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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당뇨병이 간세포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연구 배경

2016년 기준 국내 당뇨병 유병률을 보면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한명이 당

뇨병을 가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성인에서는 10명중 3명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간세포암 또한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강 문제로서, 사망률과

예후가 매우 좋지 않다. 간세포암에 대해 알려진 위험인자는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간경변, 과도한 알콜 섭취, 자가 면역성 간염,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 등이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당뇨병이 간세포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에 당뇨병이 간세포암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치는지 그 위험도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2002년 표본코호트 DB 자격 대상자인 1,025,340명을 기준으로

하여, 이 중 40세 미만 대상자 637,088명과 2002년 기준으로 암 과거력이 있는

대상자 342명을 제외하여 총 387,910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랜드마크

분석을 위해 표본코호트 시작 시점인 2002년을 기준으로 랜드마크 타임을 2년

(2002-2003)과 4년(2002-2005)으로 설정한 후 해당 기간 내에 사망한 대상자와

간세포암(Hepatocellular carcinoma)으로 청구된 이력이 있는 대상자를 순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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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랜드마크 타임 2년과 4년에 대해 각각 382,226명

과 372,60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당뇨병 유무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분

석을 진행하였다.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

하여 위험비(Hazard Ratio)를 산출하였고, 간세포암 발생에 따른 조건부

Kaplan-Meier curve를 그린 후 그룹 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또한 알콜성 간질

환, 비알콜성 지방간,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 등 만성 간질환의 유무에 따

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당뇨병과 간세포암 발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 결과 당뇨병이 있는 그룹에서 당뇨병이 없는 그룹에 비해 간세포암 발

생률이 높은 것을 확인했으며, 두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그리고 다른 변수들(성별, 연령, 알콜성 간질환, 비알콜성 지방간,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을 통제했을 때, 당뇨병이 있는 그룹에서 당뇨병

이 없는 그룹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랜드마크 타임 2년의 경우 1.464

배(95% CI: 1.330-1.610), 4년의 경우 1.370배(95% CI: 1.246-1.506)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p<.0001).

결론

간세포암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자로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

변, 알콜성 간질환,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 등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번 연

구 결과로 당뇨병 또한 간세포암 발생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시사했다.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 특히 만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

자의 경우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건강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1)

핵심어 : 당뇨병, 간세포암, 랜드마크 분석, 콕스 비례위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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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당뇨병은 급/만성 합병증을 동반하며, 암 또한 사망률이 높아 사회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질병이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인구와 암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전 세계의 당뇨병 유병인구는 4억1천5백 만명이고, 2040년

경에는 6억4천2백 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

한 내분비계 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은 여러 가지 동반되는 합병증 치료를 위해

의료비 및 사회적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암 발생자 수는 당뇨병 인구에

비해 매우 적으나, 치사율이 높고 암환자 관리는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송선옥, 2016).

대한당뇨병학회는 지난 2018년에 당뇨병 통계보고서인 ‘당뇨병 팩트 시트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8)’를 공개했다. <그림 1>에 따르면, 2016

년 기준 국내 당뇨병 유병률은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한 명(14.4%)이 당뇨병

을 가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성인에서는 10명 중 3명으로 증가하며 공복혈당

만을 진단에 사용할 경우 당뇨병 유병률은 13.0%로 보고하고 있다. 당뇨병을

진단할 때 공복혈당에 추가로 당화혈색소 기준을 포함해 더 많은 당뇨병 환자

가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에 따라 당뇨병의 인지율(당뇨병을 진단받아 알고

있는 사람의 분율)이 60% 수준으로 떨어지고, 치료받고 있는 당뇨병 환자도

10명 중 5명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3분의 2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되는데 세 가지가 모두 잘 조절되는 경우는 전체 당뇨병

환자의 10% 수준밖에 안 된다.



- 2 -

그림 1. 당뇨병 유병률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8).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501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30대 23만 명, 40대 76만 명에서 당뇨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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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당뇨병 인구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8).

간세포암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강 문제로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

며, 사망률과 예후가 매우 좋지 않다. 간세포암에 대해 알려진 위험인자는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간경변, 과도한 알콜 섭취, 자가 면역성 간염,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이다. 동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간세포암의 확산이 가장 높다. 최근에는 주로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이나 만

성 C형 간염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간세포암 발생률이 미국과 유럽에서 2020

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G. Kim et al., 2018).

우리나라 암의 발생빈도를 원발 장기별로 살펴보면<그림 3>, 1999년에는 위암

(20.7%)에 이어 간암이 2위(13.2%)였으나 2016년에는 위암(13.3%), 대장암(12.3

%), 갑상선암(11.4%), 폐암(11.2%), 유방암(9.5%)에 이어 6위(6.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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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요 암종 발생분율(2016년)

(한국 중앙암등록본부 암등록 통계자료)

성별에 따라 구분했을 때 간암 발생 빈도는 남성에서 4위(9.8%), 여성에서

6위(3.7%)에 해당되었고, 남녀 비율이 약 3:1로 남성에서 발생률이 높다<그림

4>. 또한 국가암정보센터의 연령군별 주요 암발생률(남녀전체, 2016)을 보면

65세 이상에서 간암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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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별 주요 암종 발생분율(2016년)

(한국 중앙암등록본부 암등록 통계자료)

당뇨병이 암으로 진행되는 기전은 고인슐린혈증에 의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신호 증가, 고혈당으로 악화된 산성환경과 풍부한 영양공급, 만성 염증반

응에 의한 세포 내 세포증식과 혈관신생 신호 증가, 지방세포 유래 여성호르

몬 증가 등으로 인하는 것으로 혈당 관리가 잘 되지 못하면 가속화되는 것으

로 생각되고 있다(송선옥, 2016). 당뇨병과 관련된 간암의 경우 대부분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발생하였으며 고인슐린혈증에 따른 인슐린 자체 혹은 인

슐린 유사 성장 인자 등이 간세포에서 돌연변이 혹은 암세포로의 분화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뇨병이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및 원인미상

의 간경변을 증가시킴으로써 간암 발생에 관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권혁상, 2006).

국내에서는 2016년에 메트포르민(Metformin) 사용과 다수의 암 발생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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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제외하고는 당뇨병과 간세포암 발생의 관계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본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과 연령 그리고 만성 간질환을 통제한 상태에

서 당뇨병이 간세포암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위험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선행 연구 고찰

당뇨병과 간세포암 사이의 연관성은 많은 코호트 연구와 환자-대조군 연구

에서 관찰되었다. 2006년에 수행된 13개 코호트 연구와 13개 환자-대조군 연

구의 메타 분석 결과, 당뇨병은 간세포암의 발생 위험을 약 2.5배 증가시킨다

고 밝혀졌다(E. Serag et al., 2006).

2014년에는 일본에서 당뇨병과 간세포암에 대한 역학 조사를 체계적으로 검

토했는데,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10개의 상대위험(RR) 추정치 중 9개, 코호트

연구에서 24개의 상대위험 추정치 중 17개가 당뇨병과 간세포암 사이의 강력

한 양성 연관성을 나타냈다(K. Tanaka et al. 2014).

대만에서는 당뇨병과 간세포암의 관련성에 근거하여 2018년에 대만 국립당

뇨병관리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간세포암 위

험 점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T. Li et

al., 2018). 이밖에 다른 연구에서도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2-3배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으며, 이 연관성은 만성 바이러스 간염이 없는 환

자에게서 일반적으로 관찰되었다.

당뇨병과 만성 바이러스 간염 및 알콜 과다 섭취와 같은 다른 간세포암 위

험 요소 사이의 시너지 상호작용을 설명한 연구들도 있다. Chen 등은 14년간



- 7 -

추적 조사된 대만 주민 23,820명의 코호트 연구에서 당뇨병과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비만과 당뇨병의 조합이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서 간세포암의 위험을 100배 이상 증가시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Hassan 등은 115명의 간세포암 환자와 230명의 대조군을 포함하는 환

자-대조군 연구에서 간세포암에 대한 위험 인자를 평가했는데, 알콜 과다 섭

취와 당뇨병의 조합(OR: 9.9, 95% CI: 2.5-39.3)이 각 위험 인자 단독으로 인

한 위험보다 높았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인슐린 농도가 높은 당뇨환자에서 간암 증식이 더 촉진

되는 원인이 밝혀짐으로써 이슈가 되었다. 정상 간세포와 간암세포에서 인슐

린의 작용 기전이 서로 달라 간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며, 인슐린이 암세포의

당 대사 효소를 조절하는 방식이 정상 세포와 다르다는 것을 규명했다. 정상

간세포에서는 인슐린이 피루브산 탈수소효소(PDH)를 활성화시키는 반면, 암

세포에서는 인슐린에 의해 피루브산 탈수소효소 효소의 활성이 저하되었다.

이로 인해 암세포는 피루브산을 온전히 분해하지 못하고 젖산으로부터 에너지

를 얻는다. 또한 활성화된 피루브산 탈수소효소는 다른 단백질들을 이용해, 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도 밝혀졌다(박재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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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DB (2002-2013년)를 이용하

여 당뇨병이 간세포암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기간 동안에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와 당뇨병이 없는 대상자의

수와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추적 기간 동안 간세포암이 발생한 대상자의 수와 그룹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위험비를 산출한다.

셋째, 만성 간질환(알콜성 간질환, 비알콜성 지방간,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

경변)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당뇨병 유무가 간세포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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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자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하여 당뇨병이 간세포암

발생에 미치는 위험을 파악하고자 한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 국

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주상병과 부상병 중 당뇨병과

간세포암 및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으로 진단받은 대상

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에 구축된 ‘국민건강정보 DB’를 기반으로 일반

연구자들의 각종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보건의료분야의 국가정책 수립에 도움

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의 향상 및 복지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표본코호트 DB를 구축하였다. 2002년 자격 모집단 사전

분석 결과, 46,605,433명이 최종 표본추출 대상 모집단으로 선정되었고, 층별

비례배분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표본의 크기는 1,025,340명으로 모집단

인원수 대비 2.2%에 해당된다(이준영, 2012). 자격 DB, 진료 DB, 건강검진

DB, 요양기관 DB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DB에 대한 구성은 표 1 (표본코호

트 DB의 구성)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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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특성

자격 DB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및 장애, 사망관련 총 14개

변수로 구성

진료 DB

의과_보건기관(T1), 치과_한방(T2), 약국(T3) 자료에

대한 명세서, 진료내역, 상병내역, 처방전교부상세내역

의 세부 DB로 구성

명세서(20T)

개인일련번호, 청구일련번호, 요양개시

일자, 주상병, 부상병, 요양일수, 최초

입원일, 총처방일수 등 총 27개 변수로

구성

진료내역(30T)

청구일련번호, 요양개시일자, 분류유형

코드, 분류코드,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

횟수, 1회 투약량 등 총 13개 변수로

구성

상병내역(40T)

청구일련번호, 일련번호, 요양개시일자,

진료과목코드, 상병기호 총 5개 변수로

구성

처방전 교부

상세내역(60T)

청구일련번호, 요양개시일자, 분류유형

코드, 분류코드, 1회 투약량, 1일 투약

량 등 총 11개 변수로 구성

건강검진 DB

건강검진 주요 결과 및 문진에 의한 생활습관 및 행태

관련 자료

2002-2008년: 총 37개 변수

2009-2013년: 총 41개 변수로 구성

요양기관 DB
요양기관의 종별, 설립구분별, 지역(시도)별 현황 및 시

설, 장비, 인력관련자료 등 총 10개 변수로 구성

표 1. 표본코호트 DB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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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KCD)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질병 분류를 위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제7차 개

정판을 사용했으며, 분석을 위해 활용된 각 질병에 대한 기준 코드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에 사용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코드

질병 KCD 코드
당뇨병 E11, E12, E13, E14

간세포암 C22.0

알콜성 간질환 K70.0, K70.1, K70.4, K70.9

비알콜성 지방간 K76.0
만성 바이러스 간염 B18

간경화 및 간경변 K70.2, K70.3, K74, K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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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2002년 표본코호트 자격 대상자 수는 1,025,340명이다. 이 중 40세 미만 대

상자 637,088명 그리고 2002년 기준으로 암 과거력이 있는 대상자 342명을 제

외하여 387,910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중 랜드마크 분석(Landmark Analysis)을 위해 표본코호트 시작 시점인

2002년을 기준으로 랜드마크 타임(Landmark Time)을 2년과 4년으로 임의설

정한 후 그림 5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랜드마크 타임 기간 이내에 사망한 대상자와 간세포암(Hepatocellular

carcinoma)으로 청구된 이력이 있는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제외하여, 최종적으

로 랜드마크 타임 2년과 4년에 대해 각각 382,226명과 372,606명을 연구대상자

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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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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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가. 변수 정의

1) 당뇨병(Diabetes Mellitus, DM)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중 제1형 당뇨를 제외한 E11, E12, E13, E14

의 코드로 청구된 기록이 랜드마크 타임 이내의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존재하

는 경우를 당뇨병으로 정의하였다.

2) 간세포암(Hepatocellular Carcinoma, HCC)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중 C22.0의 코드로 청구된 기록이 랜드마크

타임 또는 추적 기간 이내의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존재하는 경우를 간세포암

으로 정의하였다.

3) 알콜성 간질환(Alcoholic Liver Disease)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중 K70.0, K70.1, K70.4, K70.9의 코드로 청구

된 기록이 랜드마크 타임 이내의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존재하는 경우를 알콜

성 간질환으로 정의하였다.

4) 비알콜성 지방간(Non Alcoholic Fatty Liver)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중 K76.0의 코드로 청구된 기록이 랜드마크

타임 이내의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존재하는 경우를 비알콜성 지방간으로 정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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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성 바이러스 간염(Chronic Viral Hepatitis)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중 B18의 코드로 청구된 기록이 랜드마크 타

임 이내의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존재하는 경우를 만성 바이러스 간염으로 정

의하였다.

6) 간경변(Liver Cirrhosis)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중 K70.2, K70.3, K74, K76.1의 코드로 청구

된 기록이 랜드마크 타임 이내의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존재하는 경우를 간경

변으로 정의하였다.

7) 연령(Age)

표본코호트 중 2002년 자격 DB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대상자의 연령을 적용

하였다. 40세 미만의 대상자들은 제외하였으며, 국가암정보센터의 연령군별 주

요 암발생률(남녀전체, 2016)을 고려하여 연령 그룹을 40-64세, 65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8) 성별(Sex)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9) 체질량지수(BMI)

표본코호트 중 2002년 건강검진 DB에서 체중과 신장 값을 사용하여 체질량

지수(BMI)를 구했으며, 기준 년도에 데이터가 없는 대상자는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23 kg/m2 미만, 23-25 kg/m2, 25 kg/m2 이상, 결측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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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흡연(Smoking)

표본코호트 중 2002년 건강검진 DB의 흡연에 대한 변수를 활용했으며, 기

준 년도에 데이터가 없는 대상자는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비흡연자

(Non-smoker), 과거 흡연자(Past-smoker), 현재 흡연자(Current-smoker), 결

측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나. Time to event 정의

모든 연구 대상자에서 표본코호트 DB의 시작일인 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하여 간세포암으로 청구된 첫 번째 요양 개시일까지의 시간을 Time to

event로 정의하였다. 2013년까지 간세포암으로 청구된 건이 없는 대상자는 사

망여부에 따라 표 3과 같이 중도절단(Censored) 하였다. 다만, 자격 DB의 사

망일 변수는 년도와 월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date)은 중간 시점인 15일

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

표 3. Time to event 기준

Event 발생 Time

간세포암 발생한 경우 간세포암으로 청구된 첫 번째 요양 개시일

간세포암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망한 경우 사망일

사망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방문일

(단, 추적관찰기간 동안 의료이용이

없으면 2013년 12월 31일을 마지막

방문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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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Diabetes Mellitus)과 간세포암(Hepatocellular

carcinoma) 및 만성 간질환(Chronic Liver Disease)의 발생 빈도를 기술 통계

로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 시에 당뇨병과 간세포암 및 만성 간질환 발

병의 특성 상 40세 미만 대상자를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간세포암의 발

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준년도인 2002년 시점에

암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도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Chi-square test와 T-test를

이용하였다. Length biased sampling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랜드마크 분석

(Landmark Analysis)을 수행하였고, 랜드마크 타임(Landmark Time)을 2년과

4년으로 고정한 후 각각 10년과 8년간 추적관찰하여 간세포암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위험비

(Hazard Ratio)를 산출했고, 간세포암 발생에 따른 조건부 Kaplan-Meier

curve를 그린 후 그룹 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또한 알콜성 간질환(Alcoholic

Liver Disease), 비알콜성 지방간(Non Alcoholic Fatty Liver), 만성 바이러스

간염(Chronic Viral Hepatitis), 간경변(Liver Cirrhosis) 등 만성 간질환의 유무

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당뇨병과 간세포암 발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는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와 STATA/MP2 version 15.1을 사용하였고,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5% (P value ≤ 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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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랜드마크 분석(Landmark Analysis)

랜드마크 분석은 그룹들 간의 Time-to-event 결과 분석에 내재되어 있는

bias를 교정하기 위해 의학연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랜드마

크 분석의 목표는 특정시점, 즉 랜드마크 타임에 대상자들의 참여가 조건부적

인 그룹들 간의 Time-to-event 확률을 편향되지 않은 방법으로 추정하는 것

이다(U. Dafni, 2011).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의 유병 시점에 따라 간세포암 발

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러한 Length bias를 제거하기 위해 랜드마크 분석

을 진행하였다.

1) 랜드마크 타임 2년(2002-2003)

<그림 5>에서 선정한 연구대상자 387,910명 중 2002-2003년 동안 사망한

대상자 4,817명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해당 기간 내에 간세포암 코드(C22.0)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 867명을 제외하여 총 382,226명을 분석하였다. 이 중 당뇨

병이 있는 대상자가 36,966명이고, 당뇨병이 없는 대상자가 345,260명이다.

2) 랜드마크 타임 4년(2002-2005)

<그림 5>에서 선정한 연구대상자 387,910명 중 2002-2005년 동안 사망한

대상자 14,139명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해당 기간 내에 간세포암 코드(C22.0)

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 1,165명을 제외하여 총 372,606명을 분석하였다. 이 중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가 56,113명이고, 당뇨병이 없는 대상자가 316,49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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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위집단 분석(Subgroup Analysis)

1) 알콜성 간질환(Alcoholic Liver Disease)

랜드마크 타임(2년과 4년) 별로 알콜성 간질환이 없는 그룹과 있는 그룹으

로 나눈 후 각 그룹에서 당뇨병이 간세포암 발생에 미치는 위험을 분석하였

다.

2) 비알콜성 지방간(Non Alcoholic Fatty Liver)

랜드마크 타임(2년과 4년) 별로 비알콜성 지방간이 없는 그룹과 있는 그룹

으로 나눈 후 각 그룹에서 당뇨병이 간세포암 발생에 미치는 위험을 분석하였

다.

3) 만성 바이러스 간염(Chronic Viral Hepatitis)

랜드마크 타임(2년과 4년) 별로 만성 바이러스 간염이 없는 그룹과 있는 그

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에서 당뇨병이 간세포암 발생에 미치는 위험을 분석하

였다.

4) 간경변(Liver Cirrhosis)

랜드마크 타임(2년과 4년) 별로 간경변이 없는 그룹과 있는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에서 당뇨병이 간세포암 발생에 미치는 위험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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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당뇨병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랜드마크 타임 2년

랜드마크 타임 2년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 총 382,226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여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대상자 382,226명 중 당뇨병이 없는 그룹(Non-DM)이 345,260명이고, 당뇨병

이 있는 그룹(DM)이 36,966명이다. 연령 분포는 40-64세가 306,167명(80.1%), 65

세 이상이 76,059명(19.9%)으로 확인하였으며,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성별도 남자가 181,206명(47.4%), 여자가 201,020명(52.6%)으로 두 그

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랜드마크 타임에 해당하는 2년동안 만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특성

은 다음과 같았다. 알콜성 간질환(Alcoholic Liver Disease)은 전체 3,232명(0.9%)

중 당뇨병이 없는 그룹에서 2,598명(0.8%), 당뇨병이 있는 그룹에서 634명(1.7%)

으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1), 비알콜성 지방간(Non Alcoholic

Fatty Liver) 또한 전체 8,508명(2.2%) 중 당뇨병이 없는 그룹에서 6,708명(1.9%),

당뇨병이 있는 그룹에서 1,800명(4.9%)으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만성 바이러스 간염(Chronic Viral Hepatitis)은 전체 7,184명(1.9%) 중

당뇨병이 없는 그룹에서 5,857명(1.7%), 당뇨병이 있는 그룹에서 1,327명(3.6%)으

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1), 간경변(Liver Cirrhosis) 또한 전체

2,594명(0.7%) 중 당뇨병이 없는 그룹에서 2,001명(0.6%), 당뇨병이 있는 그룹에

서 593명(1.6%)으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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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랜드마크 타임 2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전체

(n=382,226)

Non-DM

(n=345,260)

DM

(n=36,966)
P value

n (%) n (%) n (%)
연령
40-64세 306,167 (80.1) 281,020 (81.4) 25,147 (68.0) <.0001
≥65세 76,059 (19.9) 64,240 (18.6) 11,819 (32.0)
성별
남자 181,206 (47.4) 163,216 (47.3) 17,990 (48.7) <.0001
여자 201,020 (52.6) 182,044 (52.7) 18,976 (51.3)
BMI
<23 kg/m2 24,281 (6.4) 22,571 (6.5) 1,710 (4.6) <.0001
23-25 kg/m2 17,593 (4.6) 16,078 (4.7) 1,515 (4.1)
≥25 kg/m2 22,071 (5.8) 19,624 (5.7) 2,447 (6.6)
결측 318,281 (83.3) 286,987 (83.1) 31,294 (84.7)
Mean (SD) 24.0 (2.9) 23.9 (2.9) 24.7 (3.1)
알콜성 간질환 3,232 (0.9) 2,598 (0.8) 634 (1.7) <.0001
비알콜성 지방간 8,508 (2.2) 6,708 (1.9) 1,800 (4.9) <.0001
만성 바이러스 간염 7,184 (1.9) 5,857 (1.7) 1,327 (3.6) <.0001

간경변 2,594 (0.7) 2,001 (0.6) 593 (1.6) <.0001
흡연
비흡연자 37,373 (9.8) 33,927 (9.8) 3,446 (9.3) <.0001
과거흡연자 2,957 (0.8) 2,705 (0.8) 252 (0.7)
현재흡연자 16,620 (4.4) 15,247 (4.4) 1,373 (3.7)
결측 325,276 (85.1) 293,381 (85.0) 31,895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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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뇨병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랜드마크 타임 4년

랜드마크 타임 4년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 총 372,606명에 대한 일반적 특

성을 확인하여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대상자 372,606명 중 당뇨병이 없는 그룹(Non-DM)이 316,493명이고, 당

뇨병이 있는 그룹(DM)이 56,113명이다. 연령 분포는 40-64세가 302,928명

(81.3%), 65세 이상이 69,678명(18.7%)으로 확인하였으며,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성별도 남자가 175,902명(47.2%), 여자가 196,704명

(52.8%)으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랜드마크 타임에 해당하는 4년 동안 만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특성

은 다음과 같았다. 알콜성 간질환은 전체 9,370명(2.5%) 중 당뇨병이 없는 그룹

에서 6,904명(2.2%), 당뇨병이 있는 그룹에서 2,466명(4.4%)으로 그룹 간 유의

한 차이가 있었고(p<.0001), 비알콜성 지방간 또한 전체 12,181명(3.3%) 중 당

뇨병이 없는 그룹에서 8,744명(2.8%), 당뇨병이 있는 그룹에서 3,437명(6.1%)

으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만성 바이러스 간염은 전체

11,497명(3.1%) 중 당뇨병이 없는 그룹에서 8,641명(2.7%), 당뇨병이 있는 그

룹에서 2,856명(5.1%)으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1), 간경변 또

한 전체 3,851명(1.0%) 중 당뇨병이 없는 그룹에서 2,635명(0.8%), 당뇨병이

있는 그룹에서 1,216명(2.2%)으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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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랜드마크 타임 4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전체

(n=372,606)

Non-DM

(n=316,493)

DM

(n=56,113)
P value

n (%) n (%) n (%)
연령
40-64세 302,928 (81.3) 262,702 (83.0) 40,226 (71.7) <.0001
≥65세 69,678 (18.7) 53,791 (17.0) 15,887 (28.3)
성별
남자 175,902 (47.2) 148,610 (47.0) 27,292 (48.6) <.0001
여자 196,704 (52.8) 167,883 (53.0) 28,821 (51.4)
BMI
<23 kg/m2 23,949 (6.4) 21,315 (6.7) 2,634 (4.7) <.0001
23-25 kg/m2 17,418 (4.7) 15,004 (4.7) 2,414 (4.3)
≥25 kg/m2 21,880 (5.9) 18,039 (5.7) 3,841 (6.9)
결측 309,359 (83.0) 262,135 (82.8) 47,224 (84.2)
Mean (SD) 24.0 (2.9) 23.9 (2.9) 24.7 (3.1)
알콜성 간질환 9,370 (2.5) 6,904 (2.2) 2,466 (4.4) <.0001
비알콜성 지방간 12,181 (3.3) 8,744 (2.8) 3,437 (6.1) <.0001
만성 바이러스 간염 11,497 (3.1) 8,641 (2.7) 2,856 (5.1) <.0001

간경변 3,851 (1.0) 2,635 (0.8) 1,216 (2.2) <.0001
흡연
비흡연자 37,028 (9.9) 31,679 (10.0) 5,349 (9.5) <.0001
과거흡연자 2,922 (0.8) 2,521 (0.8) 401 (0.7)
현재흡연자 16,369 (4.4) 14,202 (4.5) 2,167 (3.9)
결측 316,287 (84.9) 268,091 (84.7) 48,196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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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세포암 발생 위험에 대한 분석 결과

랜드마크 타임(Landmark Time)을 2년과 4년으로 설정하여 간세포암

(Hepatocellular carcinoma) 발생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콕스 비례위험 모형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위험비(Hazard Ratio)를 산출하

였고, 간세포암 발생에 따른 조건부 Kaplan-Meier curve를 그린 후 그룹 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간세포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성별, 연령, 알콜성 간질

환(Alcoholic Liver Disease), 비알콜성 지방간(Non Alcoholic Fatty Liver), 만

성 바이러스 간염(Chronic Viral Hepatitis), 간경변(Liver Cirrhosis) 등의 만성

간질환)을 통제하기 위해 독립변수에 포함시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들 만성 간질환의 유무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간세포암의 발

생 위험을 분석하였다.

가. 랜드마크 타임에 따른 분석

랜드마크 타임 2년에 대한 두 그룹간의 간세포암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 파

악하기 위해 <그림 6>과 같이 조건부 Kaplan-Meier curve를 확인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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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랜드마크 타임 2년에 대한 조건부 Kaplan-Meier curve

<그림 6>을 보면, 당뇨병이 있는 그룹(DM)에서 당뇨병이 없는 그룹

(Non-DM)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Log-Rank

test 결과 두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p<.0001).

<표 6>을 보면, 다른 변수들(성별, 연령, 알콜성 간질환, 비알콜성 지방간,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을 통제했을 때, 당뇨병이 있는 그룹은 당뇨병이

없는 그룹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1.464배(95% CI: 1.330-1.610) 높은

것으로 나왔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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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타임 4년에 대한 조건부 Kaplan-Meier curve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랜드마크 타임 4년에 대한 조건부 Kaplan-Meier curve

<그림 7>을 보면, <그림 6>과 마찬가지로 당뇨병이 있는 그룹(DM)에서

당뇨병이 없는 그룹(Non-DM)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Log-Rank test 결과 두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을

나타냈다(p<.0001).

<표 6>을 보면, 다른 변수들(성별, 연령, 알콜성 간질환, 비알콜성 지방간,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을 통제했을 때, 당뇨병이 있는 그룹은 당뇨병이

없는 그룹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1.370배(95% CI: 1.246-1.506) 높은

것으로 나왔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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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간세포암 발생 위험비(Multivariable Cox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Time: 2년 Time: 4년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Group
Non-DM ref ref
DM 1.464 (1.330-1.610) <.0001 1.370 (1.246–1.506) <.0001

성별
여자 ref ref
남자 2.693 (2.490-2.913) <.0001 2.612 (2.386-2.859) <.0001

연령
40-64세 ref ref
≥65세 1.540 (1.412-1.679) <.0001 1.537 (1.388-1.702) <.0001

알콜성간질환
No ref ref
Yes 1.245 (1.004-1.544) 0.0456 1.160 (0.991–1.359) 0.0649

비알콜성지방간
No ref ref
Yes 0.987 (0.828-1.178) 0.8887 0.852 (0.708–1.025) 0.0887

만성바이러스간염
No ref ref
Yes 6.572 (5.909-7.308) <.0001 6.286 (5.652–6.991) <.0001

간경변
No ref ref
Yes 9.010 (7.960-10.198) <.0001 8.867 (7.858–10.0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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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위집단 분석(Subgroup Analysis)

알콜성 간질환, 비알콜성 지방간,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의 유무에 따

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당뇨병이 간세포암의 발생에 미치는 위험을 분석하였

고, 해당 그룹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모두 독립변수에 포함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랜드마크 타임 2년과 4년 각각에 대한 하위집단 분석을 진행하였고, 분석결

과는 <그림 8>, <그림 9>와 같이 Forest Plot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8. 랜드마크 타임 2년에 대한 하위집단 별 Hazard Ratios



- 29 -

<그림 8>을 보면, 알콜성 간질환이 없는 그룹의 경우 당뇨병이 있는 군에

서 당뇨병이 없는 군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1.440배(95% CI:

1.305-1.588) 높게 나왔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p<.0001). 알콜성

간질환이 있는 그룹은 당뇨병이 있는 군에서 당뇨병이 없는 군에 비해 간세포

암 발생 위험이 1.962배(95% CI: 1.268-3.036)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p=0.0025).

비알콜성 지방간이 없는 그룹의 경우 당뇨병이 있는 군에서 당뇨병이 없는

군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1.461배(95% CI: 1.324-1.613) 높게 나왔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p<.0001). 비알콜성 지방간이 있는 그룹은

당뇨병이 있는 군에서 당뇨병이 없는 군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1.490

배(95% CI: 1.032-2.152)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을 확인하였

다(p=0.0332).

만성 바이러스 간염이 없는 그룹의 경우 당뇨병이 있는 군에서 당뇨병이 없

는 군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1.585배(95% CI: 1.423-1.765) 높게 나왔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p<.0001). 만성 바이러스 간염이 있는

그룹은 당뇨병이 있는 군에서 당뇨병이 없는 군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1.061배(95% CI: 0.867-1.299) 높게 나왔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p=0.5654).

간경변이 없는 그룹의 경우 당뇨병이 있는 군에서 당뇨병이 없는 군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1.451배(95% CI: 1.305-1.613) 높게 나왔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p<.0001). 간경변이 있는 그룹은 당뇨병이 있는 군에서

당뇨병이 없는 군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1.376배(95% CI: 1.104-1.715)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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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랜드마크 타임 4년에 대한 하위집단 별 Hazard Ratios

<그림 9>를 보면, 알콜성 간질환이 없는 그룹의 경우 당뇨병이 있는 군에

서 당뇨병이 없는 군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1.368배(95% CI:

1.239-1.511) 높게 나왔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p<.0001). 알콜성

간질환이 있는 그룹은 당뇨병이 있는 군에서 당뇨병이 없는 군에 비해 간세포

암 발생 위험이 1.329배(95% CI: 0.976-1.809) 높게 나왔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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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콜성 지방간이 없는 그룹의 경우 당뇨병이 있는 군에서 당뇨병이 없는 군

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1.341배(95% CI: 1.216-1.480) 높게 나왔고, 통계

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p<.0001). 비알콜성 지방간이 있는 그룹은 당뇨병

이 있는 군에서 당뇨병이 없는 군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1.786배(95%

CI: 1.246-2.559)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p=0.0016).

만성 바이러스 간염이 없는 그룹의 경우 당뇨병이 있는 군에서 당뇨병이 없

는 군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1.450배(95% CI: 1.294-1.625) 높게 나왔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p<.0001). 만성 바이러스 간염이 있는

그룹은 당뇨병이 있는 군에서 당뇨병이 없는 군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1.165배(95% CI: 0.985-1.378) 높게 나왔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p=0.0748).

간경변이 없는 그룹의 경우 당뇨병이 있는 군에서 당뇨병이 없는 군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1.383배(95% CI: 1.240-1.542) 높게 나왔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p<.0001). 간경변이 있는 그룹의 경우 당뇨병이 있는 군

에서 당뇨병이 없는 군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1.257배(95% CI:

1.039-1.520)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p=0.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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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Ⅴ. 고찰

1. 연구 자료 및 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표본코

호트 DB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년에 구축된 ‘국민건강정보 DB’를 기반으로

구축한 자료이며, 2002년 자격 모집단 분석 결과, 층별 비례배분을 적용해 최종적

으로 모집단 인원 수 대비 2.2%인 1,025,340명이 표본으로 결정되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하여 당뇨병이

간세포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분석을 시행하였다. 2002년 자격 대상

자 수인 1,025,340명 중 40세 미만 대상자 637,088명과 2002년 기준으로 암 과거력

이 있는 대상자 342명을 제외하여 총 387,910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중 랜드마크 분석(Landmark Analysis)을 위해 표본코호트 시작 시점인 2002년을

기준으로 랜드마크 타임(Landmark Time)을 2년과 4년으로 임의설정한 후 해당

기간 내에 사망한 대상자와 간세포암(Hepatocellular carcinoma)으로 청구된 이력

이 있는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랜드마크 타임 2년과 4년에

대해 각각 382,226명과 372,60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당뇨병 유무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위험비(Hazard Ratio)를 산출하였고, 간세포암 발생에 따른 조

건부 Kaplan-Meier curve를 그린 후 그룹 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또한 알콜성 간

질환, 비알콜성 지방간,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 등 만성 간질환의 유무에 따

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당뇨병과 간세포암 발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코호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자료의 특성상 실제 환자를 모두 확인할 수 없어서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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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또한 메트포르민(Metformin) 등

의 혈당강하제 복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었다면 암 예방 및 암 발생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 추정해볼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정보를 보

완할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분석 결과 당뇨병이 있는 그룹에서 당뇨병이 없는 그룹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

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두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다른 변수들(성별, 연령, 알콜성 간질환, 비알콜성 지방간,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

경변)을 통제했을 때, 당뇨병이 있는 그룹에서 당뇨병이 없는 그룹에 비해 간세포

암 발생 위험이 랜드마크 타임 2년의 경우 1.464배(95% CI: 1.330-1.610), 4년의

경우 1.370배(95% CI: 1.246-1.506)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p<.0001).

랜드마크 타임 2년에 비해 4년의 간세포암 발생 위험비가 낮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년의 경우 당뇨병이 새로 발생한 대상자가 많이 추가되면서 당

뇨병에 대한 초기 약물치료가 간세포암을 예방하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등

의 원인을 추정해볼 수 있다.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 알콜성 간질환, 비알콜

성 지방간 등의 만성 간질환이 간세포암 발생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

지만, 이번 연구 결과로 당뇨병 또한 간세포암 발생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일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랜드마크 타임 이후 추적기간 초기에 발생한 간세포암의 경우 당뇨병의

영향을 받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당뇨병이 없는 그룹에서 간세포암이 발

생한 대상자들 중 추적기간 동안에 새롭게 진단 받은 당뇨병이 간세포암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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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배제된 점이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부

족했던 몇 가지 부분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당뇨병 자체가 간세포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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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하여

당뇨병이 간세포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2년 표본코호트

DB 자격 대상자인 1,025,340명을 기준으로 하여, 이 중 40세 미만 대상자 637,088

명과 2002년 기준으로 암 과거력이 있는 대상자 342명을 제외하여 총 387,910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랜드마크 분석을 위해 표본코호트 시작 시점인 2002년

을 기준으로 랜드마크 타임을 2년(2002-2003)과 4년(2002-2005)으로 설정한 후 해

당 기간 내에 사망한 대상자와 간세포암(Hepatocellular carcinoma)으로 청구된 이

력이 있는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랜드마크 타임 2년과 4년

에 대해 각각 382,226명과 372,60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당뇨병 유무에 따

라 그룹을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위험비

(Hazard Ratio)를 산출하였고, 간세포암 발생에 따른 조건부 Kaplan-Meier curve

를 그린 후 그룹 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또한 알콜성 간질환, 비알콜성 지방간, 만

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 등 만성 간질환의 유무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당

뇨병과 간세포암 발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당뇨병이 있는 그룹에서 당뇨병이 없는 그룹에 비해 간세포암 발생

률이 높은 것을 확인했으며, 두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다른 변수들(성별, 연령, 알콜성 간질환, 비알콜성 지방간,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

경변)을 통제했을 때, 당뇨병이 있는 그룹에서 당뇨병이 없는 그룹에 비해 간세포

암 발생 위험이 랜드마크 타임 2년의 경우 1.464배(95% CI: 1.330-1.610), 4년의

경우 1.370배(95% CI: 1.246-1.506)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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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 알콜성 간질환,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 등이 간세포

암 발생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연구 결과로 당뇨병 또한 간세포암

발생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

특히 만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구

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건강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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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랜드마크 타임 2년에 대한 간세포암 발생 위험비(Univariable and Multivariable Cox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Univariable Multivarible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Group
Non-DM ref ref
DM 1.934 (1.761-2.123) <.0001 1.464 (1.330-1.610) <.0001

성별
여자 ref ref
남자 2.882 (2.668-3.114) <.0001 2.693 (2.490-2.913) <.0001

연령
40-64세 ref ref
≥65세 1.298 (1.192-1.414) <.0001 1.540 (1.412-1.679) <.0001

알콜성간질환
No ref ref
Yes 3.584 (2.906-4.419) <.0001 1.245 (1.004-1.544) 0.0456

비알콜성지방간
No ref ref
Yes 1.900 (1.598-2.258) <.0001 0.987 (0.828-1.178) 0.8887

만성바이러스간염
No ref ref
Yes 12.160 (11.115-13.302) <.0001 6.572 (5.909-7.308) <.0001

간경변
No ref ref
Yes 26.864 (24.209-29.809) <.0001 9.010 (7.960-10.19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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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랜드마크 타임 4년에 대한 간세포암 발생 위험비(Univariable and Multivariable Cox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Univariable Multivariable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Group
Non-DM ref ref
DM 1.864 (1.699-2.045) <.0001 1.370 (1.246–1.506) <.0001

성별
여자 ref ref
남자 2.938 (2.689-3.211) <.0001 2.612 (2.386-2.859) <.0001

연령
40-64세 ref ref
≥65세 1.238 (1.119-1.368) <.0001 1.537 (1.388-1.702) <.0001

알콜성간질환
No ref ref
Yes 3.112 (2.671-3.625) <.0001 1.160 (0.991–1.359) 0.0649

비알콜성지방간
No ref ref
Yes 1.524 (1.270-1.828) <.0001 0.852 (0.708–1.025) 0.0887

만성바이러스간염
No ref ref
Yes 11.987 (10.964-13.106) <.0001 6.286 (5.652–6.991) <.0001

간경변
No ref ref
Yes 26.884 (24.315-29.724) <.0001 8.867 (7.858–10.0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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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랜드마크 타임 2년에 대한 하위집단 분석: 알콜성 간질환(Alcoholic Liver Disease) 유무에 따른 간세포암 발생

위험비(Multivariable Cox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Non-Alcoholic Group Alcoholic Group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Group
Non-DM ref ref
DM 1.440 (1.305-1.588) <.0001 1.962 (1.268-3.036) 0.0025

성별
여자 ref ref
남자 2.682 (2.479-2.902) <.0001 2.746 (1.007-7.486) 0.0484

연령
40-64세 ref ref
≥65세 1.540 (1.411-1.682) <.0001 1.739 (0.998-3.033) 0.0510

비알콜성지방간
No ref ref
Yes 1.018 (0.847-1.224) 0.8474 0.780 (0.423-1.438) 0.4260

만성바이러스간염
No ref ref
Yes 6.517 (5.839-7.274) <.0001 5.504 (3.525-8.593) <.0001

간경변
No ref ref
Yes 9.557 (8.412-10.857) <.0001 4.128 (2.577-6.6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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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랜드마크 타임 2년에 대한 하위집단 분석: 비알콜성 지방간(Non Alcoholic Fatty Liver) 유무에 따른 간세포암

발생 위험비(Multivariable Cox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Non-Fatty Liver Group Fatty Liver Group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Group
Non-DM ref ref
DM 1.461 (1.324-1.613) <.0001 1.490 (1.032-2.152) 0.0332

성별
여자 ref ref
남자 2.725 (2.516-2.952) <.0001 1.854 (1.248-2.753) 0.0022

연령
40-64세 ref ref
≥65세 1.527 (1.398-1.668) <.0001 1.937 (1.264-2.969) 0.0024

알콜성간질환
No ref ref
Yes 1.288 (1.024-1.619) 0.0306 1.178 (0.640-2.167) 0.5995

만성바이러스간염
No ref ref
Yes 6.505 (5.818-7.273) <.0001 6.033 (4.200-8.665) <.0001

간경변
No ref ref
Yes 9.573 (8.415-10.890) <.0001 4.517 (2.847-7.16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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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랜드마크 타임 2년에 대한 하위집단 분석: 만성 바이러스 간염(Chronic Viral Hepatitis) 유무에 따른 간세포암

발생 위험비(Multivariable Cox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Non-Viral Hepatitis Group Viral Hepatitis Group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Group
Non-DM ref ref
DM 1.585 (1.423-1.765) <.0001 1.061 (0.867-1.299) 0.5654

성별
여자 ref ref
남자 2.856 (2.618-3.115) <.0001 1.969 (1.642-2.362) <.0001

연령
40-64세 ref ref
≥65세 1.564 (1.425-1.717) <.0001 1.347 (1.060-1.711) 0.0148

알콜성간질환
No ref ref
Yes 1.219 (0.929-1.600) 0.1532 1.146 (0.803-1.635) 0.4532

비알콜성지방간
No ref ref
Yes 1.010 (0.808-1.262) 0.9321 0.873 (0.654-1.166) 0.3579

간경변
No ref ref
Yes 13.600 (11.591-15.957) <.0001 6.098 (5.158-7.2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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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랜드마크 타임 2년에 대한 하위집단 분석: 간경변(Liver Cirrhosis) 유무에 따른 간세포암 발생 위험비

(Multivariable Cox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Non-Liver Cirrhosis Group Liver Cirrhosis Group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Group
Non-DM ref ref
DM 1.451 (1.305-1.613) <.0001 1.376 (1.104-1.715) 0.0046

성별
여자 ref ref
남자 2.911 (2.677-3.166) <.0001 1.297 (1.044-1.612) 0.0191

연령
40-64세 ref ref
≥65세 1.581 (1.442-1.733) <.0001 1.227 (0.945-1.594) 0.1248

알콜성간질환
No ref ref
Yes 1.603 (1.245-2.064) 0.0003 0.779 (0.524-1.158) 0.2165

비알콜성지방간
No ref ref
Yes 1.126 (0.926-1.369) 0.2331 0.571 (0.380-0.859) 0.0071

만성바이러스간염
No ref ref
Yes 7.904 (7.050-8.862) <.0001 3.113 (2.552-3.79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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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랜드마크 타임 4년에 대한 하위집단 분석: 알콜성 간질환(Alcoholic Liver Disease) 유무에 따른 간세포암 발생

위험비(Multivariable Cox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Non-Alcoholic Group Alcoholic Group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Group
Non-DM ref ref
DM 1.368 (1.239-1.511) <.0001 1.329 (0.976-1.809) 0.0705

성별
여자 ref ref
남자 2.615 (2.386-2.866) <.0001 2.130 (1.210-3.749) 0.0088

연령
40-64세 ref ref
≥65세 1.530 (1.377-1.700) <.0001 1.720 (1.139-2.597) 0.0099

비알콜성지방간
No ref ref
Yes 0.784 (0.635-0.968) 0.0238 1.186 (0.798-1.761) 0.3985

만성바이러스간염
No ref ref
Yes 6.451 (5.758-7.227) <.0001 4.657 (3.416-6.350) <.0001

간경변
No ref ref
Yes 9.158 (8.039-10.434) <.0001 6.849 (5.010-9.36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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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 랜드마크 타임 4년에 대한 하위집단 분석: 비알콜성 지방간(Non Alcoholic Fatty Liver) 유무에 따른 간세포암

발생 위험비(Multivariable Cox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Non-Fatty Liver Group Fatty Liver Group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Group
Non-DM ref ref
DM 1.341 (1.216-1.480) <.0001 1.786 (1.246-2.559) 0.0016

성별
여자 ref ref
남자 2.625 (2.393-2.879) <.0001 2.326 (1.518-3.563) 0.0001

연령
40-64세 ref ref
≥65세 1.529 (1.377-1.698) <.0001 1.841 (1.164-2.912) 0.0090

알콜성간질환
No ref ref
Yes 1.089 (0.918-1.293) 0.3292 1.848 (1.199-2.849) 0.0054

만성바이러스간염
No ref ref
Yes 6.577 (5.892-7.341) <.0001 3.205 (2.139-4.803) <.0001

간경변
No ref ref
Yes 9.093 (8.020-10.310) <.0001 5.996 (3.888-9.24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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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9. 랜드마크 타임 4년에 대한 하위집단 분석: 만성 바이러스 간염(Chronic Viral Hepatitis) 유무에 따른 간세포암

발생 위험비(Multivariable Cox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Non-Viral Hepatitis Group Viral Hepatitis Group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Group
Non-DM ref ref
DM 1.450 (1.294-1.625) <.0001 1.165 (0.985-1.378) 0.0748

성별
여자 ref ref
남자 2.785 (2.507-3.094) <.0001 2.136 (1.792-2.546) <.0001

연령
40-64세 ref ref
≥65세 1.604 (1.432-1.797) <.0001 1.269 (1.000-1.612) 0.0505

알콜성간질환
No ref ref
Yes 1.212 (0.982-1.497) 0.0736 1.017 (0.798-1.297) 0.8912

비알콜성지방간
No ref ref
Yes 1.120 (0.895-1.403) 0.3224 0.549 (0.398-0.757) 0.0002

간경변
No ref ref
Yes 11.659 (9.801-13.870) <.0001 7.131 (6.113-8.3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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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0. 랜드마크 타임 4년에 대한 하위집단 분석: 간경변(Liver Cirrhosis) 유무에 따른 간세포암 발생 위험비

(Multivariable Cox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Non-Liver Cirrhosis Group Liver Cirrhosis Group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Group
Non-DM ref ref
DM 1.383 (1.240-1.542) <.0001 1.257 (1.039-1.520) 0.0185

성별
여자 ref ref
남자 2.943 (2.664-3.253) <.0001 1.371 (1.116-1.684) 0.0026

연령
40-64세 ref ref
≥65세 1.539 (1.376-1.722) <.0001 1.480 (1.158-1.891) 0.0017

알콜성간질환
No ref ref
Yes 1.258 (1.029-1.538) 0.0254 1.005 (0.778-1.298) 0.9687

비알콜성지방간
No ref ref
Yes 0.991 (0.798-1.231) 0.9352 0.597 (0.420-0.847) 0.0039

만성바이러스간염
No ref ref
Yes 7.156 (6.355-8.057) <.0001 3.903 (3.211-4.74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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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s of 2016, the prevalence of domestic diabetes mellitus is increasing

with one out of seven adults for 30 years of age and three out of ten for

over 65 years of age. Hepatocellular carcinoma is also an increasingly

global health problem, and mortality and prognosis do not make good

readings. The risk factors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are known to be

hepatitis B or C virus, cirrhosis, excessive alcohol consumption,

autoimmune hepatitis, an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However, sev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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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have shown that diabetes increases the risk of developing

hepatocellular carcinoma. Therefore, we conducted this research to

investigate the risk of diabetes mellitus to hepatocellular carcinoma.

Subject and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2002-2013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ample cohort database. A total of 637,088 subjects under age

40, and 342 subjects who had a history of cancer in 2002 based on

1,025,340 subjects eligible for the sample cohort DB qualification in 2002

were eliminated with a total of 387,910 people selected as subjects.

Landmark time was set to 2 years (2002-2003) and 4 years (2002-2005)

for landmark analysis based on 2002 when the sample cohort was started.

The subjects who died within the period and those who have history

requested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were sequentially excluded and

382,226 and 372,606 people were selected for the landmark time 2 and 4

years, respectively and the group that divided according to the status of

diabetes was analyzed.

The hazard ratios were calculated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and difference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were examined. We also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abetes and hepatocellular carcinoma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chronic liver disease such as alcoholic liver disease,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chronic viral hepatitis, and liver cirr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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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occurrenc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was higher in the diabetic group than in the non-diabetic group,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01). When controlling other variables (sex, age, alcoholic

liver disease, nonalcoholic fatty liver, chronic viral hepatitis, liver cirrhosis),

the risk of developing hepatocellular carcinoma in the diabetic group was

1.464 times (95% CI: 1.330-1.610) higher in the case of landmark time 2

years and 1.370 times (95% CI: 1.246-1.506) higher in the case of 4 years.

This was also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p<.0001).

Conclusion

2)Chronic viral hepatitis, cirrhosis, alcoholic liver disease, an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are widely known as risk factors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but this study implies that diabetes is also one of the risk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In the case of

people with diabetes, especially those with chronic liver disease, more

specific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and manage diabetes to

strive further for health car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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