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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연구 배경: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는 

뇌와 척수에 분포하는 운동 뉴런을 점진적으로 파괴하는 만성 퇴행성 신경계 

질환으로, 한국에서 발병률 10만명 당 1.4명을 추정되는 치명적인 희귀 

질환이다. ALS는 유전적 위험요인과 환경적 위험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전적 위험요인에 비하여 환경적 위험요인에 대하여 

명확한 결과는 부족하다. 고농도로 특정 인구집단에 집중되는 환경적 

위험요인인 직업성 노출과 ALS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 방법: 1:4 짝지은 환자-대조군 연구를 설계하여 산발성 ALS로 

진단받은 환자군 209명에 대하여 성별, 연령, 지역을 짝지음한 대조군 836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개인적 특성을 공변수로 화학물질 노출, 중금속 

노출, 심한 육체적 노동, 업종 근무 경험(플라스틱/고무 제조업, 전기공, 용접업) 

등의 직업성 노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조건부 회귀 분석 결과, 개인적 특성과 업종 근무 경험을 

보정하였을 때, 화학물질 노출 경험 OR(odds ratio) 2.47(95% CI: 1.50-4.05), 

중금속 노출 경험 OR 5.23(95% CI: 1.83-14.93), 심한 육체적 노동 경험 OR 

2.44(95% CI: 1.35-4.40)으로 나타났다. 자연 효과 모형을 통한 매개 분석 

결과, 중금속 노출(𝛽11 = 0.83, 𝑃 = 0.03)과 화학물질 노출(𝛽11 = 0.38, 𝑃 = 0.01)이 

매개 변수 일 때 각각 용접업에서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자연 간접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 결론: 직업성 노출로서 화학물질 노출 경험, 중금속 노출 경험, 심한 

육체적 노동 노출 경험은 ALS와 연관성이 확인된다. 또한, 업종 근무 경험을 

분석하면 플라스틱/고무 제조업, 전기공, 용접업에 근무한 경험이 ALS와 

연관성이 있는데, 용접업에서는 중금속 노출과 화학물질 노출이 매개 변수로 

작용하였다. 

 

주요어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직업성 노출, 환자-대조군 연구 

학   번 : 2018-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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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제 1 항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개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筋萎縮性 側索硬化症;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이하 ALS)은 만성 퇴행성 신경계 질환의 하나로, 뇌와 

척수에 분포하는 운동 뉴런(motor neuron)을 점진적으로 파괴한다. 

상위 운동 뉴런(upper motor neuron)은 주로 뇌의 운동 피질(motor 

cortex)에 분포하며, 근육과 직접 연결되는 하위 운동 뉴런(lower 

motor neuron)은 주로 뇌줄기(brainstem)와 척수에 분포하는데, ALS는 

상위 운동 뉴런을 먼저 침범하며 하위 운동 뉴런까지 뻗어 나간다. 운동 

뉴런이 파괴되면서 운동 신경의 경로 중 하나인 겉질척수로(lateral 

corticospinal tract)의 조직이 경화되고, 운동 뉴런의 신경 경로인 

근육과 신경을 연결하는 시냅스(synapse)가 기능을 상실하면서 근육이 

위축되기 때문에 ALS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이 질환을 진단받았던 미국 

야구선수의 이름을 딴 루게릭병(Lou Gehrig’s disease)로도 알려져 

있다(Lewis & Gordon, 2007). 

ALS가 발병하면 팔과 다리의 국소적인 근력 약화 증상이 시작되고, 

점차 진행하면서 말기에 이르러서는 불수의근에 해당하는 횡격막을 

비롯한 호흡근까지 마비되며, 평균 생존 기간(mean survival time) 

3~5년 이내로 호흡 마비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Brown & Al-

Chalabi, 2017). 

ALS에 대한 주된 의학적 조치는 대증 요법(symptomatic 

treatment)과 완화 치료(palliative care)에 국한되어 있으며, 알려진 

예방법이나 선별검사는 없다(Miller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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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분류와 진단 
 

ALS는 가족력 또는 유전적 요인의 유무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산발성(sporadic) ALS로 가족력이 없으며 

단독으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가족성(familial) 또는 유전성(hereditary) ALS로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이다. ALS의 90% 이상이 산발성 ALS로 

알려져 있다(Kiernan et al., 2011). 

세계 신경학 연합(World Federation of Neurology)에서 합의한 

진단 기준인 개정 El-Escorial 기준을 활용하여 신경과 전문의가 

ALS를 진단하게 되며, 이 기준에 따라 상위 운동 뉴런과 하위 운동 

뉴런에 의하여 발생하는 증상을 임상적으로 판단하며, Superoxidase 

dismutase-1(SOD1)의 병리적 변이 또는 Hexosaminidase A/B 

결핍이 가족력에서 확인될 경우에 가족성 ALS로 분류한다(Brooks, 

Miller, Swash, & Munsat, 2000). 증상이 처음으로 시작되고 정확히 

진단되는데 걸리는 중위 진단 기간(median time of diagnosis)은 

14개월 가량이다(Kierna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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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병태생리학 
 

ALS의 핵심적인 병리학적 소견은 운동 피질과 척수에 존재하는 

운동 뉴런의 파괴이다. 전측두엽 치매를 동반한 ALS의 경우에는 이러한 

뉴런의 퇴행이 전두엽과 측두엽에 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피질척수 

엑손(corticospinal axon)의 퇴행에 의하여 척수의 측삭이 얇아지고 

경화된다. 추가적으로, 뇌줄기와 척수의 운동 뉴런이 죽으면서, 복측 

뿌리(ventral root)가 얇아지고 혀, 입인두, 사지의 근육에 퇴행성 

위축(근위축; amyotrophy)가 발생한다. 질환의 말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안구와 방광에 이어지는 뉴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운동 뉴런의 

퇴행에는 신경염증성 과정이 동반되는데, 성상세포(astroglia), 

미세아교세포(microglia), 희돌기교세포(oligodendroglia) 등이 

증식한다(Ban, Sámano, Mladinić , & Munitić , 2019; Kang et al., 2013). 

가족성과 산발성 ALS 모두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세포질 

단백질의 응집이 있는데, 운동 뉴런 이외에서도 나타난다. 일부 

단백질은 대부분의 ALS에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TAR DNA-결합 

단백질 43(TAR DNA-binding protein 43; TDP-43)은 많은 ALS 

환자에서 갈라지고, 과인산화되고, 세포질에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등의 특성이 나타난다. 유비퀼린 2(ubiquilin 2)의 응집도 공통적이며, 

SOD1의 야생형이 세포질 내에 축적되는 것은 산발성 ALS의 특징이다.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은 유비퀴티이네이션(ubiquitination; 

단백질이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현상)의 증거가 되는데, TDP-43이 운동 

뉴런에 유비퀴티네이션되어 연결되는 현상은 세포가 위축되는 전 

과정에서 발견된다. ALS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단백질이 특정 ALS 세부분류에서만 발견된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이펩타이드(dipeptide)와 핵내 RNA의 축적은 

C9ORF72 ALS에서 특징적이다.)(Bosco et al., 2010; Deng et al., 2011; 

Neumann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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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의 병태생리학적 과정은 크게 3가지가 있다(Brown & Al-

Chalabi, 2017). 첫째는, 단백질 항상성(protein homestasis)의 

변화이다. 많은 ALS 유전자는 단백질의 분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적응자 단백질(adapter protein)이며, 소포체(endoplasmic reticulum)의 

단위에서 작용한다. 이러한 단백질 분해 과정을 소포체 연관 단백질 

분해(endoplasmic reticulum-associated protein degradation; 

ERAD)라고 하며, 프로테오좀(proteosome)과 자가포식(autophagy) 

경로에 관여한다. RNA-결합 단백질이 자가조립(self-assembly)되어 

프리온 형태의 응집을 형성한다. 

둘째는, C9OR72-연관 질환이다. C9OR72 유전자의 서열 중에서 

확장된 헥사뉴클레오티드(hexanucleotide) 반복 구간에 대한 독성은 

핵내 RNA의 축적과, 이에 동반한 RNA-결합 단백질의 유전자 

가위(splicing)와 종결(sequestration)에 대한 간섭, 확장된 DNA의 

폴리다이펩타이드(polydipeptide)의 비정형적인 번역(translation)으로 

인한 독성이 있는 반복 다이펩타이드의 생성, 핵세포질 수송의 방해, 

C9ORF72 단백질의 감소(haploinsufficiency)을 초래한다. 

셋째는, 뉴런 세포골격의 동역학(dynamics)의 변화이다. 

다이낙틴(dynactin)에 대한 DCTN1 유전자, 튜뷸린 4A(tublin 4A)에 

대한 TUBA4A 유전자는 운동 뉴런 엑손의 구조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들 유전자의 변이는 엑손의 결합력(integrity)와 

수송을 방해한다. 프로필린 1(proflin1)의 PFN1 유전자는 필라멘트 

엑손(filamentous axon)의 조립과 원위 엑손(distal axon) 성장에 

필수적이다. PFN1 유전자의 변이는 EPHA4 유전자가 관여하는 에프린 

A4 단백질을 증가시키고, 원위 엑손의 성장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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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위험요인 
 

가장 많이 연구된 ALS의 위험요인은 유전적 위험요인이나, 

일반적으로 질환이 발병할 때에는 유전적 위험요인과 환경적 위험요인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고 추정한다. SOD1의 변이가 가족성 ALS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이래로(Rosen et al., 1993), C9orf72, 

FUS, PFN1 등이 ALS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으며(Taylor, 

Brown, & Cleveland, 2016),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 등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밝혀진 유전자들이 

있다(Brown & Al-Chalabi, 2017). 

반면 유전적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명확하게 

알려진 환경적 위험요인은 거의 없다. 이는 유전적 위험요인에 비하여 

환경적 위험요인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며 환경적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는 역학적 연구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Al-Chalabi & Hardiman, 

2013). 역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자주 선정되는 환경적 위험요인으로는 

출생 시 어머니 연령, 운동 또는 프로 운동선수, 흡연, 중금속, 직업, 

군복무 또는 참전 경험, 극저주파 자기장(Extremely low frequency 

magnetic field, ELF-EM)과 전기 충격 등이 있다. 

직업성 노출은 환경성 노출과 비교하였을 때에 더 고농도로 

노출되고 더 특정 인구집단에 집중되고 더 회상 바이어스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Semple, 2005). 이에 따라 직업성 노출을 ALS의 

환경적 위험요인으로 평가한 역학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Gunnarsson & Bod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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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필요성 
 

제 1 항 한국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역학과 현황 
 

유럽과 미국에서 ALS의 발병률(incidence)은 10만명 당 1~2명, 

유병률(prevalence)는 10만명 당 3~5명이고, 산발성 ALS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는 2:1, 가족성 ALS에서는 1:1이다(Chiò et al., 2013; 

Robberecht & Philips, 2013). 

국민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ALS의 역학은 발병률은 10만명 당 1.20명, 유병률은 10만명 당 

3.43명, 남성과 여성의 비는 1.60, 진단 시 평균 연령은 61.4세, 60세 

이상 환자군에서 평균 생존률은 50.0개월로 나타났다(Jun et al., 2019). 

한편, 한국에서 환경적 위험요인 또는 직업성 노출에 대한 역학적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런데 근로자가 ALS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뒤 

역학조사 등이 필요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심의한 경우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12건이며, 특히 2011년 이후에 

8건이다(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와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한국에서 최근 10년 간 직업성 노출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한국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다. 

 

  



 

 7 

제 2 항 환자-대조군 연구의 필요성 
 

환자-대조군 연구는 역학적 연구 설계의 한 종류로 실제 연구에서 

코호트 연구, 단면 연구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환자-

대조군 연구는 코호트 연구에 비하여 역학적 연구결과로서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적은 수의 환자만 있어도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다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코호트 연구에서 다루기 어려운 희귀 질환을 연구할 때 

유용하다. 따라서 유병률과 발병률이 낮은 ALS의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에 한국에서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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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의 조사 방법 
 

제 1 항 환자군의 모집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ALS의 진단 또는 평가, 치료를 

위하여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외래를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군을 

모집하였다.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전문의가 개정 El-Escorial 기준에 

의하여 확실(definite) 또는 추정(probable)의 산발성 ALS로 진단한 

경우를 환자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모집된 환자군은 

329명이었다. 이 중에서 개인적 특성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작성하지 

않거나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73명을 제외하고, 

또한, 진단일자가 2013년 이전으로 연구 시작보다 30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 43명을 제외하고, ALS의 가족력이 있어 가족성 

ALS를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4명을 제외하여 209명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Figure 1). 이러한 제외기준을 

통하여 직업성 노출의 기간이 오래된 집단을 제외하였다. 

 

 Figure 1. Flow chart for case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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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대조군의 모집 
 

짝지음(matching)은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종종 쓰이는 

방법이다(Pearce, 2016). 이 방법은 중요한 혼란변수(confounding)를 

고려하여 대조군을 선정할 때에 가능한 환자와 유사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군의 4배수를 대조군으로 선정하고 

연령(환자군 기준 ± 5세), 성별, 지역(시군구 단위)을 기준으로 

짝지음하였다. 

대조군에 대한 조사는 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 도구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해당 시군구에 방문하여 

면접 조사로 짝지음에 맞는 대상을 선별하였다. 

대조군 선정 방법은 환자군을 먼저 선정하여 시군구 단위의 

주소지와 연령, 성별을 확인하고 짝지음에 기반하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선정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환자의 시군구에서 

이동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시설(시청, 군청, 구청), 

교통시설(기차역, 지하철역), 번화가(대형마트 등)를 조사원이 방문하여 

행인을 대상으로 인적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짝지음 선정 기준에 맞는 

경우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지역기반 무작위 선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짝지음 결과, 환자군 209명에 대하여 대조군 836명을 

선정하였다. 

 

  



 

 10 

제 3 항 개인적 특성 및 직업성 노출에 대한 조사 
 

환자군과 대조군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조사는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도구를 통하여 수집한 개인적 특성은 

출생년도, 키, 체중, 성별, ALS 진단 연도 및 월, 거주지 주소 및 

거주기간, 어머니의 출생년도, ALS 가족력, 최근 1년 가구 총소득, 결혼 

상태, 교육 상태, 흡연력, 최근 1주일 간 음주력, 최근 1주일 간 운동 및 

활동 상태, 취미활동 등이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직업성 노출에 대한 조사는 나열식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가장 오랫동안 종사한 직업, 두번째로 오랫동안 

종사한 직업을 주관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평생동안 종사한 

직업 활동에 대하여 날짜 순서대로 근무기간을 기입하고 해당 근무기간 

동안 화학물질(농약, 접착제, 코팅제, 페인트/락카/니스/도장, 절삭유, 

윤활유, 세척제, 탈지제, 연료 등),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알루미늄 

등)을 사용하였는지, 해당 업종(인쇄, 플라스틱/고무제조, 잉크/염료제조, 

드라이클리닝, 전기공, 방사선 취급 업종, 용접)이 무엇인지, 심한 

육체활동을 동반하였는지, 교대근무를 하였는지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환자군이 ALS 진단일 이후에 겪은 직업성 노출은 통계적 방법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대조군의 직업성 노출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짝지어진 환자군의 ALS 진단일 이후에 대조군이 겪은 

직업성 노출도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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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연구의 윤리적 고려사항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HYI-16-123-1)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에 주관으로 진행된 “2015년 

만성퇴행성신경질환 환자-대조군 연구(2015-OSHRI-1082)”, 

“2016년 만성퇴행성신경질환 환자-대조군 연구(2016-OSHRI-

896)”, “2017년 만성퇴행성신경질환 환자-대조군 연구(2017-

OSHRI-912)”에서 산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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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통계적 방법 
 

제 1 항 통계적 방법의 개요 
 

통계적 방법은 R version 4.0.5(RCoreTeam, 2021)를 

사용하였으며, moonBook(K.-W. Moon, 2015), tidyverse(Wickham et 

al., 2019), survival(Therneau, 2021), Epi(Carstensen, Plummer, 

Laara, & Hills, 2021), medflex(Steen, Loeys, Moerkerke, & 

Vansteelandt, 2017)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환자군 또는 대조군을 결과로 하는 이항변수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짝지음을 반영하지 않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짝지음을 반영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모두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고, 오즈비(odds ratio, 이하 OR)를 산출하였다. 

또한, 자연 효과 모델(natural effect model)을 활용하여, 

매개변수(mediator) 유무에 따라 반사실적(counterfactual)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중치 부여 기반 접근(weighting-based approach)을 선택하여, 

매개분석(mediation analysis)을 수행하여 자연 간접 효과(natural 

indirect effect)와 자연 직접 효과(natural direct effect)에 대한 

회귀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을 산출하였다(VanderWeele & Tchetge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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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짝지음 
 

환자-대조 연구에서는 환자군의 가능한 교란변수 또는 다른 변수를 

기반으로 하여 대조군을 짝지음하는 경우가 있다. 짝지음을 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오즈비 측정값을 정확하게 보정하고, 대조군을 좀 더 

쉽게 획득하고, 같은 짝지음 그룹에서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측하기 

어려운 교란변수를 통제하는 데 있다. 만약 교란변수가 바이어스를 

생성하여 보정되지 않은 측정값을 생성하게 된다면, 교란변수가 교정된 

오즈비와 비교하였을 때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란변수를 

통하여 짝지음하여 교란변수가 환자군과 대조군에 동일하게 분포하게 

된다면, 보정된 오즈비 측정갑과 설명력의 정확도가 상승할 

것이다(Thomas & Greenland, 1983). 

환자군이 출현하는 인구집단에서 추출한 대조군이 대표성을 띄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어렵지만, 만약 짝지음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대조군의 확인 작업이 수월해진다(Wacholder, Silverman, McLaughlin, 

& Mandel, 1992). 예를 들어, 환자군의 형제자매를 대조군으로 

선택한다면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등 관찰하기 어려운 교란변수를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란변수가 아닌 변수를 짝지음하여도 통계적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인구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인과적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노출을 짝지음하여도 이외의 노출에 대한 연관성을 산출할 수 있다. 

관찰 가능한 변수를 하나 또는 그 이상 활용하여 짝지음을 진행하는 

경우를 하나의 환자군과 쌍을 이루게 하는 “쌍-짝지음(pair-

matching)”이라고 한다. 때때로 연령처럼 대조군과 정확하게 

짝지음하기 어려운 변수에 대하여는 극단적으로 일치시키지 않아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령 범위 2세 안에서 짝지음을 

진행할 수 있고, 이처럼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 짝지음을 “캘리퍼스 

짝지음(caliper matching)”이라고 한다(Rubin,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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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 짝지음 중에서 대조군이 5세 

또는 10세 연령 구간에서 짝지음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설계에서, 

하나의 구간에 있는 환자군과 대조군은 서로 상호적이며, 5세 층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변수를 짝지음하는 

것을 “빈도-짝지음(frequency-matching)”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병률과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ALS의 

특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대조군을 선정할 수 있도록 연령 5세 

구간을 설정하였고 성별 이외에 시군구 단위의 주소지를 사용하였다. 

사전에 층화 설계하여 표본 추출하는 방식의 대조군 선정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대표성과 통계적 효율성의 상승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조군 선정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환자-

대조군 연구의  설계도 가능하다(Breslow, 2005). 

결과적으로, 사회경제학적 상태와 관련한 교란변수 교정을 고려하여 

캘리퍼스 짝지음과 빈도-짝지음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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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바이어스의 문제 
 

환자-대조군 연구의 설계에 따라 많은 종류의 잠재적 바이어스가 

가능하다(Breslow, 2005). 환자군과 대조군을 선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 바이어스와 노출을 측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어스가 

주요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표본으로 선정된 대조군이 연구에서 의도한 인구집단을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워 교정이 어려운 

경우에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바이어스를 선택 

바이어스라고 한다. 선택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선정된 대조군이 환자군과 비교하였을 때 노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선택 바이어스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Hernán & Robins, 

2010). 도중에 추적이 중단되는 경우인 정보적 절단(informative 

censoring), 응답이 없거나 데이터가 온전하지 않아 발생하는 무응답 

바이어스(nonresponse bias), 질환 등이 없는 집단만 남게 되는 건강 

근로자 바이어스(healthy worker bias), 과응답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가-선택 바이어스(self-selection bias)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의 선택이 무작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인을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선택 바이어스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대조군의 응답과 

환자군의 응답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바이어스를 평가할 수 있다. 

측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어스는 노출에 대한 정보를 

후향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데이터 수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어스는 체계적 오류와는 다르며, 환자군과 대조군의 상태가 노출 

측정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측정에 의한 바이어스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Breslow, 2005). 노출 정보에 대하여 회상하는 정도가 

환자군과 대조군에 차이가 나타나는 회상 바이어스(recall bias),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환자군에서 노출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바이어스(information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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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노출 측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이어스 등이 있다. 

설문조사 방식에서는 이러한 노출 측정의 정확도와 정보의 차이 등에 

의한 바이어스는 교정하기 다소 어렵다. 대조군에 대한 바이어스는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자료와 비교를 통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 인구집단의 노출보다 대조군의 노출 수준이 

적다면 대조군의 노출 평가가 과소추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환자군의 노출은 실제 발병과 연관성이 있다면 얼마나 과대추정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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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매개 분석의 이론적 근거 
 

매개 분석은 주로 노출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때에 기저 

기전(underlying mechanism)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매개 

분석은 역학에서 인과적 추론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VanderWeele, 

2016; VanderWeele & Tchetgen, 2016; VanderWeele & Vansteelandt, 

2010). 

이러한 매개 분석의 이론적 근거는 반사실적 체계(counterfactual 

framework)가 사용된다. 매개 변수(mediator)의 효과를 포함한 전체 

효과(total effect; TE)와 매개 변수가 완전히 제외된 통제된 직접 

효과(natural direct effect; NDE), 매개 변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연 

간접 효과(natural indirect effect; NIE)로 나누어 그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특히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결과 변수가 이항 

결과(dichotomous outcome)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오즈비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VanderWeele & Vansteelandt, 2010). 𝑌를 

결과 변수, 𝑀 을 매개 변수, 𝐴 를 노출 변수, 𝐶 를 교란변수 또는 

공변수라고 하였을 때 오즈비를 구할 때 사용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it(𝑃(𝑌 = 1|𝑎,𝑚, 𝑐) = 𝜃0 + 𝜃1𝑎 + 𝜃2𝑚+ 𝜃3𝑎𝑚 + 𝜃4
′𝑐 

 

TE에 의한 오즈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첨자인 변수가 0의 

값을 가지는 *는 반사실적 가정을 표현한다. 

 

𝑂𝑅𝑎,𝑎∗|𝑐
TE =

𝑃(𝑌𝑎 = 1|𝑐)/{1 − 𝑃(𝑌𝑎 = 1|𝑐)}

𝑃(𝑌𝑎∗ = 1|𝑐)/{1 − 𝑃(𝑌𝑎∗ = 1|𝑐)}
 

 

노출이 있는 경우의 결과인 𝑌𝑎와 노출이 없는 경우의 결과인 𝑌𝑎∗의 

오즈비를 구하는 수식이다. 매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수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귀분석의 수식과 동일하며 통상적으로 공변수를 보정한 

오즈비가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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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E에 의한 오즈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𝑂𝑅𝑎,𝑎∗|𝑐
NDE (𝑎∗) =

𝑃(𝑌𝑎𝑀𝑎∗
= 1|𝑐)/{1 − 𝑃(𝑌𝑎𝑀𝑎∗

= 1|𝑐)}

𝑃(𝑌𝑎∗𝑀𝑎∗
= 1|𝑐)/{1 − 𝑃(𝑌𝑎∗𝑀𝑎∗

= 1|𝑐)}
 

 

노출 변수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며, 매개 변수의 항을 포함하여 

노출이 있는 경우의 결과인 𝑌𝑎𝑀𝑎∗
과 매개 변수의 항을 포함하지 않고 

노출이 없는 경우의 결과인 𝑌𝑎∗𝑀𝑎∗
의 오즈비를 산출한 값이다. 매개 

변수의 층위(level)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매개 변수가 이항 변수일 

경우 단일한 식으로 정리된다. 

NIE에 의한 오즈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𝑂𝑅𝑎,𝑎∗|𝑐
NIE (𝑎) =

𝑃(𝑌𝑎𝑀𝑎
= 1|𝑐)/{1 − 𝑃(𝑌𝑎𝑀𝑎

= 1|𝑐)}

𝑃(𝑌𝑎𝑀𝑎∗
= 1|𝑐)/{1 − 𝑃(𝑌𝑎𝑀𝑎∗

= 1|𝑐)}
 

 

매개 변수와 노출이 함께 있는 결과인 𝑌𝑎𝑀𝑎
와 노출 변수가 없을 때 

매개 변수의 효과와 노출 변수의 효과를 함께 고려한 결과인 𝑌𝑎𝑀𝑎∗
의 

오즈비를 산출한 값이다. 이러한 가정에는 반사실적 체계가 필요하다. 

반사실적 체계에 대한 계산을 위하여 다양한 통계적 방법이 활용될 

수 있으나, 표본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트스트랩을 활용한 반복 계산을 

활용한 가중치 기반 접근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한 

인과적 추론하기에 표본수가 부족하였고, 이러한 접근을 활용하여 

NDE와 NIE의 통계적 유의성과 회귀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하여 

직업군이 ALS 발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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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 대상의 개인적 특성 
 

제 1 항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환자군과 대조군을 포함한 연구 대상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출생 시 어머니 연령 등 개인적 특성(Table 1), 연간 가구 소득, 결혼 

상태, 교육 수준 등 사회학적 특성(Table 2), 흡연력, 음주, 운동 등 

생활습관 특성(Table 3)이다. 

연령과 성별, 지역으로 짝지음되었기 때문에 환자군과 대조군의 

연령과 성별의 분포는 거의 같다. 출생 시 어머니 연령은 환자군과 

대조군이 다르게 나타나며 환자군에서 20세 이하의 저연령 출산, 41세 

이상 고령 출산이 각각 8명(4.9%), 18명(11.1%)로, 대조군에서 각각 

78명(9.3%), 10명(1.2%)보다 비율이 높다(Table 1). 

연간 가구소득은 환자군에서 연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79명(42.7%)로 대조군의 139명(16.7%)보다 많다. 교육 수준은 

환자군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경우가 50명(24.0%)로 대조군의 

156명(18.7%)보다 많다(Table 2). 

흡연력은 환자군과 대조군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음주력과 

운동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음주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환자군에서 147명(72.1%) 대조군에서 257명(30.7%)이고, 운동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환자군에서 175명(84.5%) 대조군에서 

252명(30.1%)이었다(Table 3). 

 

 

 



 

 20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환자군(N=209) 대조군(N=836) 

N (%) N (%) 

연령   

- 20세 이상 30세 미만 1 (0.5%) 5 (0.6%) 

- 30세 이상 40세 미만 6 (2.9%) 23 (2.8%) 

- 40세 이상 50세 미만 39 (18.7%) 158 (18.9%) 

- 50세 이상 60세 미만 63 (30.1%) 255 (30.5%) 

- 60세 이상 70세 미만 62 (29.7%) 260 (31.1%) 

- 70세 이상 80세 미만 35 (16.7%) 126 (15.1%) 

- 80세 이상 3 (1.4%) 9 (1.1%) 

성별   

- 남성 128 (61.2%)  512 (61.2%) 

- 여성 81 (38.8%) 324 (38.8%) 

출생 시 어머니 연령   

- 20세 이하 18 (11.1%) 78 (9.3%) 

- 21세 이상 40세 이하 136 (84.0%) 748 (89.5%) 

- 41세 이상 8 (4.9%)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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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2) 

인구사회학적 특성 
환자군(N=209) 대조군(N=836) 

N (%) N (%) 

가구소득   

- 연 2천만원 미만 79 (42.7%) 139 (16.7%) 

- 연 2천만원 이상 67 (36.2%) 454 (54.4%) 

- 연 5천만원 이상 39 (21.1%) 241 (28.9%) 

결혼 상태   

- 미혼 10 (4.8%) 21 (2.5%) 

- 결혼(동거) 159 (79.9%) 732 (89.8%) 

- 결혼(별거) 16 (8.0%) 9 (1.1%) 

- 이혼 16 (8.0%) 60 (7.4%) 

- 사별 8 (4.0%) 14 (1.7%) 

교육 수준   

- 중학교 이하 69 (33.2%) 261 (31.2%) 

- 고졸 또는 전문 대학 89 (42.8%) 419 (50.1%) 

- 4년제 대학 이상 50 (24.0%) 156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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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3) 

인구사회학적 특성 
환자군(N=209) 대조군(N=836) 

N (%) N (%) 

흡연력(1)   

- 흡연한 적 없음 94 (45.2%) 424 (50.7%) 

- 흡연한 적 있음 114 (54.8%) 412 (49.3%) 

흡연력(2)   

- 1갑년 미만 97 (46.4%) 424 (50.7%) 

- 20갑년 미만 54 (25.8%) 141 (16.9%) 

- 40갑년 미만 47 (22.5%) 222 (26.6%) 

- 40갑년 이상 11 (5.3%) 49 (5.9%) 

음주력   

- 음주하지 않음 147 (72.1%) 257 (30.7%) 

- 음주함 57 (27.9%) 579 (69.3%) 

운동   

- 운동하지 않음 175 (84.5%) 252 (30.1%) 

- 운동함 32 (15.5%) 584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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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환자군의 임상적 특성 
 

환자군이 ALS를 진단받았을 때 평균 연령은 57.8세(표준편차 

11.2세)이며, 5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에 진단받은 경우가 환자군의 60% 

이상이었고, 뇌 관련 병력으로 두부 외상을 경험한 경우는 

31명(14.8%)였으며, 뇌졸중을 겪은 경우는 4명(1.9%)였다(Table 4). 

 

 

 

Table 4.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group 

임상적 특성 
환자군(N=209) 

N (%) 

진단 시 연령  

- 20세 이상 30세 미만 2 (1.0%) 

- 30세 이상 40세 미만 6 (2.9%) 

- 40세 이상 50세 미만 46 (22.0%) 

- 50세 이상 60세 미만 61 (29.2%) 

- 60세 이상 70세 미만 65 (31.1%) 

- 70세 이상 80세 미만 29 (13.9%) 

진단 연도  

- 2013년 22 (10.5%) 

- 2014년 42 (20.1%) 

- 2015년 63 (30.1%) 

- 2016년 70 (33.5%) 

- 2017년 12 (5.7%) 

뇌 관련 병력  

- 두부 외상 31 (14.8%) 

- 뇌졸중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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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대상의 직업성 노출 
 

제 1 항 연구 대상의 장기간 종사한 직업군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과 두번째로 오래 종사한 직업을 조사하여 

해당 직업군을 가장 오래 또는 두번째로 오래 종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분류하였다. 장기간 종사한 적이 있는 직업군 중에서 

환자군의 비율이 대조군보다 많은 것은 관리자, 전문가 직업군과, 

기능직, 기계/제조 직업군이었다(Table 5). 

 

 

 

 

 

 

 

 

 

 

Table 5. The longest job among study population 

직업군 
환자군(N=209) 대조군(N=836) 

N (%) N (%) 

관리자, 전문가 62 (29.7%) 140 (16.7%) 

사무직 32 (15.3%) 214 (25.6%) 

서비스직, 판매직 38 (18.2%) 293 (35.0%) 

농림어업직 22 (10.5%) 101 (12.1%) 

기능직, 기계/제조 57 (27.3%) 183 (21.9%) 

단순 노무직 14 (6.7%) 69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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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연구 대상의 직업성 화학물질, 중금속 노출 
 

직업력 조사에서 직업성 노출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답변한 

경우는 환자군에서 58명(27.8%)이고 대조군에서 126명(15.1%)이었다. 

농약, 접착제, 코팅제, 페인트/락카/니스/도장, 절삭유, 윤활유, 세척제, 

탈지제, 연료, 기타 화학물질 등 모든 항목에서 환자군의 비율이 높았다. 

 

 

 

 

 

Table 6. Chemical exposures as occupational exposures in study population 

직업성 노출 
환자군(N=209) 대조군(N=836) 

N (%) N (%) 

화학물질 전체 58 (27.8%) 126 (15.1%) 

- 10년 미만 9 (4.3%) 17 (2.0%) 

- 30년 미만 23 (11.1%) 33 (4.0%) 

- 30년 이상 24 (11.6%) 73 (8.8%) 

농약 20 (9.6%) 84 (10.0%) 

- 10년 미만 5 (2.4%) 10 (1.2%) 

- 30년 미만 5 (2.4%) 10 (1.2%) 

- 30년 이상 9 (4.3%) 63 (7.5%) 

접착제 7 (3.3%) 15 (1.8%) 

- 10년 미만  0 (0.0%) 5 (0.6%) 

- 30년 미만 3 (1.4%) 8 (1.0%) 

- 30년 이상 3 (1.4%) 2 (0.2%) 

코팅제 5 (2.4%) 4 (0.5%) 

- 10년 미만 1 (0.5%) 1 (0.1%) 

- 30년 미만 3 (1.4%) 2 (0.2%) 

- 30년 이상 1 (0.5%)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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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락카/니스/도장 13 (6.2%) 10 (1.2%) 

- 10년 미만  0 (0.0%) 1 (0.1%) 

- 30년 미만 6 (2.9%) 6 (0.7%) 

- 30년 이상 6 (2.9%) 2 (0.2%) 

절삭유 3 (1.4%) 3 (0.4%) 

- 10년 미만 0 (0.0%) 0 (0.0%) 

- 30년 미만 3 (1.4%) 2 (0.2%) 

- 30년 이상  0 (0.0%) 1 (0.1%) 

윤활유 13 (6.2%) 6 (0.7%) 

- 10년 미만 1 (0.5%)  0 (0.0%) 

- 30년 미만 9 (4.3%) 4 (0.5%) 

- 30년 이상 2 (1.0%) 2 (0.2%) 

세척제 13 (6.2%) 4 (0.5%) 

- 10년 미만  0 (0.0%) 1 (0.1%) 

- 30년 미만 6 (2.9%) 2 (0.2%) 

- 30년 이상 6 (2.9%) 1 (0.1%) 

탈지제 1 (0.5%)  0 (0.0%) 

- 10년 미만 1 (0.5%)  0 (0.0%) 

- 30년 미만 0 (0.0%) 0 (0.0%) 

- 30년 이상 0 (0.0%) 0 (0.0%) 

연료(석유류) 14 (6.7%) 15 (1.8%) 

- 10년 미만 3 (1.4%) 3 (0.4%) 

- 30년 미만 6 (2.9%) 7 (0.8%) 

- 30년 이상 3 (1.4%) 4 (0.5%) 

기타 화학물질 16 (7.7%) 1 (0.1%) 

- 10년 미만 3 (1.4%)  0 (0.0%) 

- 30년 미만 6 (2.9%) 1 (0.1%) 

- 30년 이상 7 (3.3%)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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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노출로 중금속에 노출되었다고 답변한 경우는 환자군에서 

15명(7.2%)이고 대조군에서 10명(1.2%)이었다. 납, 수은, 카드뮴, 

알루미늄, 기타 중금속 등 모든 항목에서 환자군의 비율이 높았다. 

 

 

Table 7. Heavy metal exposures as occupational exposures in study population 

직업성 노출 
환자군(N=209) 대조군(N=836) 

N (%) N (%) 

중금속 전체 15 (7.2%) 10 (1.2%) 

- 10년 미만 3 (1.4%) 3 (0.4%) 

- 30년 미만 7 (3.3%) 5 (0.6%) 

- 30년 이상 5 (2.4%) 2 (0.2%) 

납 10 (4.8%) 9 (1.1%) 

- 10년 미만 2 (1.0%) 3 (0.4%) 

- 30년 미만 6 (2.9%) 4 (0.5%) 

- 30년 이상 2 (1.0%) 2 (0.2%) 

수은 4 (1.9%) 1 (0.1%) 

- 10년 미만 1 (0.5%)  0 (0.0%) 

- 30년 미만 3 (1.4%) 1 (0.1%) 

- 30년 이상 0 (0.0%) 0 (0.0%) 

카드뮴 2 (1.0%) 1 (0.1%) 

- 10년 미만 1 (0.5%)  0 (0.0%) 

- 30년 미만 1 (0.5%) 1 (0.1%) 

- 30년 이상  0 (0.0%)  0 (0.0%) 

알루미늄 4 (1.9%)  0 (0.0%) 

- 10년 미만 1 (0.5%)  0 (0.0%) 

- 30년 미만  0 (0.0%)  0 (0.0%) 

- 30년 이상 3 (1.4%)  0 (0.0%) 

기타 중금속 4 (1.9%)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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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연구 대상의 직업성 노출로서 근무 형태 
 

직업력 조사에서 교대근무를 하였다고 답한 경우는 환자군보다 

대조군이 높았고, 1일 1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답한 경우는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경험했다고 답한 경우는 환자군에서 

33명(15.8%) 대조군에서 62명(7.4%)로 환자군의 비율이 높았다. 

 

 

 

 

 

 

Table 8. Irregular working types as occupational exposures in study population 

직업성 노출 
환자군(N=209) 대조군(N=836) 

N (%) N (%) 

교대근무 9 (4.3%) 52 (6.2%) 

- 10년 미만 5 (2.4%) 17 (2.0%) 

- 30년 미만 3 (1.4%) 25 (3.0%) 

- 30년 이상 1 (0.5%) 10 (1.2%) 

1일 10시간 이상 근무 90 (43.1%) 385 (46.1%) 

- 10년 미만 12 (5.8%) 75 (9.1%) 

- 30년 미만 44 (21.3%) 160 (19.4%) 

- 30년 이상 32 (15.5%) 140 (16.9%)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 33 (15.8%) 62 (7.4%) 

- 10년 미만 6 (2.9%) 9 (1.1%) 

- 30년 미만 11 (5.3%) 23 (2.8%) 

- 30년 이상 13 (6.3%) 2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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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연구 대상의 직업성 노출로서 업종 
 

직업력 조사에서 인쇄업, 플라스틱/고무 제조업, 잉크/염료제조업, 

드라이클리닝, 전기공, 방사선 취급 업종, 용접업 등 7개 업종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조사하였다. 모든 업종에서 환자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하나의 셀(cell)에 5명 이상이 분포하여 통계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은 플라스틱/고무 제조업, 전기공, 용접업의 

3개였다. 플라스틱/고무 제조업은 환자군에서 7명(3.3%) 대조군에서 

7명(0.8%), 전기공은 환자군에서 5명(2.4명) 대조군에서 5명(0.6%), 

용접업은 환자군에서 14명(6.7%) 대조군에서 6명(0.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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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Industry types as occupational exposures in study population 

직업성 노출 
환자군(N=209) 대조군(N=836) 

N (%) N (%) 

인쇄업 2 (1.0%)  0 (0.0%) 

- 10년 미만 2 (1.0%)  0 (0.0%) 

- 30년 미만  0 (0.0%)  0 (0.0%) 

- 30년 이상 0 (0.0%) 0 (0.0%) 

플라스틱/고무 제조업 7 (3.3%) 7 (0.8%) 

- 10년 미만 2 (1.0%) 4 (0.5%) 

- 30년 미만 4 (1.9%) 2 (0.2%) 

- 30년 이상 1 (0.5%) 1 (0.1%) 

잉크/염료제조업 3 (1.4%) 5 (0.6%) 

- 10년 미만 3 (1.4%) 1 (0.1%) 

- 30년 미만  0 (0.0%) 4 (0.5%) 

- 30년 이상  0 (0.0%)  0 (0.0%) 

드라이클리닝 4 (1.9%) 3 (0.4%) 

- 10년 미만 1 (0.5%)  0 (0.0%) 

- 30년 미만 1 (0.5%) 2 (0.2%) 

- 30년 이상 2 (1.0%) 1 (0.1%) 

전기공 5 (2.4%) 5 (0.6%) 

- 10년 미만 2 (1.0%) 1 (0.1%) 

- 30년 미만 3 (1.4%) 2 (0.2%) 

- 30년 이상  0 (0.0%) 1 (0.1%) 

방사선 취급 업종 1 (0.5%)  0 (0.0%) 

- 10년 미만 0 (0.0%)  0 (0.0%) 

- 30년 미만 1 (0.5%)  0 (0.0%) 

- 30년 이상 0 (0.0%) 0 (0.0%) 

용접업 14 (6.7%) 6 (0.7%) 

- 10년 미만 3 (1.4%) 1 (0.1%) 

- 30년 미만 6 (2.9%) 3 (0.4%) 

- 30년 이상 4 (1.9%) 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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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근위축성 측삭경화증과 개인적 특성의 연관성 
 

ALS와 개인적 특성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연령과 성별을 보정하여 각 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 모형을 수립하고, 

OR을 산출하였다(Table 10). 출생 시 어머니 연령, 교육 수준, 

흡연력(흡연 여부), 흡연력(갑년)에 대하여 각각 4개의 모형을 

수립하였다. 출생 시 어머니 연령을 사용한 모형에서는 21세 이상 40세 

이하 연령에서 출산한 경우에 대하여 41세 이상에서 출산한 경우의 OR 

4.22(95% CI: 1.63-10.9)이었으며, 흡연 여부를 사용한 모형에서는 

흡연한 적 없는 경우에 대하여 흡연한 적 있는 경우에 OR 1.66(95% CI: 

1.02-2.70)이었다. 

흡연과 성별의 교호작용을 확인하고자, 연령과 성별을 보정하여 

회귀 분석 모형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흡연한 적 없는 여성에 대하여, 

남성은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흡연한 적 있는 여성은 OR 6.88(95% CI: 2.35-20.10)으로 

나타났다(Table 11). 

연령, 성별, 출생 시 어머니 연령, 교육 수준, 성별과 흡연력의 

교호작용을 모두 변수로 사용하여 회귀 분석 모형과 조건부 회귀 분석 

모형을 모두 수립하였다(Table 12,Table 13). 조건부 회귀 분석 

모형에서 21세 이상 40세 이하 연령에서 출산한 경우에 대한 41세 

이상에서 출산한 경우의 OR 4.63(95% CI: 1.66-12.90), 흡연한 적 

없는 여성에 대한 흡연한 적 있는 여성은 OR 14.35(95% CI: 2.94-

70.11)으로 나타났다(Table 13). 

개인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연령, 성별, 출생 시 어머니 연령, 

교육 수준, 성별과 흡연력의 교호작용(또는 흡연력)을 직업성 노출에 

대한 분석을 위한 기저선 공변수(baseline covariate)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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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Odds ratios of each models for personal characteristics by un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회귀 분석 모형 Odds ratio 2.5% LCL 97.5 % UCL 

출생 시 어머니 연령a    

- 20세 이하 1.36 0.78 2.37 

- 21세 이상 40세 이하 (Ref)   

- 41세 이상† 4.22 1.63 10.9 

교육 수준a    

- 중학교 이하 (Ref)   

- 고졸 또는 전문 대학 0.82 0.55 1.23 

- 4년제 대학 이상 1.25 0.76 2.06 

흡연력(흡연 여부) a    

- 흡연한 적 없음 (Ref)   

- 흡연한 적 있음† 1.66 1.02 2.70 

흡연력(갑년) a    

- 1갑년 미만 (Ref)   

- 20갑년 미만† 2.06 1.23 3.46 

- 40갑년 미만 1.11 0.65 1.90 

- 40갑년 이상 1.13 0.51 2.52 

aAdjusted for age and sex. 
†P under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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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Odds ratios of interaction between sex and smoking by un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회귀 분석 모형 Odds ratio 2.5% LCL 97.5 % UCL 

성별, 흡연력 교호작용    

- 여성, 흡연한 적 없음 (Ref)   

- 남성, 흡연한 적 없음 0.85 0.51 1.40 

- 여성, 흡연한 적 있음† 6.88 2.35 20.10 

- 남성, 흡연한 적 있음 1.00 1.00 1.00 

aAdjusted for age and sex. 
†P under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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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Adjusted odds ratio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by un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회귀 분석 모형a Odds ratio 2.5% LCL 97.5 % UCL 

연령b 1.00 0.98 1.02 

성별    

- 여성 (Ref)   

- 남성 1.24 0.84 1.83 

출생 시 어머니 연령    

- 20세 이하 1.33 0.76 2.34 

- 21세 이상 40세 이하 (Ref)   

- 41세 이상† 4.77 1.82 12.49 

교육 수준    

- 중학교 이하 (Ref)   

- 고졸 또는 전문 대학 1.05 0.66 1.68 

- 4년제 대학 이상 1.58 0.89 2.82 

성별, 흡연력 교호작용    

- 여성, 흡연한 적 없음 (Ref)   

- 남성, 흡연한 적 없음 0.91 0.53 1.55 

- 여성, 흡연한 적 있음† 9.53 3.21 28.32 

- 남성, 흡연한 적 있음 1.00 1.00 1.00 

aLogistic regression model with all variables 
bCalculated as a continuous variable 
†P under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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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Adjusted odds ratio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by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조건부 회귀 분석 모형a Odds ratio 2.5% LCL 97.5 % UCL 

연령b 1.09 0.89 1.33 

성별    

- 여성 (Ref)   

- 남성 1.00 1.00 1.00 

출생 시 어머니 연령    

- 20세 이하 1.45 0.77 2.70 

- 21세 이상 40세 이하 (Ref)   

- 41세 이상† 4.63 1.66 12.90 

교육 수준    

- 중학교 이하 (Ref)   

- 고졸 또는 전문 대학 0.99 0.57 1.72 

- 4년제 대학 이상 1.46 0.75 2.84 

성별, 흡연력 교호작용    

- 여성, 흡연한 적 없음 (Ref)   

- 남성, 흡연한 적 없음 0.95 0.53 1.71 

- 여성, 흡연한 적 있음† 14.35 2.94 70.11 

- 남성, 흡연한 적 있음 1.00 1.00 1.00 

a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with all variables 
bCalculated as a continuous variable 
†P under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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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근위축성 측삭경화증과 직업성 노출의 연관성 
 

 

제 1 항 회귀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 평가한 직업성 노출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유해물질 노출 경험, 둘째는 불규칙한 근무형태, 셋째는 

업종 근무 경험이다. 유해물질 노출은 모든 종류의 화학물질, 모든 

종류의 중금속, 중금속 중에서 납에 대하여, 불규칙한 근무형태는 

교대근무, 1일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 심한 육체적 노동을 동반한 

근무에 대하여, 업종은 플라스틱/고무 제조업, 전기공, 용접업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각 변수에 대하여 개인적 특성에 관련된 기저선 공변수를 

보정하고 각각 회귀 분석 모형과 조건부 회귀 분석 모형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교대근무와 장시간 근무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 대한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4Table 15). 

각 변수에 대한 노출 경험을 10년 미만, 1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으로 3개 수준으로 나누어 회귀 분석 모형을 수립하여 경향을 

확인한 결과, 양-반응 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p)를 뚜렷하게 

보인 변수는 없었으나, 모든 중금속 노출에서는 양-반응 효과에 대한 

경향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었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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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Odds ratios of each models for occupational exposures by un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회귀 분석 모형 Odds ratio 2.5% LCL 97.5 % UCL 

유해물질 노출 경험    

- 모든 화학물질† 2.86 1.85 4.42 

- 모든 중금속† 7.89 3.29 18.9 

- 납† 5.73 2.15 15.24 

불규칙 근무형태 경험    

- 교대근무 0.76 0.33 1.73 

- 1일 10시간 이상 근무 0.93 0.64 1.33 

- 심한 육체적 노동† 2.57 1.53 4.3 

업종 근무 경험    

- 플라스틱/고무 제조업† 6.01 2.04 17.72 

- 전기공† 5.99 1.66 21.71 

- 용접업† 9.82 3.43 28.1 

aAdjusted for age, sex, maternal age, education status, and interaction between 

smoking and sex 
†P under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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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Odds ratios of each models for occupational exposures by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조건부 회귀 분석 모형a Odds ratio 2.5% LCL 97.5 % UCL 

유해물질 노출 경험    

- 모든 화학물질† 2.92 1.83 4.66 

- 모든 중금속† 7.06 2.82 17.62 

- 납† 5.41 1.93 15.18 

불규칙 근무형태 경험    

- 심한 육체적 노동† 2.75 1.56 4.87 

업종 근무 경험    

- 플라스틱/고무 제조업† 7.01 2.01 24.48 

- 전기공† 6.15 1.54 24.52 

- 용접업† 7.76 2.71 22.18 

aAdjusted for age, sex, maternal age, education status, and interaction between 

smoking and sex 
†P under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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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orest plo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s for each 

occupational exposure leveled by exposure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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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화학물질과 모든 중금속에 대한 노출 경험, 심한 육체적 노동 

경험에 대하여 개인적 특성에 관련된 기저선 공변수 이외에 

플라스틱/고무 제조업, 전기공, 용접업에 대한 업종 근무 경험을 

혼란변수로 두고 보정하여 각각 조건부 회귀 분석 모형을 수립하였다. 

모든 화학물질 노출 경험은 OR 2.47(95% CI: 1.50-4.05), 모든 중금속 

노출 경험은 OR 5.23(95% CI: 1.83-14.93), 심한 육체적 노동 경험은 

OR 2.44(95% CI: 1.35-4.40)로 나타났다(Table 16). 

 

 

 

 

 

 

 

 

 

 

Table 16. Odds ratios of each models for occupational exposures adjusted for 

experience in industries by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조건부 회귀 분석 모형a Odds ratio 2.5% LCL 97.5 % UCL 

유해물질 노출 경험    

- 모든 화학물질† 2.47 1.50 4.05 

- 모든 중금속† 5.23 1.83 14.93 

불규칙 근무형태 경험    

- 심한 육체적 노동† 2.44 1.35 4.40 

aAdjusted for age, sex, maternal age, education status, and interaction between 

smoking and sex, and experience in plastic/rubber manufacturing, electrical 

engineering, and welding 
†P under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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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화학물질 노출과 모든 중금속 노출 사이의 교호작용을 

확인하고자 이를 사용하여 조건부 회귀 분석 모형을 수립하였다. 이 

때의 회귀 분석 모형은 곱셈 효과(multiplicative effect)를 확인할 수 

있는 모형을 활용하였다. 덧셈 효과(additive effect)를 판단하기에는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아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모든 화학물질과 모든 

중금속에 대하여 노출 경험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화학물질 노출 경험이 

있을 때 중금속 노출 경험이 없는 경우의 OR 2.54(95% CI: 1.51-

4.29), 중금속 노출 경험이 있는 경우의 OR 3.99(95% CI: 1.21-

13.2)으로 교호작용이 확인되었다. 

 

 

 

 

 

 

 

 

 

Table 17. Odds ratios of interaction between chemical and metal exposures 

조건부 회귀 분석 모형 Odds ratio 2.5% LCL 97.5 % UCL 

화학물질, 중금속 교호작용    

- 화학물질 없음/중금속 없음 (Ref)   

- 화학물질 있음/중금속 없음
†
 2.54 1.51 4.29 

- 화학물질 없음/중금속 있음
†
 >100 0.00 >100 

- 화학물질 있음/중금속 있음
†
 3.99 1.21 13.2 

aAdjusted for age, sex, maternal age, education status, and interaction between 

smoking and sex, and experience in plastic/rubber manufacturing, electrical 

engineering, and welding 
†P under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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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매개 분석을 포함한 회귀 분석 모형 
 

업종 근무 경험에 대한 효과를 업종 근무 경험을 통한 모든 

화학물질 노출 경험, 모든 중금속 노출 경험, 심한 육체적 노동에 의한 

간접 효과와 업종 근무 경험 자체의 직접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는 자연 

효과 모형을 수립하였다. 

가중치 부여 기반 접근을 사용하여 매개변수 유무에 따라 업종 근무 

경험 유무에 대한 가중치를 반사실적 결과로 부여하였으며, 가중치에 

대한 계산은 비모수적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본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아 성별과 흡연력에 대한 교호작용 대신 흡연력을 사용해서, 

연령, 성별, 출생 시 어머니 연령, 교육 수준, 흡연력을 기저선 공변수로 

보정하였다. 전기공 업종 경험에 대한 모든 화학물질 노출 경험은 

표본의 숫자가 부족하여 제외하였다. 

모든 중금속 노출을 매개 변수로 분석한 결과, 플라스틱/고무 

제조업의 자연 직접 효과가 유의수준 9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용접업의 자연 직접 효과와 자연 간접 효과가 각각 유의수준 90%와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자연 직접 효과 계수 

1.61(SE 0.76), 자연 간접 효과 계수 0.83(SE 0.38)이었다(Table 18). 

심한 육체적 노동 노출을 매개 변수로 분석한 결과, 플라스틱/고무 

제조업의 자연 직접 효과가 유의수준 9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전기공과 용접업의 자연 직접 효과가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전기공의 자연 직접 효과 계수 -0.11(SE 0.04)로 보호 

효과가 나타났으며, 용접업의 자연 간접 효과 계수 2.15(SE 

0.94)이었다(Table 19). 

모든 화학물질 노출을 매개 변수로 분석한 결과, 용접업의 자연 

간접 효과가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0.38(SE 

0.16)이었다(Tabl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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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Natural effect model for occupational exposures mediated by all heavy 

metal exposure 

자연 효과 모형 Estimate Std. Error P 

플라스틱/고무 제조업    

- 자연 직접 효과* 1.61 0.92 0.08 

- 자연 간접 효과 0.07 0.18 0.71 

전기공    

- 자연 직접 효과 1.61 2.15 0.46 

- 자연 간접 효과 0.45 0.37 0.23 

용접업    

- 자연 직접 효과* 1.36 0.76 0.07 

- 자연 간접 효과
†
 0.83 0.38 0.03 

aAdjusted for age, sex, maternal age, education status, and smoking 

* P under 0.1 †P under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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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Natural effect model for occupational exposures mediated by all physical 

demand exposure 

자연 효과 모형 Estimate Std. Error P 

플라스틱/고무 제조업    

- 자연 직접 효과* 1.70 0.98 0.09 

- 자연 간접 효과 0.23 0.15 0.14 

전기공    

- 자연 직접 효과 1.97 1.56 0.20 

- 자연 간접 효과† -0.11 0.04 0.01 

용접업    

- 자연 직접 효과† 2.15 0.94 0.02 

- 자연 간접 효과 0.08 0.11 0.44 

aAdjusted for age, sex, maternal age, education status, and smoking 

* P under 0.1 †P under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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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Natural effect model for occupational exposures mediated by all chemical 

exposure 

자연 효과 모형 Estimate Std. Error P 

플라스틱/고무 제조업    

- 자연 직접 효과 1.93 1.26 0.13 

- 자연 간접 효과 0.26 0.17 0.13 

용접업    

- 자연 직접 효과 1.51 1.24 0.22 

- 자연 간접 효과† 0.38 0.16 0.01 

aAdjusted for age, sex, maternal age, education status, and smoking 

†P under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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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토의 
 

 

제 1 절 근위축성 측삭경화증과 개인적 특성 
 

ALS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카이제곱 검정 또는 ANOVA 검정에서 

차이를 나타낸 개인적 특성은 출생 시 어머니 연령, 가구소득, 결혼 

상태, 교육 수준, 음주력, 운동 습관 등이다. 

흡연과 ALS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의 

5개 코호트를 종합한 통합 분석(pooled analysis)에서 흡연한 적 없는 

경우에 대하여 과거 흡연자의 RR(relative risk) 1.44(95% CI: 1.23-

1.68), 현재 흡연자의 RR 1.42(95% CI: 1.07-1.88)로 ALS의 발병 

위험이 증가함을 보여주었고(Wang et al., 2011), 2009년 체계적 

고찰에서도 흡연이 산발성 ALS의 위험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Armon, 2009). 그러나 2010년에 영국에서 수행한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여성을 층화 분석하였을 경우에만 RR 1.53(95% CI: 

1.04-2.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산출되었다(Alonso, 

Logroscino, Jick, & Hernán, 2010). 한편, 미국의 코호트 통합 

분석에서 양-반응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Wang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별을 보정한 단일 변수 회귀 분석 모형에서 

흡연 경험 유무의 이항 변수와 흡연량에 따른 다수준 변수 모두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으나, 성별과 흡연 경험 유무의 교호작용을 변수로 

사용한 결과, 흡연 경험이 없는 여성에 대하여 흡연 경험이 있는 여성의 

ALS와 연관성이 크게 나타났다(Table 11). 

스웨덴에서 수행한 코호트 내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출생 시 

어머니 연령은 21세 이상 40세 이하를 기준으로 41세 이상 고령 

출산의 경우 OR 1.7 (95% CI: 1.1-2.4)으로 약한 연관성이 

나타났다(Fang, Kamel, Sandler, Sparén, & Ye, 2008). 본 연구에서 

수립한 개인적 특성을 변수로 사용한 다변수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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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는 같은 변수에 대한 오즈비가 높게 나타났다(OR = 4.63, 95% 

CI: 1.66-12.90). 

흡연력과 출생 시 어머니 연령이 ALS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흡연력과 출생 시 어머니 연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직업성 노출에 대한 분석의 공변수로 활용하였다. 

가구소득, 결혼 상태, 음주력, 운동 습관 등은 환자군이 설문조사 

도구에서 응답할 때에 ALS 진단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ALS 발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할 때에 적합하지 않은 변수로 판단되었다. 

가구 소득은 연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결혼 상태는 별거와 이혼이, 

음주력은 음주하지 않음이, 운동 습관은 운동하지 않음이 환자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1Table 2Table 3). 이는 ALS 발병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아니라 ALS 발병의 결과로 나타난 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 수준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원인 또는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만약 

환자군과 대조군의 교육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환자군과 대조군의 

모집에 있어서 관측하기 어려운 교란변수 또는 다른 변수의 분포가 

달라지고 선택 바이어스가 발생하였을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 수준은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선택 바이어스에 대한 간접적 평가로 제시될 수 있다. 교육 

수준 변수는 분석 모형을 수립할 때에 사회경제학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공변수로 사용하였다(Templ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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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근위축성 측삭경화증과 직업성 노출 
 

설문조사 도구를 통하여 직업성 노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개인적 특성을 공변수로 보정한 단일 변수 회귀 분석 모형에서 화학물질 

노출, 중금속 노출, 심한 육체적 노동, 그리고 플라스틱/고무 제조업, 

전기공, 용접업의 근무 경험이 ALS와 연관성을 나타냈다(Figure 3). 

이러한 직업성 노출은 ALS를 비롯한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자주 

연구되는 변수들이다(Gunnarsson & Bodin, 2018). 

 

 

Figure 3. Adjusted odd ratios of each occupational variables by logistic regression 

 

직업성 노출과 ALS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하게 수행하고자 

각 변수에 대하여 타당한 모형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작업 중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성 노출인 화학물질, 중금속, 심한 

육체적 노동에 대하여 업종에서 근무 경험을 혼란변수로 설정하여 

조건부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업종 근무 경험은 그 자체로 ALS의 

원인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직업성 노출에 대한 원인 변수일 수도 

있으므로, 보정해야 할 혼란변수로 평가할 수 있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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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asual relationships between occupational exposures and ALS 

 

위와 같은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화학물질 노출은 OR 2.47(95% 

CI: 1.50-4.05), 중금속 노출은 OR 5.23(95% CI: 1.83-14.93), 심한 

육체적 노동은 OR 2.44(95% CI: 1.35-4.40)로 나타났다(Table 16). 

기존의 메타-분석 결과에서는 화학물질 RR 1.19 (95% CI: 1.07-1.33), 

중금속 RR 1.45 (95% CI: 1.07-1.96), 심한 육체적 노동 RR 1.29 (95% 

CI: 0.97-1.72)로 나타났으며(Gunnarsson & Bodin, 2018), 

이탈리아에서 수행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화학물질 OR 1.46(95% CI: 

0.82-2.61), 중금속 OR 4.20(95% CI: 1.88-9.38)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와 방향성이 일치하였다(Filippini et al., 2020). 

심한 육체적 노동은 많이 조사되는 변수이지만 운동 습관과 구분이 

모호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운동이 ALS에 대하여 보호효과를 보이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에 프로 운동선수 등에서는 ALS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Aires et al., 2010; Huisman et al., 2013). 

화학물질과 중금속 노출 간의 교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같은 

모형에서 교호작용을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화학물질과 

중금속 모두 노출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화학물질 노출이 있으면서 

중금속 노출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중금속 노출 경험이 있는 경우의 

OR이 더 높아 교호작용이 확인되었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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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nteraction between chemical and heavy metal exposures 

 

과거에는 화학물질과 중금속과 ALS의 연관성에 대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 연구가 많았다(Gait et al., 2003). 특히, 중금속은 

신경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 뉴런이 파괴될 때에 산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ALS와 관련된 

직업성 노출로 꾸준히 연구되었다(Ash et al., 2018). 업종과 직종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구축한 직업 노출 매트릭스(job exposure matrix, 

JEM)로 중금속 노출을 평가한 덴마크 연구에서는 다양한 중금속에 

대한 OR이 유의하지 않았다(Dickerson, Hansen, Gredal, & Weisskopf, 

2020).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도 역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차별적 

오분류(non-differential misclassification) 때문에 위험이 가려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위의 

메타-분석, 환자-대조군 연구 등 비교적 최근 연구에서는 정합적으로 

중금속에 대한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금속 노출의 연관성의 강도가 가장 크며, 화학물질 

노출에서도 교호작용을 보이는 바, 가장 주요한 직업성 노출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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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고무 제조업 업종, 전기공, 용접업 3개 업종에 대하여 

업종 근무 경험을 분석하였다. 개인적 특성을 공변수로 보정한 단일 

변수 회귀 분석 모형에서 플라스틱/고무 제조업 업종 OR 6.01(95% CI: 

2.04-17.72), 전기공 OR 5.99(95% CI: 1.66-21.71), 용접업 OR 

9.82(95% CI: 3.43-28.10)이었으며(Table 14), 조건부 회귀 분석 

모형에서는 플라스틱/고무 제조업 업종 OR 7.01(95% CI: 2.01-24.48), 

전기공 OR 6.15(95% CI: 1.54-24.5), 용접업 OR 7.76(95% CI: 2.71-

22.18)이었다. 이탈리아에서 수행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제조업 

종사 OR 1.48(95% CI: 0.80-2.74), 전자기 장비 취급 업무 종사 OR 

1.11(95% CI: 0.59-1.62), 용접업 OR 1.67(95% CI: 0.49-5.66)으로 

나타났다(Filippini et al., 2020). 본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업종 근무 경험의 연관성이 매우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업종 근무 경험 중에 다양한 직업성 노출을 경험할 수 있다. 즉, 

직업성 노출이 매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개 분석을 활용해야 한다(VanderWeele & 

Tchetgen, 2016). 가능한 모든 매개 변수에 대하여 다중 매개 

변수(multiple mediators)를 활용한 분석 방법이 있으나, 비노출군의 

표본 숫자가 충분하지 않아 이러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각 업종 근무 경험에 대하여 화학물질 노출, 중금속 

노출, 심한 육체적 노동을 각각 매개 변수로 하는 모형을 수립하고 

분석하였다(Figure 6). R 패키지의 하나인 medflex 패키지(Steen et al., 

2017)를 활용하였으며, 업종 근무 경험과 직업성 노출에 대하여 

반사실적 결과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중치 부여 

기반 접근을 사용한 자연 효과 모형을 수립하였다. 가중치를 계산할 

때는 표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모수적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인과적 OR을 산출하지는 않았으며, 각 모형에 대하여 자연 직접 

효과와 자연 간접 효과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매개 효과를 평가하였다(Table 18Table 19Tabl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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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asual relationships between working experiences in industry and ALS 

 

매개 분석 결과, 플라스틱/고무 제조업에서는 중금속 노출에 대한 

자연 직접 효과와 심한 육체적 노동에 대한 자연 직접 효과가 유의수준 

9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연 효과 모형에서 

플라스틱/고무 제조업은 중금속 노출이나 심한 육체적 노동을 매개하지 

않은 경로로만 ALS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기공에서는 심한 육체적 노동에 대한 자연 직접 효과가 유의수준 

95%으로 보호효과(β10 = -0.11)로 나타났다. 이는 심한 육체적 노동이 

없는 경로에서 전기공은 ALS 위험이 오히려 낮다는 의미로, 심한 

육체적 노동을 매개로 하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힘든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변수가 

근로자에 상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건강 근로자 

효과(healthy worker effect)로 볼 수 있다(Aires et al., 2010). 

표본 숫자가 가장 많은 용접업 경험에 대한 매개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가 가장 많이 나왔다. 중금속 노출을 매개 변수로 하였을 때, 자연 

직접 효과 계수 1.61(SE 0.76, P = 0.07), 자연 간접 효과 계수 

0.83(SE 0.38, P = 0.03)이었다. 심한 육체적 노동을 매개 변수로 

하였을 때, 자연 간접 효과 계수 2.15(SE 0.94, P = 0.02), 화학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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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로 하였을 때, 자연 간접 효과 계수 0.38(SE 0.16, P = 

0.01)이었다. 용접업은 각각 직업성 노출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매개 변수를 거치는 경로로 ALS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매개 변수를 

거치지 않는 용접업 자체의 자연 직접 효과가 다소 크다. 

용접업은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Guha et al., 2017), 

이외에도 알루미늄, 망간 등에 의한 신경독성에 대하여 잘 알려진 

업종이다(Buchtaa et al., 2005; Sriram et al., 2010). 중금속이나 

화학물질 노출 이외에 유해한 직업성 노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여 응답하지 못하여 매개 효과가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용접 관련 종사자는 2012년 기준으로 22-37만명으로 

추정되는데, 대조군의 비율 0.7%는 이러한 통계와 유사하지만 환자군의 

비율 6.4%는 매우 높다(Moon, Kang, & Kim, 2012). 대조군의 통계가 

일반 인구집단의 선행연구와 유사하다는 점은 설문조사 도구의 정확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다. 

용접업 업종 경험은 본 연구에서 주요한 변수로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서는 직업성 노출과 관련된 다른 변수(UV 노출, 보호구 착용, 

약탈적 고용 등)와 더 많은 표본 숫자를 확보하여 다중 매개 분석 등 

인과적 추론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용접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전기 충격과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평가는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한 연구 방법의 한계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전기 충격과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전기공에 대한 직업력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산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강을 

위하여는 직무-노출 매트릭스(job-exposure matrix; JEM) 등 직업성 

노출에 대한 보조적인 노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Peters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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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점과 추가 연구 필요성 
 

직업성 노출 또는 직업과 ALS와의 연관성은 연구는 오랫동안 

명확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다(Sutedja et al., 2009). 이는 

환경적 요인을 연구하는 역학적 연구 결과의 여러가지 바이어스 

때문으로 특히 환자-대조군 연구의 경우에는 선택 바이어스(selection 

bias), 회상 바이어스(recall bias)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군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선택 

바이어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Mezei & Kheifets, 2005). 또한,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과대추정 또는 과소추정을 유도할 

수 있는 회상 바이어스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선택 바이어스는 좀 더 

광범위한 ALS 환자군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택 바이어스와 회상 바이어스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보정이 

추가 연구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Cheung, Ma, Lam, Li, & 

Milligan, 2019; Lee & Dominici, 2021; Mezei & Kheifets, 2005). 

희귀 질환이라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자군의 표본의 숫자가 

적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연구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Jun et al., 2019). 

이외에도 ALS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역학조사 등에서 

산업위생학적인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향후 추가적인 연구 

설계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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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론 
 

ALS는 유전적 위험요인과 환경적 위험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병하는 치명적인 희귀질환으로, 주요한 환경적 위험요인인 직업성 

노출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평가에 대한 

요구가 최근 한국에서 증가하고 있다. 

환자-대조군 연구는 고전적인 역학적 연구 방법이지만, 최근 

다양한 방법론이 추가되어 매개 분석, 바이어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ALS처럼 병인론이 명확하지 않은 희귀질환을 평가할 때 환자-대조군 

연구는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역학적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대학병원을 기반으로 환자군을 모집하여 지역사회에서 

대조군을 짝지음하여 진행되었고,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개인적 

특성과 직업성 노출, 직업 관련 변수를 조사하였다. 

기존 역학적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었던 화학물질, 중금속, 심한 

육체적 노동에 대한 ALS와의 연관성을 타당성 있는 모형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매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용접업을 비롯한 업종 

근무 경험의 직업성 노출에 대한 매개 효과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 직업성 노출로는 중금속 노출, 업종 근무 경험으로는 

용접업이 ALS와 주요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바이어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추가적인 인과적 추론을 진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직업성 노출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ALS를 비롯한 만성 

퇴행성 신경계 질환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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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ccupational Exposures 

and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in South Korea: 

A Community-based 

Case-Control Study 

 

Yangwoo Kim 

Dept. of Public Health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is a chronic 

degenerative nervous system disease that gradually destroys motor 

neurons distributed in the brain and spinal cord. ALS is known to be caused 

by the interplay of genetic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but there is a lack 

of precise results on environmental risk factors compared to genetic risk 

factors. Therefore, it is crucial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ALS 

and occupational exposures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concentrated in 

a particular population at higher concentrations. 

Method: A 1:4 matched case-control study was performed. It includes 

209 patients diagnosed with sporadic ALS and 836 controls matched by age, 

sex, and residence. Logistic regression methods and mediation analysis by 

a natural effect model using a weighting-bas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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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Chemical exposure shows OR (95% CI: 1.50–4.05), heavy 

metal exposure OR 5.23 (95% CI: 1.83–14.93), and severe physical demand 

OR 2.44 (95% CI: 1.35–4.40), adjusted for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industry work experience, respectively. Mediation analysis represents 

those natural indirect effects in the welding industry when heavy metal 

exposure (β11=0.83, P=0.03) and chemical exposure (β11=0.38, P=0.01) 

are mediato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95% levels. 

Conclusion: Chemical exposure, heavy metal exposure, and severe 

physical demand exposure as occupational exposure are associated with 

ALS. Working experience in the industry has been associated with ALS in 

plastic/rubber manufacturing, electrician, welding, heavy metal exposure, 

and chemical exposure as the mediator for welding. 

 

Keyword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Occupational exposure, 

Case-control study 

Student Number: 2018-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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