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6

J Korean Soc Coloproctol: Vol. 25, No. 5, 356-62, 2009 
DOI: 10.3393/jksc.2009.25.5.356

서 론

장암(결장 및 직장암)은 세계적으로 폐암, 유방암 다음으

로 3번째로 발생수준이 높은 암종으로 세계보건기구의 추산

에 따르면 2007년 한 해에 1,160,000명(남자 630,000명, 여

자 536,000명)의 신환이 발생하여, 전체 암 발생의 약 9.4%

를 차지하고 있다.1 북미, 유럽, 그리고 호주 등 부분의 서

구 국가에서 발생수준이 높고, 중∙남미, 아시아, 그리고 아

프리카는 낮은 발생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적인 고발생지

역에속하는미국의경우전체암발생의약10%를차지하며,

매년 150,000여 명의 신규 장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남

자에서는전립선암, 폐암다음으로, 여자에서는유방암, 폐암

다음으로높은발생수준을보이고있다.2 그러나과거발생수

준이 낮았던 아시아 일부 국가(일본, 싱가폴 등)에서 최근 20

여년발생률이두배이상급격하게상승하고있다.3

우리나라는국민의생활습관이서구화되어감에따라1980년

이후 장암발생및사망수준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우

리나라에서높은암사망률을보 던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의경우최근그사망수준이꾸준히감소하는데비해, 장암

으로 인한 연간 연령보정 사망률은 남자는 1983년의 인구

100,000명당 3.0명에서 2008년의 14.5명으로, 여자는 같은

기간 2.3명에서 7.9명으로 남녀 각각 약 4.8배와 3.4배 가파

르게 증가하고 있다.4 장암의 이러한 증가양상은 발생자료

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립암센타의 전국암등록사업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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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ectal cancer has been rapidly increasing in Korea during the past decades, which was known as low risk area. The
age-standardized mortality rates increased from 3.0 to 14.5 in 100,000 for men and from 2.3 to 7.9 in 100,000 for women
between 1983 and 2008. According to the National Cancer Registry, the age-standardized incidence rates of total colorectal
cancer were increased by 7.3% and 5.5% for men and women, respectively, between 1999 and 2005, while the incidence
rates of the most prevalent cancers in Korea, such as stomach, liver, and cervical cancers, have decreased during the same
period. Westernized dietary and lifestyle-related factors seem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increased risk of colorectal cancer.
Higher intakes of red and processed meat, a lack of physical activity, obesity, and alcohol drinking have been suggested to
be risk factors for colorectal cancer in the numerous epidemiologic studies, while higher intakes of dietary fiber, green leafy
vegetables, some micronutrients abundant in vegetables and fruits, such as folate, and calcium were reported to be protective
factors. Since many of the diet and lifestyle-related factors for colorectal cancer are modifiable, it is urgently needed to set
up comprehensive primary prevention program against colorectal cancer to effectively cope with the rapidly increasing cance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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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장암은1998-2002년기간동안연간발생률이남자

의 경우 인구 100,00명당 37.9명으로 위암, 간암, 폐암 다음

으로 높고, 여자의 경우 인구 100,000명당 28.0명으로 유방

암, 갑상샘암, 위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해 전체 발생 암의 약

10%를차지하고있다.5 그런데1999년에서2005년사이우리

나라 주요 호발암의 연령 표준화 발생률의 변동을 살펴보면

남자의경우, 위암(-0.7%), 폐암(-0.2%), 그리고간암(-1.8%)

의발생은점진적으로감소하는반면, 장암(7.3%)의발생은

급증하고있다. 여자에서는위암(-0.4%), 자궁경부암(-5.2%),

그리고간암(-1.7%)의발생은감소하는반면, 유방암(+6.8%)

과 장암(+5.5%)의발생은증가하고있다. 

이와 같이 장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있는암종의하나로이제발생및사망수준을낮추고자

하는 범 국가적인 책마련이 시급한 단계에 이르 다 할 수

있다. 본소고에서는여러역학적연구를통하여보고된 장

암 발병 위험요인 또는 방어요인을 정리함으로서, 장암 발

병을 예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장암발병관련요인

어떠한요인이 장암의발생위험을증가시킬것인가에

한 연구는, 국가 간1 그리고 이주민집단6,7에서 보여진 장암

발생과 사망8의 특징적 양상으로 해서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

경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9 이와 같

이 인구집단에서 장암 발병위험도(확률)를 현저하게 높이

거나 낮추는 발병요인(risk factors) 또는 방어요인(protec-

tive factors)에 관하여는 신빙성있는 연구보고들이 많다. 최

근 세계암연구재단(World Cancer Research Fund)과 미국

암연구소(American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가 기

존의연구결과를종합하여발표한자료에따르면,10 장암의

95%를 차지하는 선암(adenocarcinoma)에 한 연구로 국

한해서,11 신체활동은 장암 발병위험을 낮추고, 붉은 고기

와가공육, 음주, 비만, 그리고성인시신장등은발병위험을

높이는것으로보고한바있다(Table 1). 

식이요인(Dietary factors)

식이요인은오랫동안 장암발병에가장큰 향을미치는

환경적요인으로알려져왔다.12 동물이나인체를 상으로한

실험실적연구, 국가간비교연구, 그리고환자- 조군연구나

코호트연구와같은분석적역학연구를통해여러가지음식

군과 양소들이 장암발병과인과적연관성이있는것으로

거론 되었고, 이는 후에 장암 발암기전의 분자생물학적 지

식과부합되는것으로밝혀지기도하 다. 미국과학원(Nati-

onal Academy of Sciences)13과 세계보건기구(WHO)14의 보

고서와 최근 발행된 세계암연구재단과 미국암연구소의 보고

서10에 따르면, 붉은 고기 및 가공육 섭취, 그리고 고지방식이

(특히 포화 지방성분)가 장암 발병의 확실한 위험요인이라

밝히고있다.

붉은고기(red meat)와가공육(processed meat), 그리고

조리방법

육류섭취와 장암의 발생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부분의

연구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와 햄, 소시지, 베

이컨 같은 가공육의 섭취가 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음

을확인하고있다.15-18 최근15개의전향적코호트연구결과를

종합한메타분석결과에따르면,19 육류하루 120 g 섭취 증가

에 따라 장암의 발생위험은 28% 상승하고, 가공육의 경우

30 g 섭취당약9% 위험도가상승한다고보고하고있다. 한편

Gerhardsson 등20은 튀긴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은 결장암

(2.7배)와 직장암(6배)의 발생위험이 상승하 다고 했고, 잘

익힌 고기를 선호하는 사람에게서 약 3.5배의 장암 발생위

험의상승을보고하 다.21 

Table 1. Nutrition, physical activity, and cancers of colon and
rectum*

Decrease risk
Level of 

evidence
Increase risk

Convincing Physical activity Red meat, processed meat
Alcoholic drinking (men)
Body fatness
Adult attained height

Probable Foods containing Alcoholic drinks (women)
dietary fiber

Garlic
Milk
Calcium

Limited- Non-starchy vegetables Foods containing iron
suggestive Fruits Cheese

Foods containing folate Foods containing animal fats
Foods containing Foods containing sugars

selenium
Fish
Foods containing 

Vitamin D

*Adapted from ‘World Cancer Research Fund, American Institute of
Cancer Research. Food, Nutrition, Physical Activity and the Prevention
of Cancer: a Glob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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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에 의한 이러한 효과의 생물학적 기전으로는 장내 세

균에의해발암성물질인N-nitroso 화합물이생성되거나,22

육류가 고열로 요리되는 과정에서 생겨하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heterocyclic amine)과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에의한것23,24으로설명하고있다.

동물성지방/포화지방산

동물성지방또는육류섭취가 장암발생과관련이있다는

가설은 한 나라의 일인당 육류 혹은 동물성지방 소비량과

장암으로인한사망률을상호비교한상관성연구25,26에서도출

되었다. Potter 등27은이들연구를정리하여국가간 장암으

로 인한 사망률 차이의 약 67% 는 섬유소 섭취부족과 더불어

동물성지방의소비에의해설명된다고주장하 다. 고지방섭

취군과그렇지않은집단을추적, 관찰하면서 장암발생수준

의차이를비교하는코호트연구에서도초기연구하나28를제

외하고는모두양의관련성을보고하고있다.15-17,29 기타동물

실험이나 실험연구를 통해서도 동물성 지방이 장암의 발암

기전에직접관계한다는연구결과가많이보고되고있다.30,31 

동물성지방의이와같은암항진효과(promoting effect)에

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작용기전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로,

총 열량의 40%가 지방성분인 서구인의 식사에서는 위장관벽

에서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의 분비가 일어나고,32,33

이처럼 분비된 담즙산, 특히 박테리아 효소에 의해 활성화된

이차담즙산인데옥시콜린산(deoxycholic acid)이나리소콜

린산(lithcholic acid)은장관벽세포의 재생속도를 증가시킴으

로서 발암과정을 항진시키거나, 둘째, 지방의 사과정에서

생겨난 지질과산화기(lipid peroxidation radical)에 의해발

암과정이 항진되기도 하고,34 셋째, 특정 지방산이 장관벽에

흡수돼장막의유동성에변동을일으키고, 이로인해장내발

암물질에 한 달라진 반응으로 인해 발암과정이 진행된다는

가설도제기되었다. 끝으로, 지방의암항진효과는특정지방

성분에 의해서라기보다 칼로리가 조 한 지방 자체의 특성에

의한것이라설명되기도한다.

섬유소/야채류/과일류

섬유소섭취부족이 장암발병과인과적관련성이있다는

생각은서구사회와아프리카지역에서 장질환에 한발병

양상의비교연구를통해서제기되었다.35 즉섬유소섭취가많

은 아프리카의 여러 종족에서 서구사회에 비해 맹장염, 결장

의 게실성질환, 장선종, 장암 등의 발생이 적음이 확인되

었고, 여러나라의섬유소섭취양과연령보정결장암사망률

과의 관련성을 본 상관성 연구에서 -0.5의 상관성이 있음이

보고되기도했다. 그후많은역학적연구에서섬유소함유음

식을 적게 섭취하는 집단에 비해 많이 섭취하는 집단에서

장암 발생이 감소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메타분석을 통해

이를정리한Trock 등36의연구에따르면 장암발생위험이

반(상 위험도0.53, 95% 신뢰구간0.47-0.61)으로감소한다

고하 고, Howe 등37은여러나라에서수행된13개의환자-

조군연구의1차자료를종합하여5,287명의환자군과10,470

명의 조군을분석하면서섬유소성분에의한보호효과는성,

연령, 직장을 포함해 장의 세부부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관찰되었고, 뚜렷한 선형적 양-반응관계(monotonic dose-

response trend)를보이고있다고하 다. 그러나최근Har-

vard Pooling Project에서13개의전향적코호트연구를종합

한연구에따르면, 다른식이요인의 향을보정할경우, 식이

섬유에의한보호효과는통계적유의성을잃는다고보고한바

있다.38

장암과 섬유소와의 역학적 관련성이 다소 불확실해 보이

는 것은 많은 역학 연구에서 섬유소 섭취가 계량화되는 방식

이서로상이하고, 섬유소의구성자체가워낙다양한것에서

기인하는것으로이해되고있다.39 최근Freudenheim 등40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결장암에 한 섬유소의 암 억제 효과는

insoluble cereal fiber에서만관찰된다고하 고, 동물실험에

서도wheat bran이나cellulose와같은비수용성섬유소만이

종양발생을억제하고있음을보고하고있다.41

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섬유소의 이와 같은 효과는 첫째,

섬유소 섭취로 음식물의 결장 통과 시간이 단축되고 이로 인

해음식물내발암물질과장벽의접촉이감소하게된다는설,

둘째, 담즙산와 같은 장내 발암물질이 섬유소에 의해 희석됨

으로서 이들의 향이 중화된다는 설, 셋째, 담즙산에 향을

주는장내세균의변화, 넷째, 특정섬유성분에의한장내pH

의 저하와 이로 인한 지방산과 답즘산의 탈이온화(deioniza-

tion)에의한다는가설등으로설명되고있다.42

한편, 서구사회에서섬유소섭취의반이상을차지하는야채

류 및 과일섭취의 효과는 섬유소에 의한 암억제 효과와 분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이는 야채/과일류에는 항암효과

가 있는 것으로 거론되는 항산화제(antioxidants), 엽산(folic

acid), 프로테아제 저해제(protease inhibitors), 페놀(phe-

nols), 그리고 티오시안산염(thiocyanate) 등과 같은 미세

양소와non-nutritive phytochemicals 가많이함유되어있

어이들에의한화학적항암효과가보다큰역할을한다는것

이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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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ium, Vitamin D

국가 간 칼슘섭취나 우유 등 낙농제품의 과다와 장암 사

망률을 상호 비교한 상관성연구44를 통해 칼슘섭취가 장암

발생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처음 제기되었고,

Garland 등45은미국북부에서남부로갈수록 장암사망률

이 감소하는 것은 체내 2,5-hydroxyl vitamin D 농도와 관

련이있다고주장하 다. 이후많은분석적역학연구가수행

되었으나 일관된 성적을 얻지 못하 다. Bergsma-Kadijk

등46이24개연구를메타분석한결과에따르면0.89 (95% 신

뢰구간 0.79-1.01)라는 관련성 지표를 제시하고 있어 칼슘섭

취에 의한 장암 발생 억제 효과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부

정하고있다. 그러나최근결장선종환자를 상으로수행된

임상시험47에서칼슘제제에의한 장상피세포의증식억제

가관찰되고있고, 10개의코호트연구를합하여분석한Pool-

ed analysis에서 식이 및 보충제 칼슘을 많이 섭취한 집단에

서 장암 발생위험이 약 22% 감소한 것으로 보고48되고 있

어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기전적으로는 섭

취된칼슘이담즙산이나지방산과결합하거나 장상피세포

에 직접 작용하여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있다.

엽산

Lashner 등49이 궤양성 장염 환자를 상으로 한 환자-

조군연구에서엽산보충제를장기복용한이들에서 장암

발병률이 절반이었다고 보고한 이래, 엽산은 코호트 연구와

환자- 조군연구등많은역학적연구에서비교적일관되게

장암 발병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관찰되어 왔다. 최근 수행

된코호트연구에 한메타분석연구에서 장암발생과식이

섭취 엽산 사이에 분명한 양-반응관계를 보이기도 하 고,50

국내에서600여명의 장암환자와이에상응하는 조군으

로수행한연구에서엽산고섭취군은저섭취군에비해약46%

의 장암발생위험이감소함을보고한바있다.51

엽산은 시금치, 상추와 같은 녹황색 채소에 많이 함유되고

있고, DNA 합성, 재생, 그리고 methylation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할뿐더러, 엽산 사를 조절하는 Methylenetetrahy-

drofolate reductase 효소의 유전적 다형성과 알콜섭취수준

에따라그효과가달라지기도한다.52 

육체적활동수준

최근 장암 발생률이 높은 서구국가를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들에 따르면 식이요인 이외에 육체적 활동량의 부족이

발생 위험요인으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육체적 활동량

과 결장-직장암 발생위험과의 관련성에 한 의심은 일찍이

결장-직장암의국가간발생수준의차이가그나라의산업화

의정도와연관이되어있다는상관성연구결과35와맥박수가

높은 사람에게서 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코호트

연구53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서 Garabrant 등54이 암등

록자료를통해확보한결장-직장암환자를 상으로이들의

직업을 육체적 활동량에 따라 범주화한 후 노동량이 많은 직

업군에서 결장암의 발생 위험이 감소되어 있음을 처음으로

보고한 이래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환자- 조군 연구55,56와

코호트 연구57에서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최근 수행된

메타분석에따르면, 일과시간뿐아니라여가시간에서의육체

적 활동량도 결장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여자에서는 여가시간 활동에 해서만 결장암 발생 위

험이감소하는것으로관찰되고있다.58

그러나 상 적으로 일관된 연구 성적을 제시하고 있는 육

체적활동량에의한 장암, 특히결장암억제효과는다음과

같은기전으로설명되고있다. 첫째, 신체활동으로인하여장

의연동운동이활발해지면 변의장내통과시간이짧아지게

되거나,59,60 운동에 의해 체내 prostaglandin의 생산이 증가

하여 장 연동을 촉진시킨다는 주장 등61이 있는데, 이는 모두

변의 장내 통과시간이 짧아짐으로서 변 내 발암물질과

장 점막이 접촉할 시간이 줄어들어 발암과정을 억제한다는

Burkitt 등62의 가설(transit time theory)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담즙산의 생산에 관계하는 호르몬, 간에서 담즙산으로

전화하는콜레스테롤, 그리고암종의성장에관계하는inter-

leukin-1 등의물질이운동에의해 향을받는다는가설63도

있고, 셋째, 비활동성이 인슐린 저항과 고 인슐린 혈증의 강

력한결정인자라는사실64과인슐린이실험실에서장점막세

포와 장암세포의주요한성장인자로작용한다는점65에근

거해고인슐린혈증의 향으로설명66하기도한다.

음주

알코올의경우광범위한문헌고찰에서환자- 조군연구에

서나코호트연구에서, 남녀공히, 그리고결장암과직장암모

두 어느 정도 발생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결론내려지고 있다.

최근475,000여명의8개코호트추적에서확인된4,600명의

장암 환자를 상으로 한 pooled analysis에서 하루 45 g

ethanol 이상의고알코올섭취군은비음주자에비해41% 장

암발병위험을증가한다고보고한바있다.67 그리고이러한관

련성은주종과관련없이관찰되었다. 알코올에의한발암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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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설은 알코올의 사산물인 아세타알데

하이드(acetaldehyde) 자체가발암물질로역할하고, 장내벽에

서 엽산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체내에서 DNA 합성에 필수적

인엽산을파괴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52

비만

체질량지수로 평가된 비만수준은 부분의 코호트 연구에

서 장암 발병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28개 코호트 연구로 수행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체질량지수

가5 증가할때마다 장암발병위험은15% 증가하는것으로

종합하 다.10 이연구에따르면비만은직장암보다는결장암

에 보다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러한

전체적인 비만도와는 독립적으로 엉덩이 둘레나 허리-엉덩

이둘레비로계량화한복부비만도 장암발병위험을높이는

것으로보고되었다.68

비만에 의한 체내 지방 축적은 인슐린, 에스트로겐과 같은

발암성을 높이는 체내 호르몬 수치를 높이거나, 인슐린 민감

도를 떨어뜨리고, 신체의 면역반응에 향을 미친다.69 한편

비만이 장암 발병에 미치는 기전은 상당 부분 신체 활동에

의한 기전과 공유되고 있기에 향후 이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

으로평가하는역학적연구의수행이필요하다.70

결 론

서구사회에서 발병수준이 높았던 장암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향을 가장 많이 받은 암종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많은 역학적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붉은 고기 및

가공육의 섭취, 비만, 신체운동량 저하, 그리고 음주 등이 가

장 일관되게 장암 발병과의 관련성을 보고해오고 있다. 

장암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 및 사망수준에서 가장 빠르게 증

가하는암종중의하나로, 이는서구화된식이및생활습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증가추세

를멈추기위해, 지금까지의역학적연구를토 로 장암발

병 1차 예방을 위한 범 국가적인 노력이 보다 집중적으로 경

주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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