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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sociation Between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Prostate cancer Prevalence;

Based on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7-2015

                          Hur, Hee-Won

                          Advisor : Prof. Choi, Seong-Woo, M.D., Ph. 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Objective: Prostate cancer incidence in Korea has been on the rise 

recently, and the study is related to socioeconomic status of prostate 

cancer.

Methods: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2007-2015 analyzed a total of 14,462 men over the age 

of 40. In addition,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KOSIS) 

1999–2015 prostate cancer age standardized incidence and age 

standardized mortality were analyzed.  

Results: When relevant variables such as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health patterns, and disease characteristics were corrected, 



- v -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education 

level and prostate cancer incidence(odds ratio(OR): 3.94, 95% 

confidence interval(CI), 1.49-10.43, ≥13/≤6years of education). When 

these variables were correcte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quartile of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prostate 

cancer incidence.(OR: 3.86, 95% CI, 1.35-11.09, for highest vs 

lowest).The incidence of age standardization gradually increased and 

decreased, but the mortality from age standardization did not change 

much.

Conclusion: This is because early detection of prostate cancer is 

easier and more effective than actual prostate cancer. That prostate 

cancer may be overdiagnosed.

Keywords: Prostate cancer, Socioeconomic Status, Quartile of monthly 

household income, Educ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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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WHO 국제암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전립선암은 남성들에게서 발생하는 암 

가운데 두 번째로 흔한 암이다. 세계적으로 2012년에만 약 110만명이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으며 남성 진단암중 1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전립선암 진

단의 약 70%가 선진국에서 발생하였다[1-3].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암

을 진단받은 사람은 증가하는 추세이다[5]. 중앙 암 등록본부에 의하면 전립

선암은 2015년 남녀 전체에서 7번째로 많이 발생 하였고, 전년대비 3.5% 증

가하였다[1]. 또한, 전립선암 발생률은 1999년 인구 10만명당 8.5명이었으나 

연평균 12.6%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28.0명으로 10년 사이에 3.3배 증가하

였다[1,3].

  전립선암 발생의 여러 위험요인 중 연령은 전립선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

자로써  40세 이하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다가 50세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된다[4-5]. 인종도 전립선암의 위험인자로 백인에 비해 

흑인에서 전립선암의 발생이 높고 조기발병 및 악성인 경우가 많아 사망률도 

더 높다[5]. 하지만, 연령이나 인종 외에 명확하게 알려진 전립선암 위험인

자는 거의 없다. 서구화된 생활양식, 비만, 운동 및 활동부족, 고혈압, 당뇨

병 등과 같은 위험요인들이 보고되었지만 연구마다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4].

  사회경제적 수준(socioeconomic status; SES)은 물질적 부유함과 사회적 

계층을 나타내는 측정치를 말하며 측정하는 지표들로 소득, 교육, 직업 등을 

대표적으로 사용한다[6-7]. 교육은 미래 직업선택에 대한 기회와 잠재 소득

을 결정할 수 있기에 여러 지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며, 소득은 경제 수준

을 결정하는 지표로 의료 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8]. 사회경제적 수준

과 건강과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 사회경제적 수준

이 낮을수록 유병률과 사망률이 증가하며[6], 낮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낮

은 직업계층의 그룹에서 주관적 건강수준도 낮았다[9]. 또한 사회경제적 수

준이 낮을수록 남녀 모두에게서 흡연율이 증가하였고,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운동의 실천율이 증가하였다[6-7]. 하지만 사회경제적 수준과 암에 

대한 연구들에서 상반되거나 다양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소득수준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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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따른 암 검진률은 정비례하거나[10-12], 반비례하거나[13], 또는 아

무런 관련성이 없는 등[14] 일관되지 않았다. 자궁경부암에서 소득수준과 암 

검진률 관계를 분석했을 때 소득이 높을수록 암 검진률이 높았지만 회귀분석

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15]. 다른 연구에서는 유방암 유병률이 월

별 소득과는 관련성이 없었지만 교육수준과는 관련성이 있었다[16]. 

  사회경제적 수준과 전립선암에 대한 연구들도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지 않

았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립선

암 발생이 증가하였지만[11], 다른 대상자들에게서는 소득수준과 전립선암 

발생 사이의 관련성이 없었다[14].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전립선

암 사망률이 줄어들었지만[17]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립선암 발생이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13]. 이렇듯 해외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전립선암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꾸준히 연구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활발히 연구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전립선암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급격한 발생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연구는 거의 없

는 실정이다. 비슷한 급증의 사례를 보였던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들이 과잉진단을 의심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것에 비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22,27]. 통계청 1999년-2015년까지의 전립선암의 연령 표준화 발생률과 사

망률을 보면 발생률은 계속하여 증가하지만 사망률은 크게 변화가 없다. 이

에 최근의 전립선암 발생증가가 사회경제적 수준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파

악하고, 이러한 증가가 위험요인 변화에 따른 실제 발생의 증가인지 진단 기

술 변화에 따른 발견의 증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국민건강 영양조사 2007-2015년까지의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

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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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A. 연구대상

  이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2015년도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

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건강 및 영양조사이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3년 주기로 시행하였으

며, 국가통계의 시의성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표본 추출 틀은 표본설계 시점에서 가용한 가장 최근 시점의 인구주

택 총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목표 모집단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세 이상 국민에 대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201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007년도 4,594명, 2008년도 9,744명, 

2009년도 10,533명, 2010년도 8,958명, 2011년도 8,518명, 2012년도 8,058

명, 2013년도 8,018명, 2014년도 7,550명, 2015년도 7,380명 총 73,353명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중에서 여성 40,016명을 제외하고, 40세 이

하 9,414명과 소득·교육 수준·전립선 암 검진 자료가 없는 사람 15,503명

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0세 이상 남자 총 14,462명을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암 발생자료와 암 사망 자료를 이용하여 전립선암 연령 표준화 발

생률과 사망률을 분석하였다.

B. 조사변수

  1. 일반적 특성

  전립선암 의사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예’라고 대답한 사람을 

전립선암 환자로 정의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40-49세, 50-64, 65세 이

상 연령군으로 구분하였다. 체질량지수는(Body Mass Index, BMI)는 kg/m²로 

계산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이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가구원수로 보정한 월평균 가구균등화 소득(=월평균 가구소득/√가구원수)에 

따라 사분위로 분류 즉 하위 25%는 하, 25-50%는 중하, 50-75% 중상, 75%이

상을 상으로 4개의 소득계층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교육연수별로 

‘6년 이하’(초등학교졸업 이하, 무학포함), 7-9년(중학교졸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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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년(고등학교졸업 이하), 13년 이상(대학교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결혼여부는 미혼, 기혼으로 분류하였고 거주지역은 행정구역상 도시에 해당

하는‘동’과 농촌지역에 해당하는‘읍·면’지역으로 양분하였다.

  2. 건강행태 및 질환특성

  현재흡연은 담배를 전혀 피운 적이 없는 사람 및 과거 피운 적이 있으나 

현재는 끊은 사람은 현재 비흡연군으로, 매일 피우거나 가끔 피우는 사람은 

현재 흡연군으로 구분하였다. 1개월 음주는 최근 1년동안 1개월에 1회 이상

의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로 정하였고, 걷기 운동은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을 주 5일 이상 실천했는지의 여부로 정하

였다. 2년간 건강검진은 최근 2년 동안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분류 하였으며 2년간 암 검진은 최근 2년동안 암 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분류하였다. 고혈압으로 의사 진단을 받았거나 수축기혈

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인 자를 고혈압으로 분류하였

다. 당뇨로 의사 진단을 받았거나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일 때 당뇨로 분

류하였다. 이상지질혈증으로 약을 복용중이거나 총콜레스테롤 240mg/dl 이

상, 중성지방 200mg/dl 이상, LDL 콜레스테롤 160mg/dl 이상, HDL 콜레스테

롤 40mg/dl 이하가 한 가지라도 나왔을 때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분류하였다.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으로 의사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지를 여부로 분류하였고, 다른 암은 전립선암을 제외한 다른 암으로 의사 진

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로 분류 하였다.

  3. 전립선암의 연령 표준화 발생률과 연령 표준화 사망률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웹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암 등록 통계에서 1999-2015년 연령 표준화 전립선암 발생률을 분석하였고 

사망원인 통계에서 1999-2015년 연령 표준화 전립선암 사망률을 분석하였다.

C.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은 다단계 복합 확률표본추출설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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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데이터는 추측백분율(estimated percentages(standard errors[SEs])로 

표현되었고, 월평균가구 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른 각 종속변수들의 상관관계

는 카이제곱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월평균가구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른 전립선

암 유병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교

차비(ORs, odds ratios)와 95% 신뢰구간(CIs, confidence intervals)을 구하

였다. Model 1은 연령, BMI, 조사년도, 결혼여부, 거주지역을 보정했으며, 

Model 2는 Model 1에 추가로 현재흡연, 1개월 음주, 걷기운동, 2년간 건강검

진, 2년간 암 검진,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 다른 암을 

보정하였다. Model 3은 Model 2에 추가로 교육수준 또는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정하였다.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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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A. 일반적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58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55.0±0.1세 이었으며 40-49세는 38.1%, 50-64세는 

41.5%, 65세 이상은 20.4%이었다. BMI 평균은 24.2±0.0kg/m²이었으며 

25kg/m²이하가 62.4%로 가장 높았다. 조사 년도별 대상자는 2007년 5.4%로 

가장 낮았고 2015년 12.3%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하 그룹이 

17.4%로 가장 낮았고 중하 그룹이 25.2%, 중상 그룹 27.4%이었고 상 그룹이 

29.9%로 가장 높았다.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 20.5%, 중학교 졸업 

이상 15.3%, 고등학교 졸업 이상 34.4%, 대학교 졸업 이상이 29.8%이었다. 

결혼유무는 기혼이 96.5%이었고, 거주지역은 도시가 77.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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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 e%(SE) or Mean±SD

Number 14,462

Prostate cancer patients 58 0.3(0.1)

Age (year) 55.0±0.1 

40-49 3,911 38.1(0.6)

50-64 5,667 41.5(0.5)

≥65 4,884 20.4(0.4)

Heihgt (cm) 168.5±0.1 

Weihgt (kg) 68.8±0.1 

BMI(kg/㎡) 24.2±0.0 

<25 9,349    62.4(0.5)

25-29 4,749    34.7(0.5)

≥30 358      2.9(0.2)

Survey year

2007 791      5.4(0.6)

2008 1,779    11.1(0.7)

2009 2,114    11.8(0.8)

2010 1,807    11.8(0.9)

2011 1,791    12.1(0.9)

2012 1,635    11.9(0.8)

2013 1,537    12.0(0.8)

2014 1,442    11.7(0.8)

2015 1,566    12.3(0.8)

Monthly household income 

Lowest 3,262    17.4(0.4)

Medium-lowest 3,691    25.2(0.5)

Medium-highest 3,608    27.4(0.5)

Highest 3,901    29.9(0.6)

Education (year) 

≤6 3,752    20.5(0.5)

7-9 2,331    15.3(0.4)

10-12 4,510    34.4(0.5)

≥13 3,869    29.8(0.6)

Marital status

Single 354      3.5(0.2)

Married 14,097    96.5(0.2)

Residential area 

Urban 10,586    77.1(1.1)

Rural 3,876    22.9(1.1)

All values are given as number and estimated percentage(standard error) or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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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강행태 및 질환특성

조사 대상자의 건강행태 및 질환특성은 표 2와 같다. 현재 흡연하고 있는 

사람이 51.5%이었으며 1개월 음주자가 81.8%이었다. 걷기운동을 하는 사람이 

40.4%이었으며,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68.0%, 2년간 암 건진을 받은 

사람이 55.3%이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41.6%, 당뇨가 있는 사람이 

16.0%,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사람이 11.5%, 심뇌혈관질환이 있는 사람이 

5.8%이었고, 다른 암이 있는 사람이 3.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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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lth behaviors and disease characteristics

Variables N e%(SE) 

Current smoking

Yes    7,228    51.5(0.5)

No    7,234    48.5(0.5)

Alcohol intake in past month

Yes   11,388    81.8(0.4)

No    3,074    18.2(0.4)

Walking

Yes    6,151    40.4(0.5)

No    8,311    59.6(0.5)

Health checkup in the prior 2years

Yes    9,918    68.0(0.5)

No    4,539    32.0(0.5)

Cancer examination in the prior 2years

Yes    8,223    55.3(0.5)

No    6,239    44.7(0.5)

Hypertension 

Yes    6,525    41.6(0.5)

No    7,926    58.4(0.5)

Diabetes 

Yes    2,490    16.0(0.4)

No   11,449    84.0(0.4)

Dyslipidemia 

Yes    1,761    11.5(0.3)

No   12,701    88.5(0.3)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Yes    1,099      5.8(0.2)

No   13,363    94.2(0.2)

Other cancer

Yes     563      3.1(0.2)

No   13,899    96.9(0.2)

All values are given as number and estimated percentag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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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립선암 유병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립선암 유병은 표 3과 같다. 연령은 

50-64세는 0.2%, 65세 이상은 1.1%이었다. 키는 평균 165.4±0.0cm 이었으며 

몸무게는 평균 63.4±0.0kg, BMI 평균은 23.1±0.0kg/m이었다. 조사년도는  

2008년 0.3%, 2012년 0.5%, 2015년 0.5%이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하 그룹

이 0.4%이었으며 상 그룹이 0.4%이었다.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0.5%, 대학교 졸업이상이 0.4%이었다. 결혼유무는 기혼이 0.3% 이었고, 거주

지역은 도시와 농촌지역이 0.3%로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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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aselin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revalence of prostate cancer

Variables
Prostate cancer 

patients

Non-Prostate cancer 

patients

Age (year)

40-49 0.0 (0.0) 100.0 (0.0)

50-64 0.2 (0.0) 99.8 (0.0)

≥65 1.1 (0.0) 98.9 (0.0)

Heihgt (cm) 165.4±0.0 168.5±0.0

Weihgt (kg) 63.4±0.0 68.8±0.0

BMI(kg/㎡) 23.1±0.0 24.2±0.0

<25 0.4 (0.0) 99.6 (0.0)

25-29 0.1 (0.0) 99.9 (0.0)

≥30 0.0 (0.0) 100.0 (0.0)

Survey year

2007 0.0 (0.0) 100.0 (0.0)

2008 0.3 (0.0) 99.7 (0.0)

2009 0.2 (0.0) 99.8 (0.0)

2010 0.3 (0.0) 99.7 (0.0)

2011 0.2 (0.0) 99.8 (0.0)

2012 0.5 (0.0) 99.5 (0.0)

2013 0.1 (0.0) 99.9 (0.0)

2014 0.4 (0.0) 99.6 (0.0)

2015 0.5 (0.0) 99.5 (0.0)

Monthly household income 

Lowest 0.4 (0.0) 99.6 (0.0)

Medium-lowest 0.3 (0.0) 99.7 (0.0)

Medium-highest 0.2 (0.0) 99.8 (0.0)

Highest 0.4 (0.0) 99.6 (0.0)

Education (year) 

≤6 0.5 (0.0) 99.5 (0.0)

7-9 0.1 (0.0) 99.9 (0.0)

10-12 0.2 (0.0) 99.8 (0.0)

≥13 0.4 (0.0) 99.6 (0.0)

Marital status

Single 0.0 (0.0) 100.0 (0.0)

Married 0.3 (0.0) 99.7 (0.0)

Residential area 

Urban 0.3 (0.0) 99.7 (0.0)

Rural 0.3 (0.0) 99.7 (0.0)

All values are given as number and estimated percentage(standard error) or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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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강행태 및 질환특성에 따른 전립선암 유병

조사 대상자의 건강행태 및 질환특성에 따른 전립선암 유병은 표 4와 같

다. 현재 흡연하고 있는 사람이 0.2%이었으며 1개월 음주자가 0.2%이었다. 

걷기운동은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0.3%로 같았으며, 2년간 건강검진

을 받은 사람이 0.3%, 2년간 암 건진을 받은 사람이 0.4%이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0.3%, 당뇨가 있는 사람이 0.4%,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사람이 

0.8%, 심뇌혈관질환이 있는 사람이 0.7%이었고, 다른 암이 있는 사람이 1.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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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ealth behaviors and diseas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revalence 

of prostate cancer

Variables
Prostate cancer 

patients

Non-Prostate cancer 

patients

Current smoking

Yes 0.2 (0.0) 99.8 (0.0)

No 0.4 (0.0) 99.6 (0.0)

Alcohol intake in past month

Yes 0.2 (0.0) 99.8 (0.0)

No 0.6 (0.0) 99.4 (0.0)

Walking

Yes 0.3 (0.0) 99.7 (0.0)

No 0.3 (0.0) 99.7 (0.0)

Health checkup in the prior 2years

Yes 0.3 (0.0) 99.7 (0.0)

No 0.2 (0.0) 99.8 (0.0)

Cancer examination in the prior 2years

Yes 0.4 (0.0) 99.6 (0.0)

No 0.1 (0.0) 99.9 (0.0)

Hypertension

Yes 0.3 (0.0) 99.7 (0.0)

No 0.3 (0.0) 99.7 (0.0)

Diabetes

Yes 0.4 (0.0) 99.6 (0.0)

No 0.3 (0.0) 99.7 (0.0)

Dyslipidemia

Yes 0.8 (0.0) 99.2 (0.0)

No 0.2 (0.0) 99.8 (0.0)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Yes 0.7 (0.0) 99.3 (0.0)

No 0.3 (0.0) 99.7 (0.0)

Other cancer

Yes 1.0 (0.0) 99.0 (0.0)

No 0.3 (0.0) 99.7 (0.0)

All values are given as number and estimated percentag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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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

  1.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일반적 특성

  가구 소득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5과 같다. 가구소득이 증가

함에 따라 연령, BMI, 교육수준, 기혼, 도시거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01). 하지만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전립선암 환자수와 

조사년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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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quartile of monthly household income

Variables
Monthly household income 

    Lowest Medium-lowest Medium-highest    Highest p-value

Prostate cancer patients 0.4(0.1) 0.3(0.1) 0.2(0.1) 0.4(0.1) 0.338

Age (year) <0.001

40-49 16.3(1.0) 36.2(1.1) 46.7(1.0) 44.4(1.0)

50-64 30.7(1.1) 40.6(1.0) 42.2(1.0) 47.9(0.9)

≥65 53.0(1.1) 23.2(0.7) 11.0(0.5) 7.7(0.5)

BMI (kg/㎡) <0.001

<25 69.9(1.0) 63.7(1.0) 60.0(1.0) 59.2(0.9)

25-29 27.6(1.0) 32.9(1.0) 37.2(1.0) 38.1(0.9)

≥30 2.6(0.4) 3.4(0.4) 2.9(0.3) 2.8(0.3)

Survey year 0.492

2007 5.4(0.8) 5.8(0.8) 4.9(0.6) 5.4(0.8)

2008 11.4(1.1) 11.0(0.9) 11.1(0.9) 11.0(1.1)

2009 12.8(1.1) 10.6(0.8) 11.9(0.9) 12.2(1.1)

2010 12.6(1.3) 12.5(1.2) 11.6(1.0) 11.0(1.0)

2011 12.8(1.2) 13.3(1.2) 11.6(1.0) 11.2(1.0)

2012 10.5(1.1) 11.9(1.1) 12.2(1.0) 12.4(1.1)

2013 12.0(1.2) 12.0(1.0) 11.8(1.0) 12.1(1.2)

2014 9.9(1.0) 11.5(1.0) 13.1(1.1) 11.5(1.1)

2015 12.6(1.2) 11.4(1.0) 11.8(1.1) 13.2(1.2)

Education (year) <0.001

≤6 48.3(1.1) 25.2(0.9) 13.8(0.7) 6.5(0.5)

7-9 19.8(0.9) 19.7(0.8) 14.9(0.7) 9.3(0.6)

10-12 22.1(1.0) 37.4(1.0) 39.6(1.0) 34.2(1.0)

≥13 9.8(0.7) 17.6(0.9) 31.7(1.0) 50.0(1.1)

Marital status <0.001

Single 6.7(0.6) 3.7(0.5) 2.7(0.3) 2.2(0.3)

Married 93.3(0.6) 96.3(0.5) 97.3(0.3) 97.8(0.3)

Residential area <0.001

Urban 66.6(1.7) 74.5(1.4) 79.8(1.3) 83.1(1.2)

Rural 33.4(1.7) 25.5(1.4) 20.2(1.3) 16.9(1.2)

All values are given as number and estimated percentag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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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건강행태 및 질환특성

  가구 소득에 따른 대상자의 건강행태 및 질환특성은 표 6와 같다. 가구소

득이 증가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재흡연(p=0.007), 1개월 음주

(p<0.001), 2년간 건강검진(p<0.001), 2년간 암 검진(p<0.001)은 증가하였

다. 또한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 다른 암은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하지만, 걷기운동, 이상지질혈증

은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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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ealth behaviors and disease characteristics by quartile of monthly 

household income

Variables
Monthly household income

     Lowest Medium-lowest Medium-highest      Highest p-value

Current smoking 0.007

Yes 51.0(1.2) 53.3(1.0) 52.8(1.0) 49.0(1.0)

No 49.0(1.2) 46.7(1.0) 47.2(1.0) 51.0(1.0)
Alcohol intake in past 

month
<0.001

Yes 69.9(0.9) 79.0(0.8) 85.0(0.7) 88.0(0.6)

No 30.1(0.9) 21.0(0.8) 15.0(0.7) 12.0(0.6)

Walking 0.501

Yes 41.8(1.1) 40.7(1.0) 39.9(1.0) 39.7(1.0)

No 58.2(1.1) 59.3(1.0) 60.1(1.0) 60.3(1.0)
Health checkup in the 

prior 2years
<0.001

Yes 57.0(1.1) 62.6(1.0) 69.7(0.9) 77.2(0.8)

No 43.0(1.1) 37.4(1.0) 30.3(0.9) 22.8(0.8)
Cancer examination in 

the prior 2years 
<0.001

Yes 46.9(1.1) 50.8(1.0) 55.3(1.0) 64.1(0.9)

No 53.1(1.1) 49.2(1.0) 44.7(1.0) 35.9(0.9)

Hypertension <0.001

Yes 51.6(1.1) 41.9(1.0) 39.1(1.0) 37.7(0.9)

No 48.4(1.1) 58.1(1.0) 60.9(1.0) 62.3(0.9)

Diabetes <0.001

Yes 24.3(1.0) 16.8(0.7) 13.6(0.7) 12.9(0.6)

No 75.7(1.0) 83.2(0.7) 86.4(0.7) 87.1(0.6)

Dyslipidemia 0.053

Yes 10.3(0.7) 10.9(0.6) 11.6(0.6) 12.6(0.6)

No 89.7(0.7) 89.1(0.6) 88.4(0.6) 87.4(0.6)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0.001

Yes 12.2(0.7) 5.3(0.4) 3.9(0.3) 4.1(0.4)

No 87.8(0.7) 94.7(0.4) 96.1(0.3) 95.9(0.4)

Other cancer <0.001

Yes 5.5(0.5) 3.5(0.3) 2.2(0.3) 2.2(0.3)

No 94.5(0.5) 96.5(0.3) 97.8(0.3) 97.8(0.3)

All values are given as number and estimated percentag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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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수준에 따른 일반적 특성

  교육수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표 7와 같다.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전립선암, 연령, BMI, 가구소득, 결혼여부, 거주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하지만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조사년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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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education level

Variables
Education (year)

      ≤6     7-9      10-12      ≥13 p-value

Prostate cancer patients 0.5(0.1) 0.1(0.1) 0.1(0.0) 0.2(0.0) <0.001

Age (year) <0.001

40-49 3.6(0.5) 14.5(1.1) 62.0(0.7) 67.9(0.7)

50-64 49.4(1.1) 64.0(1.2) 31.6(0.6) 28.0(0.7)

≥65 46.9(1.1) 21.5(0.8) 6.5(0.2) 4.1(0.2)

BMI (kg/㎡) <0.001

<25 69.3(1.0) 63.7(1.2) 64.0(0.7) 59.5(0.7)

25-29 28.5(0.9) 33.2(1.2) 31.1(0.6) 35.5(0.7)

≥30 2.1(0.3) 3.0(0.5) 4.9(0.3) 5.0(0.3)

Survey year 0.086

2007 6.5(0.9) 6.0(0.9) 5.8(0.7) 5.3(0.7)

2008 12.7(1.1) 12.7(1.1) 11.8(0.8) 10.8(0.9)

2009 13.4(1.1) 12.8(1.1) 12.5(0.9) 11.2(0.9)

2010 12.3(1.3) 12.8(1.3) 11.6(0.9) 11.8(0.9)

2011 11.8(1.3) 13.5(1.3) 12.0(0.9) 11.9(0.9)

2012 11.5(1.2) 11.0(1.1) 12.4(1.0) 11.6(0.9)

2013 10.6(1.0) 11.1(1.1) 12.0(0.9) 12.2(1.0)

2014 10.0(1.0) 10.9(1.1) 10.9(0.8) 12.3(1.0)

2015 11.2(1.1) 9.1(0.9) 11.1(0.9) 12.9(1.0)

Monthly household income  <0.001

Lowest 40.8(1.1) 22.3(1.0) 11.3(0.5) 5.1(0.3)

Medium-lowes 31.0(1.0) 33.3(1.2) 28.9(0.7) 17.2(0.6)

Medium-highest 18.6(0.8) 26.7(1.1) 32.3(0.7) 32.9(0.7)

Highest 9.6(0.6) 17.8(1.0) 27.6(0.7) 44.8(0.9)

Marital status <0.001

Single 2.7(0.4) 6.7(0.8) 36.0(0.8) 25.8(0.8)

Married 97.3(0.4) 93.3(0.8) 64.0(0.8) 74.2(0.8)

Residential area <0.001

Urban 64.2(1.7) 72.6(1.6) 81.6(1.1) 87.7(0.9)

Rural 35.8(1.7) 27.4(1.6) 18.4(1.1) 12.3(0.9)

All values are given as number and estimated percentag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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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행태 및 질환특성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행태 및 질환특성은 표 8과 같다. 교육수준이 증가함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재흡연, 1개월 음주는 증가하였다(p<0.001). 

또한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 다른 암은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걷기운동, 2년간 건강검진, 2년간  

암 검진, 이상지질혈증은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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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Health behaviors and disease characteristics by education level

Variables
Education (year)

      ≤6      7-9      10-12      ≥13 p-value

Current smoking <0.001

Yes 52.0(1.0) 55.0(1.2) 56.5(0.7) 50.4(0.7)

No 48.0(1.0) 45.0(1.2) 43.5(0.7) 49.6(0.7)
Alcohol intake in past 

month
<0.001

Yes 72.2(0.9) 82.2(0.9) 88.9(0.4) 88.6(0.4)

No 27.8(0.9) 17.8(0.9) 11.1(0.4) 11.4(0.4)

Walking <0.001

Yes 41.4(1.0) 38.8(1.2) 46.2(0.7) 42.3(0.7)

No 58.6(1.0) 61.2(1.2) 53.8(0.7) 57.7(0.7)
Health checkup in the 

prior 2years
<0.001

Yes 60.7(1.0) 60.3(1.3) 50.6(0.7) 65.4(0.7)

No 39.3(1.0) 39.7(1.3) 49.4(0.7) 34.6(0.7)
Cancer examination in 

the prior 2years
<0.001

Yes 49.8(1.0) 50.8(1.3) 30.4(0.6) 39.0(0.8)

No 50.2(1.0) 49.2(1.3) 69.6(0.6) 61.0(0.8)

Hypertension <0.001

Yes 49.7(1.1) 41.3(1.2) 26.6(0.6) 24.0(0.6)

No 50.3(1.1) 58.7(1.2) 73.4(0.6) 76.0(0.6)

Diabetes <0.001

Yes 20.9(0.8) 17.9(0.9) 8.5(0.4) 6.8(0.3)

No 79.1(0.8) 82.1(0.9) 91.5(0.4) 93.2(0.3)

Dyslipidemia <0.001

Yes 9.7(0.6) 12.7(0.8) 6.5(0.3) 7.4(0.3)

No 90.3(0.6) 87.3(0.8) 93.5(0.3) 92.6(0.3)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0.001

Yes 9.6(0.6) 7.2(0.6) 2.6(0.2) 1.6(0.1)

No 90.4(0.6) 92.8(0.6) 97.4(0.2) 98.4(0.1)

Other cancer <0.001

Yes 5.2(0.4) 3.2(0.4) 1.4(0.1) 1.2(0.1)

No 94.8(0.4) 96.8(0.4) 98.6(0.1) 98.8(0.1)

All values are given as number and estimated percentag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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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household income

Model 1
a

Model 2
b

Model 3
c

OR(95%CI) OR (95%CI) OR(95%CI)

medium-lowest/lowest 1.86 (0.79-4.38) 2.04 (0.86-4.85) 1.78 (0.74-4.25)

medium-highest/lowest 2.07 (0.85-5.03) 2.08 (0.80-5.45) 1.62 (0.59-4.49)

highest/lowest 5.56 (2.36-13.09) 5.40 (2.23-13.07) 3.86 (1.35-11.09)

  5. 월평균 가구소득과 전립선암 유병과의 관련성

  월평균 가구소득과 전립선암 유병과의 관련성은 표 9과 같다. 연령, BMI, 

조사년도, 결혼여부, 거주지역을 보정했을 때(Model 1), 월평균 가구소득과 

전립선암 유병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OR: 5.56, 95% CI, 2.36-13.09, for 

highest vs lowest). Model 1에 추가로 현재흡연, 1개월 음주, 걷기운동, 2

년간 건강검진여부, 2년간 암 검진 여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뇌

혈관질환, 다른 암을 보정했을 때도(Model 2), 월평균 가구소득과 전립선암 

유병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OR: 5.4, 95% CI, 2.23-13.07, for highest 

vs lowest). Model 2에 추가로 교육수준을 보정한 후(Model 3) 월평균 가구

소득과 전립선암 유병과의 관련성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

(OR: 3.86, 95% CI, 1.35-11.09, for highest vs lowest).

Table 9. The ORs for prostate cancer prevalence by quartile of monthly household 

income

aAdjusted by age, BMI, survey year, marital status and residential area
b
Adjusted by Model 1 variables plus Current smoking, Alcohol intake in past month, Physically active,     

Health checkup in the prior 2years, Cancer examination in the prior 2years, Hypertension, Diabetes,     

Dyslipidemia,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other cancer
c
Adjusted by Model 2 variables plus educ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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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year)

Model 1
a

Model 2
b

Model 3
c

OR(95%CI) OR (95%CI) OR(95%CI)

7-9/≤6 0.63 (0.16-2.41) 0.71 (0.17-2.97) 0.71 (0.17-2.97)

10-12/≤6 1.08 (0.37-3.15) 1.14 (0.38-3.43) 1.13 (0.37-3.43)

≥13/≤6 3.63 (1.36-9.66) 4.00 (1.52-10.50) 3.94 (1.49-10.43)

  6. 교육수준과 전립선암 유병과의 관련성

  교육수준과 전립선암 유병과의 관련성은 표 10과 같다. 연령, BMI, 조사년

도, 결혼여부, 거주지역을 보정했을 때(Model 1), 교육수준과 전립선암 유병

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OR: 3.63, 95% CI, 1.36-9.66, ≥13/≤6). Model 1

에 추가로 현재흡연, 1개월 음주, 걷기운동, 2년간 건강검진여부, 2년간 암

검진 여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 다른 암을 보정했을 

때도(Model 2), 교육수준과 전립선암 유병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OR: 

4.00, 95% CI, 1.52-10.50, ≥13/≤6). Model 2에 추가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정한 후(Model 3) 교육수준과 전립선암 유병과의 관련성을 보면 통계적으

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OR: 3.94, 95% CI, 1.49-10.43, ≥13/≤6).

Table 10. The ORs for prostate cancer prevalence by education level

a
Adjusted by age, BMI, survey year, marital status and residential area
b
Adjusted by Model 1 variables plus Current smoking, Alcohol intake in past month, Physically active,     

Health checkup in the prior 2years, Cancer examination in the prior 2years, Hypertension, Diabetes,     

Dyslipidemia,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other cancer
c
Adjusted by Model 2 variables plus quartile of monthly household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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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전립선암의 연령표준화 발생률과 사망률

  그림1은 1999년-2015년까지의 전립선암의 연령표준화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여준다. 10만명당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1999년 8.5명에서 2011년 28.0명으

로 계속하여 증가하다가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2015년 25.5명이었다. 하지만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1999년 3.3명에서 2011년 5.8명, 2015년 5.4

명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다.

                                                         

Figure 1. Age-standardized incidence and mortality rate of prostate cancer in 

199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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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전립선암 유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2007년-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1999년-2015년 통계청 암 발생자료 

및 암 사망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관련변수들을 

보정했을 때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각각 전립선암 유병이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수준과 전립선암 사이의 관련성은 완전

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South Carolina에서 2000년-2002년에 연구된 

Maureen등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전립선암 발생률은 

감소하였다[13]. 미국과 캐나다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전립선암 발생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 미국의 전립선암 발생률은 소

득이 증가함에 따라 전립선암 발생률도 증가하였지만, 캐나다에서는 소득과 

전립선암의 발생률은 아무런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14]. 필란드 사람들을 

대상으로 1996년-2011년 까지 총 72,139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소

득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위험도의 전립선암 발생은 증가하지만 높은 

위험도의 전립선암 발생은 감소하였다[12].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회

경제적 수준과 전립선암의 관련성이 국가별로 유전적, 문화적, 의료시스템 

및 검진비용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5,10]. 외국의 경우

와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과 전립선암과의 관련

성을 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김지만 등은 건강보험공단 암등록 데이터를 이

용하여, 2009년 암 진단을 받은 사람 65,506명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과 전립

선암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낮은 소득계층보다 높은 소득계층에서 전립선암 

발생위험이 1.28배 높음을 보고하였으며[31],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

였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암 검진률에 미치는 이유로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 품

질 및 이용과 관련하여 불리한 입장에 있는 개인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진 

개인이 질병을 인식하고, 질병을 치료 또는 질병의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10]. 소득이 높아질수록 의료에 대한 접

근성이 높아지며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행동까지 생각하면 적정 의료 

이용에 대한 차이는 더 커진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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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2001년 자료를 이용한 사회계층간 건강수준의 차이

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이 높은 그룹보다 주관적 건강수

준이 낮았으며 사무직 노동자 보다 무직인 경우가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았다

는 결과가 나왔다[7,9].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과 사망률

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소득에 따라 건강수준에 차이가 났으며[7],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 검진율 또한 남녀 모두에서 소득수준과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검진율이 높아졌다[19]. California의 다양한 인구를 대상으

로 시행된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립선암의 발병률은 

높고 사망률은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서비스의 접근과 이용의 다양성

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11]. 또한 미국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건강 및 선별검사에 더 많이 접근하여 초기진단 및 초과진단

으로 이어지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덜 위험하고 덜 공격적인 종양진

단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수준의 의

료검사와 연관되어 전립선암 진단 확률을 더 높이며, 선별검사에서 양성 진

단을 받은 후 적절한 후속 조치로 전립선암의 중증도는 더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32].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전립선암의 10만명당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1999년 

8.5명에서 2011년 28.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약간 감소하였다. 

서구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이며[25]. 미국에서는 1987년 PSA검사가 도입된 이

후 전립선암 발생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PSA검사 도입 전에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전립선암 관계가 없었으나 도입된 이후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전립선암 발생이 증가하였다[5,10].이는 비용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PSA검사의 차이가 생기고 이로 인해 전립선암 발생도 차이가 생겼을 것

으로 사료된다[31]. 필란드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은 PSA검사를 시행하며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전립선암 발생률을 

보이며 사망률은 감소하였다[12]. 반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전립선암 환자는 대부분 나이가 많았고 진단 받

을 당시 높은 종양등급과 높은 질병단계를 보였으며, 이는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환자에서 PSA검사와 같은 조기검진에 대한 낮은 인식의 결과로 보았

다[17].

  우리나라도 1990년대 PSA검사가 도입된 이후 급격하게 전립선암 발생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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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21]. 전립선암 발생이 1990년대 후반이후 계속 급증하다가 갑자기 

2012년부터 감소하였는데, 이는 갑상선암 과잉진단에 대한 논란이 매스컴 등

에서 집중보도 되어 갑상선암 발생률도 2012년부터 감소되었고, 이러한 사회

적 영향에 따라 전립선암 발견도 줄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전립선암 조기검진 도구인 PSA검사는 우리나라 국가 암 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 PSA검사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27]. 이러한 건강검진은 의료이용의 필요성과 사회경제적 능력에 좌우

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검사의 접근성이 높아진다[19]. 타이완 국민들을 대

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전립선암 발생률이 증가하

였고 암 후기 진행단계의 진단률은 낮아 졌다[30]. 또한 스웨덴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자주 검진하고, 전립선암이 더 

일찍 발견되고, 치료율 및 생존률도 더 높았다[33].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소

득이 높을수록 PSA검사 등이 포함된 종합검진을 더 자주 받으며 이 때문에 

조기진단이 높아져 발생률이 높아졌다[31].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과잉진단

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SA검사가 전립선암의 조기검진 도구로 많이 쓰이지만 전립선암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27]. 미국의 한 연구에서 

전립선암 조기검진으로 PSA농도가 4ng/ml이상인 경우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

행하였는데, 그 결과 60%이상이 전립선암이 아닌 위양성으로 판명 되었고 이

처럼 PSA 검사가 선별검사 도구로서 민감도와 특이도 등의 특성이 불완전 할 

수 있다[20,27]. 유럽 7개국을 비교한 전립선암 조기검진 효과에 대한 연구

에서 전립선암과 관련 사망률이 낮은 나라는 스웨덴과 네덜란드 두 개 나라

였고 이탈리아, 필란드,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 등의 나라들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연구에서 보면 PSA검사가 전립선암 발견율은 

증가시켰으나 사망률은 감소시키지 못하였다[20]. 

  전립선암은 남성에서 발생은 높지만 매우 천천히 진행되며 생존기간이 길

기 때문에 조기검진의 효과와 필요성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또한 전립선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부검조사에서 전립선암의 발견률은 50세 

이상에서 30%정도, 75세 이상에서 75%정도까지 증가 되었다.[19] 우연히 발

견되는 전립선암의 빈도가 높은 이유는 전립선암이 서서히 진행되어 임상적

으로 발견되기 전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기 때문이다[5,19]. 전립선암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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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많아질수록 발생이 증가하지만 사망 할 때까지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

치지 않을 수도 있다[19]. 이를 통해 볼 때 전립선암 조기검진으로 인한 사

망률 감소의 잠재적 이익과 불필요한 진단 및 치료로 인한 삶의 질 저하의 

위해 사이에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전립선암 유병률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면적인 조사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선후관계를 명

확하게 제시할 수 없었고 둘째, 종양의 크기나 암 단계, 조직병리학적 데이

터 자료가 부족하여 추가 분석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낮은 사회경제

적 지위를 가진 남성들이 전립선암을 진단 받은 후에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

다면 전립선암 발병률의 분석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전립선암 사이의 상관관

계를 과대평가하는 생존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제한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암의 유

병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보건학적 연구에 좀 더 객관적인 자료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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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전립선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립선암 발생의 증가가 사회

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2015년도 40세 이상의 남자 총 

14,462명을 분석 하였으며, 통계청 1999-2015년도 전립선암 연령 표준화 발

생률과 사망률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최종 정리하면, 일반적 특성, 건강행위, 질병 특성 등 관련변

수들을 보정했을 때 월평균 가구소득과 전립선암 유병과의 관련성을 보면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OR: 3.86, 95% CI, 1.35-11.09, for 

highest vs lowest).위와 같이 관련변수들을 보정했을 때 교육수준과 전립선

암 유병과의 관련성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OR: 3.94, 

95% CI, 1.49-10.43, ≥13/≤6year of education).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서

서히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고,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최근에 관찰된 전립선암의 발생이 실제 전립선암이 증가하여 발생이 증가

하기 보다는 조기검진으로 인한 조기발견이 더 쉬워지고 효과적이기 때문일 

수 있으며, 실제로 전립선암은 과잉진단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립선

암 조기검진으로 사망률 감소, 치료비용 감소의 효과와 불필요한 진단으로 

인한 부작용 사이에서 이익과 위해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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