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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왼쪽 절단된 코호트에서

시간 척도 선택에 따른 차이 비교 연구

연구 배경

시간 척도 선택은 역학 코호트 연구에서 생존 분석 시 중요한 문제이다. 콕스

비례위험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는 생존 및 관찰 연

구에서는 연구에 등록되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한 연구 기간

(Time-on study)이라는 시간 척도를 주로 사용해왔다. 연령은 보건학에서 질병

발생 위험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혼란 변수로 일반적으로 모형에 보정하여 분

석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기간으로 사용할 경우 연구에 같은 시점에 등록된 대

상자들이 동일한 관측 기간이 주어진다 하여 발생 위험이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국외 선행연구자들은 연구 대상자들이

각기 다른 시점과 연령에서 연구에 등록되어 왼쪽 절단된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생존 추정치를 증가시키고, 공변량의 추정된 효과를 편향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태어난 0세부터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

한 도달 연령(Attained age) 시간 척도를 적용해봄으로써 시간 척도를 달리 선택

함에 발생하는 편차(Bias)가 있을지 비교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유방암 발생 코호트와 위암 발생 코호트를 이용하여 시간 척도 모형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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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유방암 발생 코호트는 폐경 전·후 여성에서 위험인자가 유방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제였고, 위암 발생 코호트는 알코올성 간질환 유무에 따

라 위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두 연구주제 모두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코호트 DB를 이용하여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저 위험 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가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를 따르는지 여부와 코호트 진입 연령과 공변량 간 독립 여부를 파악하

였다.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두 가지 여부에 따른 위험비(Hazard Ratio)

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그리고 추정된 베타 계수 값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Fraction 값을 산출하여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델

은 총 4가지로 모델 1은 시간 척도를 연구 기간으로 한 모형, 모델 2는 시간

척도를 연구 기간으로 하고 연령을 보정한 모형, 모델 3은 시간 척도를 도달

연령으로 하고 출생연도를 5년 구간으로 층화한 모형, 마지막으로 모델 4는 시

간 척도를 도달 연령으로 하고 왼쪽 절단 분석을 적용한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왼쪽 절단된 코호트에서 연구 기간을 시간 척도로 사용한 것과 도달

연령을 시간 척도로 사용하고 왼쪽 절단 분석한 모델들 간 위험비 방향이 바뀌거나,

95% 신뢰구간 및 Fraction 값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저 위험 함수가 지수분포를 따르거나 또는 코호트 진입 연령과 공변량 간

독립이면 두 시간 척도 분석 결과의 편차는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코호트

진입 연령과 공변량 간 독립일지라도 간혹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이 유방암과 위암 발생

코호트에서 모두 존재했다.

셋째, 유방암 발생 코호트의 폐경 변수에서는 모델 2를 제외하고 모델 1, 3,

4에서는 다른 변수들(의료보험, 암 가족력, 체질량 지수, 알코올성 간질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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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을 통제했을 때, 폐경 전 여성은 폐경 후 여성보다 유

방암 위험이 1.55-1.68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위암 발생 코호트의 알코올성 간질환 유무에서는 위암 발생 연관성을

나타내는 위험비와 95% 신뢰구간이 모델별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

고, 다른 변수들(성별, 의료보험, 암 가족력, 흡연 상태,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

압)을 통제했을 때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에 비해 위암 발

생 위험이 1.19-1.23배(모델 1, 2, 3, 4) 높았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보였다.

결론

시간 척도를 달리 선택함에 따라 위험비의 방향이 바뀌거나 통계적 유의성

이 달라지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질병과 위험 요인의 연관성을 규명해내는

역학 코호트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왼쪽 절단된 코호트에서 연구 기간을 시간 척도로 사용하면 왼쪽 절단됨으로

써 발생하는 편차 문제가 제기되므로 코호트 연구에서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사

용하는 경우 도달 연령을 시간 척도로 하여 왼쪽 절단 분석하는 것을 제안하며,

적절한 시간 척도 선택을 위한 후속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핵심어: 왼쪽 절단, 시간 척도, 연구 기간, 도달 연령, 코호트, 연령 보정,

콕스 비례위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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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생존 분석은 관측 기간(Observation window)의 절단(Truncation)과 중도절단

(Censoring) 관련 문제를 통계적으로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생애 기간 동안 위치

한 개인들을 효과적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Van Hook et

al., 2013). 역학 코호트 연구에서 생존 분석 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콕스

비례위험모형으로(Cox D, 1972), 질병 발생과 잠재적인 위험요인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한다(Thiébaut AC et al., 2004). 임상 연구 및 종단 관찰

연구와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한 기존 논문들은 일반적으로 시간 척도(Time

scale)를 연구 기간(Time-on study)으로 주로 사용해왔다(Korn E et al., 1997;

Chalise P et al., 2009). 연구 기간(Time-on study)은 연구에 등록되어 사건

(Event)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한 것을 말하며 <그림 1>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x축은 관측 기간(년)을, y축은 각각 5명의 연구 대상자를 나타낸다.

그림 1. Time-on stud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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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 척도를 연구 기간으로 분석할 경우, 연구에 같은 시점에 등록

된 대상자들이 동일한 관측 기간이 주어진다 하여 발생 위험이 모두 동일하다

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Han, 2018). 또한, 나이는 보건학에서

만성질환 발생 위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혼란 변수(Confounding

variable)로 연령 효과(Age effects)의 통제는 코호트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관측 기간을 연구 기간으로 사용한 경우, 연구에 등록된 시점의 연

령을 보정(Age-adjustment)해줌으로써 분석하고 있다.

연구 기간을 시간 척도로 분석하면 때에 따라 편차(Bias)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

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왼쪽 절단됨으로써 생기는 편차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수

가 있다(Han, 2018). 즉, 코호트 연구에서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단순

히 연령만을 보정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잠재적 편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달 연령(Attained age)

이라는 시간 척도를 적용해볼 수 있다<그림 2>. 도달 연령은 태어난 0세부터 사건

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하는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관측 시

점의 연령을 통상적으로 고려해준다. 그러나, 코호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각기 다른

시점과 연령에서 연구에 등록되기 때문에 <그림 3>과 같이 주로 왼쪽 절단(Left

truncation)된 형태가 대부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Lamarca R et al., 1998).

그림 2. Age scale. 그림 3. Left truncated ag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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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와 <그림 3>에서는 <그림 1>과 달리, x축이 연령을 기준으로 적

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표본을 의미하는 위험

집합(Risk set)을 시간 척도에 따라 비교해보면, 어느 한 시점을 로 가정할

시 <그림 2>의 시점에서는 a, b, c, d, e를 모두 포함하지만, Left truncated

age scale인 <그림 3>에서는 아직 연구에 들어오지 못한 d, c를 제외하고 a,

b, e만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그림 2>의 시점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b를 제

외하고 a, c, d, e를 포함하지만, <그림 3>은 a, d, e만 포함된다. 즉, 시간 척도

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점 이후, 앞으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Possibility)이 있는 사람들의 집합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절단(Truncation)은 일정한 관측 기간 안에 들어오지 못해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왼쪽 절단은 왼쪽에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왼쪽 절단이 생존 추정치를 증가시키고, 공변량(Covariates)의 추

정된 효과를 편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Fieberg J et al., 2009;

Berg VD et al., 2011; Yang T and Aldrich HE, 2012).

그래서 Korn 등(1997)은 관찰 연구에서는 시간 척도를 도달 연령으로 사용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경우일 때 연구

기간 분석과 도달 연령 분석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첫째, 기저 위

험 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가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를 따

를 때, 즉 는 연령, c와 ψ가 상수라면    를 의미한다. 둘째, 관

심 있는 공변량 z와 코호트 진입 연령인 baseline age 가 독립적인 경우일

때 두 시간 척도 분석 결과의 편차는 줄어든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Thiébaut 등(2004)은 Korn이 말한 두 번째 주장에 대해 상반된 결과

를 보였다고 반박했다. 즉, 공변량과 코호트 진입 연령이 독립적일지라도 상당

한 편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Pencina 등(2007)은 와이블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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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bull distribution)하에 코호트 진입 연령과 위험요인의 상관관계가 0(zero)

일 때, 편차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코호트 진입 연령과 위험요인

이 독립이어도 연구 기간과 도달 연령 분석 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Chalise

등(2009)은 Korn이 말한 두 가지 주장에 대해 모두 반박했다. 즉, 기저 위험

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가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를 따를지

라도, 코호트 진입 연령과 위험요인의 상관관계가 낮거나 또는 높더라도 두 시

간 척도의 결과는 상당히 달랐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콕스 비례위험모형에서 도달 연령을 시간 척도로 사용

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시간 척도를 달리 선택함에 발생하는 편차가 있을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국내에서도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코호트 자료를 이용해 왼쪽 절단된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시간 척도

를 적용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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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코호트 DB(2002-2013년)를 이용하여

시간 척도(Time scale)를 연구 기간(Time-on study)과 도달 연령(Attained age)

을 달리 선택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아래 두 가지 하위 연구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여성의 폐경 전·후 그룹에서 위험인자가 유방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나. 알코올성 간질환 유무에 따라 위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첫째, 연구 기간을 시간 척도로 분석한 콕스 비례위험모형과 도달 연령의 시간

척도에서 왼쪽 절단 분석한 콕스 비례위험모형 간 위험비와 베타 계수 값

의 변화를 산출하고 비교한다.

둘째, 기저 위험 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가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를 따르는 여부와 코호트진입연령과공변량간독립여부를파악하

여, 각각여부에따라차이가달라지는부분이있는지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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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 고찰

가. 유방암 발생 현황 및 위험인자

국제암 보고서(World Cancer Report, 2014)에 따르면 암은 고소득 국가일수

록 발생률이 높으며, 우리나라는 서유럽 및 북미와 함께 고소득 국가로 분류

되어 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암 발생률은 1999년 이후에 2011년까

지 연평균 약 3.8%씩 증가하다 2011년 이후 매년 3.0%씩 감소해왔으나, 유방

암은 1999년 이후 발생률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6년 기준 우리

나라에서 유방암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했던 갑상선암을 제치

고 여성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하며 유방암 연령표준화발생률(ASR, Age

Standardized Rate)1)은 10만 명당 약 62.5명이었다(한국중앙암등록본부, 2018).

유방암은 유방에 발생한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유

방의 유관과 유엽에서 발생하는 암을 일컫는다(한국유방암학회, 2018). 유방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혈류 및 림프관을 따라

전신으로 전이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한국유방암학회, 2018).

<그림 4>를 보면, 한국 여성 유방암 환자의 연령별 발생 빈도가 2000년부

터 2016년까지 뒤집힌 V자 형태의 양상이 유지되고 있다(한국유방암학회,

2018). 2016년에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군은 40대였으며, 이어 50

대> 60대> 30대> 70대순의 발생 빈도를 보였다. 폐경 전·후를 기준으로 비교

해보면, 2010년까지는 폐경 전 여성에서 유방암 비율이 폐경 후 여성보다 높

았으나, 2011년부터 폐경 전 여성의 유방암 환자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폐경

1) 한국중앙암등록본부의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2018)에 따르면, 연령표준화발생률(ASR)

은 각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인구의 비율을 가중치로 주어 산출한 가중 평균 발생률을 의

미하며, 해당 자료의 표준인구는 우리나라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사용함. 식으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음. 연령표준화발생률=Σ(연령군별발생률×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표준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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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여성의 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한국유방암학회, 2018). 유방암 환

자의 중간 나이는 2000년에는 46세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50세 이상, 2016년

에는 51세로 중간 나이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Kang et al., 2018) <그림 5>.

그림4. 연도별 연령별 유방암환자 수(여자).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그림5. 폐경 전후에 따른 유방암 발생 빈도.

(한국유방암학회 2018)

유방암은 내인성 및 외인성 호르몬 등 성호르몬 요인, 비만, 신체활동 등 생

활습관 요인과 알코올, 흡연, 방사능 노출 등 환경 요인, 유전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박수경, 2019). 현재

까지 유방암 발생 원인이 뚜렷히 규명된 상태는 아니나, Yoo 등(2002)과 Park

등(2016) 한국 여성의 유방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위험요인들이

존재한다.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에는 성호르몬 요인과 관련된 이른 초경,

늦은 폐경, 폐경 후 여성에서의 비만, 유방암 가족력 등이 있다. 특히 늦은 연령

의 첫 만삭 임신에서 일반 인구 기여 위험도가 8.0% 정도였다. 위험도를 감소

시키는 요인으로는 모유 수유, 운동, 야채와 과일 섭취 등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거 유방암의 여러 위험요인들은 한국인에서의 위험요인과 유방암

연관성에 대한 결과가 서양 여성에서의 결과와 서로 다르게 관측되는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그 이유로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한국인 대상 유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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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연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대부분이 소규모 연구로 한 병원 기반 환자

대조군 연구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박수경, 2019).

나. 관련 선행연구 고찰

폐경 전·후에 따라 각 위험요인과 유방암 간의 관련성을 보려 하는 국내 선

행연구들은 진단 시 연령을 통제 및 층화하거나 또는 초경 및 폐경의 시작 연

령을 층화 분석한 연구들이 많았다. 도달 연령을 적용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

으며, 왼쪽 절단(Left truncation)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들이 대

부분이었다(Park et al., 2014; Park et al., 2016; Jeong et al., 2017).

오현경(2010)은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연령 및 폐경에 따른 효과 조정 현상

을 분석하기 위해 폐경 유무로 나누어 층화 분석을 하였고, 진단 시 연령을 교

란 변수로 두어 분석하였다. 최근 2년간 체중 감소는 폐경 전 여성에서 유방암

의 사망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왔지만 출산력, 모유 수유 기간,

초경 나이, 가족력은 폐경 전과 폐경 후 여성 모두에서 유방암의 사망 위험도

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때 폐경의 기준은 1998년부터 2004년까

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모집된 환자들로, 1년 이상 월경이 나오지 않을 경우 폐

경으로 간주하여 폐경 전·후로 구분하였다.

임선미 등(2011)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990-1992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

직원을 대상으로 구축한 건강검진 코호트를 가지고, 폐경 시작 평균연령을 기

준으로 저연령군과 고연령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시작 시점에서 체질

량 지수의 평균과 유방암 발생의 관련성은 고연령군에서만 경향성과 위험 증

가가 관찰되었고, 저연령군에서는 발생 위험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설문지에

는 폐경 여부 조사항목이 부재하였으므로 여성의 건강통계 결과에서 보고한 우리

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 시작 연령 47.91세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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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nd Welfare, 2004),

Lee 등(2018)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코호트 연구로

연령을 포함한 독립변수들을 통제한 콕스 비례위험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폐경

후 여성에서는 체질량 지수를 통제하거나, 하지 않는 모델에서 허리둘레는 모두

유방암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만, 폐경 전 여성에서는 체질량 지수를 통제한

모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Lee et al., 2018). 이렇듯 종단관찰연구와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한 기존 국내 논문들은 일반적으로 시간 척도를 연구 기간으로

하되, 연령을 보정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달리, 국외 연구사례 중 Cheung

등(2003)은 유방암 진단받은 환자에서 생존을 다른 시간 척도를 적용함으로써

비교하였는데, 콕스 비례위험모형에서 도달 연령을 시간 척도로 했을 때는 유방암을

진단받은 젊은 여성에서 높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었지만, 연구 기간을 시간 척도로

하면 비교위험도와 신뢰구간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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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암의 발생 현황 및 위험인자

2018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위암은 다섯 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암으로,

전체 암 사망의 8.2%를 차지하여 세 번째로 흔한 사망원인이다(Bray et al.,

2018).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빠른 경제성장, 생활습관의 서구화,

의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경제적, 문화적, 보건학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위암 발생률, 사망률, 생존율에 영향을 주었고 관련 위험요인을 확인할 기회가

되기도 했다(고광필, 2019).

위암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Torre et al.,

2016), 2018년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 중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하는 암이다. 2016년 위암 발생자 수는

30,504명으로 연령표준화 위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35.4명이었다(한국중

앙암등록본부, 2018).

그림 6. 연도별 연령별 위암 환자 수.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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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위암 환자의 연령별 발생 빈도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다가 고령인 70대 구간에서부터 오

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6년에는 60대가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군이었으

며, 60대> 70대> 50대> 80대 이상> 40대 순의 발생 빈도를 보였다<그림 6>.

위암은 지역, 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현저한 발생과 사망의

차이를 보이는 암으로 약 70% 정도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며, 약 절반이

동아시아에서 발생한다(송민교, 이휘원, 강대희, 2015).

위암의 위험요인에는 유전적 소인뿐만 아니라, 헬리코박터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감염과 식습관 등을 포함한 환경적인 요인, 흡연 및 음주 등의 행동적 요인,

소금에 절인 음식 섭취 등 식이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rrea, 1999; Tsugane and Sasazuki, 2007; Guggenheim and Shah, 2013).

또한, 위암은 가족 중에 위암이 있을 경우에 위험도가 약 2-3배(최대 9.9배) 많이

발생하는 결과가 있었으며(Zanghieri et al., 1990; Yaghoobi et al., 2010), 국내에서

는 위암 직계가족에서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감염된 경우 위암 발생률이 5.3배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했다(Shin et al., 2010).

흡연은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에서 발암 1군으로 분류한 위암 발생에 근거가 있는 환경인자로(송민교, 이휘

원, 강대희, 2015). 역학연구에서는 흡연과 위암 발생 간의 관련성이 있는 일

관된 연구 결과를 보인다(고광필, 2019). 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흡연자의 경

우 비흡연자에 비해 1.28배(95% 신뢰구간 : 1.17-1.41)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분문부 위암과 비분문부 위암에서 모두 위험이 증가하였다(Ferro et al., 2018).

일본의 Ladeiras-Lopes 등(2008) 연구에서는 흡연 시작 연령이 빠를수록, 하

루 흡연량이 많을수록 그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양-반응 효과가 있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 제2형 당뇨병도 암의 위험요인으로, 공복 혈당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암 사망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위암 등 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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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증가시켰다(Jee et al., 2005; Vigneri et al, 2009; 정한영, 이숙향, 2019).

음주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와 세계암연구재단(WCRF, World Cancer Research

Fund)의 보고서에서 하루 3잔 이상의 음주는 위암 발병에 강한 근거가 있는 위

험요인으로 규정하였다(World Cancer Research Fund, 2018).

라. 관련 선행연구 고찰

장기간의 과다한 음주는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증 등 알코

올성 간질환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알코올성 간질환과 위암 발생의

관계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신 많은 위암의 위험요인 중 음주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

어 왔고, 유방암과 비슷하게 위암에서도 종단 관찰연구와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연구 기간을 시간 척도를 적용하면서, 연령을 보정

한 논문들이 주를 이루었다(Sung et al., 2007; Yi et al., 2010; Jung et al.,

2012; Tramacere et al., 2012; Choi et al., 2017; Minami et al., 2018). 이때 알

코올 섭취량과 위암과의 연관성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마다 그 결과가 다르게

보고되기도 했다. 알코올 섭취량과 위암과의 연관성이 유의한 결과가 있는 반

면(Sung et al., 2007; Jung et al., 2012; Choi et al., 2017), 유의하지 않는 결

과를 보이거나(Minami et al., 2018), 과도 음주자의 경우 비음주자에 비해 위

암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거나(Tramacere et al., 2012), 성별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Yi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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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왼쪽 절단(Left truncation)

먼저, 관찰 연구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인 절단(Truncation)

은 일정한 관측 기간(Observation window) 안에 들어오지 못해 연구 대상에

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즉, 절단 자료(Truncation data)란 분석할 자료가

전체 집단의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단만으로 구성된 자료를 의미한다.

또한, 주어진 조건보다 큰 생존 시간만이 분석 대상이 되는 경우도 해당한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만을 연구 대상자로 모집한다면, 60세 이전의 사람들은

코호트에 들어올 수 없게 될 때를 말한다.

이때, 절단은 왼쪽 절단(Left truncation)과 오른쪽 절단(Right truncation)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그림 7>에서 연구 시작 시점을 (a), 끝나는 시점을 (b),

총 관측 기간을 (c)로 본다면, 왼쪽 절단(Left truncation)은 연구 시작 전에 사

망하였거나, 사건이 발생하여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B를 의미한다. 어느 관측

기간을 로, 사건 발생을  라고 가정해보자. 왼쪽 절단 자료가 존재한

다면, 사건이 관측 기간보다 전에 발생하여 즉,   되어, 그 자료는 관측되

지 않는다(Klein, 2003). 개체가 사망하거나 절단(Censored)될 때까지 관측하기

때문에 왼쪽 절단을 Delayed entry time 또는 Delayed entry 라고 부르기도 한

다(Klei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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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왼쪽 절단(Left truncation)과 오른쪽 절단(Right truncation).

<그림 7>에서 D는 오른쪽 절단(Right truncation)의 경우에 해당한다. 오른

쪽 절단은 단면 조사 연구의 샘플링(Sampling), 후향성 연구의 샘플링

(Sampling)과 같이 특정한 표본 추출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특히, 질

병의 잠복기를 다루는 임상 연구에서 때때로 발생한다(Wang, 1999; Bilker

and Wang, 1996; Chi, Tsai and Chiang, 2007). 에이즈(AIDS, 후천성 면역결

핍증후군)를 예로 들어보면, 에이즈 잠복기는 HIV 바이러스 감염에서 에이즈

진단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된다(Jiang, 2011). 이때 오염된 혈액이 수혈을 통해

전염되면, HIV 바이러스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를 에이즈 걸린 피를 수혈

받은 시점, 을 관측이 끝나는 시점, L을 HIV 바이러스의 잠복기라 가정해

보자. 관측이 끝나기 전에 에이즈를 진단받은 환자들은 표본에 포함되며 즉,

+L≤ 이거나, L≤-이 된다(Jiang, 2011). 그러나, 에이즈가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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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까지인 잠복기 단계에서 HIV에 감염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 없으면 표

본에 포함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오른쪽 절단되는 것이다. 즉 관측이 종료된

후에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은 모집단에는 속하지만, 관측 시점까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로 간주하므로 표본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Chi, Tsai

and Chiang, 2007).

그밖에 A는 연구 대상자로 연구에 포함되어 관측 기간 안에 사건이 발생하

는 경우를 의미하고, C는 사망 또는 관측 기간 안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등

의 이유로 절단(Censored)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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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콕스 비례위험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콕스 비례위험모형은 Cox(1972)가 제안한 모형으로 생존 함수가 지수함수

(Exponential function)를 따른다는 것과 두 군의 위험 함수의 비가 연구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두 가지 중요한 가정에서 출발한다(In JY and Lee

DK, 2018). 생존 시간 의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와 공변

량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위험 함수(Hazard function)로 정의한다.

 lim
∆→
∆

≤≤∆≥
 exp

이때, 는 특정 t 시점에서 모든 공변량 값들이 0일 때의 순간 위험률로

분포 및 형태에 대한 가정이 주어져 있지 않은 기저 위험 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를 말한다.

누적 위험 함수(Cumulative hazard function)를 




 라고 하면

(Breslow, 1974), 생존 함수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p













 exp

콕스 비례위험모형은 번째 사람의 위험률과 번째 사람의 위험률의 비가

시간에 대한 일정함을 가정한다. 번째 사람과 번째 사람의 위험 함수의 비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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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exp⋯

 exp⋯

즉, 기저 위험 함수는 상쇄되어 없어지므로, 위험비는 하나의 상수(위험비=

)가 되며, 이를 비례위험도(Hazard Ratio)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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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존 분석의 시간 척도 선택

이 연구에서 적용해보고자 하는 모형은 총 4개이다.

모델 1은 연령을 보정하지 않고, 연구 기간을 시간 척도로 한 모형이다. 이

때 T는 연구 기간을 의미한다.

   
 (1)

모델 2는 연령을 보정하고, 시간 척도를 연구 기간으로 사용한 함수를 나

타내었으며 이는 역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T는 연구

기간을, 은 각 대상자의 연구 시작 시점의 연령을 의미한다.

   
 (2)

모델 3은 시간 척도를 도달 연령으로 사용하고, 출생연도를 구간으로 층화

(Stratified)한 모형이다. 각    로 을 출생연도의 구간 값으로 넣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Korn 등(1997)이 가장 추천한 모형으로 연령효과(Age

effects), 코호트효과(Cohort effects)뿐만 아니라, 기간 효과(Period effects)까

지 보정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연구에서는 5년 단위로 구간을 주어 분석하

였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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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4는 시간 척도를 도달 연령으로 하고, 코호트가 등록되는 시점을 왼쪽

절단시킨 것을 의미하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4)와 같다. T는 사건이 발

생할 때의 연령이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마지막 관측 시점의 연령

을 의미한다. 이때 a는 도달 연령이고, 은 각 대상자의 코호트에 들어온 시

점의 연령으로 왼쪽 절단된 시점을 의미한다(Commenges D, Letenneur L

and Joly PJAjoe, 1997; Han, 2018).

   
 a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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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폐경 전·후 여성에서 위험인자가

유방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방법

가. 연구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코호트 DB(이하 검진코호

트 DB)를 이용하여 폐경 전·후에 따른 위험인자가 유방암 발생에 미치는 위험

을 파악하고 시간 척도를 연구 기간 대비 도달 연령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검진코호트 DB의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된 데이터를 활용했다.

검진코호트는 건강검진 수검자의 의료이용 및 건강결과 분석을 위해 구축된

연구용 DB로, 우리나라 40세 이상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코호트 자료이다. 검

진코호트의 모집단은 2002-2003년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 중 2002년 12월 말

기준 중복 수검자를 제외한 40세부터 79세의 건강보험 자격 유지자 515만 명

이다. 연구에 사용된 표본대상자는 514,866명으로 모집단의 10% 단순무작위추

출로 선정되었다. 검진코호트 구축 DB는 자격 DB, 진료 DB, 건강검진 DB, 요

양기관 DB로 구성되어 있다. 구축 내용으로는 사회·경제적 자격 변수(장애 및

사망 포함), 병·의원 이용내역 및 건강검진 정보, 요양기관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DB에 대한 구성은 표 1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자격 DB와 진료

DB에서 명세서(20t)와 상병내역(40t), 그리고 건강검진 DB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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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검진코호트 DB구성2)

구분 구성내용

자격 DB

인구사회학적 정보(성, 연령, 거주지역), 사망관련 정보(사망일

자, 사망원인), 건강보장 유형(건강보험 가입자 구분/의료급

여), 사회경제적 수준 관련 자료

진료 DB

대상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받은 내역을 요양기관이

청구하여 심사가 결정된 요양급여 내역 자료

※ 의과_보건기관(T1), 치과_한방(T2), 약국(T3) 자료에 대한

명세서(20t), 진료내역(30t), 상병내역(40t), 처방전교부상세

내역(60t)의 세부 DB로 구성

명세서(20t)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 조제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방법에 따라

작성한 청구단위 명세서 공통내역 자료

※ 주상병과 부상병 1순위만 포함

진료내역(30t)
명세서에 따른 진료행위, 의약품, 치료재료 등의

행위별 상세 진료내역 및 원내처방내역 자료

상병내역(40t)
주상병과 부상병 1순위뿐만 아니라, 주상병,

부상병 및 추가 부상병이 모두 포함된 자료

처방전교부

상세내역(60t)
처방전교부건별 원외처방내역 관련 상세 자료

건강검진 DB
건강검진 주요 결과 및 문진에 의한 생활습관 및 행태관련

자료

요양기관 DB
요양기관 종류, 지역(시도)별 현황, CT 및 MRI, PET 등 장

비, 시설, 인력관련 자료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코호트DB 사용자 매뉴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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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상병 관련 변수는 모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참조하여 코

딩되었다. 사망원인 정보는 통계청 자료와 연계된 항목으로, 사망원인 1은 일반

적인 사망(A00-R99)만 부여하며, 사망원인 1(DTH_CODE1)에 기재된 사망원인

이 S00-T98인 경우에는 상세원인으로 사망원인 2에 중분류 코드(V01-Y98)를

부여한다.

질병의 진단명은 진료 DB의 명세서 일반내역(20t)과 수검자 상병내역(40t)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세서 일반내역(20t)에는 주상병과 부상병 1순위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수검자 상병내역(40t)에서는 주상병과 부상병을 포함한 청구

명세서의 모든 상병이 포함되어 있다.

표 2. 상병 관련 변수 설명

구분 검진 DB 포함범위
해당 변수명

(마스터코드)
설명

사

망

원

인

자격

DB
사망원인

사망원인1

(DTH_CODE1)

KCD코드에 따른 사망원인

코드

사망원인2

(DTH_CODE1)

사망원인이 S00-T98인 경우

상세 원인 기재(V01-Y98)

진

단

명

진료

DB

명세서

(20t)

주상병,

부상병 1순위

주상병

(MAIN_SICK)

진료기간 중 치료나 검사

등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상병

부상병

(SUB_SICK)

진료기간 중 주상병과 함

께 있었거나 발생된 상병

으로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상병

상병내역

(40t)
모든 상병

상병기호

(SICK_SYM)

주상병과 부상병을 포함한

청구명세서의 모든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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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2002년 검진코호트 자격 유지자 기준 514,866명을 대상으로 추

출을 시작하였다. 남자를 제외하고, 여자에서 1차 일반 건강검진을 수검한

235,741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일반건강검진의 특성상, 2년에 1회 주기로 수검을 받기 때문에 2002년에 건

강검진을 받지 않았던 대상자는 2003년에 1차로 받은 일반 건강검진 DB를 활

용했다. 반면, 매년 수검 받는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처럼, 2002년과 2003년 모

두 수검을 받았던 대상자는 2002년에 받은 검진 결과를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처음 진단된 환자들만 대상으로 하기 위해 2년의 워시아웃(

Wash-out) 기간을 두어 2002-2003년에 사망한 대상자(323명)를 제외하였다.

또한, 2004년 이전 2년 동안 유방암으로 청구된 이력이 있는 대상자(1,047명)

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일반 건강검진 1차 문진 항목에서 과거력 항

목에 암(1,332명)을 체크한 사람도 순차적으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검

진 1차 문진 항목 중 체질량 지수와 암 가족력 결측치 인원(24,728명)을 제외

하고 208,257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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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유방암 발생 코호트의 연구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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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수 정의

1) 유방암(Brest Cancer)

연구 대상자의 유방암 진단은 건강보험공단 검진코호트 진료 DB의 명세서

(20t)를 확인하였으며, 상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중 C50의 코

드로 2004년부터 2013년 이내에 주상병 또는 부상병 1순위로 진단받은 사람으

로 사용하였다.

2) 폐경(Menopause)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설문지에는 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문항이

없으므로 명확한 폐경 여부를 알 수 없다. 대안으로 한국 여성의 건강통계 결과에

서 보고한 우리나라 여성의 폐경 시작 연령 평균 47.91세를 적용하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4), 폐경 전(47세 미만 군, Pre-menopause)과 폐경 후(47

세 이상 군, Post-menopause)로 구분하였다(임선미 등, 2011).

3) 연령(Age)

검진코호트 자격 DB의 2002년 기준인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연구 대상

자의 연령을 적용하였다. 연구 기간과 도달 연령 분석을 비교해보기 위해 연

령 구간을 따로 나누지 않고 코호트에 구축된 40세에서 79세까지의 연령을 그

대로 사용하였다.

4) 의료보험 종류(Medical Insurance Type)

자격 DB에서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인 일반 건강보험가입자(NHI)와 의

료급여수급자(medical aid) 두 군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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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암 가족력(Cancer Famliy History)

일반 건강검진 1차 문진에 있는 암 가족력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가족력이 없

는 군과 있는 군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단, 2002년에 받은 건강검진을 기준으

로 적용하되, 2002년에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2003년에 1차로 받은 일반

건강검진 DB를 활용하고, 2002년과 2003년 모두 수검을 받았던 대상자는

2002년에 받은 건강검진 DB를 적용하였다.

6)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일반 건강검진 1차 문진에 있는 체질량 지수(BMI)를 활용했으며, 세계보건

기구가 발표한 아시아 기준 비만(WHO expert consultation, 2004)에 따라

underweight(<18.5 kg/㎡), normal(18.5-22.9 kg/㎡), over-weight(23.0-24.9

kg/㎡), obese classⅠ(25.0-29.9 kg/㎡), obese classⅡ(≥30.0 kg/㎡)인 5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단, 2002년에 받은 건강검진을 기준으로 적용하

되, 2002년에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2003년에 1차로 받은 일반 건강검진

DB를 활용하고, 2002년과 2003년 모두 수검을 받았던 대상자는 2002년에 받

은 건강검진 DB를 적용하였다.

7) 알코올성 간질환(Alcoholic Liver Disease)

검진코호트 진료 DB의 명세서(20t)와 상병내역(40t)를 확인하였다.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KCD) 중 K70의 코드로 청구된 기록이 2002-2003년 사이 주상

병 또는 부상병에 존재하는 경우를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정의하였다.

8) 당뇨병(Diabetes Mellitus, DM)

검진코호트 진료 DB의 명세서(20t)와 상병내역(40t)를 확인하였다.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KCD) 중 제1형 당뇨를 제외한 E11, E12, E13, E14의 코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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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된 기록이 2002-2003년 사이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존재하는 경우를 당뇨

병으로 정의하였다.

9) 고지혈증(Hyperlipemia)

검진코호트 진료 DB의 명세서(20t)와 상병내역(40t)를 확인하였다.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KCD) 중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KCD-10, E78)으로

청구된 기록이 2002-2003년 사이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존재하는 경우를 고지혈

증으로 정의하였다.

10) 고혈압(Hypertension)

검진코호트 진료 DB의 명세서(20t)와 상병내역(40t)를 확인하였다.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KCD) 중 본태성(일차성) 고혈압(KCD-10, I10), 고혈압성 심장

병(KCD-10, I11), 고혈압성 신장질환(KCD-10, I1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질

환(KCD-10, I13), 이차성 고혈압(KCD-10, I15)으로 청구된 기록이 2002-2003

년 사이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존재하는 경우를 고혈압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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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방암 발생 코호트 변수 정의

변수 정의

독립

변수
폐경

2002년 연령 기준

폐경 전(47세 미만군, Pre-menopause),

폐경 후(47세 이상군, Post-menopause)로 구분

혼란

변수

연령 2002년 기준 검진코호트 등록(Enroll)된 때 연령

의료보험 건강보험가입자(NHI)와 의료급여수급자(medical aid)

암 가족력 일반 건강검진 1차 결과 암 가족력 없음, 있음

체질량 지수

일반 건강검진 1차 결과 18.5kg/㎡ 미만, 18.5-22.9kg/

㎡, 23.0-24.9kg/㎡, 25.0-29.9kg/㎡, 30.0kg/㎡ 이상으

로 구분

알코올성

간질환

2002-2003년 사이 주상병 또는 부상병(K70)으로 청구

된 자

당뇨병
2002-2003년 사이 주상병 또는 부상병(E11, E12,

E13, E14)으로 청구된 자

고지혈증
2002-2003년 사이 주상병 또는 부상병(E78)으로

청구된 자

고혈압
2002-2003년 사이 주상병 또는 부상병(I10-I13,

I15)으로 청구된 자

종속

변수
유방암

연구 기간(2004-2013년)사이에 주상병 또는 부상

병 1순위(C50)로 최초 진단받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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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Time-to-event 정의

건강보험공단 청구내역 대상자 중 연구 기간(2004-2013년) 사이에 주상병

또는 부상병으로 유방암(C50)을 진료받은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를 유방암 발

생자로 하였다. 또한, 유방암 청구내역은 없지만, 사망원인이 유방암인 경우도

암 발생자로 가정하였다.

Time-to-event는 검진코호트 DB의 시작일인 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방암으로 청구된 첫 번째 요양 개시일까지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유방암 청

구내역은 없지만, 사망원인이 유방암인 대상자는 사망일을 Time-to-event로

정의했다. 2013년까지 유방암으로 청구된 건이 없는 대상자는 사망 여부에 따

라 아래 표 4와 같이 중도절단(Censored) 하였다.

연구 기간 대비 도달 연령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도달 연령을

정의하였다. 유방암 발생자는 발생한 때의 연령을, 유방암이 발생하지 않은 생

존자는 연구 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시 연령을 고려해주었다. 또한, 유방암

청구내역은 없으나 사망원인이 유방암이었던 대상자와 유방암이 발생하지 않

은 사망자는 사망 시 연령으로 정의하였다.

표 4. 유방암 발생 코호트 Time-to-event 정의

사건발생 정의
사건이 발생할 때

까지의 시간
도달 연령

유방암

발생

유방암 발생자
유방암으로청구된

첫번째요양개시일

유방암이

발생한연령

유방암청구내역은없지만,

사망원인이유방암인대상자
사망일 사망시연령

유방암발생

하지않음

사망자 사망일 사망시연령

사망하지않은자(생존자)

연구 기간이

종료되는 일자

(2013년 12월 31일)

연구기간이

종료된2013년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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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석 방법

관측 기간에 여성의 폐경 전·후에 따라 위험 요인이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년의 워시아웃(Wash-out) 기간을 두어 2004년 이전 2년 동안 유방암

및 암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존 분석 시 흔히 사용하는 연구 기간 시간 척도를

적용한 콕스 비례위험모형과 Korn 등(1997)이 제안한 도달 연령 시간 척도를 적

용한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이를 확인하였다.

세부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폐경 전·후에 따라 카이스퀘어 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필요에 따라 경향성 검정을 하였다.

둘째, 기저 위험 함수가 지수분포를 따르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방암 발생

의 기저 위험 함수 plot을 그려 확인해보았다. 또한, 코호트 진입 연령과 공변량 간 독

립의 여부를 확인하고, 코호트 진입 평균연령 등을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았다.

셋째, 폐경 전·후가 유방암 발생에 독립적인 위험 요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혼란 변수들은 모형에 모두 포함하여 보정한 상태에서 다변수 분석을 시행하

였다. 다변수 분석은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였다.

넷째,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할 시, 연구 기간과 도달 연령이라는 시간 척

도를 달리 준 각 네 가지 모델별의 차이를 비교 수행하였다. 결과 값은 위험비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값을 제시하였다.

이때, Time fixed variables를 폐경, 의료보험, 암 가족력, 체질량 지수(BMI),

알코올성 간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기간 방식으로 추정된 베타 계수 값 대비 도달 연령 방식으로 추정된

베타 계수 값의 변화 정도를 보기 위해 beta change percentages를 Fractio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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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였다(AJJBmrm, 2001; Han, 2018).

 


×

이 연구의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를 사용하였고,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5(-value ≤ 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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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가. 연구 대상 및 센서링 데이터 수

최종 연구 대상자 208,257명에서 추적 기간 중 유방암이 발생한 대상자는

2,541명이고, 유방암 청구내역은 없지만 사망원인이 유방암인 대상자는 3명이

었다. 최종 연구 대상자에서 생존자는 195,676명이고 중도탈락 수는 10,037명

으로 최종 연구 대상자에서 총 중도절단(b)는 98.8%의 비율을 보였다(표 5).

표 5. 유방암 발생 코호트 연구 대상 및 센서링 수

연구 대상

(a+b)

유방암 발생(a) 중도절단(b)

합계 발생자 사망자＊ 합계 생존자 중도탈락자†

208,257명 2,544명 2,541명 3명 205,713명 195,676명 10,037명

＊사망자 : 유방암 청구내역은 없지만, 사망원인이 유방암인 대상자를 의미

†중도탈락자 : 사망으로 인한 중도탈락자를 의미

나.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총 208,257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여 표 6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대상은 모두 여성으로, 연구 대상자 208,257명 중 폐경 전 그룹

은 64,842명(31.1%), 폐경 후 그룹은 143,415명(68.9%)이었다. 폐경 전 그룹

(40-46세)의 평균 연령은 43세였으며, 출생연도는 2002년 기준 1956년도에서

1962년 범위를 보였다. 반면, 폐경 후 그룹(47-79세)의 평균 연령은 58세였으

며, 출생연도는 2002년 기준 1923년에서 1955년 범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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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NHI)가 207,971명(99.9%), 의료급여수급자

(medical aid)가 286명(0.1%)으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7). 암

가족력이 없는 그룹은 179,047명(86.0%), 암 가족력이 있는 그룹은 29,210명(14.0%)

으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체질량 지수(BMI)의 경우, 정상

체중(18.5-22.9 kg/㎡)군이 74,838명(35.9%)으로 가장 많이 분포했지만, 뒤이어

비만 1단계(25.0-29.9 kg/㎡) 그룹과 과체중(23.0-24.9 kg/㎡) 그룹이 각각

63,923명(30.7%), 52,347명(25.1%)을 차지하였고,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경향성 검정에서도 유의하였다(p<.0001).

2002년-2003년 사이에 알코올성 간질환이 없는 그룹은 207,025명(99.4%), 알

코올성 간질환이 있는 그룹은 1,232명(0.6%)이었고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당뇨병이 없는 그룹은 187,672명(90.1%), 있는 그룹은 20,585

명(9.9%)으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고지혈증이 없는 그

룹은 189,810명(91.1%), 있는 그룹은 18,447명(8.9%)으로 마찬가지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마지막으로 고혈압이 없는 그룹은 159,313

명(76.5%), 고혈압이 있는 그룹은 48,944명(23.5%)의 분포를 나타냈다. 대체적

으로 유병이 없는 그룹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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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유방암 발생 코호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Variables

All women

[40-79세]

(n=208,257)

Pre-menopause

[40-46세]

(n=64,842)

Post-menopause

[47-79세]

(n=143,415) p-value

n (%) n (%) n (%)

Age 53.4 ± 9.8 42.9 ± 1.9 58.2 ± 8.1

Median 52 43 58

Range of birth(year) 1923-1962 1956-1962 1923-1955

Medical insurance 0.0017

　 NHI 207,971(99.9) 64,778(99.9) 143,193(99.8)

　 Medical aid 286(0.1) 64(0.1) 222(0.2)

Cancer famliy history <.0001

　 No 179,047(86.0) 53,800(83.0) 125,247(87.3)

　 Yes 29,210(14.0) 11,042(17.0) 18,168(12.7)

BMI <.0001＊

　underweight 4,682(2.3) 1,622(2.5) 3,060(2.1)

　normal 74,838(35.9) 29,959(46.2) 44,879(31.3)

　over-weight 52,347(25.1) 15,582(24.0) 36,765(25.6)

　obese classⅠ 63,923(30.7) 14,601(22.5) 49,322(34.4)

　obese classⅡ 12,467(6.0) 3,078(4.8) 9,389(6.6)

Alcoholic Liver Disease <.0001

　No 207,025(99.4) 64,542(99.5) 142,483(99.4)

　Yes 1,232(0.6) 300(0.5) 932(0.7)

DM <.0001

　No 187,672(90.1) 62,519(96.4) 125,153(87.3)

　Yes 20,585(9.9) 2,323(3.6) 18,262(12.7)

Hyperlipemia <.0001

　No 189,810(91.1) 62,395(96.2) 127,415(88.8)

　Yes 18,447(8.9) 2,447(3.8) 16,000(11.2)

Hypertension <.0001

　No 159,313(76.5) 59,983(92.5) 99,330(69.3)

　Yes 48,944(23.5) 4,859(7.5) 44,085(30.7)

Abbreviation : BMI=body mass index; DM=diabetes mellitus.

BMI Range : underweight(<18.5 kg/㎡), normal(18.5-22.9 kg/㎡), over-weight(23.0-24.9kg/㎡),

obese classⅠ(25.0-29.9 kg/㎡, obese classⅡ(≥30.0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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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저 위험 함수의 지수분포

코호트 진입 연령의 기저 위험 함수가 지수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림 9>와 같이 baseline hazard function plot을 그려 확인해보았다. [a]는

유방암 발생 시점의 나이인 도달 연령만을 고려한 것을 나타내며, [b]는 도달 연

령과 연구 대상자들이 연구에 등록된 시점인 왼쪽 절단까지 적용한 그래프를 의미

한다. 그래프에서 x축은 도달 연령을 y축은 log을 의미한다.

[a] [b]

그림 9. 유방암 발생의 Baseline hazard function plot.

파란색 선 위에 직선(straight line)으로 올라가 있으면 지수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와 [b] 모두 파란색 선으로부터 살짝 떨어져 있는 경향

으로 나타났고, [b]는 [a]와 달리, y축에 있는 시작 값과 범위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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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코호트 진입 연령과 공변량 간 독립성

코호트 진입 연령과 각 변수들이 독립인지, 비 독립인지 확인해보았다. 유방

암 발생에 있어, 폐경(코호트 진입 평균 연령-폐경 전: 42.9세, 폐경 후: 58.2

세), 암 가족력(코호트 진입 평균 연령-없음: 53.8세, 있음: 51.0세), 당뇨병(코

호트 진입 평균 연령-없음: 52.8세, 있음: 59.0세), 고혈압(코호트 진입 평균 연

령-없음: 51.6세, 있음: 59.4세)은 각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코

호트 진입 연령과 독립적인 관계는 아님을 확인하였다.

반면, 의료보험과(p=1.000), 체질량 지수(p=0.5590), 알코올성 간질환(p=0.5239),

고지혈증(p=0.4465)에서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코호트 진입

연령과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표 7).

임의적으로 47세를 기준으로 폐경 전·후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

과 달리, 폐경 전의 코호트 진입 최소 연령은 40세였으며, 폐경 후는 47세였

다. 이때 폐경 전의 중앙 나이는 43세이며, 폐경 후는 57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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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유방암 발생 코호트 진입 연령과 공변량 간 독립성 여부

Variables Mean SD Median(range)　 p-value

Menopause 　 　 　 <.0001
　 Pre-menopause 42.9±1.9 43(40, 46)

　 Post-menopause 58.2±8.1 57(47, 79)
Medical insurance 1.000＊

　 NHI 53.4±9.8 52(40, 79)

　 Medical aid 58.5±11.4 60(40, 79)
Cancer famliy history 0.0001

　 No 53.8±9.9 52(40, 79)
　 Yes 51.0±8.6 49(40, 79)

BMI 0.5590

　 underweight 55.4±12.1 54(40, 79)
　 normal 51.9±10.1 49(40, 79)

　 over-weight 53.3±9.5 52(40, 79)
　 obese classⅠ 54.9±9.3 54(40, 79)

　 obese classⅡ 54.5±9.5 54(40, 79)
Alcoholic Liver Disease 0.5239

　 No 53.4±9.8 52(40, 79)

　 Yes 53.9±9.1 53(40, 79)
DM 0.0076

　 No 52.8±9.7 51(40, 79)
　 Yes 59.0±9.3 60(40, 79)

Hyperlipemia 0.4465

　 No 53.1±9.8 51(40, 79)
　 Yes 57.0±8.8 57(40, 79)

Hypertension 0.008

　 No 51.6±9.2 49(40, 79)

　 Yes 59.4±9.3 60(40, 79) 　

Abbreviation: DM=diabetes mellitus.

BMI Range : underweight(<18.5 kg/㎡), normal(18.5-22.9 kg/㎡), over-weight(23.0-24.9 kg/㎡),

obese classⅠ(25.0-29.9 kg/㎡), obese classⅡ(≥30.0 kg/㎡)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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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간 척도 선택에 따른 4가지 모델 비교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시간 척도 선택과 연령 보정의 옵션을 달리 준 4가지 모

델별로 위험비, 95% 신뢰구간, Fraction, p-value의 결과 값을 통해 비교하였다.

모델 1은 시간 척도를 연구 기간으로 한 모형, 모델 2는 시간 척도를 연구

기간으로 하고 연령을 보정한 모형, 모델 3은 시간 척도를 도달 연령으로 하

고, 출생연도를 5년 구간으로 층화한 모형, 마지막으로 모델 4는 시간 척도를

도달 연령으로 하고 왼쪽 절단 분석을 적용한 모형으로 구성되었다.

코호트 진입 연령과 독립인 변수였던 의료보험, 체질량 지수, 알코올성 간질

환, 고지혈증에서 알코올성 간질환, 고지혈증을 제외하고는 각 모델별 차이가

존재했다. 체질량 지수에서 정상(normal) 그룹은 과체중(over-weight) 그룹에

비해 출생연도를 5년 구간으로 층화한 모델 3에서는 모델 1, 2, 4와 달리 위험

비(0.99)의 방향이 바뀜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 관심 변수인 폐경에서는 모델 2에서는 다른 변수들(의료보험, 암 가족력,

체질량 지수, 알코올성 간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을 통제했을 때, 폐경

전 그룹은 폐경 후 그룹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1.01배(95% 신뢰구간:

0.90-1.14) 높은 것으로 나왔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

다(p=0.817). 그러나, 모델 2의 결과와 달리 모델 1(위험비: 1.66, 95% 신뢰구

간: 1.53-1.80)과 모델 3(위험비: 1.68, 95% 신뢰구간: 1.42-1.99), 모델 4(위험

비: 1.55, 95% 신뢰구간: 1.35-1.77)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을 확인하

였다(p<.0001).

각 모델에서 위험비의 방향이 바뀐 것은 의료보험과 당뇨였다. 모델 1에서는

다른 변수들(폐경, 암 가족력, 체질량 지수, 알코올성 간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을 통제했을 때, 의료급여수급자 그룹은 건강보험가입자 그룹보다 유방

암 발생 위험이 0.96배(95% 신뢰구간: 0.31-2.98)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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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않았다(p=0.943). 이와 달리, 모델 4에서는 다른 변수들(폐경, 암 가족

력, 체질량 지수, 알코올성 간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을 통제했을 때,

의료급여수급자 그룹은 건강보험가입자 그룹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1.06배

(95% 신뢰구간: 0.26-2.75)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921). 당뇨

의 경우, 모델 1, 3, 4와 달리 모델 2에서는 위험비의 방향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을 보정한 모델 2에서는 다른 변수들(폐경, 의료보험, 암 가족력,

체질량 지수, 알코올성 간질환, 고지혈증, 고혈압)을 통제했을 때, 당뇨가 있는

그룹은 당뇨가 없는 그룹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1.00배(95% 신뢰구간:

0.87-1.16)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p=0.952).

고혈압의 경우, 다른 변수들(폐경, 의료보험, 암 가족력, 체질량 지수, 알코올

성 간질환, 당뇨병, 고지혈증)을 통제했을 때, 고혈압이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

에 비해 모델 1(95% 신뢰구간: 0.95-1.17)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

만(p=0.306), 나머지 모델 2(95% 신뢰구간: 1.07-1.31), 모델 3(95% 신뢰구간:

1.05-1.30), 모델 4(95% 신뢰구간: 1.03-1.27)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각각, p=0.002, p=0.004, p=0.010).

추정된 베타 계수 값의 변화인 Fraction의 경우 모델별에 따라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이 있었다. 폐경(모델 2: -97.2%, 모델 3: 2.7%, 모델 4: -13.8%)과

당뇨(모델 2: 105.0%, 모델 3: 90.6%, 모델 4: 68.6%), 그리고 고혈압(모델 2:

213.2%, 모델 3: 187.4%, 모델 4: 154.3%)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체질량 지수의

over-weight(모델 2: -43.6%, 모델 3: -168.2%, 모델 4: -149.6%), obese classⅠ

(모델 2: 4.4%, 모델 3: -40.9%, 모델 4: -38.0%), obese classⅡ(모델 2: -26.6%,

모델 3: -81.6%, 모델 4: -65.4%) 그룹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위험비와 p-value에서 모델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변수는 암 가족

력, 알코올성 간질환, 고지혈증이었다. 암 가족력의 경우 모델 4에서 다른 변수

들(폐경, 의료보험, 체질량 지수, 알코올성 간질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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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했을 때, 암 가족력이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1.14배(95% 신뢰구간: 1.02-1.26)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6). 알코올성 간질환의 경우 모델 4에서 다른 변수들(폐경, 의료보험,

암 가족력, 체질량 지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을 통제했을 때, 알코올성 간

질환이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1.22배(95% 신뢰구

간: 0.74-1.87)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411). 고지혈증의

경우 모델 4에서 다른 변수들(폐경, 의료보험, 암 가족력, 체질량 지수, 알코올

성 간질환, 당뇨, 고혈압)을 통제했을 때, 고지혈증이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1.03배(95% 신뢰구간: 0.89-1.19) 높았고,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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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유방암 발생 코호트의 4가지 모델에 따른 비교

Variable
　

Time scale

Time-on study 　 Attained Age

Not-adjusted for age(모델 1) Adjusted for age(모델 2) 　 Stratified birth cohort(모델 3)
left truncation cohort
entry time(모델 4)

　 HR(95% CI) Fraction p-value HR(95% CI) Fraction p-value 　 HR(95% CI) Fraction p-value HR(95% CI) Fraction p-value

Menopause 　

　 Post-menopause(ref.) 1 1 1 1 　

　 Pre-menopause 1.66(1.53-1.80) 0.0% <.0001 1.01(0.90-1.14) -97.2% 0.817 1.68(1.42-1.99) 2.7% <.0001 1.55(1.35-1.77) -13.8% <.0001

Medical insurance 　

　 NHI(ref.) 1 1 1 1 　

　 Medical aid 0.96(0.31-2.98) 0.0% 0.943 1.06(0.34-3.30) 246.4% 0.916 1.08(0.35-3.34) 280.6% 0.898 1.06(0.26-2.75) 240.7% 0.921

Cancer famliy history 　

　 No(ref.) 1 1 1 1 　

　 Yes 1.17(1.06-1.30) 0.0% 0.003 1.13(1.02-1.25) -22.8% 0.023 　 1.13(1.02-1.26) -21.9% 0.021 1.14(1.02-1.26) -18.5% 0.016

Abbreviation: HR = hazard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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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ime scale

Time-on study 　 Attained Age

Not-adjusted for age(모델 1) Adjusted for age(모델 2) 　 Stratified birth cohort(모델 3)
left truncation cohort
entry time(모델 4)

　 HR(95% CI) Fraction p-value HR(95% CI) Fraction p-value 　 HR(95% CI) Fraction p-value HR(95% CI) Fraction p-value

BMI 　

　 normal(ref.) 1 1 1 1 　

　 underweight 0.85(0.63-1.14) 0.0% 0.272 0.90(0.67-1.21) 38.3% 0.498 0.91(0.68-1.23) 45.1% 0.547 0.90(0.67-1.20) 38.5% 0.499

　 over-weight 1.01(0.91-1.12) 0.0% 0.841 1.01(0.91-1.11) -43.6% 0.910 0.99(0.90-1.10) -168.2% 0.891 1.00(0.90-1.10) -149.6% 0.921

　 obese classⅠ 1.04(0.95-1.15) 0.0% 0.383 1.05(0.95-1.15) 4.4% 0.363 1.03(0.93-1.13) -40.9% 0.607 1.03(0.93-1.13) -38.0% 0.589

　 obese classⅡ 1.03(0.87-1.23) 0.0% 0.714 1.02(0.86-1.22) -26.6% 0.788 1.01(0.85-1.20) -81.6% 0.946 1.01(0.85-1.20) -65.4% 0.899

Alcoholic Liver Disease 　

　No(ref.) 1 1 1 1 　

　Yes 1.25(0.78-1.98) 0.0% 0.352 1.21(0.76-1.93) -12.8% 0.417 1.21(0.76-1.92) -13.9% 0.423 1.22(0.74-1.87) -11.7% 0.411

DM 　

　No(ref.) 1 1 1 1 　

　Yes 0.94(0.81-1.08) 0.0% 0.382 1.00(0.87-1.16) 105.0% 0.965 0.99(0.86-1.15) 90.6% 0.935 0.98(0.84-1.13) 68.6% 0.784

Hyperlipemia 　 　 　 　 　 　 　 　 　 　 　 　 　 　 　 　

　No(ref.) 1 　 　 　 1 　 　 　 1 　 　 　 1 　 　 　

　 Yes 1.05(0.90-1.21) 0.0% 0.545 1.05(0.91-1.21) 1.3% 0.540 　 1.03(0.89-1.19) -34.6% 0.692 1.03(0.89-1.19) -27.7% 0.662

Hypertension 　 　 　 　 　 　 　 　 　 　 　 　 　 　 　 　

　No(ref.) 1 　 　 　 1 　 　 　 1 　 　 　 1 　 　 　

　 Yes 1.66(0.95-1.17) 0.0% 0.306 1.18(1.07-1.31) 213.2% 0.002 　 1.17(1.05-1.30) 187.4% 0.004 1.15(1.03-1.27) 154.3% 0.010

Abbreviation: HR = hazard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BMI=body mass index; DM=diabetes mellitus.

BMI Range : normal(18.5-22.9 kg/㎡), underweight(<18.5 kg/㎡), over-weight(23.0-24.9 kg/㎡), obese classⅠ(25.0-29.9 kg/㎡), obese classⅡ(≥30.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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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명세서 서식 코드별 분류

서식코드

(FORM_CD)

(T1)의과_보건기관 (T2)치과_한방 (T3)약국

02 : 의과 입원

03 : 의과 외래

07 : 보건기관 입원

08 : 보건기관 외래

09 : 정신과 낮병동

10 : 정신과 입원

11 : 정신과 외래

04 : 치과 입원

05 : 치과 외래

12 : 한방 입원

13 : 한방 기관 외

20 : 약국 조제

21 : 처방 조제

Ⅳ. 알코올성 간질환이 위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방법

가. 연구 자료

두 번째 하위 주제에서는 검진코호트 DB를 이용하여 알코올성 간질환이 위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시간 척도를 연구 기간 대비 도달 연령에 따른 차

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검진코호트 DB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 건강보

험공단에 청구된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자격 DB와 진료 DB에서 명세서(20t), 상

병내역(40t), 그리고 건강검진DB를 이용하였다.

남녀별에 따른 위암 유병인구 분석 결과 유병률과 발생률 모두 입원 환자에

서 주상병(C16) 기준으로 위암을 정의하였을 때 통계청 인구수와 가장 비슷한

결과를 보이므로(김동욱 등, 2017), 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상병과 입원

여부를 함께 확인하였다. 입원 항목은 진료 DB 명세서 (T1)의과_보건기관에

서 ‘의과 입원’과 ‘보건기관 입원’, ‘정신과 입원’을 사용하였다(표 9).

표 9. 진료 DB 명세서 서식 코드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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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2002년 검진코호트 자격 유지자 기준 514,866명을 대상으로 추

출을 시작하였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1차 일반 건강검진을 수검한 514,795

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일반건강검진의 특성상, 2년에 1회 주기로 수검을 받기 때문에 2002년에 건

강검진을 받지 않았던 대상자는 2003년에 1차로 받은 일반 건강검진 DB를 활

용했다. 반면, 매년 수검 받는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처럼, 2002년과 2003년 모

두 수검을 받았던 대상자는 2002년에 받은 검진 결과를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처음 진단된 환자들만 대상으로 하기 위해 2년의 워시아웃

(Wash-out) 기간을 두어 2002-2003년에 사망한 대상자(1,320명)를 제외하였

다. 또한, 2004년 이전 2년 동안 위암으로 청구된 이력이 있는 대상자(2,550명)

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일반 건강검진 1차 문진 항목에서 과거력 항

목에 암(2,369명)을 체크한 사람도 순차적으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검

진 1차 문진 항목 중 흡연 상태와 암 가족력 결측치 인원(74,056명)을 제외하

고 434,500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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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위암 발생 코호트의 연구 대상자 선정.



46

다. 변수 정의

1) 알코올성 간질환(Alcoholic Liver Disease)

검진코호트 진료 DB의 명세서(20t)와 상병내역(40t)를 확인하였다.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KCD) 중 K70의 코드로 청구된 기록이 2002년-2003년 사이 주

상병 또는 부상병에 존재하는 경우를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정의하였다.

2) 위암(Stomach Cancer)

위암 환자는 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주상병 또는 부상병 1순위로 위

암(C16)을 진단받은 대상자 중 (2)입원환자로 정의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위암 진단은 검진코호트 진료 DB 명세서(20t)만 확인하였으

며, 상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중 C16의 코드로 2004년부터

2013년 이내에 주상병 또는 부상병 1순위로 진단받은 사람으로 사용하였다.

위암 진단받은 대상자 중 입원환자는 진료 DB 명세서 서식 코드별 분류에

서 ‘의과 입원’, ‘의과 외래’, ‘보건기관 입원’, ‘보건기관 외래’, ‘정신과 낮 병동’,

‘정신과 입원’, ‘정신과 외래’ 중 ‘의과 입원’과 ‘보건기관 입원’, ‘정신과 입원’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3) 성별(Sex)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4) 연령(Age)

검진코호트 중 2002년 자격 DB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연구 대상자의 연령을 적용하였다. 연구 기간과 도달 연령 분석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은 구간을 나누지 않고 코호트에 구축된 40세에서 79세까지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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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5) 의료보험 종류(Medical Insurance Type)

자격 DB에서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인 일반 건강보험가입자(NHI)와 의

료급여수급자(Medical aid) 두 군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6) 암 가족력(Cancer Famliy History)

일반 건강검진 1차 문진에 있는 암 가족력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가족력이 없

는 군과 있는 군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단, 2002년에 받은 건강검진을 기준으

로 적용하되, 2002년에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2003년에 1차로 받은 일반

건강검진 DB를 활용하고, 2002년과 2003년 모두 수검을 받았던 대상자는

2002년에 받은 건강검진 DB를 적용하였다.

7) 흡연 상태(Smoking Status)

흡연 상태는 일반 건강검진 1차 문진에서 ‘귀하는 담배를 어느 정도 피우십니

까’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비흡연자(Non-smoker), 과거 흡연자(Former-smoker),

현재 흡연자(Current-smoker)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단, 2002년에

받은 건강검진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2002년에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2003년에 1차로 받은 일반 건강검진 DB를 활용하고, 2002년과 2003년 모두

수검을 받았던 대상자는 2002년에 받은 건강검진 DB를 적용하였다.

8) 위궤양(Gastric Ulcer)

검진코호트 진료 DB의 명세서(20t)와 상병내역(40t)를 확인하였다.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KCD) 중 K25의 코드로 청구된 기록이 2002-2003년 사이 주상

병 또는 부상병에 존재하는 경우를 위궤양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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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뇨병(Diabetes Mellitus, DM)

검진코호트 진료 DB의 명세서(20t)와 상병내역(40t)를 확인하였다.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KCD) 중 제1형 당뇨를 제외한 E11, E12, E13, E14의 코드로

청구된 기록이 2002-2003년 사이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존재하는 경우를 당뇨

병으로 정의하였다.

10) 고혈압(Hypertension)

검진코호트 진료 DB의 명세서(20t)와 상병내역(40t)를 확인하였다.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KCD) 중 본태성(일차성) 고혈압(KCD-10, I10), 고혈압성 심장

병(KCD-10, I11), 고혈압성 신장질환(KCD-10, I1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질

환(KCD-10, I13), 이차성 고혈압(KCD-10, I15)으로 청구된 기록이 2002-2003

년 사이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존재하는 경우를 고혈압으로 정의하였다.

11) 고지혈증(Hyperlipemia)

검진코호트 진료 DB의 명세서(20t)와 상병내역(40t)를 확인하였다.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KCD) 중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KCD-10, E78)으로

청구된 기록이 2002-2003년 사이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존재하는 경우를 고지혈

증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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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위암 발생 코호트 변수 정의

변수 정의

독립

변수

알코올성

간질환

2002-2003년 사이 주상병 또는 부상병(K70)으로 청구

된 자

혼란

변수

성별 2002년 기준 남성, 여성

연령 2002년 기준 검진코호트 등록(Enroll)된 때 연령

의료보험 건강보험가입자(NHI)와 의료급여수급자(medical aid)

암 가족력 일반 건강검진 1차 결과 암 가족력 없음, 있음

흡연 상태
일반 건강검진 1차 결과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현

재 흡연자

위궤양
2002-2003년 사이 주상병 또는 부상병(K25)으로

청구된 자

당뇨병
2002-2003년 사이 주상병 또는 부상병(E11, E12,

E13, E14)으로 청구된 자

고혈압
2002-2003년 사이 주상병 또는 부상병(I10-I13,

I15)으로 청구된 자

고지혈증
2002-2003년 사이 주상병 또는 부상병(E78)으로

청구된 자

종속

변수
위암

연구 기간(2004-2013년)사이에 주상병 또는 부상

병 1순위(C16)로 최초 입원한 자(단, 입원은 ‘의과

입원’, ‘보건기관 입원’, ‘정신과 입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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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정의
사건이 발생할 때

까지의 시간
도달 연령

위암 발생

위암 발생자
위암으로 청구된

첫 번째 요양 개시일
위암이발생한연령

위암청구내역은없지만,

사망원인이위암인대상자
사망일 사망시연령

위암 발생

하지 않음

사망자 사망일 사망시연령

사망하지 않은 자(생존자)

연구 기간이

종료되는 일자

(2013년 12월 31일)

연구기간이종료된

2013년시 연령

라. Time-to-event 정의

건강보험공단 청구내역 대상자 중 연구 기간(2004-2013년) 사이에 의과 입

원하여 주상병 또는 부상병으로 위암(C16)을 진료받은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를 위암 발생자로 하였다. 또한, 위암 청구내역은 없지만, 사망원인이 위암인

경우도 암 발생자로 가정하였다.

Time-to-event는 검진코호트 DB의 시작일인 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위암으로 청구된 첫 번째 요양 개시일 까지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위암 청구

내역은 없지만, 사망원인이 위암인 대상자는 사망일을 Time-to-event로 정의

했다. 2013년까지 위암으로 청구된 건이 없는 대상자는 사망 여부에 따라 아

래 표 11과 같이 중도절단(Censored) 하였다.

연구 기간 대비 도달 연령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도달 연령을

정의하였다. 위암 발생자는 발생한 때의 연령을, 위암이 발생하지 않은 생존자

는 연구 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시 연령을 고려해주었다. 또한, 위암 청구내

역은 없으나 사망원인이 위암이었던 대상자와 위암이 발생하지 않은 사망자는

사망 시 연령으로 정의하였다.

표 11. 위암 발생 코호트 Time-to-event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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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석 방법

관측 기간에 알코올성 간질환(Alcoholic Liver Disease)이 위암 발생에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위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

기 위해 2년의 워시아웃(Wash-out) 기간을 두어 2004년 이전 2년 동안 위암

및 암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존 분석 시 흔히 사용하는 연구 기간 시간 척도를

적용한 콕스 비례위험모형과 Korn 등(1997)이 제안한 도달 연령 시간 척도를 적

용한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비교함으로써 발생되는 차이를 확인하였다.

세부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알코올성 간질환 유무에 따라 카이스퀘어 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

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필요에 따라 경향성 검정을 하였다.

둘째, 기저 위험 함수가 지수분포를 따르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암 발생의

기저 위험 함수 plot을 그려 확인해보았다. 또한, 코호트 진입 연령과 공변량 간 독립

의 여부를 확인하고, 코호트 진입 평균연령 등을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았다.

셋째, 알코올성 간질환이 위암 발생에 독립적인 위험 요인임을 확인하기 위

해 혼란 변수들은 모형에 모두 포함하여 보정한 상태에서 다변수 분석을 시행

하였다. 다변수 분석은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였다.

넷째,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할 시, 연구 기간과 도달 연령이라는 시간 척

도를 달리 준 각 네 가지 모델별의 차이를 비교 수행하였다. 결과 값은 위험비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값을 제시하였다.

이때, Time fixed variables를 성별, 의료보험, 암 가족력, 흡연 상태, 위궤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기간 방식으로 추정된 베타 계수 값 대비 도달 연령 방식으로 추정된

베타 계수 값의 변화 정도를 보기 위해 beta change percentages를 Fractio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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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였다(AJJBmrm, 2001; Han, 2018).

 


×

이 연구의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를 사용하였고,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5(-value ≤ 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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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가. 연구 대상 및 센서링 데이터 수

최종 연구 대상자 434,500명에서 추적 기간 중 위암이 발생한 대상자는

6,196명이고, 위암 청구내역은 없지만 사망원인이 위암인 대상자는 73명이었

다. 최종 연구 대상자에서 생존자는 399,816명이고 중도탈락 수는 28,415명으

로 최종 연구 대상자에서 총 중도절단(b)는 98.6%의 비율을 보였다(표 12).

표 12. 위암 발생 코호트 연구 대상 및 센서링 수

연구 대상

(a+b)

위암 발생(a) 중도절단(b)

합계 발생자 사망자＊ 합계 생존자 중도탈락자†

434,500명 6,269명 6,196명 73명 428,231명 399,816명 28,415명

＊사망자 : 위암 청구내역은 없지만, 사망원인이 위암인 대상자를 의미

†중도탈락자 : 사망으로 인한 중도탈락자를 의미

나.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총 434,500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여 표 13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연구 대상자 434,500명 중 알코올성 간질환이 없는 그룹

(Non-ALD)이 423,812명(97.5%)이고, 있는 그룹(ALD)이 10,688명(2.5%)이다.

알코올성 간질환이 없는 그룹의 평균 연령은 50세, 있는 그룹의 평균 연령은

51세였으며, 출생연도는 모두 2002년 기준 1923년(40세)에서 1962년(79세)의 범

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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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은 남자가 233,040명(53.6%), 여자가 201,460명(46.4%)으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0001). 반면, 의료보험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NHI)

가 434,085명(99.9%), 의료급여수급자(medical aid)가 415명(0.1%)으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0.2397). 마찬가지로, 암 가족력 없는 그룹은 376,044명

(86.6%), 있는 그룹은 58,456명(13.5%)으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0.0701). 흡연 상태는 비흡연자가 291,951명(67.2%), 현재 흡연자 103,837

명(23.9%), 과거 흡연자 38,712명(8.9%) 순으로 차지하였고, 그룹 간 유의한 차

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경향성 검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0001).

2002년과 2003년에 위궤양이 없는 그룹은 368,798명(84.9%), 위궤양이 있는

그룹은 65,702명(15.1%)이었고,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0001). 당

뇨병이 없는 그룹은 391,057명(90.0%), 당뇨병이 있는 그룹은 43,443명(10.0%)으

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0001). 고혈압이 없는 그룹은 341,292명

(78.6%) 고혈압이 있는 그룹은 93,208명(21.5%)으로 마찬가지로 두 그룹 간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0001). 마지막으로 고지혈증이 없는 그룹은 399,026명

(91.8%), 고지혈증이 있는 그룹은 35,474명(8.2%)의 분포를 나타냈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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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위암 발생 코호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Variables

Total

[40-79세]

(n=434,500)

Non-ALD

[40-79세]

(n=423,812)

ALD

[40-79세]

(n=10,688)

p-value

n (%) n (%) n (%) 　

Age 52.5 ± 9.6 52.5 ± 9.6 52.7 ± 8.9 　

Median 50 50 51

Range of birth(year) 1923-1962

Sex <.0001

　 male 233,040(53.6) 223,541(52.8) 9,499(88.9)

　 Female 201,460(46.4) 200,271(47.3) 1,189(11.1) 　

Medical insurance 0.2397

　 NHI 434,085(99.9) 423,403(99.9) 10,682(99.9)

　 Medical aid 415(0.1) 409(0.1) 6(0.1) 　

Cancer famliy history 0.0701　

　 No 376,044(86.6) 366,681(86.5) 9,636(87.6)

　 Yes 58,456(13.5) 57,131(13.5) 1,325(12.4) 　

Smoking status <.0001＊　

　 Non 291,951(67.2) 287,182(67.8) 4,769(44.6)

　 Former 38,712(8.9) 37,234(8.8) 1,478(13.8) 　

　 Current 103,837(23.9) 99,396(23.5) 4,441(41.6) 　

Gastric ulcer <.0001　

　 No 368,798(84.9) 360,998(85.2) 7,800(73.0)

　 Yes 65,702(15.1) 62,814(14.8) 2,888(27.0) 　

DM <.0001　

　 No 391,057(90.0) 382,403(90.2) 8,654(81.0)

　 Yes 43,443(10.0) 41,409(9.8) 2,034(19.0) 　

Hypertension <.0001

　 No 341,292(78.6) 333,622(78.7) 7,670(71.8)

　 Yes 93,208(21.5) 90,190(21.3) 3,018(28.2) 　

Hyperlipemia <.0001

　 No 399,026(91.8) 390,628(92.2) 8,398(78.6)

　 Yes 35,474(8.2) 33,184(7.8) 2,290(21.4) 　

Abbreviation: DM=diabetes mellitus.

＊



56

다. 기저 위험 함수의 지수분포

코호트 진입 연령의 기저 위험 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가 지수분포

(Exponential distribution)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림 11>와 같이 baseline

hazard function plot을 그려 확인해보았다. [a]는 위암 발생 시점의 나이인 도

달 연령만을 고려한 것을 나타내며, [b]는 도달 연령과 연구 대상자들이 연구에 등

록된 시점인 왼쪽 절단까지 적용시킨 그래프를 의미한다. 그래프에서 x축은 도달

연령을 y축은 log을 의미한다.

[a] [b]

그림 11. 위암 발생의 Baseline hazard function plot.

파란색 선 위에 직선(straight line)으로 올라가 있으면 지수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와 [b] 모두 점들이 파란색 선으로부터 가까이 분포되

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b]는 [a]와 달리, y축에 있는 시작 값과 범위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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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코호트 진입 연령과 공변량 간 독립성

코호트 진입 연령과 각 변수들 간의 독립, 비 독립인지 확인해보았다. 위암

발생에 있어, 성별(코호트 진입 평균 연령-남자: 51.8세, 여자: 53.4세), 암 가

족력(코호트 진입 평균 연령-없음: 52.9세, 있음: 50.3세), 알코올성 간질환(코

호트 진입 평균 연령-없음: 52.5세, 있음: 52.7세), 흡연 여부(코호트 진입 평균

연령-비흡연자: 53.3세, 과거 흡연자: 51.6세, 현재 흡연자: 50.6세), 당뇨병(코

호트 진입 평균 연령-없음: 52.0세, 있음: 57.4세), 고혈압(코호트 진입 평균 연

령-없음: 51.0세, 있음: 58.2세)은 각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코

호트 진입 연령과 독립적인 관계는 아님을 확인하였다.

반면, 의료보험과(p=0.0631), 위궤양에서는(p=0.7913), 고지혈증(p=0.7690)은 각

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코호트 진입 연령과 독립적임을 확인하

였다. 특히, 흡연 상태의 경우, 비흡연자-과거 흡연자-현재 흡연자 순으로 갈

수록 평균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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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위암 발생 코호트 진입 연령과 공변량 간 독립성 여부

Variable Mean SD Median(range)　 p-value

Sex 　<.0001

　 male 51.8±9.3 50(40, 79)

　 Female 53.4±9.8 52(40, 79) 　
Medical insurance 0.0631

　 NHI 52.5±9.6 50(40, 79) 　
　 Medical aid 58.6±11.3 60(40, 79) 　

Cancer famliy history 0.0022

　 No 52.9±9.7 51(40, 79) 　
　 Yes 50.3±8.4 48(40, 79) 　

Alcoholic Liver Disease <.0001
　 No 52.5±9.6 50(40, 79)

　 Yes 52.7±8.9 51(40, 79) 　
Smoking status <.0001

　 Non 53.3±9.7 52(40, 79)

　 Former 51.6±9.4 49(40, 79) 　
　 Current 50.6±9.0 48(40, 79) 　

Gastric ulcer 0.7913
　 No 52.2±9.5 50(40, 79)

　 Yes 54.2±9.7 53(40, 79) 　

DM <.0001
　 No 52.0±9.4 50(40, 79)

　 Yes 57.4±9.5 58(40, 79) 　
Hypertension <.0001

　 No 51.0±9.0 49(40, 79)
　 Yes 58.2±9.5 59(40, 79) 　

Hyperlipemia 0.7690

　 No 52.3±9.6 50(40, 79)
　 Yes 55.4±9.1 55(40, 79) 　

Abbreviation: DM=diabetes mell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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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간 척도 선택에 따른 4가지 모델 비교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시간 척도 선택과 연령 보정의 옵션을 달리 준 4가지 모

델별로 위험비, 95% 신뢰구간, Fraction, p-value의 결과 값을 통해 비교하였다.

모델 1은 시간 척도를 연구 기간으로 한 모형, 모델 2는 시간 척도를 연구

기간으로 하고 연령을 보정한 모형, 모델 3은 시간 척도를 도달 연령으로 하

고, 출생연도를 5년 구간으로 층화한 모형, 마지막으로 모델 4는 시간 척도를

도달 연령으로 하고 왼쪽 절단 분석을 적용한 모형으로 구성되었다.

코호트 진입 연령과 독립인 변수였던 의료보험, 위궤양, 고지혈증 중에서 고

지혈증을 제외하고는 각 모델별로 위험비 방향과 p-value의 차이가 존재했다.

의료보험에서는 모델 1에서 다른 변수들(성별, 암 가족력, 알코올성 간질환,

흡연 상태,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을 통제했을 때, 의료급여수급자 그룹은

건강보험가입자 그룹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2.5배(95% 신뢰구간:

1.39-4.52)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2). 반면, 모델 2, 3, 4에서

위험비 범위는 1.65-1.68배 정도였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각 모델에서 위궤양, 고혈압 변수는 위험비 방향이 바뀌었다. 위궤양의 경우

모델 1(위험비: 1.04)과 달리, 모델 2(위험비: 0.95), 모델 3(위험비: 0.94), 모델

4(위험비: 0.94)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고혈압의 경우, 모델 2, 3, 4와

달리 연령을 보정하지 않은 모델 1에서만 위험비의 방향이 다른 결과를 보였

다. 모델 1에서는 다른 변수들(성별, 의료보험, 암 가족력, 흡연 상태, 알코올성

간질환, 당뇨병, 고지혈증)을 통제했을 때, 고혈압이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1.33배(95% 신뢰구간: 1.26-1.41) 높았고,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이와 달리, 모델 4에서는 다른 변수들(성별, 의료보

험, 암 가족력, 흡연 상태, 알코올성 간질환, 당뇨병, 고지혈증)을 통제했을 때,

고혈압이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0.90배(95% 신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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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0.85-0.96) 낮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흡연 상태에서 비흡연자 대비 과거 흡연자는 모델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던 반면, 모델 2, 3, 4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모델 1에서는

과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1.08배(95% 신뢰구간:

0.99-1.17) 높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p=0.086). 그러나, 모델 1의

결과와 달리 모델 2(위험비: 1.18, 95% 신뢰구간: 1.09-1.29)과 모델 3(위험비:

1.20, 95% 신뢰구간: 1.10-1.30), 모델 4(위험비: 1.20, 95% 신뢰구간: 1.10-1.30)

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주 관심 변수인 알코올성 간질환은 모델별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하진 않았

다. 모델 4에서 다른 변수들(성별, 의료보험, 암 가족력, 흡연 상태, 당뇨병, 고

지혈증, 고혈압)을 통제했을 때,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1.21배(95% 신뢰구간: 1.05-1.37) 높았고,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06).

특히, 당뇨의 경우, 시간 척도를 연구 기간으로 한 모델 1과 2에서는 신뢰구

간 1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도달 연령으로 한 모델 3과 4는 신뢰구간 1을 포

함한 결과를 보였으며, 모델 1에서 모델 4로 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경향을 보였다.

추정된 베타 계수 값의 변화인 Fraction의 경우 모델별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나마, 알코올성 간질환(모델 2: 17.9%, 모델 3: 6.3%, 모델 4:

5.4%), 위궤양(모델 2: -231.8%, 모델 3: -261.3%, 모델 4: -267.9%) 변수와 과거

흡연자(모델 2: 130.9%, 모델 3: 146.7%, 모델 4: 149.0%)에서 모델 3, 4와 달리

모델 2에서 차이를 보였다.

위험비와 p-value에서 모델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변수는 성별, 암

가족력, 고지혈증이었다. 성별의 경우, 시간 척도를 도달 연령으로 하고 왼쪽 절

단 분석을 적용한 모델 4에서 다른 변수들(의료보험, 암 가족력, 흡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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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성 간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을 통제했을 때, 남자는 여자에 비

해 위암 발생 위험이 2.46배(95% 신뢰구간: 2.31-2.63)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0001).

암 가족력의 경우 모델 4에서 다른 변수들(성별, 의료보험, 흡연 상태, 알코

올성 간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을 통제했을 때, 암 가족력이 있는 그룹

은 없는 그룹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1.35배(95% 신뢰구간: 1.26-1.45) 높았

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고지혈증의 경우 모델 4에서 다른

변수들(성별, 의료보험, 흡연 상태, 암 가족력, 알코올성 간질환, 당뇨병, 고혈

압)을 통제했을 때, 고지혈증이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

이 0.88배(95% 신뢰구간: 0.80-0.97)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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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위암 발생 코호트의 4가지 모델에 따른 비교

Variable
　

Time-scale

Time-on-study 　 Attained Age

Not-adjusted for age(모델 1) Adjusted for age(모델 2) 　 Stratified birth cohort(모델 3) left truncation cohort
entry time(모델 4)

　 HR(95% CI) Fraction p-value HR(95% CI) Fraction p-value 　 HR(95% CI) Fraction p-value HR(95% CI) Fraction p-value

Sex 　

　 Female(ref.) 1 1 1 1 　

　 Man 2.40(2.25-2.56) 0.0 <.0001 2.49(2.34-2.66) 4.5% <.0001 2.46(2.31-2.63) 3.0% <.0001 2.46(2.31-2.63) 3.0% <.0001

Medical insurance 　

　 NHI(ref.) 1 1 1 1 　

　 Medical aid 2.50(1.39-4.52) 0.0 0.002 1.65(0.91-2.97) -45.8% 0.099 1.68(0.93-3.03) -43.7% 0.087 1.65(0.86-2.84) -45.2% 0.096

Cancer famliy history 　

　 No(ref.) 1 1 1 1 　

　 Yes 1.14(1.06-1.22) 0.0 0.0003 1.34(1.25-1.44) 125.7% <.0001 　 1.34(1.25-1.44) 127.5% <.0001 1.35(1.26-1.45) 129.6% <.0001

Abbreviation: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DM=diabetes mell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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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ime scale

Time-on study 　 Attained Age

Not-adjusted for age(모델 1) Adjusted for age(모델 2) 　 Stratified birth cohort(모델 3)
left truncation cohort
entry time(모델 4)

　 HR(95% CI) Fraction p-value HR(95% CI) Fraction p-value 　 HR(95% CI) Fraction p-value HR(95% CI) Fraction p-value

Alcoholic Liver Disease 　

　 No(ref.) 1 1 1 1 　

　 Yes 1.19(1.05-1.36) 0.0 0.009 1.23(1.08-1.41) 17.9% 0.002 1.21(1.06-1.38) 6.3% 0.005 1.21(1.05-1.37) 5.4% 0.006

Smoking status 　

　 Non(ref.) 1 1 1 1 　

　 Former 1.08(0.99-1.17) 0.0 0.086 1.18(1.09-1.29) 130.9% <.0001 1.20(1.10-1.30) 146.7% <.0001 1.20(1.10-1.30) 149.0% <.0001

　 Current 1.08(1.02-1.15) 0.0 0.013 1.27(1.20-1.36) 208.0% <.0001 1.28(1.21-1.36) 216.7% <.0001 1.29(1.21-1.37) 218.8% <.0001

Gastric ulcer 　

　 No(ref.) 1 1 1 1 　

　 Yes 1.04(0.97-1.11) 0.0 0.298 0.95(0.89-1.02) -231.8% 0.170 0.94(0.88-1.01) -261.3% 0.093 0.94(0.88-1.01) -267.9% 0.081

DM 　

　 No(ref.) 1 1 1 1 　

　 Yes 1.33(1.23-1.43) 0.0 <.0001 1.10(1.02-1.19) -65.5% 0.011 1.08(1.00-1.17) -72.4% 0.043 1.08(1.00-1.16) -73.8% 0.055

Hypertension 　

　 No(ref.) 1 1 1 1 　

　 Yes 1.33(1.26-1.41) 0.0 <.0001 0.92(0.86-0.97) -130.5% 0.005 0.91(0.85-0.96) -134.8% 0.001 0.90(0.85-0.96) -136.7% 0.001

Hyperlipemia 　

　 No(ref.) 1 1 1 1 　

　 Yes 0.87(0.79-0.95) 0.0 0.003 0.90(0.82-0.99) 24.2% 0.023 　 0.88(0.80-0.97) 13.6% 0.010 0.88(0.80-0.97) 13.8% 0.010

Abbreviation: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DM=diabetes mell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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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왼쪽 절단된 코호트에서 시간 척도 선택에 따른 편차

를 비교하거나 밝히려는 연구는 Han(2018)의 논문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

었는데, 시간 척도 선택에 따라 어떠한 잠재적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보기 위

해 8가지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도달 연령을 시간 척도로 하고

왼쪽 절단 분석한 경우에는 실제 베타 값을 모든 시나리오에서 잘 예측하였다.

그러나, 위험 함수가 와이블 분포를 따르고, 시간 척도를 연구 기간으로 분석한

경우 공변량과 코호트 진입 연령 간 독립이면 베타 추정값은 실제 값에서 벗

어난 결과를 보였다. 실제 자료인 건강보험공단 검진코호트 DB와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IBD 코호트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연구 기간을 시간 척도로 사

용했을 때 특정 상황의 경우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긴 했지만, 코

호트 자료는 여전히 왼쪽 절단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달 연령을 시간

척도로 사용하고 왼쪽 절단 분석하는 것을 제안했다.

국외 연구자들은 시간 척도를 도달 연령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존

분석 시 흔히 사용하는 단순 연령 보정의 효과보다 더 flexible한 통계적 방법임을

말하고 있다(Griffin BA, Anderson GL, Shih RA, et al, 2012). Thiébaut 등(2004)

은 역학 코호트 연구에서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할 때 연령을 통제하거나,

또는 층화한다 할지라도 시간 척도를 도달 연령 대신에 연구 기간을 적용하게

되면 편차를 야기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연령이 통제된 경우에도 관심 공변

량과 연령 간 독립성에 있어 연구 기간을 시간 척도로 사용하는 것은 편중되

지 않은 추정치를 얻기 위한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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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히 폐경 상태와 같이 시간에 따라 값이 바뀌는 변수(Time-dependent

covariate)와 연령 간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때 심해질 수 있고, 게다가 연령

과 공변량 간 독립적일지라도 편차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관심 공변량이 연령과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도달 연령보다 연구 기간을 시간

척도 사용할 때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연령과 관련된 공변량의 경우 연령이 질병 발생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

하고, 연령은 공변량과 질병 발생 위험 사이 연관성의 혼란 변수(Confounder)

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Thiébaut and Bénichou., 2004).

Cheung 등(2003)은 미국 내의 암 관련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국립암

센터의 SEER 프로그램 데이터(NCI, 2016)를 이용하여 시간 척도로 도달 연령

을 사용할 때, 유방암 진단 시 연령이 더 젊은 그룹에서 사망률과 관련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고, 반면 연구 기간을 시간 척도로 하면 비교위험도와 신

뢰구간 방향이 정반대가 나오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처럼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일부 연구자들은 역학 코호트

연구에서 연구 기간보다 도달 연령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임을 주장했다

(Korn et al., 1997). 이는 연령 효과(age effect)를 보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Cheung et al., 2003). 과거에는 콕스 회귀 분석의 시간 척도로서 도달

연령을 사용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패키지 한계로 인해 제한적이었지만(Cheung et

al., 2003), 현재는 SAS(Allison, 1995) 또는 Strata(StataCorp, 2001)와 같은 통계

패키지에도 late entry를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도 왼쪽 절

단된 코호트에서 연구 기간을 시간 척도로 사용한 것과 도달 연령을 시간 척도

로 사용하고 왼쪽 절단 분석하는 모델 간 위험비와 95% 신뢰구간, 베타 계수 값의

변화 정도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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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저 위험 함수의 지수분포에 따른 차이

유방암 및 위암 발생 코호트 모두 대체적으로 지수분포를 따르는 경향을 보였

지만, 위암 발생 코호트가 유방암 발생 코호트보다 좀 더 지수분포를 따르는 경향

을 보였다. 실제로 위암 발생 코호트에서는 추정된 베타 계수 값의 변화인

Fraction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구 기간과 도달 연령으로 분석한 모델별에 따

라 큰 차이가 없는 경향을 보였다. 위암 발생 코호트에서는 그나마 당뇨 변수

에서만 모델 1에서 모델 4로 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

다. 일부 변수에서는 연령을 보정하지 않고, 연구 기간을 시간 척도로 한 모델

1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지만, 나머지 변수에서는 모델들

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도달 연령 분석과 연구 기간 분석 방법 간 차이가 없는 경우는 Nam

and Zelen(2001) 연구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구 기간 분석방법은 코호트 참여 전·후의 위험 함수가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고자 하는 두 군 간에 코호트 참여 확률에 차이가 있어도 제1종 오류를

잘 유지하였다. 또한 코호트 참여 전·후의 위험 함수에 차이가 있어도 비교하고

자 하는 두 군 간에 코호트 참여 확률에 차이가 없으면 제1종 오류가 잘 유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생존 함수의 분포가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

뿐만 아니라 와이블 분포(Weibull distribution)에서도 만족하였다. 즉, 도달 연령

분석과 연구 기간 분석방법 간 차이가 있는 경우는 코호트 참여 전·후 생존 함

수 또는 위험 함수에 차이가 있고, 그리고 비교하고자 하는 두 군 간에 코호트

참여 확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생존 함수

의 분포가 비록 지수분포를 따르더라도 연구 기간 분석방법은 제1종 오류가

잘 조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관심 있는 사건 발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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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또는 감소) 하는 만성질환 연구에서 코호트 진입 연령이 이질적이면 즉,

코호트 참여 연령군의 폭이 넓으면 코호트 참여 연령과 위험요인들 간 관련성

이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는 비교하고자 하는 두 군 간에 코호트 참

여 확률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도달 연령 분

석과 기존 연구 기간 분석 간에는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2. 코호트 진입 연령과 공변량 간 독립 또는 비 독립에 따른 차이

그러나, 유방암 발생 코호트에서는 위암 발생 코호트보다 꽤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이 존재하였다. 유방암 발생 코호트에서는 의료보험, 체질량 지수, 알코

올성 간질환, 고지혈증이 코호트 진입 연령과 독립적이었던 변수였다. 공변량과

코호트 진입 연령 간 독립성 유무에 따라 비 독립인 경우, 독립인 경우, 독립이

어도 차이를 보이는 경우인 3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었다.

첫째, 유방암 발생 코호트에서 공변량과 코호트 진입 연령 간 비독립적이었

던 변수들은 대체적으로 모델별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폐경, 당뇨, 고혈압

의 경우 위험비의 방향이 바뀌거나, 95% 신뢰구간, Fraction 값이 차이가 있었다.

둘째, 공변량과 코호트 진입 연령 간 독립이면 모델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예

를 들어, 유방암 발생 코호트에서 알코올성 간질환과 고지혈증 변수가 해당한다.

셋째, 공변량과 코호트 진입 연령 간 독립이어도 모델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

의 차이가 있고, 위험비 방향이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변수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유방암 발생 코호트의 체질량 지수에서는 정상(normal) 그룹은 과체중

(over-weight) 그룹에 비해 다른 모델들(모델 1, 2, 4)과 달리 도달 연령으로 분석

하되 출생연도를 5년 구간으로 층화한 모델 3에서만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거나, 의

료보험 변수는 다른 모델(모델 2, 3, 4)에 비해 모델 1에서만 위험비의 방향이 정반

대였다. 이는 Thiébaut 등(2004)과 Chalise 등(2009)이 Korn 등(1997) 주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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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령과 공변량 간 독립적일지라도 편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

침한다고 볼 수 있겠다.

3. 폐경 전·후 여성에서 위험인자가 유방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기존 서양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만과 유방암 발생 및 생존율 연관성 연구

들은 폐경 전 여성에서 비만이 유방암 사망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비만

군의 생존율이 비만이 아닌 군보다 낮게 나타났다(Berclaz et al., 2004;

Cleveland et al., 2007). 이와 달리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선행 연구

에서는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이는 인종과 생활 및 식

습관, 체형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었고(Min et al., 2002), 소규모

연구 대상자를 가진 병원 기반 환자 대조군 연구였기 때문에 연구 방법 및 대

상 선정에서 비롯된 차이 때문이라는 해석도 존재했다(임선미 등., 2011). 임선

미 등(2011)에서는 연구 시작 시점에서의 체질량 지수와 유방암 발생 위험은

고연령군에서만 경향성과 위험 증가가 관측되었고, 4년간 체질량 지수 변화에

따른 유방암 발생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Lee 등(2018)은

허리둘레와 유방암 발생 관련성을 분석하였을 때, 폐경 후 여성에서는 체질량

지수를 통제하거나, 하지 않는 모델에서 허리둘레는 모두 유방암 위험과 밀접

한 관련이 있었지만, 폐경 전 여성에서는 체질량 지수를 통제한 모델에서만 통

계적으로 유의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와 유방암 발생의 관련

성을 살펴보았을 때,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 군에 비해 obese classⅠ, Ⅱ에서

는 발생 위험이 커지기는 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전체코호트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대규모 코호트에

서 연구들이 보고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유방암 위험요인에 대한 유의미한

연구 결과들이 추후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박수경,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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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1994년부터 2007년에 구축된 서울 유방암연구(Seoul Breast Cancer

Study, SeBCS)에 기반하여 한국 여성 환자-대조군 각 3,789명에 대해 연구한

Park 등(2013)은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유방암 위험이 2.01배 높았고, 유

방암의 분자학적 세부암 분류에 따라 50세 전후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의 3개 대학병원에 유방암 진단받

은 환자와 대조군 각각 3,163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 등(2016)에 따르면,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유방암 위험이 1.55배 높았고, 폐경 전 여성은

폐경 후 여성보다 유방암 위험이 1.74배 높았다. 본 연구에서도 모든 분석 모

형에서 암 가족력 값이 유의하게 산출되어 선행연구 자료와 일치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다른 변수들(폐경, 의료보험, 체질량 지수, 알코올성 간질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을 통제했을 때, 암 가족력이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1.14-1.17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폐경 전·후 변수에서는 모델 2를 제외하고 모델 1, 3, 4에서는 다른 변수들

(의료보험, 암 가족력, 체질량 지수, 알코올성 간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

압)을 통제했을 때, 폐경 전 여성은 폐경 후 여성에 비해 유방암 위험이

1.55-1.68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1). 단, 모델 2에서만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p=0.817)를 보였는데, 이는 모델 2에서 폐경 전·후

변수를 보정된 연령 즉, 코호트 등록 당시 연령으로 그룹화를 해준 것이 값에

영향을 준 것 같다. 또한, 동반질환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고혈압 변수

였다. Heo 등(2019)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유방암 생존자 89,953명을 대상으로 대사성 질환에 대하여 확인한 결

과, 유방암 환자의 약 30%에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방암 생존자에서 만성질환과의 연관성과 관리

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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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코올성 간질환 유무에 따라 위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알코올성 간질환 유무에 따라 위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국내 논문

은 거의 찾기 어려워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었다. 대신 우리나라에서 알코

올 섭취와 위암 발생과의 관계는 다수의 논문에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Sung 등(2007)은 1996-200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의 한국인 남성

669,570명을 분석한 결과, 알코올을 일일 25g 이상 섭취하는 경우 비음주자에

비해 위암과의 연관성이 1.2배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때 분석에서는 코호트

진입 시 연령을 보정해주었다. 한국인 다기관 암 코호트 연구인 Jung 등(2012)

은 20세 이상 16,320명의 대상자에서 알코올 소비 습관과 사망률 사이의 연관

성을 분석한 결과, 알코올 섭취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체 사망

률의 위험이 1.72배로 증가했다. 또한, 알코올을 주당 504.01g 초과하여 섭취하

는 경우는 주당 0.01-9.9g 섭취하는 경우에 비해서 위암과의 연관성이 2.93배

증가하였으며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때 연령 보정은 10세 구간으로 범주화

시킴으로써 분석하였다. Choi 등(2017)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년마다 검

진받는 검진 코호트를 이용하여 23,323,730명을 대상으로 음주와 식도, 위암,

대장암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다른 독립변수와 함께 연령을 보정

한 결과, 비음주자에 비해 경도의 음주자의 경우 위암의 위험이 1.05배 증가했

고, 과도 음주자의 경우 1.24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확

인되고 있듯이 음주는 위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음주 여부에 대한 변수를 모형에 넣진 않았지만, 선행연구에 따라 알

코올 섭취에 영향을 받는 알코올성 간질환 변수를 모형에 넣어 분석했을 때

모든 분석 모형에서 유의하게 산출되었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유무가 위암 발

생 연관성을 나타내는 위험비, 95% 신뢰구간 값이 모델별에 따라 큰 차이가 존

재하진 않았고, 다른 변수들(성별, 의료보험, 암 가족력, 흡연 상태, 당뇨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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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증, 고혈압)을 통제했을 때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1.19-1.23배(모델 1, 2, 3, 4) 높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5.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방법과 관련한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유방암 및 위암 발생 코호트 진입 연령 범위가 40-79세였기 때문에 진입

연령이 이질적인지, 동질적인지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비

교하고자 하는 두 군 간에 코호트 참여 확률 차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 자료가 갖고 있는 특성상 유방암과 위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상자료를 활용하지 못했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많은 인자가 질병에 관여하

는 다요인 복합 질병이지만, 기존에 확립된 유방암의 위험요인들은 주로 여성

호르몬 노출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초경, 늦은 폐경, 출산 여부 등의

고려가 필요한데(박수경, 2019),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유방암 발생

에 대한 위험요인의 영향을 임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없었다.

셋째,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설문지에는 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문항이 부재하였으므로 폐경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연구의

제한점이 존재한다. 대안으로 2004년 한국 여성의 건강통계 결과 보고를 인용하여

폐경 전·후를 구분하였으나 개인에 대한 정확한 폐경 정보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임선미 등(2011)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오분류 편의(Misclassification bias)가 발

생했을 수 있으며, 이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연령을 보정하고 연구 기간으로 분석한 모델 2에서만 p-value가

0.8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모델 1, 3, 4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했다(p<.0001). 하지만, 이런 오분류 편의는 실제 폐경 전 그룹과 후 그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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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편향적(non-differential)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연구 결과가 한 방

향으로 비뚤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임선미 등, 2011). 그렇지만, 폐경

전·후에 따른 유방암 발생에 대한 위험요인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건

강검진 설문지에 폐경 여부를 묻는 문항이 생성되길 제안해본다. 또한 경구피임

약 등의 복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었다면 유방암 예방 및 발생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 추정해볼 수 있었겠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넷째, 시간에 따라 변수의 값이 바뀌는 변수(Time-dependent covariate)를 고

려하여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질량 지수 변화와의 유방암 관련성, 흡연 상

태에 따른 위암 발생의 관계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기존에 국내에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지지 않은 시간 척도 선택에 따른 차이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역학 코호트 연구에서 잠재적 편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도달

연령 방법과 왼쪽 절단된 형태를 고려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질병과 위험 요인의 연관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척도

를 찾기 위한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국외 선행연구자들은 비

례위험모형에서 시간 척도를 선택하고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Chalise et al., 2009). 특히 연령은 보건학에서 만성질환

발생 위험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혼란 변수로 연령 효과의 통제는 코호트 연

구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이때 관심 있는 독립변수 와 코호트가 등록되는 시점

인 와 서로 관련이 있다면, 기간 차이 바이어스(Length bias)가 존재하게 된다.

보통 임상 연구에서 clinical event가 생기면, 이 시점에서 왼쪽 절단이 발생했

다고 본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치료(Treatment)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

HIV 환자에서 치료가 시작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환자의 생존 분포

(Survival distribution)가 바뀌면서 사건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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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비교하는 과정에서 기간 차이 바이어스가 생긴다. 그래서 생존 분포의

패턴이 바뀌는 시점에서 절단(Truncation)시켜서 분석한다. 하지만, 관찰 코호

트 연구는 clinical event가 생기는 임상 연구는 아니지만, 연구에 등록되는 시

점까지는 살아있어야 코호트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존 분포가 바뀔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시간 척도를 연구 기간으로 분석할 때는 코호트 진입 연령을 보정함

으로써 기간 차이 바이어스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대상자들은 각기 다른 시점

과 연령에서 연구에 등록되기 때문에 코호트가 왼쪽 절단됨으로써 발생하는 편

차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Han, 2018). 따라서,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

는 코호트 연구에서는 도달 연령을 시간척도로 하여 왼쪽 절단 분석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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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이 연구는 두 가지 하위 주제에 대해 시간 척도 연구 기간 분석방법과 도달

연령 분석방법을 달리 선택함에 따라 발생하는 콕스 비례위험모형 간 위험비와

베타 계수 값의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기저 위험 함수가 지수 분포를 따르는 경향을 보이거나 또는 코호트 진입 연령과

공변량 간 독립이면 두 시간 척도 분석 결과의 편차는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그

러나, 코호트 진입 연령과 공변량 간 독립일지라도 간혹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이 존재

했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시간 척도를 달리 선택함에 따라 위험비의 방향이

바뀌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지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는 질병과 위

험 요인의 연관성을 규명해내는 역학 코호트 연구 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왼쪽 절단된 코호트에서 연구 기간을 시간 척도로 사용하면 왼쪽

절단됨으로써 발생하는 편차 문제가 제기되므로 코호트 연구에서 콕스 비례위

험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도달 연령을 시간 척도로 하여 왼쪽 절단 분석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여러 위험요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누적되어 그 영향

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병과 위험 요인의 연관성을 가장 잘 설명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척도를 찾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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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Background

Time scale selection is an important issue in survival analysis in

epidemiological cohort studies. Survival and observational studies using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have primarily used time-on study time scales,

which were enrolled in the study and calculated the time to event. Age is a

representative confounding variable that affects the risk of disease i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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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However, the use of time-on studie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all subjects registered at the same time in the study are given the same

follow-up period and therefore the risks are all the same. In addition, foreign

prior researchers found that the subjects are registered in the study at

different time points and ages, resulting in left truncation, which increases

survival estimates and suggests the possibility of biasing the estimated

effects of covariat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whether there is

any bias in selecting different time scales by applying the attained age time

scale that calculates the time from birth of age 0 to the occurrence of an

event.

Subject and Method

A time scale model was compared using the breast cancer cohort and the gastric

cancer occurrence cohort. The breast cancer occurrence cohort was the subject of

risk factors on the development of breast cancer in pre and postmenopausal women.

The gastric cancer occurrence cohort was related to the effects of alcoholic liver

disease on the development of gastric cancer. Both the study subjects were adults

over the age of 40 from 2002 to 2013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examination cohort DB. Whether the baseline hazard function follows

an exponential distribution and the independence between cohort entry age and

covariates were identified.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as us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by calculating the hazard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s, and the Fractions representing beta change percentages. A total of

four models were used for the analysis. Model 1 is a time-on study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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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cale, model 2 is a time-on study with time scale with age adjusted

and model 3 is that with time scale as attained age and composed of

stratified model of birth year with 5 year intervals. Finally, model 4

consisted of model with left truncation applied and time scale as attained

age.

Research Result

First, in the left truncation cohort, the risk ratio direction is changed, or the

95% confidence interval and Fraction value are changed between the models

using the time-on study as the time scale and the attained age as the time

scale, and the left truncation analysis.

  Second, even if the baseline hazard function follows an exponential distribution

or the cohort entry age and the covariate are independent, the bias of the two

time scale analysis results is reduced. However,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both breast and gastric cancer occurrence cohorts, even if independent of

cohort entry age and covariates.

Third, in the menopausal variables of breast cancer occurrence cohort,

except for model 2, in models 1, 3, and 4, when other variables (medical

insurance, cancer family history, body mass index, alcoholic liver disease,

diabetes mellitus, hyperlipidemia, hypertension) were controlled, premenopausal

women were 1.55-1.68 times more likely to have breast cancer than

postmenopausal women and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urt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astric cancer

occurrence cohort in the presence of alcoholic liver disease and th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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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and 95% CI values, which were associated with gastric cancer. When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gender, medical insurance, cancer family

history, smoking status, diabetes mellitus, hyperlipidemia, hypertension),

those with alcoholic liver disease were 1.19-1.23 times higher (model 1, 2,

3, 4) than those without alcoholic liver disease, all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Conclusion

The difference in the direction of hazard ratios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in selecting different time scales can be an important issue in epidemiological

cohort studies that identify the association between disease and risk factors.

   Using the time-on study as a time scale in a left truncation cohort raises the

problem of bias caused by left truncation. Therefore, when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in a cohort study, we propose a left truncation analysis

using the attained age as a time scale and subsequent studies should be made to

select the appropriate tim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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