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pothesis>

췌장암 발생예방에 있어
알레르기 질병력과 감귤섭취의 상호작용 규명을 위한 관찰연구 필요성
It needs an observational study for Interaction of Allergic History and Citrus
Fruit Intake as a Protective Factor in Pancreatic cancer

Abstract

While the main product of Jeju islands is citrus fruit and the prevalence of atopic
dermatitis of dweller’s students is relatively higher, the incidence of pancreatic cancer
showed the lowest in Korea. The systematic reviews reporting allergic history and intake of
citrus fruit as protective factors of pancreatic cancer (PCC) were published in 2005 and 2008,
respectively. Although there were discrepancies in results of subgroup analyses between
case-control studies and cohort studie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an interaction effect of
allergic history and intake of citrus fruits in PCC risk.

Key words: Pancreatic neoplasms, Risk factor, Allergy and immunology, Citrus, Meta-analysis

서론

췌장암 (pancreatic cancer)은 북미에서 암사망률 순위 4위에 속하는 원발암
(primary site cancer)이며[1], 5년 생존률이 5% 미만인 대표적인 악성 종양이다[2]. 한국인에
서도 2011년도 췌장암 사망률은 십만 명당 5.6명으로, 암사망률에 있어 폐암, 간암, 위암 다
음으로 4위를 차지하며, 지난 10년간의 5년 생존율 개선이 없는 유일한 원발암이다[3]. 따
라서

췌장암의

발생

위험

증가

혹은

감소

요인을

규명하는

분석역학

(analytical

epidemiology)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4]. 지금까지 알려진 개입 가능한 위험요인 (risk
factors)들로는 흡연, 식이, 질병력 등이 있으며[5], 이중에서 체계적 고찰 (systematic
reviews, SR)을 수행하여 유의미한 (significant) 연구결과를 확인한 요인으로는 알레르기 질
병력[6]과 감귤 섭취[7]가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위도에 위치한 제주도는 전국에 비하
여 췌장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다[8]. 그런데, 제주도는 감귤의 주요 생산지이면서, 초중고
등학생에 있어 아토피 피부염 수진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9]. 이런
보건환경적인 사실들을 감안할 때, 저자는 감귤섭취와 알레르기 질병력의 상호작용이 췌장
암 발생률을 낮춘다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본문

가. 알레르기 질병력의 발생억제 효과

2005년도 발표된 Gandini et al. [6]이 수행한 췌장암에 있어 알레르기 질병력의 영
향에 대한 SR에서, 10편의 환자-대조군 연구 (case-control studies, CCS)와 4편의 코호트 연
구 (cohort studies, COS) 의 메타분석 결과는 총 상대위험도 (summary relative risk, sRR)
0.82,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s, CIs) 0.68-0.99로 췌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4편의 COS 각각의 결과들[10-13]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PubMed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US) 에서 제공하는 ‘Related citations’ 기능을
활용하여 4편의 COS 각각의 검색 목록을 만든 다음, 일일이 손으로 검색하였다[14,15]. 그
결과, 2005년도에 발표된 두 편의 COS 논문[16,17]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반면 2006년도 이
후 발표된 코호트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Fig 1은 총 6편의 선정대상 논문들의 로그화 상
대위험도 (logRR) 과 이의 표준오차 (SElogRR)을 활용하여 메타분석결과로 얻어낸 forest
plot 이다. 이질성 수준을 나타내는 I-square [18] 수치 26.4%에서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sRR은 1.15 (95% CI: 0.77-1.71)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Begg’s test 수행결과 p-값은
0.71로 소규모 연구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해당 funnel plot 상 대칭성을 해치지는 않았
다 (Fig 2).

나. 감귤섭취의 발생억제효과

2009년도 발표된 Bae et al. [7]이 수행한 췌장암에 있어 감귤섭취의 영향에 대한 SR
에서도 4편의 CCS와 5편의 COS를 합친 메타분석 결과는 암발생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sRR=0.83, 95% CI, 0.70-0.98). 그러나 5 편의 COS 연구결과에 대한 하부군 분석
(subgroup analysis)에서 sRR 은 0.97 (95% CI, 0.86-1.10)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PubMed의 ‘Related citations’ 기능을 활용하여 5편의 COS [19-23] 각각의 검색 목
록을 만든 다음, 일일이 손으로 검색하였다[14,15]. 그 결과, 6편의 COS 논문[24-29]을 추가
로 확보하였다. 그런데 Stolzenberg-Solomon et al. [20] 논문과 Bobe et al. [24] 논문의 코호
트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8년도 발간된 논문[24]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Shigihara et al. [28] 논문과 Lie et al. [29] 논문의 코호트 구성원도 동일하여, 이중 2014년도
에 발간된 논문[28]을 선정하였다. 또한 Coughlin et al. [19] 논문은 암사망률을 다룬 논문이
었다. 따라서 총 8편[21-28]을 메타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중 남녀별로 RR을 제시한 논문 2 편 [21,28]은 성별 결과를 메타분석하여 얻은
sRR과 95% CI을 적용하였다. Fig. 3은 그 결과로 얻어낸 forest plot이다. 이질성 수준을 나
타내는 I-squared [18] 수치 25.9%에서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sRR 0.99 (95% CI: 0.93-1.05)
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Begg’s test 결과 p-값은 0.45으로 소규모 연구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해당 funnel plot 상 대칭성을 해치지는 않았다 (Fig 4).

결론 및 제언

알레르기 질병력과 감귤 섭취 모두 COS 연구들의 SR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
하지 않았다. CCS와 COS 로 나누어 하부군 분석을 한 결과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는, 근거의
계층에 따라 CCS보다는 COS의 SR 결과를 우선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30].

그렇지만 인과성 규명을 위한 분석역학연구에서 췌장암처럼 발생률이 낮은 희귀 질환
(rare diseases)을 다룰 경우는 COS 연구 수행시 대규모의 관찰 대상자를 확보해야 하는 만
큼, CCS 연구설계를 우선 추천한다. 반면 CCS인 경우 노출력에 대한 회상오류 (recall bias)가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31], 최근에는 연구 대상자 규모를 증대시킨 통합분석
(pooled analysis)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즉, 감귤에 있어 메타분석결과[7]가 보고된 이후, 감
귤 성분에 대한 실험실적 연구들[4]이 발표되는 한편, 14개의 코호트를 모은 통합분석 결과
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26]. 알레르기 질병력의 메타분석[6]이 2005년 보고된 이후, 10개
의 CCS를 모아서 통합분석 (pooled analysis)를 시행했을 때, 발생위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왔다[32]. 그러나 코호트를 모은 통합분석결과는 아직 발표된 것이 없다.

물론, COS 연구라 해도 노출력에 대한 측정 오류 (measurement error)의 가능성이 여전
히 있다. 예를 들어 역학연구에서 알레르기 질병력과 식이 섭취 수준을 대부분 자기보고식
(self-reported) 응답에 의존하고 있으며[26,31], 추적 기간의 부족과 추적 소실 (follow-up
loss) 등의 방법론적 한계는 인과성 규명을 어렵게 한다[33]. 또한 메타분석에 적용하는 노출
수준은 섭취량의 분포에 따른 상대적 수준을 다루기 때문에, 노출수준에 있어 코호트 간에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현재로는 CCS 연구 결과들의 SR은 일관되게 암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전문가 종설 (expert review)에서는 감귤 섭취[4]와 알레르기 질병력[31,32]은 췌장암의 발생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췌장암 발생현황을 고려할 때 알레
르기 질병력과 감귤 섭취의 상호효과에 대한 가설 규명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를 통틀어 알레르기 질병력과 감귤 섭취의 상호작용에 따른 췌장암 억제효과에 대한
분석역학 연구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두 설명변수를 모두 확보한 코호트에서 이의 상호효
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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