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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An association between past history of hepatitis B virus (HBV) infection and pancreatic 

cancer (PC) has recently been reported. We investigated whether HBV and hepatitis C virus (HCV) infections 
are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PC in Korea.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cruited patients with PC 
and sex- and, age-matched control patients with stomach cancer (SC) during the previous 5 years. Serum 

HBsAg and anti-HCV were examined, and data on smoking, alcohol intake, diabetes, and the history of 
chronic pancreatitis (CP) were collected. Results: A total of 506 PC and 1008 SC were enrolled, with 
respectively 58.1% and 97.3% of these cases being confirmed histologically. The mean age and sex ratio 

(male:female) were 63.5 years and 1.5:1 in the PC patients and 63.9 years and 1.5:1 in the SC patients 
respectively (P>0.05). The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in univariate analysis were 0.90 
(0.52-1.56; P=0.70) for HBsAg, 1.87 (0.87-4.01; P=0.11) for anti-HCV, 2.66 (2.04-3.48; P<0.001) for the 

presence of diabetes, 2.30 (1.83-2.90; P<0.001) for smoking, 1.14 (0.89-1.46; P=0.31) for alcohol intake, and 4.40 
(1.66-11.66; P=0.003) for the history of CP. Independent risk factors for PC were presence of diabetes (OR, 
2.67; 95% CI, 2.00-3.56; P<0.001), smoking (OR, 2.49; 95% CI, 1.93-3.21; P<0.001) and history of CP (OR, 4.60; 

95% CI, 1.56-13.53; P=0.006). Conclusions: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seropositivity for 
HBsAg or anti-HCV and PC. Further studies are warranted to clarify the association between HBV infection 
and PC in regions where HBV is endemic. (Korean J Hepatol 2010;1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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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췌장암은 국내 발생률이 십만 명당 7.6명 정도이

나 발생 빈도가 이 과 비슷한 수 이고 재 체 

암  9 로 보고되나, 최근 한국인의 주요 10  

암 에서 5년 생존율이 유일하게 감소할 만큼 

90%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미국

의 췌장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10.9명 정도이고, 사

망률은 암으로 인한 사망  4번째에 해당한다.2,3 

50세 이상의 고령, 남자, 육류나 지방 성분이 많은 

식사를 하는 사람, 흡연자, 만성 췌장염 환자 등에

서 췌장암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

뇨와도 깊은 연 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6 

B형간염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와 C

형간염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는 간세포

암 발생의 주요한 험인자이며 간내담도암  간 

외의 비호지킨림 종의 발생과도 연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7-9 한편, 미국에서 시행된 규모의 

HCV와 췌장암을 포함한 간담도암과의 련성에 

한 보고에서 HCV가 췌장암의 발생을 약간 증가

시키는 듯 보 으나, 알코올, 췌장염, 담석 등의 다

른 험인자를 추가로 보정한 후에는 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0
 간과 췌장은 해부학 으로 

과 담  등을 공유하고 있어 B형간염 환자에서 

췌장의 자극 시에 HBV가 췌장액으로 배출되고, 췌

장의 선방세포 등에서도 발견된다는 에서
11,12
 HBV

도 HCV와 같이 췌장암 형성에 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에 췌장암 환자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hepatitis B surface antigen, HBsAg) 없이 

hepatitis B core antigen에 한 항체(anti-HBc)

만이 있는 환자가 정상 조군보다 약 2배 정도 흔

하게 발견되어 췌장암과 유의한 연 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13 하지만 이 보고에서 췌장암과 연

성이 있다고 확인된 anti-HBc만이 양성인 환자

는 HBV에 한 과거 감염을 의미하는 경우로, B

형간염의 자연사를 고려할 때 HBV 감염 후 자연

으로 바로 회복된 경우가 부분을 차지하는 환

자들로 HBV의 장기간의 노출을 경험한 환자가 아

닐 것이다. 반면에, 실제 상 으로 장기간 HBV

에 노출되었을 HBsAg이 양성인 만성 B형간염 환

자에 해서는 그 수가 무 어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HBV 감염 유병

률이 높은 국내 환자에서 HBsAg 양성 환자와 췌

장암의 련성을 조사하고자 하 으며, 아울러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anti-HCV)가 양성인 환자와의 

췌장암의 련성도 분석하 다. 

상  방법

1. 상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고려 학교의

료원에서 췌장암으로 진단받았던 환자들을 후향

으로 조사하 다. 한 같은 기간 동안의 암 환

자를, 진단 시 연령과 성별을 맞추어 2배수로 무작

로 선정하여 조군으로 설정하여 췌장암 환자

와 비교하 다. 이 연구는 고려 학교 의과 학 임

상연구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2. 방법

췌장암과 암의 진단은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조직학  진단을 기 으로 하 으며 임상 , 그리

고 상학 으로 특징 인 경우도 포함하 다. 두 

군에서 만성 B형간염의 존재 여부는 암 진단  6

개월 이상 청 HBsAg이 양성인 경우로 하 고, 

만성 C형간염의 여부는 청 anti-HCV가 양성인 

경우로 하 다. 그 외에 췌장암의 험인자로 알려

져 있는 흡연, 음주, 당뇨의 유무, 만성 췌장염의 과

거력을 검토하여 혼란 변수를 배제하고자 하 다. 

청 HBsAg와 anti-HBs는 ARCHITECT assay 

(Abbot Laboratories, IL, USA)를 부분 이용

하여 검사하 고, 부분 으로 IRMA kit(Beiging 

North Institute of Biological Technology, Beijing, 

China)를 이용하 다. 청 anti-HCV는 ARCHITECT 

anti-HCV assay(Abbot Laboratory, Wiesbaden, 

Germany) 는 RIAKEY® IRMA tube를 이용하여 

검사하 다. HBV DNA 측정은 정량  hydridization 

capture(Digene Hybrid capture II, Gaitherberg, 

MD, USA)를 이용하 으며, 검출한계는 0.5 pg/mL



Seung Goun Hong, et al. Relationship between hepatitis B virus infection and pancreatic cancer

- 51 -

Pancreatic 

cancer

(n=506)

Gastric 

cancer

(n=1,008)

P-value

Age, years

  Mean±SD 63.5±11.1 63.9±11.0

 0.49*

Sex (%)

Men

Women

308 (60.9%)

198 (39.1%)

612 (60.7%)

396 (39.3%)

 1.00†

*P-value was obtained by student’s t-test* or Chi- 

square test†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다. 

당뇨는 1997년 미국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의 기 에 따라 공복 장 포도

당 농도가 126 mg/dL이거나, 식후 2시간 장 포

도당 농도가 200 mg/dL 이상인 경우로 하 다. 흡

연은 재 끊었더라도 과거 최소 6개월 이상의 흡

연자를 포함시켰고, 음주는 음주량이 하루에 80 g

이상, 일주일에 4회 이상일 경우로 정의하 다. 만

성 췌장염은 췌장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복통

이 있으면서, 상검사에서 췌장의 석회화가 찰

되거나, 내시경역행췌담 조 술이나 자기공명담

췌 조 술에서 췌 의 불규칙한 확장  착이 

찰되는 경우 등의 형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진단

하 다.14 통계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상 

환자의 일반  특성에 한 검정은 Chi-square 

test와 Student’s t-test를 사용하 고, 췌장암 환자와 

조군인 암 환자의 청 HBsAg, anti-HCV, 흡

연, 음주, 당뇨의 유무, 만성 췌장염의 과거력에 해

서 단변량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univariate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췌장암과의 련성을 분석하 고, 각 경우

에 P값은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단

하 다.

결   과

1. 상 환자의 일반  특징 

췌장암군과 조군인 암군은 각각 506명과 1,008

명으로 두 군의 진단 시 평균 나이는 63.5±11.1세와 

63.9±11.0세 고, 남녀 성비는 1.5:1로 두 군 간에 

같도록 맞추어 선정되었다(표 1). 두 군에서 조직

학  진단은 췌장암이 58.1%, 암이 97.3%에서 

이루어졌다. 

2. 췌장암군과 암군에서 험인자 분포에 한 

분석

췌장암군과 암군은 청 HBsAg, anti-HBs  

anti-HCV 검사 결과가 확인되는 환자만이 선정 

되었고, 청 HBsAg의 양성률은 각각 3.8%(19/506)

와 4.2%(42/1008) 고, 청 anti-HBs의 양성률은 각

각 54.0%(273/506)와 56.2%(566/1008) 다. HBsAg이 

양성인 만성 HBV 감염 환자에서 청 HBV DNA 

정량검사가 시행된 수가 췌장암군에서 47.4%(9/19), 

암군에서 50.0%(21/42)로 반 정도에서 시행되었

고, 시행된 환자 에서 HBV DNA가 105 copies/ml 

이하 던 환자 수는 췌장암군에서 6명(66.6%), 암

군에서 12명(57.1%)으로 유사하 고 HBV DNA가 

100,000 copies/mL 이상인 경우에서도 통계 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63). 청 anti-HCV의 

양성률은 각각 2.6%(13/506)와 1.4%(14/1008) 다. 

단변량 분석으로 췌장암군에 한 암군의 HBsAg

의 양성률로 구한 교차비는 0.90(95% CI, 0.52-1.56)

이었고, anti-HCV의 양성률로 구한 교차비는 1.87 

(95% CI, 0.87-4.01)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흡연은 췌장암군과 암군에서 각각 44.7%(226/506)

와 26.0%(231/1008)로 단변량 분석의 교차비가 2.30 

(95% CI, 1.83-2.90)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음

주는 췌장암군과 암군에서 각각 27.5%(139/506)

와 25.0%(221/1008)로 비슷한 정도로 단변량 분석

의 교차비가 1.14(95% CI, 0.89-1.46)로 유의하지 

않았다. 당뇨의 유무는 췌장암군이 31.5%(155/506)

고, 암군에서 14.7%(130/1008)로 단변량 분석

의 교차비가 2.66(95% CI, 2.04-3.48)으로 통계 으

로 의미가 있었다. 만성 췌장염의 과거력은 췌장암

군이 2.6%(13/506), 암군에서 0.6%(6/1,008)로 단

변량 분석에서 교차비가 4.40(95% CI, 1.66-11.66)으

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두 군의 청 HBsAg, anti-HCV, 흡연, 음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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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n=506)

GC

(n=1008) Univariate Multivariate

No. % No. %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HBs Ag 

Negative

Positive

487 

19 

96.2  

3.8

966 

42 

95.5

4.2 0.90

  

1 (reference)

0.52 to 1.56 0.70

Anti-HBs

Negative

Positive

233

273

46.0

54.0

442

566

43.8

56.2 0.92

1

0.74 to 1.13 0.42

Anti-HCV

Negative

Positive

493 

13 

97.4 

2.6

994 

14 

98.6

1.4 1.87

1

0.87 to 4.01 0.11 1.68

1

0.75 to 4.00 0.19

Diabetes

No

Yes

337

155

68.5

31.5

753

130

85.3

14.7 2.66

1

2.04 to 3.48 <0.001 2.67

1

2.00 to 3.56 <0.001

Smoking

No

Yes

280

226

55.3

44.7

656

231

74.0

26.0 2.30

1

1.83 to 2.90 <0.001 2.49

1

1.93 to 3.21 <0.001

Alcohol drinking

No

Yes

367

139

72.5

27.5

663

221

74.0

26.0 1.14

1

0.89 to 1.46 0.31

History of CP

No

Yes 

493 

13 

97.4

2.6

1,002

6  

99.4

0.6 4.40

1

1.66 to 11.66 0.003 4.60

1

1.56 to 13.53 0.006

PC, pancreatic cancer; GC, gastric cancer; CP, chronic pancreatitis

Table 2. Risk factors of pancreatic cancer and association of pancreatic cancer with HBs Ag or anti-HCV: 

univariate and multivariate logistic analysis

뇨, 만성 췌장염의 변수 간의 향을 보정하기 

한 P<0.2인 어느 정도 유의한 인자를 포함한 다변

량 분석에서는 흡연, 당뇨의 유무와 만성 췌장염의 

과거력이 교차비가 각각 2.49(95% CI, 1.93-3.21), 

2.67 (95% CI, 2.00-3.56), 4.60(95% CI, 1.56-13.53)

으로 유의한 독립  험인자 다(표 2).

고   찰

이 연구에서, HBV 감염의 유행 지역인 국내에

서는 청 HBsAg  anti-HCV 양성률이 췌장암

군에서 조군인 암군과 비슷한 수 으로 확인

되어 췌장암과의 연 성을 찾을 수 없었다. 최근 

Hassan 등은
13
 해부학 으로 췌장에 인 한 장기

인 간의 치로 인해 과 담 을 췌장과 공유하

고, HBV가 췌장의 외, 내분비세포에도 염증 반응

을 야기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11,12,15

 시행한 연구 

결과에서 anti-HBc만이 양성인 HBV의 과거 감염

환자에서 췌장암의 발생이 유의하게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HBV와 췌장암의 련성을 처음 보고하

다. 하지만 이 연구의 상 환자 에는 만성 감

염을 의미하는 HBsAg 양성자가 없었고, 조군에

서도 오직 한 명만이 양성자 으므로 이번 연구와

는 큰 차이를 보 다. 이들의 결과처럼 HBV 과거 

감염조차 췌장암의 험인자라면 만성 감염으로 

HBV에 더 장기간 노출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은 

HBsAg 양성 환자는 그 연 성이 더 높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와 같이 HBV 유병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더 한 계가 있을 것으로 상하

고 시행한 이 연구에서는 특별한 연 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실제 HBV가 췌장암에 미치는 향

은 상 으로 크지 않고, 이 연구에서 조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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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다른 소화기암의 발생에 미치는 향과 비

교해 큰 차이가 없을 정도라는 것을 시사한다. 

Hassan 등의13 연구에서는 조군이 건강한 성인

이었고 교육 수 , 거주지, 결혼 유무는 다르지 않

았다고 하나, 암의 발생은 환경 인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다인자성 질환임을 고려할 때 액

으로 되는 과거 HBV의 감염 빈도가 높다는 

사실은 다른 환경  발암 물질에의 많은 노출에 의

해 췌장암의 발생이 증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

기 어렵다. 이번 연구에서 건강 성인이 아닌 암 

환자로 조군을 설정한 것은 요한 제한 이라 

할 수 있다. 병원 내 환자를 조군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여러 선택 편향들이 존재하게 되므로 이번 

연구도 이러한 선택 편향에 의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제한 이 있다. 하지만 암은 간

염바이러스와의 연  계에 해 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는 소화기암이며, 이번 연구의 결과에서도 

체 인 HBsAg 양성률은 두 군에서 3.8%와 

4.2%로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에 따른 10

세 이상 일반인에서의 양성률인 3.7%와16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 HBsAg  anti-HCV 

양성률이 암에 비해 췌장암에 미치는 향은 크

지 않을 것이라는 제한 인 해석이 가능하며 건강 

조군을 상으로 한 잘 구조화된 향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최근 국에서 HBV 유병률이 높은 상하이 지역 

사람들을 상으로 HBV  HCV 감염과 담도암과

의 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물론 췌장암은 연구 

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외담도암만이 HBsAg 

양성률과 깊은 상 성을 가지고 있었고, 담낭암, 

팽 부암 등은 련이 없었다. 더욱이 anti-HBc 

양성, HBsAg 음성인 군과는 이 세 가지 담도암이 

모두 련이 없어 HBV의 과거 감염과 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17
 한, 최근에 발표된 국내의 환자

를 상으로 한 인슐린내성증후군의 험인자와 

췌장암의 발생의 계를 본 향  규모 연구에

서 상자 1,329,525명  32% 정도만 HBsAg의 정

보를 확인한 상태이어서 제한 이긴 하지만 HBsAg 

양성 여부가 췌장암의 발생에 특별한 상 성이 없

음을 보여주었다.
18
 

Anti-HBc 검사는 미국과 일본과 같이 HBV 유

병률이 낮은 나라에서는 헌 자 선별검사에 추가

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병률이 8% 이상으로 높

은 인도네시아, 싱가폴,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anti-HBc의 양성률도 같이 높아 일반 으로 시행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도 마찬가지로 anti- 

HBc의 측정이 과거의 감염이 의심되는 등 특수한 조

건에서만 시행되기에,19 이번 연구에서도 anti-HBc의 

측정이 상 환자와 조군에서 약 10% 이하에서

만 시행되어 이것에 해서 통계 인 비교 분석을 

시행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한국과 같이 HBV 유

병률이 높은 나라에서 anti-HBc를 HBsAg과 함께 

측정하여 이들과 췌장암과의 상 성에 해서 알

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좀더 분명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CV에 있어서도, 이번 연구의 상 환자와 

조군의 anti-HCV 양성률은 2.6%와 1.4%로 국내 

유병률인 1～2%와 비슷한 정도 고, 역시 췌장암

과 특별한 연 성이 없었는데,20 최근 한 연구에서 

HCV 감염은 췌장암의 발생에 다변량 분석에서 통

계 인 유의성이 없었고, 한국과 HCV 유병률이 

유사한 상하이 지역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병

률 자체가 HBV에 비해 상 으로 많이 낮기 때

문에 HCV 감염과 담도암 사이에 통계 인 유의성

이 없었던 것은 HCV와 췌장암의 연 성에도 유병 

지역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10,17

흡연과 당뇨의 유무는 이 연구에서 췌장암의 발

생에 향이 있는 독립  험인자들로 나타났다. 

흡연의 경우는 많은 연구에서 췌장암의 발생에 잘 

알려진 험인자이고,21 암에 해서도 험인자

로 보고되고 있으나,22-24 본 연구에서 다변량 분석 

후에도 흡연이 췌장암에 의미 있는 험인자로 나

타나 흡연이 암에 비해 췌장암에 상 으로 더 

큰 험인자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직까지 

당뇨가 췌장암을 유발시키는지 혹은 췌장암의 

기에 나타나는 일련의 수반되는 상인지에 해 

아직 논란이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처럼 역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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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계는 한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잘 알

려져 있다.6,25 

음주의 경우, 음주가 만성 췌장염을 유발시킨다

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만성 췌장염 환자에서 췌

장암의 발생이 많기 때문에 음주가 췌장암을 유발

할 것이라는 견해하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음주가 췌장암의 험인

자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음에도,26 최근의 몇몇 

역학연구에서 흡연이라는 혼란 변수를 완 히 배

제하긴 어려우나, 30～40 g 이상의 과다한 음주는 

췌장암의 험인자임을 보여주었다.27-29 이번 연구

에서 음주자의 기 을 하루에 80 g 이상으로 주 4

회 이상의 과다한 음주를 했던 환자를 상으로 하

는데, 이는 이 의 보고에서 알코올성 만성 췌장

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음주와30,31 이 정도의 

과다한 알코올이 용  등의 액학  변화를 유발

한다는 을32 참고로 하여 설정하 다. 그러나 이

번 연구에서는 음주와 췌장암은 의미 있는 상 성

을 찾을 수 없었는데, Bagnardi 등의
33
 메타분석에

서도 100 g 이상의 음주까지 췌장암과의 연 성을 

찾을 수 없었던 연구도 있어, 이번 결과는 만성 췌

장염이 이 의 연구에서 보듯이 과다한 음주로 잘 

유발되고, 만성 췌장염 역시 췌장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주가 흡연만

큼 강한 험인자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  것이라 

생각되나, 앞으로 좀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만성 췌장염은 비가역 , 불규칙 으로 섬

유화를 유발하여 외분비 구조와 췌 의 변형을 가

져오는 질환으로 잘 알려진 췌장암의 험인자로

서 이번 연구에서 췌장암 발생과 한 련을 보

고, 이 연구에서 췌장염에 한 약 6년간 유병률

이 췌장암군에서 2.6% 정도이고, 암군의 경우는 

0.6%로 확인되어 국내 일반인에서의 만성 췌장염

의 유병률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략 50～75/ 

100,000일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해 다소 높았

고,
34
 췌장암 환자에서 만성 췌장염의 유병률이 

0.9% 정도라는 외국의 보고에35 비해서도 다소 높

음을 보여주어 국내의 역학조사가 좀더 필요할 것

으로 여겨진다. 

HBV DNA의 경우 이번 연구에서는 HBsAg이 

양성인 만성 HBV 감염 환자에서 청 HBV DNA 

정량검사가 시행된 수가 췌장암군과 암군에서 

약 반 정도 고, 과거의 자료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부분의 환자에서 교잡법(hybridization 

assay)으로 시행되었다. 시행된 환자 에서 청 

HBV DNA가 교잡법의 검출한계인 105 copies/ml  

이하 던 환자 수는 췌장암군과 암군에서 각각 6

명(66.6%), 12명(57.1%)으로 유사하 고, 10
5
 copies/ 

ml 이상이었던 환자의 비교에서도 통계 인 유의

성이 없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HBV DNA 검사가 

약 반 정도에서밖에 시행되지 않았고 부분이 

민감도가 떨어지는 교잡법이 사용되어 청 HBV 

DNA 수치와 췌장암과의 연 성에 한 분석이 

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제한 이 있었다. 한 

연구 설계가 후향 이며, 조직학 으로 확진된 췌

장암의 수가 상 으로 다는 것도 이번 연구의 

제한 이라 하겠다. 

결론으로 이 연구에서 췌장암의 발생에 계된 

독립인자는 흡연, 당뇨의 유무, 만성 췌장염의 과

거력이었고, 청 HBsAg과 anti-HCV 양성  음

주와는 특별한 연 성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만성 HBV 감염의 유병률이 높은 지

역에서 HBV와 췌장암과의 련성을 확인하기 해

서는 청 HBsAg과 anti-HBc, 그리고 HBV DNA

를 포함한 잘 짜여진 향  환자 조군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   약

목 : B형  C형간염바이러스 감염은 간세포암

의 주요 험인자이며, 간내담도암과 비호지킨 림

종의 발생에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왔다. 최근 B

형간염바이러스의 잠재감염이 있는 경우에 췌장암

의 발생이 유의하게 높다는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B형간염의 유병률이 높은 지역에서의 연구는 부족

한 실정으로 한국과 같이 유병률이 높은 지역에서 

B형  C형간염바이러스 감염과 췌장암의 발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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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 성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

법: 2003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상으로 하 고, 조군은 그 기

간 동안의 암 환자를 상으로 2배수의 환자를 

진단 시 연령과 성별로 짝짓기하여 선정하 다. 췌

장암과 암의 진단은 조직학  진단과 경우에 따

라 상학  소견을 포함한 임상  진단으로 이루

어졌다. 이들의 청 HBsAg, anti-HCV의 양성 유

무를 확인하 고, 혼란 변수의 보정을 해 췌장암

의 험인자인 흡연, 음주, 당뇨, 만성 췌장염의 병

력에 해서도 조사하 다. 결과: 췌장암 환자는 

506명이었으며 암 환자는 1,008명으로 조직학

으로 진단된 경우는 각각 58.1%와 97.3% 다. 이

들의 평균 나이는 각각 63.5±11.1세, 63.9± 11.0세

고, 남녀비는 1.5:1로 연령과 성비에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P>0.05). 단변량 분석에서 HBsAg, anti-HCV 

양성, 당뇨, 흡연, 음주, 만성 췌장염의 병력에 한 

교차비(95% 신뢰구간)가 각각 0.90 (0.52-1.56; P= 

0.70), 1.87(0.87-4.01; P=0.11), 2.66(2.04-3.48; P<0.001), 

2.30(1.83-2.90; P<0.001), 1.14(0.89-1.46; P=0.31), 

4.40(1.66-11.66; P=0.003)이었고, 다변량 분석에서 

췌장암 발생에 유의한 독립인자는 당뇨, 흡연, 만성 

췌장염의 병력으로 교차비가 각각 2.67(2.00-3.56; 

P<0.001), 2.49(1.93-3.21; P<0.001), 4.60(1.56-13.53; 

P=0.006)이었다. 결론: 알려진 험인자인 당뇨, 흡

연, 만성 췌장염의 병력과 달리 HBsAg  anti- 

HCV 양성과 췌장암의 발생은 련이 없었다. B형

간염바이러스 유병률이 높은 지역에서 HBsAg 양

성인 경우와 췌장암의 발생과의 련성을 확인하

기 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색인단어: B형간염바이러스, B형간염 표면항원, C

형간염바이러스 항체, 췌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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