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비만은 지난 4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약 3배 이상 증가

하였다. 최근 미국 자료에 의하면 성인 남성의 35%, 여성

의 40%가 비만으로 진단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성인 비

만 유병률은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1,2 비만은 단순히 

지방이 많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과도한 지방은 암을 

포함한 다양한 급성, 만성 질환을 야기한다. 그 중 비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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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방광암 발생 위험 인자로서의 대사 건강 상태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여성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건강검진 자료 활용
한다은1, 안순태1, 김종욱1, 오미미1, 문두건1, 한경도2, 박홍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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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metabolic health status as a risk factor for female bladder 
cancer using the National Health Checkups databases of Korea.
Materials and Methods: We defined obesity if body mass index was ≥25 kg/m2 and normal 
weight as <25 kg/m2. Metabolic unhealthiness was defined when 3 or more criteria of meta-
bolic syndrome were met. A total of 11,461,618 women who took National health Checkups 
between 2009 and 2012 were categorized as metabolic healthy normal weight (MHNW), meta-
bolic unhealthy normal weight (MuHNW), metabolic health obese (MHO), and metabolic un-
healthy obese (MuHO). Multivariable-adjusted Cox regression was done to analyze the hazard 
ratio of bladder cancer. 
Results: The mean age was 48±11.55 years and body mass index was 23.19±2.13 kg/m2. 
During 5.4±1.1 years of follow-up, 3,893 patients were newly diagnosed with bladder cancer. 
Compared to MHNW group, the hazard ratio of MuHNW group and MuHO group were 1.237 
and 1.288, respectively, while 0.997 in the MHO group. As the number of metabolic unhealthy 
criteria increased, the cumulative incidence of bladder cancer increased.
Conclusions: As a result of a large-scale study conducted on the female population in Korea, 
the risk of bladder cancer increased with metabolic unhealthiness. Even with normal weight, if 
metabolically unhealthy, the risk of bladder cancer increased. The greater the degree of meta-
bolic unhealthiness, the higher the risk of bladder cancer. Education on metabolic healthiness 
concerning female bladder cancer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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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야기되는 내분비적 질환들의 발생이 서로 연관되어 있

다는 연구가 보고됨에 따라 단순 체중이 아닌 환자의 대

사적 건상 상태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되었다. 정상 체

중일 지라 하더라도 비만과 연관된 내분비적 질환들을 앓

고 있는 환자와 비만이라 할지라도 내분비적 질환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 현재까지 

통용되는 대사적 건강 상태의 정의는 없지만, 대사적 건

강 상태와 여러 암 발생률과의 관계성이 연구되고 있다.3,4

방광암은 세계적으로 발생률 3%로 전체 암의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에서는 6위, 여성에는 10위 이하로 

성별에 따라 그 발생률 격차가 큰 암이다.5 그 원인으로는 

발암 물질의 대사 과정의 차이, 성 호르몬의 비율 차이 등

으로 연구된 바 있으며, 여성은 혈뇨의 원인을 평가하는 

진료 과정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방광암 진단 시기가 늦

어 진단 시 분화도가 나쁘고 진행된 상황이기에 암 사망

률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6-9 따라서 방광암은 그 발생

과 진행, 예후에 남녀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남성의 경

우 이미 대사적 건강 상태와 방광암 발생의 관계성이 연

구되었다. 우리나라 남성 인구로 진행한 연구에서 정상 

체중이라도 대사적으로 불건강한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

우에 비해 방광암의 발생률이 증가하였고, 대사적 위험 

인자 수와 발생률은 양적인 연관성이 있었다. 즉, 대사적

으로 불건강할수록 방광암 발생률 또한 증가하였다.10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여성 인구의 대사적 건강 상

태에 따른 방광암 발생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의 대사적 건강 상태가 방광암 발생

의 독립적 위험 요인 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데이터와 연구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약 98% 인구가 가입되어 있고, 보험 가입자

는 2년에 한번 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

다.11 2013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가

입자의 약 68%가 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므

로 건강검진 데이터는 대한민국 국민의 검사 결과, 질병

의 진단, 치료 등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 있다.12 이 연구에

서는 건강검진 빅데이터 중 여성 집단의 나이, 병력, 복용 

약물, 사회적 과거력, 신체 지수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revision, ICD-10)에 기반한 질환 등을 알아보았

다.

2009년 1월부터 2012년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

단을 통해 건강검진을 시행한 여성 인구 중 중복된 경우

와 환자 데이터가 불충분한 경우 그리고 이미 방광암 환

자인 경우를 제외하여 총 11,461,618명을 대상으로 분석

을 진행하였다. 체질량지수는 환자의 몸무게와 키로 계산

하였다. 대사적 건강상태는 건강검진 검사 결과로 나누었

다.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ICD-10)에 따라 C67 코드가 

새롭게 부여된 것으로 방광암의 진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 계획안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연구윤리위원

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았음으로 연구 대상 사전동의 필요

성은 면제되었다(No. 2017GR0219). 연구 대상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환자의 식별 번호는 익명으로 처리하

였다.

2. 비만과 대사적 건강의 정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서 아시안 인종을 위해 제시한 비만도 기준은 다음과 같

이 4단계로 집단으로 분류된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18.5 kg/m2미만을 저체중, 18.5 kg/m2이상 23 

kg/m2미만을 정상체중, 23 kg/m2이상 25 kg/m2미만을 

과체중, 25 kg/m2이상 30 kg/m2미만을 비만으로 그리

고 30 kg/m2이상을 고도비만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서 신체적 비만(physically obese)은 체질량지수 25 kg/

m2를 기준으로 25 kg/m2이상인 경우 비만 체중으로 25 

kg/m2미만인 경우는 정상 체중으로 정의하였다.13

대사적 건강 상태에서 불건강함(metabolic unhealth)

은 2001년도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NCEP)의 Adult Treatment Panel III 보고서에서 제시

한 다음의 5가지 진단 기준 중 3가지 이상인 경우로 정의

하였다. 복부 둘레가 90 cm 이상인 경우, 혈청 중성지방

(triglyceride) ≥150 mg/dL인 경우, 혈청 고밀도 지질

단백질(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40 

mg/dL인 경우, 혈압 ≥130/85 mmHg이거나 고혈압 약

을 먹는 경우 마지막으로 공복 혈당 ≥100 mg/dL이거나 

당뇨약을 먹는 경우이다.14 대사적 건강 상태를 진단할 때 

5분 이상 휴식 후 측정한 혈압과 8시간 이상 금식 후 시행

한 혈청검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그 외 현재 흡연자이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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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년 이상인지, 하루에 30 g 이상 알코올을 섭취하는지, 1

주일에 1회 20분 이상 운동을 하는지 등의 데이터는 자가 

문진 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

비만도에 따른 방광암 발생 위험비를 알아보기 위하

여 WHO에서 아시안 인종을 위해 제시한 비만도로 하

위 집단을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체질량지수와 대사적 

건강 상태를 조합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을 나누어 보았

다. 정상 체중이면서 대사적으로 건강한 집단(metabolic 

healthy normal weight), 정상 체중이면서 대사적으로 

불건강한 집단(metabolic unhealthy normal weight), 

비만 체중이면서 대사적으로 건강한 집단(metabolic 

healthy obese) 그리고 비만 체중이면서 대사적으로 불

건강한 집단(metabolic unhealthy obese)의 방광암 발

생 위험비를 구해보았다. 방광암은 80% 이상이 65세 이

상의 인구에서 첫 진단이 된다.15 따라서 65세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고, 각 집단을 앞서 나눈 4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방광암 발생 위험비를 알아보았다.

3. 통계 분석

연구 대상의 흡연력, 음주력, 질환의 진단 여부 등과 같

은 범주형 자료는 표본의 수와 백분율을 제시하고 연령, 

체질량 지수 등과 같은 연속형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

를 제시하였다. 다변량 Cox 회귀 분석을 통해 각 변수 간 

영향이 보정된 방광암 발생의 위험비와 신뢰구간을 분석

해보았다. 환자의 흡연력, 음주력,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

는지 여부와 소득 분위를 통제 변수로 지정하였고 p값은 

0.001 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분석하였

다. 통계 프로그램으로는 SAS 버전 9.3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 집단의 기본 특성

이 연구에서는 2009년도 1월부터 2012년도 12월까

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한 여성 환자의 데

이터 중 중복되는 경우에는 첫번째로 시행한 데이터를 사

용하였고, 분석을 진행하기에 데이터가 불충분한 환자

나 이미 방광암 진단 코드가 있는 환자를 제외하였다. 총 

11,461,618명의 검진 결과가 분석되었다. 그 중 정상 체

중이고 대사적으로 건강한 집단은 6,961,274명, 대사

적으로 불건강한 집단은 1,445,034명으로 각 60.74%, 

12.61%를 차지하였다. 비만 체중 중 대사적으로 건강한 

집단은 1,348,898명 불건강한 집단은 1,706,412명으로 

각각 11.77%, 14.88%를 차지하였다. 즉, 우리나라 여성

은 약 60%가 신체적, 대사적으로 모두 건강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4개 집단의 기본적 특성을 Table 1에 정리해 보았다. 

추적 관찰 기간은 평균적으로 5.4±1.1년으로 평균 나이

는 48±11.55세, 평균 체질량지수는 23.19±2.13 kg/m2

이었다.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총 3,893명의 방광암 환자

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에서의 방광암 발생 

인년은 10,000명당 0.62인년임을 알 수 있었다. 

신체적으로 비만인 집단과 아닌 집단으로 나누어 시행

한 분석 결과 체질량지수가 25 kg/m2 미만인 정상 체중

군에 비해 25 kg/m2 이상인 비만 체중군의 나이, 흡연력, 

음주력, 운동량,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및 복부 둘레, 혈

압, 공복 혈당과 지질단백질 값 모두가 통계학적으로 유

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p<0.001). 그 중 흡연력, 음주력

과 운동량은 정상 체중인 경우가 비만 체중군에 비해 백

분위 값이 높았고, 반대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복부 

둘레, 혈압 공복 혈당과 지단백질 불균형은 비만 체중군

에서 높았다.

2. 대사적 건강 상태와 방광암 발생의 연관성

체질량지수와 대사적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5가지 기

준에 해당하는지 유무에 따라 보정된 방광암의 발생 위험

비를 다변량 Cox 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Table 2). 먼

저 WHO에서 아시안 인종을 위해 제시한 비만도 기준으

로 나눠보면 체질량지수 18.5 kg/m2에서 23 kg/m2를 기

준으로 체질량지수가 높으면 방광암 발생 위험이 높았고, 

위험비의 크기도 비만도가 증가하면서 증가하였다. 반대

로 저체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발생률의 차

이가 없었다. 5가지의 대사증후군의 기준 요인들 모두 각 

기준에 해당하여 대사적으로 불건강하면 방광암 발생 위

험이 높았다. 발생 위험비 중에서 고밀도 지단백이 낮은 

요인의 값이 가장 높았다. 통제 변량은 환자의 나이, 흡연

력, 음주력, 운동 여부와 소득 분위수로 지정하였다. 

대사적 건강 정도에 따른 방광암 발생 누적 발생률을 카

플란-마이어 생존 분석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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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대사적 불건강함에 해당하는 요인의 개수가 증

가할수록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방광암 누적 발생률

이 증가하였다(p<0.001). 즉, 대사적으로 불건강한 정도

가 심할수록 방광암 발생 위험성은 증가함을 알 수 있었

다. 

환자의 신체적 비만도와 대사적 건강도 중 방광암 발

생의 위험 요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체중

과 대사적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나눈 4개의 하위 집단

의 보정된 위험비를 다변량 Cox 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

다(Table 3). 정상 체중이고 대사적으로 건강한 군을 기

준으로 비만 체중이고 대사적으로 건강한 군의 방광암 

발생 위험성은 차이가 없었다(위험비, 0.997; 신뢰구간, 

0.887–1.12). 반면 대사적으로 불건강한 2개의 집단 모두 

기준 집단에 비해 방광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대

사적으로 불건강하고 비만 체중인 집단의 발생 위험비가 

가장 높았다(위험비, 1.288; 신뢰구간, 1.187–1.398). 따

라서 대사적 건강상태가 단순 체중보다는 방광암 발생의 

더 큰 기여도를 가진 위험 요인임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또다른 하위 집단 분석으로는 나이 65세를 기준으로 분

류하고 하위 집단을 다시 4개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해 보

았다(Table 4). 그 결과 65세 기준 미만인 집단, 이상인 

집단 모두에서 기준 집단에 비해 대사적으로 불건강한 집

단이 신체적 비만과 상관없이 방광암 발생 위험성이 높았

다.

마지막으로 체질량지수를 WHO에서 아시안 인종을 위

해 제시한 비만도 기준으로 나누고 하위 집단 분석을 해

보았다(Fig. 2). 비만이 심해질수록 방광암 발생 위험성은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나, 모든 비만도 집단에서 대사적으

로 건강한 집단은 기준 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그와 다르

게 대사적으로 불건강한 집단은 저체중 집단을 제외한다

면 모든 비만도에서 방광암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였다.

고      찰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사적 건강이 방광암 발생의 독립적 위험 요인인지를 알

아보았다. 대사적으로 건강하고 정상 체중인 집단과 비

교하였을 때 대사적으로 불건강한 집단은 정상 체중이라 

할지라도 방광암 발생 위험이 1.237배 증가하였다(위험

비, 1.237; 신뢰구간, 1.137–1.345). 즉, 대사적으로 불건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tratified by body mass index and metabolic health status

Characteristic
Body mass index <25 (kg/m2) Body mass index ≥25 (kg/m2)

Healthy Unhealthy Healthy Unhealthy

Number 6,961,274 1,445,034 1,348,898 1,706,412
Age (yr) 44.04±13.5 61.13±11.61 49.06±12.43 58.52±11.79
   <40 2,357,429 (33.86) 34,375 (2.38) 236,124 (17.5) 76,609 (4.49)
   40–65 4,066,449 (58.42) 841,249 (58.22) 960,155 (71.18) 1,073,992 (62.94)
   >65 537,396 (7.72) 569,410 (39.4) 152,619 (11.31) 555,811 (32.57)
Smoking 298,919 (4.29) 55,603 (3.85) 49,703 (3.68) 61,284 (3.59)
Drinking 77,033 (1.11) 9,692 (0.67) 14,353 (1.06) 12,828 (0.75)
Exercise 3,140,395 (45.11) 559,715 (38.73) 602,692 (44.68) 651,594 (38.19)
Diabetes 119,131 (1.71) 340,065 (23.53) 28,517 (2.11) 408,377 (23.93)
Hypertension 665,981 (9.57) 845,459 (58.51) 249,557 (18.5) 1,064,366 (62.37)
Dyslipidemia 612,757 (8.8) 765,699 (52.99) 178,012 (13.2) 817,552 (47.91)
Body mass index (kg/m2) 21.35±2.03 22.86±1.65 27.12±2.06 27.92±2.51
WC (cm) 71.53±6.23 79.15±6.18 83.13±6.98 87.89±6.88
Systolic BP (mmHg) 114.63±13.57 129.4±15.62 120.71±13.95 131.33±15.4
Diastolic BP (mmHg) 71.52±9.22 78.76±10 75.08±9.37 80.26±9.98
FBG (mg/dL) 90.26±13.42 107.98±30.34 92.02±13.65 108.44±29.4
TG (mg/dL) 189.53±34.13 206.2±43.11 200.95±34.63 207.62±41.41
HDL (mg/dL) 61.7±15.93 51.74±16.74 59.2±16.08 51.37±16.86
LDL (mg/dL) 110.17±30.95 122.18±39.72 121.38±31.6 123.32±38.2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Smoking: either current smoker or more than 5 pack-years, Drinking: 30 g or more of alcohol consumer per day, Exercise: having 20 minutes or more 
exercise on 1 day per week, Diabetes: fasting blood glucose level ≥100 mg/dL or taking medication, Hypertension: resting blood pressure ≥130/80 mmHg 
or taking medication, Dyslipidemia: fasting triglyceride serum level ≥150 mg/dL, high density lipoprotein <40 mg/dL, WC: waist circumference, BP: 
blood pressure, FBG: fasting blood glucose, TG: triglyceride, HDL: high-density lipoprotein, LDL: low-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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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함은 방광암 발생 독립적 위험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대사적 불건강함를 정의하는 5가지의 기준에 부

합하는 개수가 많아질수록 방광암의 누적 발생률은 유의

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대사적으로 불건강할수록 방광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에 제

시한 하위 집단 분석을 보면 비만도를 기준으로 다변량 

Cox 회귀 분석 결과 정상 체중 집단에 비해 비만인 그룹

의 위험비가 1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비만도가 높을수록 

위험비의 크기도 증가하였다(Table 2). 결론적으로 신체

적 비만과 대사적 불건강은 모두 방광암 발생의 위험 요

인이고 기여도는 대사적 불건강함이 더 큼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와 같은 결과를 도출한 여러 선제 연구가 있었

다. 우리나라 남성을 대상으로 비만도와 대사적 불건강함

이 방광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에 따르면 비만하

거나 대사적으로 불건강할 시 방광암 발생 위험비가 높았

다.10 유럽의 11개의 코호트 연구들로 시행한 메타 분석

에서도 비만은 방광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결론이 도출

Table 2. Association between bladder cancer incidence and each metabolic health status criteria

Variable Number Bladder cancer events Duration,  
person-years

Incidence rate,  
per 1,000 person-years

Multivariable-adjusted,  
hazard ratio* (95% CI)

Body mass index (kg/m2)
   <18.5 662,013 116 3,450,098.73 0.03362 0.867 (0.717–1.048)
   18.5–23 5,270,477 1,343 28,023,179.01 0.04792 1 (reference)
   23–25 2,473,818 1,002 13,341,792.63 0.0751 1.110 (1.023–1.205)
   25–30 2,642,578 1,240 14,241,563.24 0.08707 1.112 (1.029–1.202)
   >30 412,732 192 2,172,699.62 0.08837 1.260 (1.083–1.466)
WC (cm)
   >90 7,508,000 1,743 39,970,820.81 0.04361 1 (reference)
   ≤90 3,953,618 2,150 21,258,512.42 0.10114 1.138 (1.066–1.214)
Hypertension
   No 7,202,349 1,345 38,322,069.58 0.0351 1 (reference)
   Yes 4,259,269 2,548 22,907,263.64 0.11123 1.191 (1.108–1.279)
Diabetes
   No 8,396,860 2,217 44,854,186.32 0.04943 1 (reference)
   Yes 3,064,758 1,676 16,375,146.9 0.10235 1.191 (1.116–1.27)
TG (mg/dL)
   No 8,323,408 2,029 44,322,894.53 0.04578 1 (reference)
   Yes 3,138,210 1,864 16,906,438.69 0.11025 1.201 (1.126–1.281)
HDL (mg/dL)
   No 7,405,177 1,746 39,379,744.44 0.04434 1 (reference)
   Yes 4,056,441 2,147 21,849,588.78 0.09826 1.225 (1.149–1.307)
Metabolic health status
   Healthy 8,310,172 1,763 44,261,406.66 0.03983 1 (reference)
   Unhealthy 3,151,446 2,130 16,967,926.57 0.12553 1.267 (1.185–1.355)

Bladder cancer incidence were higher in each and every metabolic unhealthy criteria. 
CI: confidence interval, WC: waist circumference, TG: triglyceride, HDL: high-density lipoprotein. 
*Adjusted for age, smoking history, alcohol history, exercise history, and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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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umulative probability of bladder cancer by Kaplan-
Meier estimates of survival curves. The subgroups were 
divided into six groups by the number of components of 
metabolic health status criteria (log-rank test, p<0.001). As 
the number of metabolic unhealthy criteria increased, the 
cumulative incidence of bladder cancer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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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16 대사적으로 불건강함과 방광암 발생에 관련하

여 유럽에서 진행한 코호트 연구들의 체계적 문헌 고찰에

서 대사증후군이 진단된 남성 환자에서 방광암 발생이 증

가하였다.17 이와는 다르게 상반된 결과를 도출한 연구들

도 있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행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나이, 흡연력과 성

별을 통제하였을 때 체질량지수와 방광암의 발생률은 성

별에 따라 상이했다. 남성으로 시행한 분석에서 체질량지

수 23.0–24.9 kg/m2이 대조군일 때 25–29.9 kg/m2 군

은 19% 방광암 발생률이 높았고 30 kg/m2 이상 군은 차

Table 4. Subgroup analysis stratified by age 65 for bladder cancer incidence

Age (yr) Number Bladder cancer events Duration,  
person-years

Incidence rate,  
per 1,000 person-years

Multivariable-adjusted,  
hazard ratio* (95% CI)

<65
   Metabolic healthy normal weight 6,423,878 823 3,4138,438.75 0.02411 1 (reference)
   Metabolic unhealthy normal weight 875,624 327 4,733,397.24 0.06908 1.219 (1.156–1.285)
   Metabolic healthy obese 1,196,279 197 6,375,848.85 0.0309 1.045 (0.973–1.123)
   Metabolic unhealthy obese 1,150,601 395 6,171,373.92 0.06401 1.095 (1.040–1.152)
≥65
   Metabolic healthy normal weight 537,396 588 2,903,198.61 0.20254 1 (reference)
   Metabolic unhealthy normal weight 569,410 723 3,040,035.77 0.23783 1.172 (1.049–1.309)
   Metabolic healthy obese 152,619 155 843,920.45 0.18367 0.981 (0.822–1.172)
   Metabolic unhealthy obese 555,811 685 3,023,119.64 0.22659 1.154 (1.035–1.287)

In both subgroups, metabolic unhealthy groups have higher bladder cancer incidence than metabolic health groups regardless body mass index. 
CI: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age, smoking history, alcohol history, exercise history and income level.

Table 3. Comparison of bladder cancer incidence among the 4 groups stratified by metabolic health status and weight

Group Number Bladder cancer events Duration,  
person-years

Incidence rate,  
per 1,000 person-years

Multivariable-adjusted,  
hazard ratio* (95% CI)

Metabolic healthy normal weight 6,961,274 1,411 37,041,637.36 0.03809 1 (reference)
Metabolic unhealthy normal weight 1,445,034 1,050 7,773,433.01 0.13508 1.237 (1.137–1.345)
Metabolic healthy obese 1,348,898 352 7,219,769.3 0.04876 0.997 (0.887–1.120)
Metabolic unhealthy obese 1,706,412 1,080 9,194,493.56 0.11746 1.288 (1.187–1.398)

Compared to metabolic healthy normal weight group, bladder cancer incidence was higher in both metabolic unhealthy normal weight group and 
metabolic unhealthy obese group. Conversely,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incidence of bladder cancer in the metabolic healthy obese group. 
CI: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age, smoking history, alcohol history, exercise history and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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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었다. 여성의 경우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18 네덜란드의 남성 인구로 시행한 전향적 코호트

에서는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방광암의 발생률이 줄

어드는 결과를 발표하였다.19 따라서 아직 비만과 대사적 

건강 상태 모두 방광암과의 연관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

다.

이 연구는 남성 인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선제 연

구 결과와 다른 점이 있었다. 같은 기간 동안 남성 인구

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와 비교하면 남성은 평균 체질

량지수 24.2±1.9 kg/m2으로 여성보다 높았고, 방광암 

발생 인년 또한 10,000명당 2.79로 약 4.5배 높았다. 또

한 다변량 통제를 통한 하위 집단 분석에서 남성은 여성

과 달리 정상 체중의 대사적으로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비만 체중의 대사적으로 건강한 집단이 6.6% 더 방광암

이 생기는 결과를 보였다.10 즉, 남성은 대사적으로 건강

해도 비만 체중이라면 여성보다 방광암 발생에 취약함

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 비만과 여성 비만의 차이로 설

명할 수 있다. 신체 구성의 남녀 차이는 여러 연구로 정립

되었다. 여성은 남성의 비해 근육 대비 지방의 양이 많고 

체질량지수가 증가하여도 이 경향성은 유지된다. 하지만 

여성은 갈색 지방의 양이 많고 피하로 지방의 축적이 이

루어지는 반면 남성은 갈색 지방의 양이 적고 내장 지방

으로 축적이 이루어진다.20,21 내장 지방은 활동성 있는 내

분비 기관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adipokines을 포함하

는 여러 proinflammatory cytokines, procoagulant 

cytokines의 분비로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생성한다. 이

는 대사증후군의 첫 시발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내

장 지방의 활동이 다양한 growth factor, angiogenesis 

factor뿐 아니라 세포 사멸을 억제하여 많은 암의 발생과

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22 즉,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남

성은 비만이라면 내장 지방의 축적이 여성보다 유의하며, 

아직 대사적 질환이 진단되지 않았더라도 방광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암 진단 코드로 방광암

의 진단 여부는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진단된 방광암의 세

부 사항은 분석하지 못하였다. 방광암의 분화도와 병기 

등 방광암의 악성도에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에 포함시키

지 못하였다. 방광암의 재발률과 암에 의한 사망률 또한 

포함되지 못하였다. 둘째로 방광암에 원인으로 가장 연관

성이 높은 흡연의 정량 분석이 어려웠다는 것이 있다. 흡

연의 정도가 심할수록 방광암의 발생과의 관련성을 분석

하지 못하였다. 셋째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시행

한 인구 집단 자체의 선택적 편향 가능성이다. 대부분 건

강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건강검진을 받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넷째, 연구 대상의 사회적 과

거력 중 이 연구의 결과와 상관성이 있는 식이 습관을 알

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첫 건강검진 데이터만으로 분

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환자의 대사적 건강상태는 시

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이 분석에 포함되지 못하였

다. 같은 맥락으로 첫 건강검진을 받기 이전 연구 대상이 

얼마동안 대사적으로 불건강한 상태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연구의 인구집단이 우리나라 여성뿐 아니라 동부 

아시아 여성의 보편성을 대표할 만큼 표본의 수가 크다는 

것과 암 진단 코드는 방광암이 진단되는 모든 환자에게 

부여되므로 방광암의 발생률의 신뢰성이 높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대사적 불건강함이 방광암의 

독립적 위험 요인 인자라는 것을 밝힌 첫 연구로서 그 의

미가 있다. 앞으로 방광암의 병리학적 데이터와 연구 대

상의 상세한 임상적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

결      론

우리나라 여성 인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

과 대사적 불건강함은 방광암 발생의 독립적 위험 요인이

다. 대사적 불건강의 정도가 심할수록 방광암의 발생 위

험성도 높아졌다. 또한 정상 체중일지라도 대사적으로 건

강하지 않다면 방광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기에 단순 

체중 관리뿐 아니라 대사적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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