) 26.9 16.1 15.0 22.8 9.1

Lip (C00) 0 0 3.0 1.9 1.7
Oral cav ity (C01-C09) 0 0 9.0 18.6 4.1
Pharynx (C10-C14) 26.9 16.1 3.0 2.3 3.3

D ig e s t iv e org an s (C15- C26) 134.4 207.5 225.6 210.3 228.4
E sophagu s (C15) 0 0 6.0 3.6 5.0
Stom ach (C16) 107.6 90.8 108.3 103.5 107.6
Colon·r ectum (C18-C21) 0 0 33.1 24.7 37.2
Liv er (C22) 0 0 27.1 31.0 29.0
Gallbladder (C23-C24) 26.9 116.7 18.0 24.5 24.0
P ancreas (C25) 0 0 33.1 23.0 22.3

R e s pirat ory org an s (C30-C39) 26.9 20.0 39.1 26.5 49.7
Larynx (C32) 0 0 3.0 2.3 2.5
Lung (C33-C34) 0 0 33.1 22.5 43.0

Skin (C43-C44) 0 0 15.0 13.6 6.6
Breast (C50) 0 0 21.1 39.4 19.9
Female g enital organs (C51-C58) 134.4 224.0 36.1 54.2 60.4

Cerv ix ut eri(C53) 107.6 209.0 30.1 48.1 45.5
Ov ary (C56) 26.9 15.0 6.0 6.0 6.6

U rin ary tra c t (C64-C68) 26.9 15.0 9.0 5.9 8.3
Bladder (C67) 26.9 15.0 3.0 2.0 5.8
Kideny (C64,65,66,68) 0 0 6.0 3.9 2.5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C72) 0 0 9.0 10.3 5.8
Thyroid and endocrine glands (C73-C75) 0 0 6.0 15.0 5.8
Ly m ph (C81-C85) 0 0 3.0 4.0 4.1
L euk aem ia (C91-C95) 0 0 6.0 6.3 7.4

Ⅰ : Crude incidence rate
Ⅱ : Age adjusted incidence rate to 55- 99 year- old populat ion in 1985- 1997, in Kangwha cohort
Ⅲ : 55- 99 year- old populat ion incidence rate in 1985-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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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암의 표준화발생비

표 17과 표 18에서는 강화암등록자료에 기초하여 1985년부터 1997년까지 당시의 같은

연령대의 강화군인구를 기준으로 비섭취군 및 섭취군에 대한 표준화사망비와 비섭취군을

기준으로 섭취군과의 암의 표준화발생비를 각각 제시하였다.

1) 남자

일반남자인구를 기준으로 음주군과 비음주군 남자의 표준화발생비를 살펴보

면, 전체암에서 음주군과 비음주군 각각 96 (95%CI=83- 110), 95 (95%CI=78- 115)로

두군 모두 일반남자인구에 비해 낮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일반남자인구와 음주군의 표준화발생비를 비교해보면, 일반남자인구에 비해

음주군의 표준화발생비가 유의하게 높은 발생부위로는 없었다. 그러나 유의하지는

않더라도 음주군의 표준화발생비가 높은 발생부위로는 입술·입안·인두암, 소화

기계암, 피부암, 갑상샘·내분비계암이며, 소분류로는 입안암, 인두암, 식도암, 결

장·직장암, 담낭암, 췌장암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생식기계암(S tan dardized in ciden ce rat io(SIR )=66, 95%CI=147- 194)

에서는 일반남자인구에 비해 음주군의 표준화발생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발

생부위이었다.

일반남자인구와 비음주군의 표준화발생비를 살펴보았을 때, 유의하게 낮거나 높은 발

생부위는 없었다.

비음주군을 기준으로 음주군과의 표준화발생비를 살펴보면, 전체암의 표준화발생비가

99(95%CI=86- 114)로 비음주군에 비해 약간 낮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비음주

군에 비해 음주군의 표준화발생비가 유의하게 높은 발생부위로는 소화기계암

(S IR =121, 95%CI=102- 144)이며, 소분류로는 식도암(SIR =251, 95%CI=137- 420),

췌장암(S IR =722, 95%CI=361- 1293)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음주군에 비해 음주준의 표준화발생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발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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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는 호흡기계암(S IR =65, 95%CI=46- 90), 소분류인 폐암(S IR =61, 95%CI=43- 86)

으로 나타났다(표 17).

T able 17. Standardized incidence ratio by drinking , m ale

Sit es of incidence
Drinking Ab st ainer Drinking

Obs
Ⅰ

SMR
Ⅱ 95%CIⅣ Obs

Ⅰ

SMR
Ⅱ 95%CIⅣ SMR

Ⅲ 95% CIⅣ

A ll s it e s (C00-C97) 197 96 83- 110 105 95 78- 115 99 86- 114
Lip , oral cavity and
pharynx (C00-C14)

6 109 40- 237 2 71 9- 255 151 56- 329

Oral cav ity (C01-C09) 4 116 32- 298 1 57 1- 317 198 54- 506
Pharynx (C10-C14) 2 114 14- 412 1 112 3- 623 103 13- 372

Dig es tiv e org ans (C15-C26) 135 105 88- 124 58 85 64- 110 121 102- 144
E sophagu s (C15) 14 139 76- 233 3 57 12- 165 251 137- 420
Stom ach (C16) 65 97 75- 124 30 86 58- 122 110 85- 141
Colon·r ectum (C18-C21) 16 114 65- 185 8 110 48- 217 102 58- 165
Liv er (C22) 20 91 56- 141 7 61 25- 126 161 99- 249
Gallbladder (C23-C24) 8 140 61- 276 5 134 44- 313 90 39- 177
P ancreas (C25) 11 149 75- 267 1 24 1- 135 722 361- 1293

Respiratory organs (C30-C39) 36 79 55- 109 30 121 81- 172 65 46- 90
Larynx (C32) 1 62 2- 344 0 0 0 ∞ ∞

Lung (C33-C34) 34 78 54- 109 30 126 85- 180 61 43- 86
Bones , joints and
articular cartilage (C40-C41)

1 84 2- 465 1 148 4- 826 57 2- 315

Skin (C43-C44) 2 136 16- 490 1 122 3- 677 94 11- 341
Male genital organs (C60-C63) 3 66 147- 194 3 115 24- 337 52 11- 153
U rin ary tra c t (C64-C68) 5 67 22- 156 5 117 38- 273 58 19- 134

Bladder (C67) 5 83 27- 193 3 85 18- 247 110 36- 256
Kideny (C64,65,66,68) 0 0 0 2 276 33- 997 0 0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C72)

1 72 2- 400 2 223 27- 807 30 1- 169

T hy roid an d en docrine
g lands (C73-C75)

2 292 35- 1053 1 292 7- 1629 94.3 11- 341

Ly m ph (C81-C85) 1 66 2- 367 0 0 0 ∞ ∞

L euk aem ia (C91-C95) 0 0 0 1 436 11- 2430 0 0

Ⅰ : Observed incidence cases
Ⅱ : Standardized incidence rat io to 55- 99 year- old populat ion in 1985- 1997, in Kangwha cohort
Ⅲ : Standardized incidence rat io(reference group): non- intake of ginseng
Ⅳ :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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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자

일반여자인구를 기준으로 음주군과 비음주군 남자의 표준화발생비를 살펴보

면, 전체암에서 음주군과 비음주군 각각 73 (95%CI=39- 125), 85 (95%CI=71- 100)로

두군 모두 일반여자인구에 비해 낮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일반여자인구와 음주군의 표준화발생비를 비교해보면, 일반여자인구에 비해

음주군의 표준화발생비가 유의하게 높거나 낮은 발생부위는 없었다. 그러나 유의

하지는 않더라도 음주군의 표준화발생비가 높은 발생부위로는 입술·입안·인두

암, 여성생식기계암, 비뇨기계암이며, 소분류로는 인두암, 자궁목암, 난소암, 방광

암으로 나타났다.

일반여자인구와 비음주군의 표준화발생비를 살펴보았을 때도, 유의하게 낮거나 높은

발생부위는 없었다.

비음주군을 기준으로 음주군과의 표준화발생비를 살펴보면, 전체암의 표준화발생비가

86 (95%CI=46- 148)로 비음주군에 비해 낮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비음주군에

비해 음주군의 표준화발생비가 유의하게 높거나 낮은 발생부위는 없었다. 그러나

유의하지는 않더라도 음주군의 표준화발생비가 높은 발생부위로는 입술·입안·

인두암, 여성생식기계암, 비뇨기계암이며, 소분류로는 인두암, 담낭암, 자궁목암,

난소암, 방광암으로 나타났다(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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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18. St andardized in ciden ce ratio by drinkin g , fem ale

Sit es of incidence
Drinking Ab st ainer Drinking

Obs
Ⅰ

SMR
Ⅱ 95%CIⅣ Obs

Ⅰ

SMR
Ⅱ 95%CIⅣ SMR

Ⅲ 95% CIⅣ

A ll s it e s (C00-C97) 13 73 39- 125 132 85 71- 100* 86 46- 148
Lip , oral cavity and
pharynx (C00-C14)

1 238 6- 1323 5 139 45- 325 172 4- 956

Lip (C00) 0 0 0 1 112 3- 624 0 0
Oral cav ity (C01-C09) 0 0 0 3 183 38- 533 0 0
Pharynx (C10-C14) 1 825 21- 4593 1 95 3- 530 890 23- 4957

Dig es tiv e org ans (C15-C26) 5 48 15- 111 75 82 64- 102 58 19- 135
E sophagu s (C15) 0 0 0 2 78 10- 283 0 0
Stom ach (C16) 4 80 22- 204 36 83 58- 114 95 26- 243
Colon·r ectum (C18-C21) 0 0 0 11 73 36- 131 0 0
Liv er (C22) 0 0 0 9 81 37- 154 0 0
Gallbladder (C23-C24) 1 96 2- 533 6 65 24- 142 151 4- 840
P ancreas (C25) 0 0 0 11 122 61- 218 0 0

Respiratory organs (C30-C39) 1 47 1- 260 13 67 36- 114 66 2- 370
Larynx (C32) 0 0 0 1 84 2- 466 0 0
Lung (C33-C34) 0 0 0 11 67 33- 120 0 0

Skin (C43-C44) 0 0 0 5 195 63- 454 0 0
Breast (C50) 0 0 0 7 144 58- 296 0 0
Female genital organs (C51-C58) 5 246 80- 574 12 66 34- 115 371 121- 866

Cerv ix ut eri(C53) 4 268 73- 686 10 74 35- 135 358 97- 915
Ov ary (C56) 1 442 11- 2462 2 102 12- 369 437 11- 2436

U rin ary tra c t (C64-C68) 1 232 6- 1294 3 85 18- 248 265 7- 1476
Bladder (C67) 1 330 8- 1840 1 40 1- 224 800 20- 4457
Kideny (C64,65,66,68) 0 0 0 2 191 23- 689 0 0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C72)

0 0 0 3 216 23- 689 0 0

T hy roid an d en docrine
g lands (C73-C75)

0 0 0 2 139 45- 632 0 0

Ly m ph (C81-C85) 0 0 0 1 50 17- 503 0 0
L euk aem ia (C91-C95) 0 0 0 2 97 1- 277 0 0

Ⅰ : Observed incidence cases
Ⅱ : Standardized incidence rat io to 55- 99 year- old populat ion in 1985- 1997, in Kangwha cohort
Ⅲ : Standardized incidence rat io(reference group): non- intake of ginseng
Ⅳ : 95% confidence interval
* : Non-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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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망의 생존분석

표 19에서는 Kaplan - Meier의 누계한계추정법을 이용하여 음주유무에 따라 암발생위

험에 차이가 있는지 생존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암에서 남녀 모두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암발생위험이 낮았으나 모두다 유의성을 띠지는 않았다.

1) 남자

비음주군에 비해 음주군의 암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발생부위는 없었다. 그

러나 유의하지는 않더라도 암발생위험이 높은 발생부위로는 입술·입안·인두암,

소화기계암, 피부암, 갑상샘·내분비계암, 림프암이며, 소분류로는 입안암, 인두암,

식도암, 위암, 결장·직장암, 간암, 췌장암, 후두암으로 나타났다(표 17).

2) 여자

비음주군에 비해 음주군의 암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발생부위로는

여성생식기계암과 소분류인 자궁목암으로 나타났다. 비록 유의하지는 않더라도 암

발생위험이 높은 발생부위로는 입술·입안·인두암, 비뇨기계암이며, 소분류로는

인두암, 담낭암, 난소암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광암은 w ilcox on test에서 유의하게 암발생위험이 높았다(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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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Survival analysis by product limit method of cancer incidence, by drinking, gender

Sit es of incidence
M ale F em ale

Log-Rank Wilcoxon Drinking Log-Rank Wilcoxon Drinking

A ll s it e s (C00-C97) 0.901 0.983 - 0.658 0.875 -
Lip , oral cavity and
pharynx (C00-C14)

0.580 0.852 + 0.592 0.473 +

Lip (C00) 0.738 0.738 -
Oral cav ity (C01-C09) 0.500 0.808 + 0.563 0.564 -
Pharynx (C10-C14) 0.975 0.984 + 0.062 0.023 +

Dig es tiv e org ans (C15-C26) 0.202 0.244 + 0.254 0.269 -
E sophagu s (C15) 0.145 0.340 + 0.638 0.641 -
Stom ach (C16) 0.564 0.581 + 0.985 0.954 -
Colon·r ectum (C18-C21) 0.910 0.901 + 0.265 0.271 -
Liv er (C22) 0.355 0.375 + 0.314 0.322 -
Gallbladder (C23-C24) 0.764 0.932 - 0.705 0.610 +
P ancreas (C25) 0.057 0.053 + 0.267 0.273 -

Respiratory organs (C30-C39) 0.060 0.109 - 0.712 0.897 -
Larynx (C32) 0.469 0.469 + 0.740 0.740 -
Lung (C33-C34) 0.037 0.078 - 0.266 0.270 -

Bones , joints and articular
cartilage (C40-C41)

0.641 0.629 -

Skin (C43-C44) 0.970 0.950 + 0.456 0.458 -
Breast (C50) 0.378 0.381 -
Female genital organs(C51-C58) 0.008 0.004 +

Cerv ix ut eri(C53) 0.021 0.017 +
Ov ary (C56) 0.179 0.100 +

Male genital organs (C60-C63) 0.424 0.521 -
U rin ary tra c t (C64-C68) 0.301 0.450 - 0.322 0.313 +

Bladder (C67) 0.855 0.925 - 0.062 0.039 +
Kideny (C64,65,66,68) 0.052 0.055 - 0.637 0.638 -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C72)

0.238 0.181 - 0.565 0.565 -

T hy roid an d en doc rine
g lan ds (C73- C75)

0.969 0.685 + 0.633 0.641 -

Ly m ph (C81-C85) 0.465 0.465 + 0.738 0.738 -
L euk aem ia (C91-C95) 0.172 0.172 - 0.639 0.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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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음주유무에 따른 암발생의 위험비

인삼섭취유무에 따라 암발생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Cox의 비례회귀모형을 이

용하여 생존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연구시작시점의 연령과 의료보험형태, 흡연

력, 음주력, 고혈압여부, 체질량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비음주군(위험비 1.00)을

기준으로 음주군의 암발생위험을 살펴보았다. 또한 1985년 추적관찰한 코호트전

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지체기간을 고려하여 1990년까지 생존한 사람들을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20과 표 21에서 제시하였다.

1) 1985년부터 추적관찰한 코호트 자료분석

1985년부터 추적관찰한 코호트 전체의 자료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

우 전체암에서 음주군의 암발생위험비가 1.00(95%CI=0.78- 1.28)로 비음주군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왔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 전체

암에서 음주군의 암발생위험비는 0.72(95%CI=0.39- 1.33)로 비음주군에 비해 낮

았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비음주군에 비해 음주군의 암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거나 낮게 나타난 발생부위는 없었다. 유의하지는 않더라도 암발생

위험이 낮게 나타난 발생부위로는 입술·입안·인두암, 소화기계암이고, 소분류

에서는 입안암, 식도암, 위암, 간암, 담낭암, 췌장암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에서도 비음주군에 비해 음주군의 암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거나

낮게 나타난 발생부위는 없었다. 비록 유의하지는 않으나 암발생위험이 높게 나

타난 발생부위로는 입술·입안·인두암, 여성생식기계암이고, 소분류에서는 인두

암, 담낭암, 자궁목암, 난소암으로 나타났다(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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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20. Risk rat io of in ciden ce by drinking , gen der (1985- 1999)

Sit es of incidence Abst-
ainer

M ale F emale

Caces RRⅠ of drinking
(95%CIⅡ )

Caces RRⅠ of drinking
(95%CIⅡ )

A ll s it e s (C00-C97) 1.00 295 1.00(0.78- 1.28) 143 0.72(0.39- 1.33)
Lip , oral cavity and
pharynx (C00-C14)

1.00 8 1.30(0.26- 6.54) 6 1.48 (0.15- 14.29)

Lip (C00) 1.00 0 0 1 0
Oral cav ity (C01-C09) 1.00 5 1.58 (0.17- 14.44) 3 0
Pharynx (C10-C14) 1.00 3 0.96 (0.09- 10.68) 2 6.65 (0.29- 154.88)

D ig e s t iv e org an s (C15- C26) 1.00 189 1.29 (0.93- 1.77) 80 0.60(0.24- 1.52)
E sophagu s (C15) 1.00 17 2.08 (0.59- 7.37) 2 0
Stom ach (C16) 1.00 92 1.18 (0.75- 1.85) 40 0.83 (0.29- 2.41)
Colon·r ectum (C18-C21) 1.00 24 0.98 (0.41- 2.32) 11 0
Liv er (C22) 1.00 27 1.54 (0.64- 3.74) 9 0
Gallbladder (C23-C24) 1.00 12 1.22(0.36- 4.21) 7 2.56 (0.30- 21.58)
P ancreas (C25) 1.00 12 7.42(0.93- 59.27) 11 0

R e s pirat ory org an s (C30-C39) 1.00 63 0.59 (0.36- 0.98) 14 0.57 (0.07- 4.67)
Larynx (C32) 1.00 1 ∞ 1 0
Lung (C33-C34) 1.00 61 0.56 (0.33- 0.93) 11 0

Bones , joints and articular
cartilage (C40-C41)

1.00 2 0.63 (0.04- 10.38) 0 0

Skin (C43-C44) 1.00 3 0.87 (0.07- 10.40) 4 0
Breast (C50) 1.00 0 0 7 0
Female genital organs (C51-C58) 1.00 0 0 17 2.55 (0.84- 7.76)

Cerv ix ut eri(C53) 1.00 0 0 14 2.21(0.64- 7.61)
Ov ary (C56) 1.00 0 0 3 4.21(0.33- 53.78)

M ale g enital org an s (C60-C63) 1.00 6 0.60(0.12- 3.10) 0 0
U rin ary tra c t (C64-C68) 1.00 10 0.50(0.14- 1.80) 3 0

Bladder (C67) 1.00 8 0.86 (0.20- 3.76) 1 0
Kideny (C64,65,66,68) 1.00 2 0 2 0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C72)

1.00 3 0.19 (0.02- 2.16) 3 0

Thyroid and endocrine
glands (C73-C75)

1.00 3 0.75 (0.07- 8.62) 2 0

Ly m ph (C81-C85) 1.00 1 ∞ 1 0
L euk aem ia (C91-C95) 1.00 1 0 2 0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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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0년까지 생존한 대상자의 자료분석

지체기간을 고려하여 1990년까지 생존한 연구대상자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

면, 남자의 경우 전체암에서 코호트전체 자료분석에서는 음주군의 암발생위험

(RR =1.00, 95%CI=0.78- 1.28)이 높은 쪽으로 나왔으나(표 20), 지체기간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음주군의 암발생위험비가 0.94(95%CI=0.69- 1.29)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지만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암발생위험이 떨어지는 쪽으로 바뀌었

다(표 21).

여자의 경우 코호트전체 자료분석(RR =0.72, 95%CI=0.39- 1.33)(표 20)과 지체

기간을 고려한 분석에서 음주군의 암발생위험비는 0.27(95%CI=0.08- 0.86)로 두

자료 모두에서 비음주군에 비해 암발생위험이 낮아지는 쪽으로 바뀌었다. 또한

지체기간을 고려한 음주군의 암발생위험비는 비음주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암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거나 낮게 나타

난 발생부위는 없었다. 비록 유의하지는 않으나 암발생위험이 낮게 나타난 발생

부위로는 소화기계암이며, 소분류에서는 위암, 직장·결장암, 간암, 췌장암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에서도 암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거나 낮게 나타난 발생부위는

없었으며, 유의하지는 않더라도 암발생위험이 낮은 발생부위도 없었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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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21. Risk rat io of in ciden ce by drinking , gen der (1990- 1999)

Sit es of incidence Abst-
ainer

M ale F emale

Caces RRⅠ of drinkig
(95%CIⅡ )

Caces RRⅠ of drinking
(95%CIⅡ )

A ll s it e s (C00-C97) 1.00 176 0.94 (0.69- 1.29) 84 0.27 (0.08- 0.86)
Lip , oral cavity and
pharynx (C00-C14)

1.00 4 ∞ 2 0

Lip (C00) 1.00 0 0 0 0
Oral cav ity (C01-C09) 1.00 4 ∞ 1 0
Pharynx (C10-C14) 1.00 0 0 1 0

D ig e s t iv e org an s (C15- C26) 1.00 103 1.34 (0.86- 2.07) 47 0.37 (0.09- 1.54)
E sophagu s (C15) 1.00 9 ∞ 1 0
Stom ach (C16) 1.00 46 1.24 (0.65- 2.37) 25 0.59 (0.13- 2.62)
Colon·r ectum (C18-C21) 1.00 13 1.10(0.33- 3.64) 5 0
Liv er (C22) 1.00 16 1.47 (0.46- 4.69) 6 0
Gallbladder (C23-C24) 1.00 9 0.73 (0.19- 2.80) 4 0
P ancreas (C25) 1.00 6 4.10(0.45- 37.19) 6 0

R e s pirat ory org an s (C30-C39) 1.00 44 0.53 (0.29- 0.97) 11 0
Larynx (C32) 1.00 1 ∞ 1 0
Lung (C33-C34) 1.00 42 0.49 (0.26- 0.90) 9 0

Bones , joints and articular
cartilage (C40-C41)

1.00 2 0.63 (0.04- 10.38) 0 0

Skin (C43-C44) 1.00 2 0.57 (0.03- 10.39) 3 0
Breast (C50) 1.00 0 0 5 0
Female genital organs (C51-C58) 1.00 0 0 7 0.89 (0.10- 8.06)

Cerv ix ut eri(C53) 1.00 0 0 6 0.96 (0.10- 8.97)
Ov ary (C56) 1.00 0 0 1 0

M ale g enital org an s (C60-C63) 1.00 3 0.27 (0.02- 3.32) 0 0
U rin ary tra c t (C64-C68) 1.00 9 0.38 (0.10- 1.47) 2 0

Bladder (C67) 1.00 7 0.64 (0.14- 3.01) 1 0
Kideny (C64,65,66,68) 1.00 2 0 1 0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C72)

1.00 2 0.36 (0.02- 5.71) 1 0

Thyroid and endocrine
glands (C73-C75)

1.00 2 ∞ 1 0

Ly m ph (C81-C85) 1.00 1 ∞ 1 0
L euk aem ia (C91-C95) 1.00 1 0 1 0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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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음주빈도에 따른 암발생의 위험비

음주빈도에 따라 암발생의 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Cox의 비례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생

존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연구시작시점의 연령과 의료보험형태, 흡연력, 고혈압여부, 체

질량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비음주군을 기준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저음주군(1잔이하)과

중음주군(1잔- 1병이하), 고음주군(1병보다 많이)으로 구분하여 암발생의 위험을 살펴보았

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저음주군(1잔이하)과 고음주군(1잔보다 많이)으로 구분하여 암발생

의 위험을 살펴보았다. 또한 1985년 추적관찰한 코호트전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표 22, 표

24)와 지체기간를 고려하여 1990년까지 생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

였다(표 23, 표 25).

1)남자

1985년부터 추적관찰한 코호트 남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암에서 저음주군, 중음주군, 고섭취군의 위험비는 각각 0.92(95%CI=0.65- 1.30),

0.98(95%CI=0.74- 1.29), 1.22(95%CI=0.84- 1.78)로 저음주군에서 중음주군, 고음주군으

로 갈수록 유의하지는 않으나 암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음주

군과 중음주군, 고음주군의 암발생의 위험비가 유의하게 낮거나 높은 발생부위는 없었

다. 식도암에서는 비음주군·저음주군·중음주군·고음주군으로 갈수록 발생위험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 유의성을 띄지는 않았다(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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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22. Risk rat io of in ciden ce by drinking cat egories , m ale (1985- 1999)

Sit es of incidence
Risk rat io of death (95% confidence interval)

Abst-
ainer Low drinking Moderate drinking H eavy drinkin g

A ll s it e s (C00-C97) 1.00 0.92(0.65- 1.30) 0.98 (0.74- 1.29) 1.22(0.84- 1.78)
Lip , oral cavity and
pharynx (C00-C14)

1.00 1.02(0.09- 11.38) 1.98 (0.38- 10.33) 0

Oral cav ity (C01-C09) 1.00 1.85 (0.11- 29.83) 2.24 (0.23- 21.87) 0
Pharynx (C10-C14) 1.00 0 1.67 (0.15- 18.59) 0

Dig es tiv e org ans (C15-C26) 1.00 1.22(0.80- 1.87) 1.20(0.84- 1.71) 1.50(0.94- 2.39)
E sophagu s (C15) 1.00 1.88 (0.38- 9.40) 1.94 (0.49- 7.64) 3.76 (0.83- 17.07)
Stom ach (C16) 1.00 1.23 (0.68- 2.21) 0.94 (0.56- 1.58) 1.54 (0.81- 2.93)
Colon·r ectum (C18-C21) 1.00 0.75 (0.20- 2.85) 1.02(0.39- 2.67) 1.47 (0.44- 4.92)
Liv er (C22) 1.00 2.01(0.70- 5.81) 1.61(0.61- 4.26) 0.97 (0.20- 4.74)
Gallbladder (C23-C24) 1.00 0.59 (0.07- 5.35) 1.74 (0.47- 6.43) 0.93 (0.10- 8.57)
P ancreas (C25) 1.00 2.34 (0.32- 16.92) 4.38 (0.87- 22.08) 2.21(0.19- 25.34)

Respiratory organs (C30-C39) 1.00 0.21(0.06- 0.69) 0.78 (0.45- 1.35) 0.75 (0.32- 1.73)
Larynx (C32) 1.00 ∞ ∞ ∞

Lung (C33-C34) 1.00 0.21(0.06- 0.69) 0.72(0.41- 1.26) 0.75 (0.32- 1.72)
Bones , joints and articular
cartilage (C40-C41)

1.00 0 1.19 (0.07- 19.67) 0

Skin (C43-C44) 1.00 3.40(0.29- 39.65) 0 0
Male genital organs (C60-C63) 1.00 1.54 (0.25- 9.33) 0.34 (0.03- 3.37) 0
U rin ary tra c t (C64-C68) 1.00 0.86 (0.16- 4.51) 0.18 (0.02- 1.56) 1.33 (0.25- 7.10)

Bladder (C67) 1.00 1.39 (0.23- 8.50) 0.31(0.03- 3.06) 2.36 (0.37- 15.00)
Kideny (C64,65,66,68) 1.00 0 0 0

Ey e , brain and other parts
of c entral (C69-C72)

1.00 0 0 1.61(0.14- 18.64)

T hy roid an d en docrine
g lands (C73-C75)

1.00 2.52(0.15- 42.87) 0.56 (0.03- 9.60) 0

Ly m ph (C81-C85) 1.00 0 0 0
L euk aem ia (C91-C95) 1.00 0 0 0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지체기간을 고려하여 1990년까지 생존한 남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암에서 저음주군, 중음주군, 고음주군의 사망위험비는 각각 0.92(95%CI=0.57- 1.43),

0.87(95%CI=0.61- 1.25), 1.10(95%CI=0.67- 1.80)으로 저음주군에서 중음주군, 고음주군으

로 갈수록 암발생의 위험비가 증가하는 것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고음주군은 비음주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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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유의하지는 않더라도 암발생의 위험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저음주군의 호흡기계암(RR =0.09, 95%CI=0.01- 0.69)과 소분류인 폐암(RR =0.09,

95%CI=0.01- 0.69)에서 비음주군에 비해 암발생의 위험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중음주군과 고음주군의 암발생의 위험비에서는 비음주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거

나 높게 나타난 발생부위가 없었다(표 23).

T able 23. Risk rat io of in ciden ce by drinking cat egories , m ale (1990- 1999)

Sit es of incidence
Risk rat io of death (95% confidence interval)

Abst-
ainer Low drinking Moderate drinking H eavy drinkin g

A ll s it e s (C00-C97) 1.00 0.92(0.59- 1.43) 0.87 (0.61- 1.25) 1.10(0.67- 1.80)
Lip , oral cavity and
pharynx (C00-C14)

1.00 ∞ ∞ ∞

Oral cav ity (C01-C09) 1.00 ∞ ∞ ∞

Pharynx (C10-C14) 1.00 0 0 0
Dig es tiv e org ans (C15-C26) 1.00 1.36 (0.78- 2.36) 1.09 (0.67- 1.77) 1.43 (0.74- 2.74)

E sophagu s (C15) 1.00 ∞ ∞ ∞

Stom ach (C16) 1.00 1.29 (0.58- 2.87) 0.87 (0.42- 1.81) 1.34 (0.52- 3.48)
Colon·r ectum (C18-C21) 1.00 1.48 (0.33- 6.67) 0.88 (0.22- 3.60) 1.60(0.29- 8.91)
Liv er (C22) 1.00 2.47 (0.65- 9.33) 1.14 (0.30- 4.36) 1.53 (0.27- 8.55)
Gallbladder (C23-C24) 1.00 0 1.10(0.26- 4.59) 0.89 (0.10- 8.17)
P ancreas (C25) 1.00 1.35 (0.12- 15.41) 2.13 (0.33- 13.78) 0

Respiratory organs (C30-C39) 1.00 0.09 (0.01- 0.69) 0.78 (0.41- 1.47) 0.60(0.20- 1.77)
Larynx (C32) 1.00 ∞ ∞ ∞

Lung (C33-C34) 1.00 0.09 (0.01- 0.69) 0.69 (0.35- 1.34) 0.60(0.20- 1.76)
Bones , joints and articular
cartilage (C40-C41)

1.00 0 1.19 (0.07- 19.67) 0

Skin (C43-C44) 1.00 2.37 (0.14- 40.52) 0 0
Male genital organs (C60-C63) 1.00 1.24 (0.09- 17.20) 0 0
U rin ary tra c t (C64-C68) 1.00 0.81(0.15- 4.30) 0.17 (0.02- 1.48) 0.63 (0.07- 5.58)

Bladder (C67) 1.00 1.30(0.21- 7.98) 0.28 (0.03- 2.83) 1.10(0.11- 11.10)
Kideny (C64,65,66,68) 1.00 0 0 0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C72)

1.00 0 0 2.67 (0.17- 42.92)

T hy roid an d en docrine
g lands (C73-C75)

1.00 ∞ ∞ ∞

Ly m ph (C81-C85) 1.00 0 0 0
L euk aem ia (C91-C95) 1.00 ∞ 0 0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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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자

1985년부터 추적관찰한 코호트 여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암에서

저음주군, 고음주군의 암발생의 위험비는 각각 0.80(95%CI=0.43- 1.50),

0.41(95%CI=0.06- 2.94)로 저음주군에서 고음주군의 갈수록 유의하지는 않으나 암발생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음주군에 비해 저음주군과 고음주군 모두에서

유의하지는 않으나 암빌생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음주군과 고음주군

에서 암발생의 위험비가 유의하게 낮거나 높은 발생부위는 없었다. 여성생식기계암은 비음

주군, 저음주군,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유의하지는 않으나 암발생의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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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24. Risk rat io of in ciden ce by drinking cat egories , fem ale (1985- 1999)

Sit es of incidence Caces
Risk rat io of death (95% confidence interval)

Abst-
ainer Low drinking Heavy drinking

A ll s it e s (C00-C97) 143 1.00 0.80(0.43- 1.50) 0.41(0.06- 2.97)
Lip, oral cavity and pharynx(C00-C14) 6 1.00 1.77 (0.19- 16.73) 0

Lip (C00) 1 1.00 0 ∞

Oral cav ity (C01-C09) 3 1.00 0 0
Pharynx (C10-C14) 2 1.00 7.82(0.36- 167.98) 0

Dig es tiv e org ans (C15-C26) 80 1.00 0.73 (0.29- 1.83) 0
E sophagu s (C15) 2 1.00 0 0
Stom ach (C16) 40 1.00 1.01(0.35- 2.93) 0
Colon·r ectum (C18-C21) 11 1.00 0 0
Liv er (C22) 9 1.00 0 0
Gallbladder (C23-C24) 7 1.00 2.81(0.33- 23.68) 0
P ancreas (C25) 11 1.00 0 0

Respiratory organs (C30-C39) 14 1.00 0.67 (0.08- 5.42) 0
Larynx (C32) 1 1.00 0 0
Lung (C33-C34) 11 1.00 0 0

Skin (C43-C44) 4 1.00 0 0
Breast (C50) 7 1.00 0 0
Female genital organs (C51-C58) 17 1.00 2.57 (0.79- 8.40) 2.84(0.34- 23.94)

Cerv ix ut eri(C53) 14 1.00 2.76 (0.82- 9.35) 0
Ov ary (C56) 3 1.00 0 43.52(2.55- 742.65)

U rin ary tra c t (C64-C68) 3 1.00 0 0
Bladder (C67) 1 1.00 0 0
Kideny (C64,65,66,68) 2 1.00 0 0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C72)

3 1.00 0 0

T hy roid an d en doc rine
g lan ds (C73- C75)

2 1.00 0 0

Ly m ph (C81-C85) 1 1.00 0 0
L euk aem ia (C91-C95) 2 1.00 0 0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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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기간을 고려하여 1990년까지 생존한 여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암에서 저음주군의 암발생의 위험비는 0.32(95%CI=0.10- 1.04), 0이며, 고음주군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음주군에서 사망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T able 25. Risk rat io of in ciden ce by drinking cat egories , fem ale (1990- 1999)

Sit es of incidence Caces
Risk rat io of death (95% confidence interval)

Abst-
ainer Low drinking Heavy drinking

A ll s it e s (C00-C97) 84 1.00 0.32(0.10- 1.04) 0
Lip, oral cavity and pharynx(C00-C14) 2 1.00 0 0

Lip (C00) 0 1.00 0 0
Oral cav ity (C01-C09) 1 1.00 0 0
Pharynx (C10-C14) 1 1.00 0 0

Dig es tiv e org ans (C15-C26) 47 1.00 0.44 (0.10- 1.84) 0
E sophagu s (C15) 1 1.00 0 0
Stom ach (C16) 25 1.00 0.71(0.16- 3.14) 0
Colon·r ectum (C18-C21) 5 1.00 0 0
Liv er (C22) 6 1.00 0 0
Gallbladder (C23-C24) 4 1.00 0 0
P ancreas (C25) 6 1.00 0 0

Respiratory organs (C30-C39) 11 1.00 0 0
Larynx (C32) 1 1.00 0 0
Lung (C33-C34) 9 1.00 0 0

Skin (C43-C44) 3 1.00 0 0
Breast (C50) 5 1.00 0 0
Female genital organs (C51-C58) 7 1.00 1.21(0.14- 10.65) 0

Cerv ix ut eri(C53) 6 1.00 1.34 (0.15- 12.14) 0
Ov ary (C56) 1 1.00 0 0

U rin ary tra c t (C64-C68) 2 1.00 0 0
Bladder (C67) 1 1.00 0 0
Kideny (C64,65,66,68) 1 1.00 0 0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C72)

1 1.00 0 0

T hy roid an d en doc rine
g lan ds (C73- C75)

1 1.00 0 0

Ly m ph (C81-C85) 1 1.00 0 0
L euk aem ia (C91-C95) 1 1.00 0 0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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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음주수준과 건강상의 위해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음주수준을 정확하게 측정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알콜 섭취량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Hasin

an d Carpenter . 1998). 음주량을 비롯하여 각종 영양상태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

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식이기록법(diet - r ecord : DR )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식이기록법을 이용한 음주수준의 측정은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역

학연구들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김준연. 2000) 식이기록법을 이

용하여 음주수준을 측정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음식빈도설문지(food

fr equ ency quest ionn air e : F F Q)나 면접조사를 시행한 것에 대한 타당도검증을

위한 연구로서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T sub on o et al. 2001;Muller et al. 2001;

Goodw in et al., 1987). 음주량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자기기입식 음식

빈도설문조사를 통해 알콜섭취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김준

연. 2000; W illet 1988; W illet 1985).

설문조사에서 얻은 알콜섭취량이 식이기록법이나 면접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결과와 비교할 때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본 연구들이 많이 있다.

Rehm등은 자기보고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와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

에서 알콜섭취량에 차이가 났다고 보고하였다(Rehm an d Spuhler . 1993). 서독에

서 인구집단대표표본을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음식빈도설문지와 식이기록법을 이

용하여 수집한 알콜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k appa 값이 0.49로 중간정도 수준의

일치율을 보였다(Muller et al., 2001). Hart w ell 등은 자기보고 설문지와 식이기

록법의 비교한 결과 전체영양소섭취, 탄수화물, 단백질, 전체지방, 알콜 등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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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 식이기록법과 설문지의 값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Hartw ell et

al., 2001) 우편으로 발송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알콜 섭취량

자료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이 두가지의 자기기입식

음식빈도설문지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 남자에서는 2차례, 여자에서는 네차례 일

주일 식이기록법법으로 음주량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음식빈도설문지 설문

결과와 일년뒤 시행한 식이기록법의 음주량이 상관성이 매우 높았다(Spearm an

r 0.90 in w om en , 0.86 in m en ). 일일평균알콜섭취량도 결과가 비슷하였다. 식이

기록법으로 음주량을 측정한 4년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4년전의 알콜의 섭취량을

질문한 결과 상관성이 높았다(r =0.84)(Giov annucci et al., 1991). M artin - M oreno

등은 두 번의 음식빈도설문지 결과와 식이기록법 결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알콜

섭취량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0.88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 T sub on o등은 설문지와 3일 식이기록법으로 조사한 알콜섭취량을 비교한 결

과 고음주군의 민감도는 86.7%로 매우 높았다고 보고하였다(T subono et al.,

2001). 이와 같이 자기보고 음식빈도설문지가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서 음식섭취량을 설문으로 수집한 자료의 타당성이 큰 문

제가 되지 않으며 특히 알콜의 경우는 다른 음식물에 비해 더 높은 상관성을 보

이고 있다.

한편 강화코호트는 5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코호트이므로 노

인들의 경우 일반인들과 달리 알콜섭취량을 설문지로 수집할 경우 타당도의 문

제가 더 발생할 수 있다. Chaik elson 등이 캐나다 남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음주

에 관한 같은 설문내용을 반복측정하고 배우자에게도 질문하여 비교하였다. 평

생음주에 대한 신뢰도 상관계수가 0.78이었으며, 아내가 보고한 음주량과 비교해

본 타당도의 상관계수는 0.87에서 0.72사이였으며(Ch aik elson et al., 1994),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 음식빈도설문지의 정확도를 평가한 연구에서 노인

들에서도 음식빈도설문지가 여러 영양소의 섭취량을 측정하는데 유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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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알콜섭취량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인 것 중의 하나였다. 이상 연구들로

살펴볼 때 강화코호트에서 5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음주량을 자기보고 설

문지로 수집한 것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본다.

음주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음주량을 측정할 때 가장 일반적인 술

로 음주량을 환산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평소 맥주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에게도 음주량을 소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물어보는 연구들

이 있다. F leg al의 연구에서 다른 종류의 술로 환산해서 먹는 양을 수집하기보다

는 자기가 먹는 술의 종류와 양을 그대로 측정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하였다

(F legal. 1991). 강화코호트에서는 음주량 자료를 수집할 때 소주로 환산하지 않

고 본인이 가장 자주 잘 먹는 술을 기준으로 1회 음주량 자료를 수집하였다.

술의 종류에 따라 1985년 당시의 알콜농도, 한병의 양 등을 정하였다. 한잔의

양은 소주는 50ml, 막걸리는 200m l, 맥주 200ml, 고량주와 양주는 30ml, 청주는

80ml, 과일주는 100ml로 하였다. 술의 종류별로 한잔에 포함된 알콜의 양은

7.2g ~ 10.2g으로 계산되었으며, 알콜량이 가장 작은 맥주(7 .2g )를 제외하면 1잔

에 포함된 알콜의 양은 9.6g~10.2g으로 거의 비슷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알콜량을 g으로 환산하여 범주화하였으나 음주량을 잔으로만 수집하여도 술의

종류가 달라져다 알콜량이 비슷하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량을 여러 범주로 구분할 때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도 각 연구들마다

차이가 있어 음주와 관련된 여러 연구결과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P lant 등은

남자에서는 주당 약 51unit s (alcohol 403g ), 여자에서는 주당 약 35unit s (alcoh ol

277g )이상 섭취한 것을 고위험음주라고 하였다(Plant an d Plant . 2001). Hillbom

등은 주당 300g을 초과하여 섭취한 것을 고음주군으로 하였다(Hillbom et al.,

1999). Rehm 등은 매일 6잔(alcoh ol 60g )을 초과하여 마시는 것을 고음주로 하

였다(Rehm et al., 2001). Rehm 등의 연구에서는 남자에서 알콜을 60g/ day을 초

과, 여자에서는 40g/ day을 초과하여 마시는 것을 해로운음주(harm ful dr inkin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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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Rehm et al. 1999). Sh oichiro의 연구에서는 450g/ w eek일 때 고음주

군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남자에서 소주를 기준으로 해서 소주 1병(72g/ day ,

504g/ w eek )보다 많이 마시는 경우를 고음주군으로 하였다. 1잔에서 1병까지를

중음주군, 1잔이하(10g/ day , 70g/ w eek )로 마시는 군을 저음주군, 술을 마시지 않

는다고 한 군을 비음주군으로 하였고, 비음주군을 기준으로 모든 분석을 시행하

였다. 여자에서는 1잔이하를 마시는 군을 저음주군, 1잔보다 많이 마시는 경우를

고음주군으로 하였다.

여러연구에서 남녀별로 자기보고 음주량과 음주행태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고 있다(W hite . 1999; P lant ML . 1997; 1995). 강화코호트의 경우 음주력,

연령그룹, 체질량지수, 의료보장형태, 결혼상태, 직업, 현재건강상태, 만성질병유

무, 교육수준, 흡연력, 음주력등 사망이나 암발생위험에 관련이 있는 거의 대부

분의 변수에서 남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1). 또한 보통

사망률도 남자는 10만명에 6161명, 여자는 10만명에 3748명으로 차이가 크며, 전

체암의 보통발생률도 남자는 10만명에 1261명, 여자는 10만명에 399명으로 남자

의 암발생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성별에 따라 주요 혼란변수와 종속변수에서

각각 차이가 매우 큰 경우에는 다중분석에서 통제변수 중의 하나로만 이용하기

보다는 성별에 따라 층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한편 남녀에 따라

알콜의 효과가 서로 달라지는 상호작용(inter act ion )을 고려한다면 남녀별로 구분

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녀별로 층

화하여 모든 분석을 시행하였다.

최근까지 음주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사망률의 경우 음주수준과 사망위험은

J형 또는 U형의 관련성을 보였다. 즉 비음주군이나 저음주군이 중음주군에 비해

사망위험이 높았는데 이에 대한 여러 해석 중 음주자가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술을 끊게 되기 때문이라는 환자금주가설(th e sick quitt er hypothesis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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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per et al. 1988). 비음주자를 생애비음주자(lifetim e ab stainer )와 현재비음

주자(curr ent ab st ain er ) 또는 과거음주자(form er drinker )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F illm ore등은 알콜섭취와 사망과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남자 과

거음주자는 고음주자가 많고 우울증, 실직상태, 낮은 사회경제적인 수준을 보이

는 경우가 많고 마리화나와 같은 다른 약물들을 상용하는 경우가 생애비음주자

보다 더 많다고 하였으며, 여자 과거음주자도 고음주자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종교가 없고 결혼하지 않은 경우가 비음주자에 비해 많았다(F illm ore

et al., 1998). Rehm 등은 비음주자를 생애비음주자와 현재비음주자로 구분한 결

과 생애비음주자에 비해 현재비음주자이면서 과거에 고음주경험이 있는 경우 사

망의 비교위험도가 남자는 1.96, 여자는 1.93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고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비음주군을 생애비음주자와 현재비음주자로 구분하여 살펴

보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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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가. 일반적인 특성

이 연구에서 평균연령은 남자에서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낮았으며, 여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결혼상태에서는 남녀모두 차이가

없었다. 남자에서는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음주율에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음주율이 높았다. 흡연력에서는 남녀모두 음주

군에서 현재 흡연하고 있는 군이 가장 많았다. 남자에서 음주군에서 고혈압군이

유의하게 많았으며 여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음주율이 훨씬 높았다. 남자는 65.1%에서 음주를 한다고 응

답하였으나 여자는 10.1%만이 술을 마신다고 응답하였다. 남자는 55- 59세군에서

음주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음주율이 떨어졌다. 남자의 경우

55- 59세에서 음주군이 70.5%이었으며, 60- 69세에서 66.0% , 70- 79세에서 63.4% ,

80세 이상에서 41.8%가 현재 음주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자에서는 연령

별로 음주율에 차이가 없었다. 남자에서 서당을 나온 사람이 음주율이 가장 낮

았고 무학이나 국민학교 이상을 나온 사람이 음주율이 높았다. 반면 여자는 서

당을 나온 사람이 음주율이 가장 높았다. 남자에서는 현재 건강상태가 같은 연

령에 비해 낮다고 응답한 사람에서 음주율이 낮았으나 만성질병 유무와 음주율

은 관계가 없었다. 여자에서는 현재 건강상태와 음주율과는 관계가 없었으며 만

성질병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음주율이 조금 높았다.

남자에서 매일 소주 1병이상(72g/ day )을 마시는 고음주군의 분율은 비음주군

을 포함한 남자전체의 11.5%이다. 이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 고음주군의 분율이

매우 높은 것이다. Rehm등의 연구에서는 하루에 6 drink (60g/ day )이상을 마시

는 고음주군이 전체의 3.5%에 불과하였다.

이 연구에서 남자의 평균 음주량은 일주일에 알콜 215g으로 소주(36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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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로 환산하면 약 3병 정도이며, 여자는 일주일에 알콜 6g으로 추정되어 남

녀전체에서는 95g으로 약 1병 2잔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 15세이상 성인의 1인

당 알콜소비량은 1998년의 경우 고경환의 연구에서 년간 8.7Lit er , 한달에 소주

8병, 일주일에 소주 2병, 하루 소주 2잔정도로 이는 남녀전체에서 평균한 수치이

다(고경환. 2000). 통계청의 자료는 1997년 결과에서 년간 8.9liter로 비슷한 수준

이다(통계청. 2001). 우리나라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음주율이 떨어지므로 강

화코호트의 음주량은 우리나라 평균에 비추어볼 때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

다.

통계청에서 보고한 OE CD회원국들의 순수알콜소비량을 1997년 기준으로 비

교해보면 일본 8.8liter , 영국 9.7liter , 미국 8.5liter , 독일 10.9liter , 프랑스

15.6lit er (1996년자료) 등으로 우리나라의 알콜소비량은 그리 높지 않다. 물론 우

리나라의 경우 소주를 비롯하여 알콜도수가 높은 술이 많이 판매되어 알콜의 소

비형태가 이들 국가들과 다르기는 하지만 알콜소비량 자체는 이들 국가들보다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 1996년 기준으로는 15개국 중 7위, 1990년 기준으로

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27개국 중 19위로 알콜의 하

위 소비국가임을 알 수 있다(고경환. 2000). 한편 1999년에 W HO에서 보고한 15

세이상 인구 일인당 순수알콜소비량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14.4lit er로 151개국 중 슬로베니아에 이어 2위로 나타났으며 알콜도수가 높은 술

의 소비량이 역시 대부분을 차지해 12.0liter로 나타나 역시 Guy an a에 비해 2위

였다(W HO. 1999).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이상 성인의 하루평균 소주섭취량

이 3잔정도가 된다. W HO에서 보고한 결과와 통계청에서 보고한 결과에서 차이

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W HO의 결과가 각국

의 자료를 모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음주수준

은 다른 국가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남자의 음주율은 65.1% 여자의 음주율은 10.1%로 나타났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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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전체의 음주율은 33.6%였다. 음주여부에 대한 질문도 질문방법에 따라 다양하

게 나올 수 있다. 1998년 남자의 음주율은 82.9% 여자의 음주율은 47.6%였고

남녀전체로 환산한 경우 57.9%였다. 1992년에는 남자의 음주율이 84.7% , 여자의

음주율은 33.0%였고 전체는 57.9%였다. 남녀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1986년

에는 남녀전체에서 48.3%였다. 1998년에서 1992년의 조사에서 모두 도시지역의

음주율이 읍면지역의 음주율에 비해 더 높았으며 연령별음주율을 살펴보면 연령

이 증가할수록 음주율이 떨어졌다. 1998년의 경우 60세이상의 음주율은 39.6%였

으며 20대의 음주율은 75.9%였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0세 이상 고연령군의

음주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 읍면지역의 음주율이 시지역

보다 더 낮고, 1986년도의 음주율자체가 48.3%로 1998년에 비해 75%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연구의 음주율은 통계청의 결과와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통계청.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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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망

1) 사망의모든원인

남자에서 음주군에서 사망의 모든원인(A 00- R99, V01- Y89)으로 사망한 사람

은 1072명이었으며 비음주군에서는 565명으로 연령을 교정하였을 때 음주군의

사망률이 비음주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SMR =113, 95% CI:106- 120). 비례위

험회귀모형에서 음주군의 사망위험은 85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높았으며(RR =1.12, 95% CI:1.00- 1.24) 90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는 유

의하게 사망위험이 높았다(RR =1.16, 95% CI:1.01- 1.33). 음주수준에 따라서는 고

음주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망위험이 높았으나 사망위험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in heav y drinkin g group , RR =1.35, 95% CI:1.14- 1.60) 비음주군과 저음

주군이 사망위험이 높고, 중음주군이 사망위험이 낮은 J형또는 U형의 사망위험

을 보이지는 않았다(low drinkin g group RR =1.06, m oderate drinkin g group

RR =1.09). 여자에서는 음주와 사망위험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음주와 사망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여러 연구에서 비음주군이나 저음주군이

중음주군에 비해 사망위험이 높아 J형또는 U형형태를 보이고 있는데(Rehm et

al., 2001; T su g ane et al., 1999; T hun et al., 1997) 이에 대한 해석 중 음주자가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술을 끊게 되기 때문이라는 환자금주가설(the sick

quitter hypothesis )이 있다(Sh arper et al. 1988). 이를 고려한다면 비음주자를

생애비음주자(lifetim e ab st ain er )와 현재비음주자(curr ent ab st ain er ) 또는 과거음

주자(form er drink er )로 구분하여야 한다(Rehm et al., 2001; F illm ore et al.,

1998). 이 연구에서는 비음주군을 생애비음주자와 현재비음주자로 구분하지 않

았으며, 현재 음주여부를 살펴보았고 과거 음주여부를 알아보지는 않았다. 한편

으로는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를 고려해볼 때 비음주군에서 특히 분류오류바이아

스가 나타날 수 있다. 음주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1회평균음주량을 살펴보면

남자에서 알콜섭취량이 73.8g , 여자에서 29.4g였고, 1회중앙값음주량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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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서 72g , 여자에서 18g으로 남자는 한번에 소주 1병정도, 여자는 2- 3잔 이

상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다시해석한다면 한번에 소주 1병정도를

마시는 경우를 음주로 본다면 한번에 이보다 적게 마시는 경우에는 음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음주군에는 과거음주군뿐만 아니라 현재의 음주

군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저음주군과 중음주군과 비음주군에 사망위험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반해 하루평균 소주 1병을 초과해서 마시는

고음주군의 경우는 알콜의 위해성이 뚜렷하고 분류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어

사망위험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자에서는 음주와 사망과의 관련성이 나타난데 비해 여자에

서는 거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자에서는 남자와 음주행태가 많이 다르

며(Plant M . 1997) 여자에서 알콜의 위험이 남자에 비해 적게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여자에서 음주군이 10.1%밖에 되지 않았으며 음주군내에

서도 고음주군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여자에서 알콜의 위험성이 제대로 살펴보

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남자의 결과를 주로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살펴본 고찰에서는 기존의 관련된 연

구와 이 연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주로 언급하고 차이가 발생한 자세한 원인이

나 기전에 대한 언급 중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과 전체암발생에서 언급한 내용은

생략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2) 암으로 인한 사망

남자에서 음주군에서 전체암(C00- D48)으로 사망한 사람은 201명이었으며 비

음주군에서는 108명으로 연령을 교정하였을 때 음주군의 전체암 사망률이 비음

주군과 큰 차이가 없었다(SMR =101, 95% CI:88- 116). 비례위험회귀모형에서 음

주군의 암사망위험은 85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RR =1.01,

95% CI:0.79- 1.28) 90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는도 차이가 없었다(RR =1.0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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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0.74- 1.37).

가) 입술 입안 인두암

남자에서 음주군에서 입술 입안 인두암(C00- C14)으로 사망한 사람은 2명이었

으며 비음주군에서는 5명으로 연령을 교정하였을 때 음주군의 사망률이 비음주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SMR =21, 95% CI:3- 74). 누적한계추정법으로 생존분

석을 시행한 결과 음주군에서 입술 입안 인두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

(Log - rank t est , p =0.039). 비례위험회귀모형에서 음주군의 사망위험은 85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

입술 입안 인두암의 발생과 음주와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만

입술 입안 입술암으로 인한 사망과 음주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T hun 등은 미국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연구에서 알콜관련암(입암, 식

도암, 인두함, 후두암, 간암)이 고음주군에서 증가하였는데, 남성의 고음주군에서

비교위험도(relat iv e risk )가 2.8 (95% CI:2.1- 3.8), 여성에서는 3.0(95% CI:1.7- 5.3)

으로 높았다(T hun et al., 1997). 이 연구에서는 입술 입안 인두암의 사망위험은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암발생과 암사망을 비교해본 결과 입

술 입안 인두암이 발생하여 1년안에 사망한 5명의 사망원인을 살펴본 결과 후두

암으로 인한 사망이 2건, 부위를 모르는 암으로 인한 사망이 2건, 림프암으로 인

한 사망이 1건으로 나타났다. 후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사람은 편도와

구인두암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망원인에서 후두암과 인두암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술 입안 인두암이 발생하여 전신에 퍼져 사망한 경우

원발부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사망원인을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들 5명중 4명이 음주군이었으며 남자였고 1명은 비음주군이었으며 여자였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 음주군에서 비음주군에 비해 입술 입안 인두암의 사망위험이

낮게 나타난 것은 실제의 관련성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망원인통계의 오류로

인하여 나타났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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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도암

여러 연구에서 음주군에서 식도암으로 인한 사망은 비음주군에 비해 높았다

(Kinjo et al., 1998; T hun et al., 1997). 이 연구에서는 남자에서 음주군에서 식

도암(C15)으로 사망한 사람은 15명이었으며 비음주군에서는 3명으로 연령을 교

정하였을 때 음주군의 식도암 사망률이 비음주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SMR =270, 95% CI:151- 445). 누적한계추정법으로 생존분석을 시행한 결과 음주

군에서 식도암 사망위험이 높았다(Log - r ank test , p =0.113). 비례위험회귀모형에

서 음주군의 식도암 사망위험은 85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는 식도암 사망위험이

높았다(RR =2.71, 95% CI:0.76- 9.64). 음주수준에 따라서는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식도암 사망위험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고음주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low drinkin g group RR =1.44 95% CI:0.24- 8.70, m oderate drinking

group RR =2.76, 95% CI:0.71- 10.74, h eavy drinking group, RR =5.77, 95%

CI:1.34- 24.94).

다) 결장 직장암

남자에서 음주군에서 결장 직장암(C18- C21)으로 사망한 사람은 19명이었으

며 비음주군에서는 5명으로 연령을 교정하였을 때 음주군의 결장 직장암 사망률

이 비음주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SMR =198, 95% CI:119- 309). 비례위험회귀

모형에서 음주군의 사망위험이 높았으며(RR =2.02, 95% CI:0.74- 5.51) 90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도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사망위험이 더 높았다(RR =3.62, 95%

CI:0.81- 16.25). 음주수준에 따라서는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사망위험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라) 췌장암

1993년의 노르웨이 미국 이민자들 17,633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조사한

전향성 코호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용량반응관계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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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0잔이상 마시는 음주군에서 췌장암으로 사망할 비교위험도가 3.1(95%CI,

1.2- 8.0)이었다(Zh en g et al, 1993). 이 연구에서는 남자에서 음주군에서 췌장암

(C25)으로 사망한 사람은 13명이었으며 비음주군에서는 1명으로 연령을 교정하

였을 때 음주군의 췌장암 사망률이 비음주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SMR =678,

95% CI:361- 1160). 누적한계추정법으로 생존분석을 시행한 결과 음주군에서 췌

장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Log - r ank test , p =0.030). 비례위험회귀모형에

서 음주군의 췌장암 사망위험은 85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는 유의하게 높았으며

(RR =8.54, 95% CI:1.09- 67.19) 90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는 췌장암 사망위험이

높았다(RR =6.39, 95% CI:0.76- 53.60). 음주수준에 따라서는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췌장암 사망위험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마) 기타 소화기계암

위암(C16, dr inker RR =1.27 95% CI:0.78- 2.08)과 간암(C22, dr inker RR =0.90

95% CI:0.31- 1.87)은 음주여부와 음주수준에 따라 암발생위험에 큰 차이가 없었

다. 소화기계암 전체의 사망위험을 살펴보면 남자에서 음주군에서 소화기계암

(C15- C26)으로 사망한 사람은 134명이었으며 비음주군에서는 51명으로 연령을

교정하였을 때 음주군의 소화기계암 사망률이 비음주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SMR =141, 95% CI:118- 167). 누적한계추정법으로 생존분석을 시행한 결과 음주

군에서 소화기계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Log - rank test , p =0.046). 비례

위험회귀모형에서 음주군의 사망위험은 85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는 소화기계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높았으며(RR =1.45, 95% CI:1.04- 2.02) 90년부터 추적한 자

료에서도 유의하게 소화기계암 사망위험이 높았다(RR =1.65, 95% CI:1.05- 2.59).

음주수준에 따라서는 고음주군에서 소화기계암 사망위험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

였다(in h eavy drinking group , RR =1.65, 95% CI:1.03-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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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폐암

남자에서 음주군에서 폐암(C33- C34)으로 사망한 사람은 34명이었으며 비음

주군에서는 37명으로 연령을 교정하였을 때 음주군의 폐암 사망률이 비음주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SMR =50, 95% CI:35- 7). 누적한계추정법으로 생존분석을

시행한 결과 음주군에서 폐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Log - rank t est ,

p =0.002). 비례위험회귀모형에서 음주군의 폐암 사망위험은 85년부터 추적한 자

료에서는 폐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낮았으며(RR =0.47, 95% CI:0.29- 0.77) 90년

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도 유의하게 폐암 사망위험이 낮았다(RR =0.38, 95%

CI:0.21- 0.70). 음주수준에 따라서는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폐암 사망위험이 낮아

지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저음주군에서 폐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

(RR =0.47, 95% CI:0.29- 0.77). 흡연여부에 따라 층화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각 군

에서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폐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낮았다.

3) 순환기계질환

남자에서 음주군에서 순환기계질환(I00- I99)으로 사망한 사람은 216명이었으

며 비음주군에서는 106명으로 연령을 교정하였을 때 음주군의 사망률이 비음주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SMR =117, 95% CI:102- 134). 누적한계추정법으로 생

존분석을 시행한 결과 음주군에서 순환기계질환 사망위험은 큰 차이가 없었다

(Log - rank t est , p =0.529). 비례위험회귀모형에서 음주군의 순환기계질환 사망위

험은 85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는 순환기계질환 사망위험이 높았으나 유의하지

는 않았으며(RR =1.11, 95% CI:0.87- 1.42) 90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도 순환기계

질환 사망위험이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RR =1.20, 95% CI:0.89- 1.61). 음주

수준에 따라서는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순환기계질환 사망위험이 높아지는 양상

을 보였다(in h eavy drinkin g group , RR =1.52, 95% CI:1.06-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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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뇌혈관질환

남자에서 음주군에서 뇌혈관질환(I60- I69)으로 사망한 사람은 135명이었으

며 비음주군에서는 59명으로 연령을 교정하였을 때 음주군의 뇌혈관질환 사망률

이 비음주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SMR =131, 95% CI:110- 155). 누적한계추정

법으로 생존분석을 시행한 결과 음주군에서 뇌혈관질환 사망위험은 큰 차이가

없었다(Log - rank t est , p =0.215). 비례위험회귀모형에서 음주군의 뇌혈관질환 사

망위험은 85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는 뇌혈관질환 사망위험이 높았으나 유의하

지는 않았으며(RR =1.20, 95% CI:0.87- 1.65) 90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는 뇌혈관

질환 사망위험이 높았고 경계유의성을 보였다(RR =1.36, 95% CI:0.93- 1.98). 음주

수준에 따라서는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뇌혈관질환 사망위험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in heavy drinkin g group, RR =1.66, 95% CI:1.03- 2.65).

나) 고혈압질환

남자에서 음주군에서 고혈압(I10- I13)으로 사망한 사람은 34명이었으며 비

음주군에서는 18명으로 연령을 교정하였을 때 음주군의 고혈압 사망률이 비음주

군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SMR =110, 95% CI:76- 154). 누적한계추

정법으로 생존분석을 시행한 결과 음주군에서 고혈압 사망위험은 큰 차이가 없

었다(Log - r ank test , p =0.979). 비례위험회귀모형에서 음주군의 고혈압 사망위험

은 85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는 고혈압 사망위험이 큰 차이가 없었으며

(RR =0.94, 95% CI:0.52- 1.70) 90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는 사망위험이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RR =1.26 95% CI:0.57- 2.82). 음주수준에 따라서는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사망위험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in h eavy

drinking group , RR =1.43, 95% CI:0.61- 3.32).

다) 허혈심장질환

남자에서 음주군에서 허혈성질환(I20- I25)으로 사망한 사람은 9명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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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음주군에서는 9명으로 연령을 교정하였을 때 음주군의 허혈성질환 사망률이

비음주군에 비해 낮았다(SMR =56, 95% CI:25- 106). 누적한계추정법으로 생존분

석을 시행한 결과 음주군에서 허혈성질환 사망위험은 큰 차이가 없었다

(Log - rank t est , p =0.170). 비례위험회귀모형에서 음주군의 허혈성질환 사망위험

은 85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는 허혈성질환 사망위험이 낮았으나 유의하지는 않

았으며(RR =0.62, 95% CI:0.23- 1.66) 90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는 허혈성질환 사

망위험이 낮았다(RR =0.52, 95% CI:0.18- 1.50). 음주수준에 따라서는 고음주군으

로 갈수록 허혈성질환 사망위험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 암발생

1) 전체암

남자에서 음주군에서 암(C00- C97)이 발생한 사람은 197명이었으며 비음주군

에서는 95명으로 연령을 교정하였을 때 음주군의 암발생률이 비음주군과 큰 차

이가 없었다(SIR =99, 95% CI:86- 114). 누적한계추정법으로 생존분석을 시행한

결과 음주군에서 암발생위험은 큰 차이가 없었다(Log - rank test , p =0.901). 비례

위험회귀모형에서 음주군의 암발생위험은 85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는 큰 차이

가 없었으며(RR =1.00, 95% CI:0.78- 1.28) 90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도 차이가 없

었다(RR =0.94, 95% CI:0.69- 1.29).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여러 암들과의 관련성을 메타분석으로 살펴본

연구에서 입안암, 인두암, 식도암, 후두암에서는 강한 관련성(st ron g tr end )이 있

었으며, 위암, 결장 직장암, 간암, 유방암, 난소암에서는 약한 관련성(les s st ron g

dir ect r elation )이 있었다. 췌장암, 폐암, 전립샘암, 방광암에서는 관련성은 유의

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떨어졌다(Bagn ardi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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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술 입안 인두암

여러 연구에서 입술 입안 인두암 발생과 음주와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으나

(Rao et al, 1994; T onn esen et al, 1994; A dami et al., 1992; Bru gere et al,

1986) 이 연구에서 음주와 입술 입안 인두암의 발생과의 관련성은 뚜렷하지는

않았다. 남자에서 음주군에서 입술 입안 인두암(C00- C14)이 발생한 사람은 6명이

었으며 비음주군에서는 2명으로 연령을 교정하였을 때 음주군의 암발생률이 비

음주군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SIR =151, 95% CI:56- 329). 비례위험

회귀모형에서 음주군의 발생위험은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RR =1.30, 95%

CI:0.26- 6.54).

3) 식도암

여러 연구에서 식도암과 음주와의 관련성이 보고되었으며(Bagn ardi et al.

2001), 이 연구에서도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남자에서 음주군에서 식도암

(C15)이 발생한 사람은 14명이었으며 비음주군에서는 3명으로 연령을 교정하였

을 때 음주군의 발생률이 비음주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SIR =251, 95%

CI:137- 420). 누적한계추정법으로 생존분석을 시행한 결과 음주군에서 발생위험

이 높았다(Log - r ank test , p =0.145). 비례위험회귀모형에서 음주군의 발생위험은

85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는 발생위험이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RR =2.08,

95% CI:0.59- 7.37). 음주수준에 따라서는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발생위험이 높아

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경계유의성을 보였다(in h eavy drinking group, RR =3.76,

95% CI:0.83- 17.07).

4 ) 췌장암

음주와 암발생과의 메타분석에서 췌장암과 음주와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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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관성이 떨어졌다(Bagnardi et al., 2001). 이 연구에서 남자에서 음주군에서

췌장암(C25)이 발생한 사람은 11명이었으며 비음주군에서는 1명으로 연령을 교

정하였을 때 음주군의 발생률이 비음주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SIR =722,

95% CI:361- 1293). 누적한계추정법으로 생존분석을 시행한 결과 음주군에서 발

생위험이 높았으며 경계유의성을 보였다(Log - r ank test , p =0.057). 비례위험회귀

모형에서 음주군의 발생위험은 높았으며 경계유의성을 보였고(RR =7.42, 95%

CI:0.93- 59.27) 90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는 발생위험이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

았다(RR =4.10, 95% CI:0.45- 37.19). 음주수준에 따라서는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5) 기타 소화기계암

위암(RR =1.18, 95% CI:0.75- 1.85)과 결장 직장암(RR =0.98 95% CI:0.41- 2.32)

발생은 음주와 관련성이 없었다. 간암은 암발생위험이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

고(RR =1.54 95% CI:0.64- 3.74)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발생위험이 증가하지 않았

다.

남자에서 음주군에서 소화기계암(C15- C26)으로 발생한 사람은 135명이었으

며 비음주군에서는 58명으로 연령을 교정하였을 때 음주군의 발생률이 비음주군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S IR =121, 95% CI:102- 144). 누적한계추정법으로 생존

분석을 시행한 결과 음주군에서 발생위험이 큰 차이가 없었다(Log - rank test ,

p =0.202). 비례위험회귀모형에서 음주군의 발생위험은 85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

는 발생위험이 높았고 경계유의성을 보였으며(RR =1.29, 95% CI:0.93- 1.77) 90년

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도 발생위험이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RR =1.34, 95%

CI:0.86- 2.07). 음주수준에 따라서는 고음주군에서 발생위험이 높아졌으며 경계유

의성을 보였다(in heav y drinkin g group, RR =1.50, 95% CI:0.94-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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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암

남자에서 음주군에서 폐암(C33- C34)이 발생한 사람은 34명이었으며 비음주

군에서는 30명으로 연령을 교정하였을 때 음주군의 발생률이 비음주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S IR =61, 95% CI:43- 86). 누적한계추정법으로 생존분석을 시행

한 결과 음주군에서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Log - rank test , p =0.037). 비례

위험회귀모형에서 음주군의 발생위험은 85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는 발생위험

이 유의하게 낮았으며(RR =0.56, 95% CI:0.33- 0.93) 90년부터 추적한 자료에서도

유의하게 발생위험이 낮았다(RR =0.49, 95% CI:0.26- 0.90). 음주수준에 따라서는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발생위험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저음주군에

서 유의하게 발생위험이 낮았다(low drinking group RR =0.21, 95%

CI:0.06-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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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결론 및 요약

이 연구에서는 5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985년에 조사된 강화코호트의 대

상자를 추적관찰하여 음주와 사망 및 암발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남자의 음주율은 65.1% , 여자의 음주율은 10.1%였다. 남자에서 매일 소주 1

병이상(72g/ day )을 마시는 고음주군의 분율은 비음주군을 포함한 남자전체의

11.5%이다. 음주군과 비음주군을 포함한 전체남자의 평균 음주량은 일주일에 알

콜 215g이었으며 여자는 일주일에 알콜 6g이었다. 음주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1회평균음주량을 살펴보면 남자에서 알콜음주량이 73.8g , 여자에서 29.4g였다.

남자에서 비음주군을 기준으로 음주군의 사망위험을 살펴보면 사망의 모든원

인으로 사망할 위험은 유의하게 높았고(RR =1.12) 고음주군에서도 유의하게 사망

위험이 높았다(heav y drinkin g group, RR =1.35, 95% CI:1.14- 1.60). 식도암 사망

위험은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식도암 사망위험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고음

주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low drinkin g group RR =1.44 95%

CI:0.24- 8.70, m oderate drinkin g group RR =2.76, 95% CI:0.71- 10.74, heavy

drinking group, RR =5.77, 95% CI:1.34- 24.94). 췌장암 사망위험은 유의하게 높았

으며(RR =8.54, 95% CI:1.09- 67.19) 소화기계암 사망위험도 유의하게 높았으며

(RR =1.45, 95% CI:1.04- 2.02) 음주군의 폐암사망위험은 유의하게 낮았다

(RR =0.47, 95% CI:0.29- 0.77).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순환기계질환 사망위험이 높

아졌으며(in h eavy drinking group, RR =1.52, 95% CI:1.06- 2.19) 특히 뇌혈관질

환 사망위험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in h eavy drinkin g group , RR =1.66, 95%

CI:1.03- 2.65).

남자에서 비음주군을 기준으로 음주군의 암발생위험을 살펴보면 전체암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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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차이가 없었으며(RR =1.00) 식도암에서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경계유의성을 보였으며(in heavy drinking group,

RR =3.76, 95% CI:0.83- 17.07) 췌장암 발생위험은 높았으며 경계유의성을 보였다

(RR =7.42, 95% CI:0.93- 59.27). 음주군의 소화기계암 발생위험은 높았고 경계유

의성을 보였으며(RR =1.29, 95% CI:0.93- 1.77) 고음주군에서 발생위험이 높았으며

경계유의성을 보였다(h eavy drinkin g group, RR =1.50, 95% CI:0.94- 2.39). 음주

군에서 폐암 발생위험은 유의하게 낮았으다(RR =0.56, 95% CI:0.33- 0.93).

여자에서는 음주와 사망 및 암발생과 관련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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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pen dix

T able 1. Risk ratio of death by drinking categories, male(1985- 1999)
(cont inu ed t able )

Causes of death

Risk ratio of death(95% confidence interval)

Abst-
ainer

Very light

drinking

Low risk

drinking

Hazardous

drinking

Harmful

drinking
All Causes of death
(A00-R99, V01-Y89)

1.00 1.06(0.92- 1.23) 1.05(0.91- 1.20) 1.16(0.99- 1.37) 1.35(1.15- 1.60)

Infectious diseases(A00-B99) 1.00 0.30(0.09- 1.03) 0.72(0.33- 1.60) 0.60(0.20- 1.77) 2.35(1.17- 4.72)
Tuberculosis (A15-A19) 1.00 0.36(0.11- 1.24) 0.76(0.33- 1.79) 0.53(0.15- 1.85) 2.39(1.12- 5.09)
Septicaemia(A40-A41) 1.00 0 0.95(0.08- 11.04) 1.71(0.14- 20.78) 1.90(0.16- 22.42)

Neoplasms (C00-D48) 1.00 0.78(0.54- 1.12) 0.94(0.69- 1.28) 1.22(0.86- 1.72) 1.21(0.83- 1.75)
Lip, oral cavity and
pharynx(C00-C14)

1.00 0.39(0.05- 3.38) 0 0.52(0.06- 4.60) 0

Lip(C00) 1.00 0 0 0 0
Oral cavity(C01- C09) 1.00 0.48(0.05- 4.27) 0 0 0
Pharynx(C10- C14) 1.00 0 0 2.47(0.15-40.29) 0

Digestive organs(C15-C26) 1.00 1.35(0.87- 2.08) 1.26(0.84- 1.90) 1.32(0.82- 2.13) 1.65(1.03- 2.66)
Esophagus(C15) 1.00 1.45(0.24- 8.75) 1.64(0.32- 8.31) 4.86(1.11- 21.29) 5.86(1.35- 25.37)
Stomach(C16) 1.00 1.24(0.66- 2.32) 1.00(0.54- 1.86) 1.02(0.49- 2.13) 1.28(0.61- 2.67)
Colon·rectum(C18- C21) 1.00 2.52(0.76- 8.36) 2.54(0.82- 7.87) 0 3.18(0.91- 11.15)
Liver (C22) 1.00 1.01(0.37- 2.71) 0.90(0.35- 2.33) 0.62(0.17- 2.22) 1.34(0.46- 3.86)
Gallbladder(C23- C24) 1.00 1.24(0.11- 13.85) 3.04(0.49- 18.73) 6.10(1.05-35.35) 0
Pancreas(C25) 1.00 3.70(0.61- 22.63) 3.73(0.66- 21.02) 6.71(1.17-38.58) 2.07(0.18- 23.58)

Respiratotry organs(C30-C39) 1.00 0.06(0.01- 0.43) 0.57(0.30- 1.06) 1.12(0.60- 2.08) 0.55(0.23- 1.32)
Larynx(C32) 1.00 ∞ ∞ ∞ ∞

Lung(C33- C34) 1.00 0.06(0.01- 0.43) 0.57(0.30- 1.09) 0.98(0.51- 1.89) 0.46(0.18- 1.19)
Bones, joints and articular
cartilage(C40- C41)

1.00 0 1.92(0.12- 31.02) 0 0

Skin(C43- C44) 1.00 ∞ ∞ ∞ ∞

Male genital
organs(C60- C63)

1.00 4.37(0.39-49.06) 1.97(0.12- 33.10) 0 0

Prostate(C61) 1.00 1.67(0.10- 28.96) 1.45(0.09- 24.14) 0 0
Urinary tract (C64- C68) 1.00 0 0.34(0.04- 2.96) 0 2.50(0.56- 11.24)
Bladder (C67) 1.00 0 0 0 6.97(1.07-45.20)
Kidey(C64,65,66,68) 1.00 0 0.87(0.08- 9.57) 0 0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 C72)

1.00 0 0 0 0.95(0.10- 9.34)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C70- C72)

1.00 0 0 0 0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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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s of death

Risk ratio of death(95% confidence interval)

Abst-
ainer

Very light

drinking

Low risk

drinking

Hazardous

drinking

Harmful

drinking
T hyroid and endocrine
glands(C73- C75)

1.00 ∞ ∞ ∞ ∞

Non- Hodgkin ' s
lymphoma(C82- C85)

1.00 ∞ ∞ ∞ ∞

Leukaemia(C91-95) 1.00 0 0 1.16(0.09- 14.39) 0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I00- I99)

1.00 0.98(0.69- 1.37) 1.11(0.82- 1.50) 0.96(0.65- 1.42) 1.52(1.05- 2.19)

Hypertensive
diseases(I10- I13)

1.00 0.51(0.19- 1.37) 1.21(0.61- 2.42) 0.56(0.19- 1.67) 1.42(0.61- 3.31)

Ischaemic heart diseases
(I20- I25)

1.00 1.04(0.31- 3.49) 0.20(0.03- 1.62) 0.71(0.15- 3.46) 0.94(0.19- 4.56)

Other heart
diseases (I26- I5 1)

1.00 1.29(0.57- 2.92) 1.40(0.66- 2.99) 1.55(0.62- 3.86) 1.60(0.61- 4.15)

Cerebrovascular
diseases(I60- I69)

1.00 1.09(0.70- 1.69) 1.13(0.76- 1.68) 0.98(0.60- 1.61) 1.65(1.03- 2.65)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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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2. Risk ratio of death by drinking categories, male(1990- 1999)
(cont inu ed t able )

Causes of death

Risk ratio of death(95% confidence interval)

Abst-
ainer

Very light

drinking

Low risk

drinking

Hazardous

drinking

Harmful

drinking
All Causes of death
(A00-R99, V01-Y89)

1.00 1.15(0.96- 1.38) 1.04(0.87- 1.23) 1.21(0.99- 1.48) 1.38(1.12- 1.71)

Infectious diseases(A00-B99) 1.00 0.16(0.02- 1.21) 0.70(0.26- 1.87) 0.69(0.19- 4.85) 0.75(0.10- 5.57)
Tuberculosis (A15-A19) 1.00 0.19(0.02- 1.45) 0.68(0.23- 2.00) 0.80(0.22- 2.92) 1.87(0.68- 5.14)
Septicaemia(A40-A41) 1.00 0 3.12(0.13- 73.54) 0 0

Neoplasms (C00-D48) 1.00 0.87(0.56- 1.35) 0.82(0.54- 1.23) 1.18(0.76- 1.81) 1.18(0.74- 1.90)
Lip, oral cavity and
pharynx(C00-C14)

1.00 1.05(0.09- 11.72) 0 0 0

Lip(C00) 1.00 0 0 0 0
Oral cavity(C01- C09) 1.00 1.05(0.09- 4.27) 0 0 0
Pharynx(C10- C14) 1.00 0 0 2.47(0.15-40.29) 0

Digestive organs(C15-C26) 1.00 1.67(0.97- 2.88) 1.26(0.73- 2.16) 1.21(0.64- 2.31) 1.59(0.83- 3.02)
Esophagus(C15) 1.00 ∞ ∞ ∞ ∞

Stomach(C16) 1.00 1.60(0.72- 3.54) 1.17(0.53- 2.62) 0.75(0.24- 2.30) 0.95(0.31- 2.92)

Colon·rectum(C18- C21) 1.00 5.98(1.19- 29.94) 3.09(0.56- 17.18) 0 6.56(1.17-36.76)
Liver (C22) 1.00 0.93(0.28- 3.10) 0.75(0.22- 2.53) 0.27(0.03- 2.15) 1.49(0.44- 5.02)

Gallbladder(C23- C24) 1.00 0 3.03(0.49- 18.73) 2.26(0.29- 17.52) 0
Pancreas(C25) 1.00 2.97(0.40- 22.01) 2.13(0.29- 15.78) 6.07(0.93-39.67) 0

Respiratotry organs(C30-C39) 1.00 0 0.46(0.21- 1.03) 1.06(0.51- 2.17) 0.47(0.17- 1.41)
Larynx(C32) 1.00 ∞ ∞ ∞ ∞

Lung(C33- C34) 1.00 0 0.47(0.21- 1.04) 0.88(0.41- 1.91) 0.37(0.11- 1.24)
Bones, joints and articular
cartilage(C40- C41)

1.00 0 1.92(0.12- 31.02) 0 0

Skin(C43- C44) 1.00 ∞ ∞ ∞ ∞

Male genital
organs(C60- C63)

1.00 ∞ ∞ ∞ ∞

Prostate(C61) 1.00 ∞ ∞ ∞ ∞

Urinary tract (C64- C68) 1.00 0 0.32(0.04- 2.81) 0 1.66(0.30- 9.11)
Bladder (C67) 1.00 0 0 0 4.69(0.57-38.78)

Kidey(C64,65,66,68) 1.00 0 0.87(0.08- 9.57) 0 0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 C72)

1.00 0 0 0 2.73(0.17-44.06)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C70- C72)

1.00 0 0 0 0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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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s of death

Risk ratio of death(95% confidence interval)

Abst-
ainer

Very light

drinking

Low risk

drinking

Hazardous

drinking

Harmful

drinking
T hyroid and endocrine
glands(C73- C75)

1.00 ∞ ∞ ∞ ∞

Non- Hodgkin ' s
lymphoma(C82- C85)

1.00 ∞ ∞ ∞ ∞

Leukaemia(C91-95) 1.00 0 0 1.16(0.09- 14.39) 0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I00- I99)

1.00 1.00(0.66- 1.53) 1.26(0.88- 1.81) 1.04(0.66- 1.65) 1.69(1.08- 2.64)

Hypertensive
diseases(I10- I13)

1.00 0.89(0.27- 2.90) 2.13(0.88- 5.15) 0 2.05(0.67- 6.26)

Ischaemic heart diseases
(I20- I25)

1.00 0.84(0.22- 3.21) 0.22(0.03- 1.76) 0.39(0.05- 3.17) 1.05(0.21- 5.15)

Other heart
diseases (I26- I5 1)

1.00 0.68(0.14- 3.30) 1.04(0.29- 3.65) 1.95(0.54- 6.96) 1.35(0.27- 6.72)

Cerebrovascular
diseases(I60- I69)

1.00 1.17(0.70- 1.95) 1.33(0.85- 2.07) 1.23(0.72- 2.12) 1.86(1.08- 3.20)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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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3. Risk rat io of in ciden ce by drinking cat egories , m ale (1985- 1999)

Causes of death

Risk ratio of death(95% confidence interval)

Abst-
ainer

Very light

drinking

Low risk

drinking

Hazardous

drinking

Harmful

drinking
All sites (C00- C97) 1.00 0.92(0.65- 1.30) 0.98(0.72- 1.34) 0.98(0.68- 1.42) 1.22(0.84- 1.78)
Lip, oral cavity and
pharynx(C00- C14)

1.00 1.02(0.09- 11.38) 0.65(0.06- 7.18) 4.10(0.74- 22.69) 0

Oral cavity(C01- C09) 1.00 1.86(0.12- 29.96) 0 5.65(0.58-55.48) 0
Pharynx(C10- C14) 1.00 0 1.32(0.08- 21.37) 2.25(0.14-36.35) 0

Digestive organs
(C15-C26)

1.00 1.22(0.80- 1.87) 1.20(0.81- 1.79) 1.18(0.74- 1.90) 1.50(0.94- 2.39)

Esophagus(C15) 1.00 1.89(0.38- 9.42) 1.34(0.27- 6.74) 2.94(0.64- 13.48) 3.77(0.83- 17.16)
Stomach(C16) 1.00 1.23(0.68- 2.21) 0.93(0.52- 1.68) 0.96(0.48- 1.93) 1.54(0.81- 2.93)
Colon·rectum(C18-C21) 1.00 0.75(0.20- 2.85) 1.47(0.54- 3.95) 0.29(0.04- 2.35) 1.46(0.44- 4.90)
Liver (C22) 1.00 2.01(0.70- 5.79) 1.88(0.67- 5.27) 1.16(0.29- 4.59) 0.96(0.20- 4.72)
Gallbladder(C23-C24) 1.00 0.59(0.07- 5.37) 1.45(0.32- 6.68) 2.21(0.47- 10.34) 0.94(0.10- 8.63)
Pancreas(C25) 1.00 2.35(0.33- 17.00) 3.83(0.68- 21.65) 5.55(0.86-35.60) 2.23(0.20- 25.61)

Respiratory organs
(C30-C39)

1.00 0.21(0.06- 0.69) 0.76(0.40- 1.44) 0.81(0.39- 1.70) 0.75(0.32- 1.73)

Larynx(C32) 1.00 ∞ ∞ ∞ ∞

Lung(C33- C34) 1.00 0.21(0.06- 0.69) 0.71(0.37- 1.36) 0.73(0.34- 1.57) 0.75(0.32- 1.72)
Bones, joints and articular
cartilage(C40-C41)

1.00 0 1.87(0.11- 30.50) 0 0

Skin(C43- C44) 1.00 3.40(0.29-39.65) 0 0 0
Male genital organs
(C60-C63)

1.00 1.54(0.25- 9.31) 0.52(0.05- 5.20) 0 0

Urinary tract (C64-C68) 1.00 0.86(0.16- 4.51) 0.29(0.03- 2.50) 0 1.32(0.25- 7.08)
Bladder (C67) 1.00 1.39(0.23- 8.50) 0.49(0.05- 4.87) 0 2.35(0.37- 14.95)
Kideny(C64,65,66,68) 1.00 0 0 0 0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C72)

1.00 0 0 0 1.61(0.14- 18.64)

Thyroid and endocrine
glands (C73- C75)

1.00 2.60(0.15-44.54) 1.05(0.06- 17.64) 0 0

Lymph (C81- C85) 1.00 0 0 0 0
Leukaemia(C91- C95) 1.00 0 0 0 0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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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4. Risk rat io of in ciden ce by drinking cat egories , m ale (1990- 1999)

Causes of death

Risk ratio of death(95% confidence interval)

Abst-
ainer

Very light

drinking

Low risk

drinking

Hazardous

drinking

Harmful

drinking
All sites (C00- C97) 1.00 0.92(0.59- 1.43) 0.84(0.56- 1.28) 0.92(0.57- 1.48) 1.10(0.67- 1.80)
Lip, oral cavity and
pharynx(C00- C14)

1.00 ∞ ∞ ∞ ∞

Oral cavity(C01- C09) 1.00 ∞ ∞ ∞ ∞

Pharynx(C10- C14) 1.00 0 0 0 0
Digestive organs
(C15-C26)

1.00 1.36(0.78- 2.36) 1.02(0.58- 1.78) 1.22(0.65- 2.27) 1.43(0.74- 2.74)

Esophagus(C15) 1.00 ∞ ∞ ∞ ∞

Stomach(C16) 1.00 1.29(0.58- 2.87) 0.87(0.38- 1.99) 0.87(0.31- 2.41) 1.34(0.52- 3.48)

Colon·rectum(C18-C21) 1.00 1.48(0.33- 6.68) 1.08(0.24- 4.92) 0.56(0.06- 5.13) 1.60(0.29- 8.89)
Liver (C22) 1.00 2.47(0.65- 9.33) 1.13(0.25- 5.16) 1.16(0.21- 6.48) 1.53(0.27- 8.55)

Gallbladder(C23-C24) 1.00 0 1.45(0.31- 6.73) 0.63(0.07- 5.84) 0.88(0.10- 8.08)
Pancreas(C25) 1.00 1.35(0.12- 15.41) 2.13(0.28- 16.03) 2.11(0.17- 25.80) 0

Respiratory organs
(C30-C39)

1.00 0.09(0.01- 0.69) 0.85(0.41- 1.74) 0.66(0.26- 1.66) 0.60(0.20- 1.77)

Larynx(C32) 1.00 ∞ ∞ ∞ ∞

Lung(C33- C34) 1.00 0.09(0.01- 0.69) 0.78(0.37- 1.63) 0.55(0.20- 1.47) 0.60(0.20- 1.76)
Bones, joints and articular
cartilage(C40-C41)

1.00 0 1.87(0.11- 30.50) 0 0

Skin(C43- C44) 1.00 2.37(0.14-40.52 0 0 0

Male genital organs
(C60-C63)

1.00 1.24(0.09- 17.20) 0 0 0

Urinary tract (C64-C68) 1.00 0.81(0.15- 4.30) 0.27(0.03- 2.35) 0 0.63(0.07- 5.57)
Bladder (C67) 1.00 1.30(0.21- 7.98) 0.45(0.05- 4.49) 0 1.10(0.11- 11.07)

Kideny(C64,65,66,68) 1.00 0 0 0 0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C69-C72)

1.00 0 0 0 2.67(0.17-42.92)

Thyroid and endocrine
glands (C73- C75)

1.00 ∞ ∞ ∞ ∞

Lymph (C81- C85) 1.00 0 0 0 0

Leukaemia(C91- C95) 1.00 0 0 0 0

Adjusted for age, medical security, s moking habits , hypertens ion,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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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 RA CT

A s tu dy on a s s oc i at ion be t w e en alc oh ol c on s um ption

an d m ort ality an d c an c er in c iden c e s .

- K an g w h a c oh ort s tu dy -

Y oo S ang - Hy un

D epartm en t of P u bli c H e alth

T h e Gra du at e S ch ool

Y on s e i U n iv ers ity

T his stu dy sought to ex am ine relation ship s betw een alcoh ol com sumpt ion

an d m ort ality an d can cer inciden ce in th e Kang w ha coh ort . F rom March 1985

through December 1999, 2,696 m ales and 3,595 fem ales aged 55 or ov er as of

1985 were follow ed up for their cancer incidence and mortality . W e calculate

the m ortality risk r atios and the cancer incidence risk ratios by lev el of alcohol

con sumption . Cox proportional hazard m odel w as u sed to adju st age at entry ,

smoking , medical security statu s , hyperten sion and body m ass index .

Am on g m ales , compared to ab stainer , drinker h ad high er m ortality in all

cau se (r isk ratio:RR =1.12), pan creas cancer (RR =8.54), dig estiv e org an can cer

(RR =1.45) an d low er m ortality in lun g can cer (RR =0.47). Heavy drink er had

high er m ortality in all cau se (RR =1.35), esophag eal can cer (RR =5.77), cir culatory

sy st em (RR =1.52) an d cerebrov ascular disease (RR =1.66).

Heavy drinker h ad higher cancer inciden ce in esoph agu s (RR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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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creas (RR =7.42), digest iv e organ (RR =1.50) an d low er can cer in cidence in

lung (RR =0.56).

Am ong females , there w 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 een

alcohol com sumption and mortality or cancer incidence.

T he result 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lcohol drinking has harmful effect on

esophageal cancer and digestiv e organ cancer incidences and protectiv e effect on

lung cancer incidence am ong m ales. T his finding needs to be confirmed in fur ther

studies .

Key w ords : drinking , alcohol con sum ption , m ort ality , cancer inc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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