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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암은 예방될 수 있으며 식품(food), 영양(nutri-

tion), 운동(physical activity) 그리고 신체성분 조성

(body composition)이 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은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문이 근대적

으로 체계화되기 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어떤 음식과 식습관이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기록과 전해오는 처방에 근거한 제안은 다른 질병 

예방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삶의 질을 향상(to 

improve well-being)시키는 중요한 지침으로 인식

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로부터의 제안

과 지침들은 최근까지도 심지어 학자들에 의한 최

근 연구에서조차 상반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양상

을 보이고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암으

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생명과 관련된 고통을 받거

나 평소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암과 관련

된 의료, 정책,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명확

하고 현실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암 대응 지침서

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

유로 최근 암과 식품, 영양, 운동과의 관련된 연

구 결과들을 그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하며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노력

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를 주도하는 대표적 기관

이 국제암연구기금(World Cancer Research Fund, 

WCRF)과 미국암연구회(American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 AICR)이다.

본 총설에서는 국제암연구기금이 편찬한 보고서

와 국제암연구기금의 후원으로 2011년 11월에 개

최된 미국암연구회 연례 연구 컨퍼런스(AICR An-

nual Research Conference 2011)의 발표 내용을 중

심으로 식품, 영양, 운동과 암 예방의 영향에 대한 

최근 연구들의 결과를 총괄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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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발생 현황

Fig.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개발도상국이나 

국민소득이 적은 국가에서는 비전염성 질환에 의

한 사망률 - 전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일시적

이나 지역적으로 비등할 수 있어서 통계치의 신뢰

를 위해 제외함 - 에서 1위는 심혈관계 질환이고 

암은 2위에 해당하나 소득수준이나 의료수준이 높

아짐에 따라 암이 전체 사망률의 비율이 높아져 1

위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심혈관계 질환

은 건강에 치중하는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우선적

으로 일정 비율은 극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암이 비록 환경 개선

에 의해 사망률 1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의료수준

의 개선으로 암 종류에 따른 사망률의 변화나 특

히 5년 생존율이 늘어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암 역시 극복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적

어도 사망률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개선이 가능한 

여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능성은 전 세계의 국가와 인종에 따른 

암 발병률 통계로부터 찾을 수 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종이 다른 국가 즉, 식생활을 비롯한 생

활 환경이 상이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암의 종

류에 따른 발병률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세대 또는 2세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차이가 현저한 암은 胃癌, 

大腸癌, 乳房癌 그리고 前立腺癌이다.

식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정 암의 발병이 늘

어나는 현상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의 

식생활 변화에서 볼 수 있다. 양적으로 풍부해진 

것 이외에도 대체로 탄수화물이 적고 지방과 당

분, 첨가제가 많고 고열량이며 지역에 따라 알코

올 섭취가 문제시 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坐食文

化가 빈번해져서 에너지요구량이 줄어드는 환경

이 되어 특정 암과 함께 비만과 당뇨의 증가가 수

반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암 발병률과 사망률에 대한 가장 최근의 통계치

를 얻을 수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99년에 이

르러 미국인의 사망률로 암이 심혈관 질환을 추월

하였으며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암 사망률이 

남자는 22.2%, 여자는 13.9% 감소하였지만 아직

도 전체 사망률의 1/4은 암에 의한 것이다. 조기진

단과 치료기술의 발달로 암 진단을 받은 미국인의 

65%가 5년 이상 생존하고 있으며 이는 1천2백만

Fig. 1.  Non-communicable causes of death in India, United States and Japan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lobal Infobas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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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법, 가공방법, 보존방법 등의 요인 각각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운동과 신체성분 조

성 또한 여러 암의 발병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생물에너지학(bioenergetics)의 관

점이 암 발생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안되기도 

한다.

Fig. 3은 식품, 영양, 비만, 운동과 암에 관련된 

세포 내 과정들과 각 단계를 연구하는 영양유전학

(nutrigenetics), 영양유전체학(nutrigenomics), 유전

체학(genomics), 후생유전체학(epigenomics), 전사

체학(transcriptomocs), 단백질체학(proteomics), 대

사체학(metabolomics) 등의 학문분야들 간의 관계

를 보여주고 있다. Fig. 4는 식품, 영양, 비만, 운동

과 암에 관련된 세포 내 기작들 간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으며 Fig. 5에서는 식품, 영양, 비만과 운동

에 관련된 생물학적 기작과 그에 영향을 주는 식

품 성분들이 암의 발병과 진행과정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기본적 생리기작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외부적 요인에 대한 이해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이는 인간 게놈 해석이 크게 기여한 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암을 억제하거나 생성하는 암 

발생에 대한 분자 수준의 생물학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AICR

미국암연구회(American Institute for Cancer Re-

search, AICR)에서는 ‘암발생은 방지될 수 있다’ 는 

단순하고 강한 믿음에 근거를 두고 1982년에 미국 

워싱턴DC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암 대응 단체이

며 ‘식사와 암(diet and cancer)’ 과의 관련성에서 출

발하여 이 분야의 최신 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

명이 넘는 숫자이다. 미국에서 암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의 변화를 보면, 1975년에 비해 34년 후인 

2009년에는 67%로 17% 증가하였고, 소아암은 49% 

증가하여 79%, 전립선암은 32% 증가하여 99%, 유

방암은 16% 증가하여 91%, 대장암은 17% 증가하

여 66% 그리고 폐암은 4% 증가하여 16%의 생존율 

증가를 보였다. Fig. 2는 1975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 암의 성별에 따른 발병률 변화와 2012년

의 10大 암 발병률과 사망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세계적인 암발병률을 보면,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저소득층이 많은 국가에서는 주로 口腔, 

咽頭(pharynx), 喉頭(larynx), 鼻咽頭(nasopharynx), 

食道(oesophagus) 그리고 위와 같은 상부호흡소화

관(upper aerodigestive tract, UAT)과 肝, 子宮頸部

(cervix)의 암 발병이 많은 편이다. 선진국이나 개

발도상국의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대장암(colorec-

tal cancer)이나 유방, 난소, 子宮內膜, 전립선과 같

은 호르몬 관련 암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발

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암은 감소하는 추세이

며 폐암의 경우 선진국은 그렇지 않지만 전 세계

적으로는 흡연이 증가하여 발병률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30년까지 암환자의 숫자는 두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암발병

률 증가와 전체 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암 예방

은 현재 세계적으로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암 연구

식품과 영양성분이 암 발생의 여러 단계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자세히는 식품과 

음료 자체, 식품성분 또는 성분 간의 균형, 식품의 



5

식품, 영양, 운동과 암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Fig. 2.  Trends in incidence rates for selected cancers by sex, United States, 1975 to 2008 (above) and 10 
leading cancer types for the estimated new cancer cases and deaths by sex, United States, 2012 
(below)(Rebecca Siegel et al., ‘Cancer Statistics, 2012’. 2012 American Cancer Societ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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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ood, nutrition, obesity, physical activity, and the cancer process (WCRF/AICR, 2007)

Fig. 3.  The basis for the study of food, nutrition, obesity, physical activity, and the cancer process. The 
genetic message in the DNA code is translated into RNA, and then into protein synthesis and 
so determines metabolic processes. Research methods called ‘‘-omics’’ address these different 
stages (WCRF/AIC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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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influences of food, nutrition, obesity, physical activity on the cancer processes in figure 3 
(WCRF/AIC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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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s).

또한 엽산(folic acid)은 과다 복용시 암을 유발

할 수 있다. 우유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나 칼슘 섭취가 다시 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Fig. 6). 적색 육류(red meat) 섭취와 

대장암 발생과의 상관관계 등은 시기와 농도 요인

을 고려하고, 비타민 복용과 대장암 억제는 그 복

용 기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그 영향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각종 과일과 채소

에서 항암효과가 알려져 있는 기능성 성분들의 암 

종류별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의 분석 기준

에 대해 언급하였다(Fig. 7).

세 번째 기조강연에서 Texas Austin대학교 MD-

Anderson 암센터의 Stephen Hursting 교수가 ‘Diet 

and cancer prevention: lessons from animal models 

and transdisciplinary studies(식사와 암 예방: 동물

모델과 초학문적 연구로부터 교훈)’ 라는 제목으로 

대부분 암은 특정 영양성분의 조절에 의한 신중한 

식사조절에 의해 예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동물모델은 인간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모

델은 아님에도 암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균형에 

관련되거나 생리활성 식품성분과 같은 음식 성분

의 효과를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

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였으며 비만과 이에 연관된 

인슐린 관련 요인들을 추적하고 제어함으로써 암

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Leeds대학교의 Mark Hull교수는 ‘n-3 불포

화지방산 아이코사펜타노익산의 대장암 억

제에 대한 임상연구와 병진연구(Clinical and 

translational studies of the anti-colorectal cancer 

activity of the n-3 polyunsaturated fatty acid ei-

cosapentaenoic acid)’ 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주로 

EPA(eicosapentanoic acid)와 DHA(docosahexanoic 

acid)가 주성분인 오메가3라고도 부르는 n-3 poly-

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한 암의 방지, 치료와 생명연장에 대한 연구를 지

원하고, 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증거에 

근거한 신뢰할 수 있는 대처방법을 제안하기 위하

여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와 관련 연구 분야의 지

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현재 

AICR의 분석 결과에서 얻어진 결론인 식사 개선, 

운동과 같은 매일 조금의 노력이 암을 억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전세계 관련 분야의 많은 의사, 

연구자,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AICR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40%가 이

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매년 워싱턴DC

에서 AICR 연구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2011년에는 

11월에 개최되었고 전 세계에서 500여명이 참석하

였으며 구두발표 26편과 포스터발표 122편의 발표

가 있었다. 행사가 끝난 직후 전 세계 방송언론매

체에서 암 억제에 관련한 행사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식품과 암

첫 번째 기조강연에서 Havard대학의 Edward 

Giovannucci교수는 ‘암 예방과 치료에 대한 심층

적 관찰에 의한 분석 연구(the role of observational 

studies)’ 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다음 4가지의 관점

을 주목해야한다고 하였다. 1) 발암유발 요인에 노

출되는 시기의 시점과 기간(time of association), 2) 

발암유발 요인의 양과 노출 시기(dose-response), 

3) 발암유발과 연관된 에너지 균형(energy balance)

과 1탄소 분자들의 대사과정의 관점에서 영양분의 

균형(complexity of diet in influencing carcinogenic 

pathways), 4) 과일과 채소에서 섭취되는 항암성분

의 상관관계(inter-correlation among single nu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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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hypothe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rectal cancer and the time of calcium intake 
(Giovannucci E, AICR Annual Research Conference, 2011)

Fig. 7. Fruits and vegetables and the risk of cancer (WCRF/AIC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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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치료와 생존

암 치료와 생존(Cancer Treatment and Survivor-

ship)에 관한 내용의 세션에서 첫 번째 연사인 미

NIH의 NIDDK연구소의 Carla Prado박사는 ‘암에 

의한 쇠약증상과 영양의 영향(The impact of nutri-

tion intervention in cancer cachexia)’ 이라는 제목

의 강연에서 말기암에서 나타나는 고도의 전신쇠

약증세인 惡液質(cachexia)과 영양성분의 영향에 

대한 관계는 암환자의 경우, 영양성분 섭취의 부

족과 비정상적인 영양대사와 같은 현상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단백질 공급이 부족하고 에너지 균

형이 ‘음’ 의 부족한 상태로부터 기인한다고 설명

하였다(Fig. 10).

글루타민, 알기닌과 같은 성분이 암에 의한 쇠

약증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생존을 늘려

unsaturated fatty acid(PUFA)가 대장암(colorectal 

cancer, CRC)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는 인간과 

동물실험에서 차이가 있으며 높은 농도에서 유

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농도나 양의 관

점으로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Fig. 8). 

Texas Austin대학교의 John DiGiovanni교수는 ‘암 

발병을 억제하는 칼로리 제한 기작에 대한 새로운 

고찰: 암예방을 위한 표적 발굴(New insights into 

mechanisms of calorie restriction mediated inhibi-

tion of carcinogenesis: identifying targets for cancer 

prevention’ 이라는 제목으로 ‘양’ 의 에너지 균형

(positive energy balance)은 비만을 초래하고 여러 

上皮性 암(epithelial cancers)을 유발하며 ‘칼로리 

제한(calorie restriction, CR)’ 에 의한 ‘음’ 의 에너지 

균형(negative energy balance)이 암을 억제할 수 있

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Fig. 9).

Fig. 8.  The reducing effect of Eicosapentanoic Acid-Free Fatty Acid (EPA-FFA) to the number of polyps 
in colon (Hull M, AICR Annual Research Conferen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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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TORC1 signaling pathway as a potential target for mimicking the effects of Calorie Restriction (CR) 
on cancer promotion (DiGiovanni J, AICR Annual Research Conference, 2011)

Fig. 10.  List of agent under consideration for Cachexia Therapy (Baracos V E, Annu Rev Nutr, 26, 435-61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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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형(Micronutrient status and the nervous system in 

cancer: a balance between feeding the host and starv-

ing the tumor)’ 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미량 영양소

는 종양세포와 정상세포 모두에게 필수적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정상세포의 생육을 저해하여 상대적

으로 왕성한 생장기능을 지닌 종양세포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성분별로 정확한 양에 

의한 억제효과를 가져오도록 잘 고안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Fig. 11).

  콩식품과 암

Kaiser Permanente社 연구소의 Bette Caan박사

는 ‘유방암 환자 생존을 위한 콩식품 섭취: 역학

연구논문들로부터 결론(Soy intake for the breast 

주는 결과가 있으나 아직 연구결과가 더 필요하

며, 생선에 많이 존재하는 에이코사펜타에노산

(eicosapentaenoic acid, EPA)과 도코사헥사엔산

(Docosahexaenoic acid, DHA)이 주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도 인체 내에서 식욕부진(anorexia) 개선과 

소염작용, 근육 내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여 말기

암 전신쇠약증세에 효과를 보이나 아직 임상적 증

거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발린, 류신, 이소류

신과 같은 측쇄아미노산(branched chain amino ac-

ids, BCAAs)이 cachexia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나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암 사망률에는 유의성 있는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고 하였다.

 California대학교 Davis Campus의 Ralph Green교

수는 ‘신경계 종양에서 미량 영양소와의 관계: 정상

세포에 대한 영양공급과 종양세포의 영양고갈 사이

Fig. 11.  One of anticancer treatment, a modified Dana-Farber regimen for peripheral neuropathy in 
multiple myeloma (Green R, AICR Annual Research Conferen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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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양줄기세포

‘종양줄기세포(Cancer Stem Cells)’ 라는 주제의 

세션에서 미시간대학의 Max Wicha교수는 ‘정상줄

기세포와 종양줄기세포: 개론(Normal Stem Cells 

vs. Cancer Stem Cells: an Overview)’ 이라는 강연

에서 암의 발병은 종양줄기세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암세포의 출현은 근

원세포로부터 유전적 또는 후생유전적 변화에 의

해 자기재생(self-renewal) 능력의 조절장애(dys-

regulation or disregulation)가 발생한 성체줄기세

포로부터 시작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관점은 암 

발생기작(carcinogenesis)은 공히 ‘종양줄기세포’ 와 

‘클론선택설(clonal selection)’ 모델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암세포의 

출발이 자기재생능력을 가진 세포 집단에서 시작

된다면 이러한 자기재생능력을 억제하는 방법으

로 암세포를 제어한다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종양줄기세포 생장 억제 효과가 

있는 브로콜리의 sulforaphane 성분과 커리(curry)

의 주요 성분인 curcumin의 유방암 줄기세포의 생

장 억제에 대한 결과를 항암 효과로써 중요한 의

미로 제시하였다(Fig. 15, 16, 17).

cancer survivor: evidence from the epidemiological 

literature)’ 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콩식품에 많이 

존재하는 Genistein, Daidzein 그리고 Glycitein과 

같은 isoflavone 화합물들(Fig. 12)이 유방암 억제에 

이롭다 또는 해롭다라는 상반된 주장이 있어 왔는

데, 이는 콩식품을 적게 섭취하여 적은 양으로만 

실험을 계획하여 수행한 서구의 몇 연구자들의 결

과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왔을 뿐 섭취량이 많은 

아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억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세계 여러 연구팀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콩 식품의 

isoflavone 화합물들은 유방암 이외에도 다른 여러 

종류의 암에도 억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Fig. 13).

Georgetown대학의 Leena Hilakivi-Clarke박사

는 ‘유방암 생존자들에 대한 콩식품의 효과에 관

련된 생물학적 요인(Biological factors involved in 

mediating the effects of soy foods on breast cancer 

survivors)’ 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콩 식품에 많

이 존재하는 isoflavone인 Genistein에 대한 연구 결

과를 분석하여 유방암 억제효과를 위한 콩 섭취는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였을 경우 효과가 확실히 있

으며, 나이가 든 후나 유방암이 시작된 후에 콩 섭

취를 시작하는 것은 그 효과를 아직 확실히 증명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Fig. 14).

Fig. 12.  Structure of major isoflavone compounds in soy food; (a) Genistein (b) Daidzein (c) Glyci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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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Breast cancer deaths in different countries in 2008 (Hilakivi-Clarke L, AICR Annual Research 
Conference, 2011)

Fig. 13.  Relationship between Soy Isoflavone intake and the mortality of total and breast cancer (Shu X O 
et al., J Amer Med Assoc, 302, 2437-4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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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Services-Cancer Care의 Christine Frieden-

reich박사는 ‘발암위험과 운동의 역할에 대한 관

찰과 실험결과(Observational and experimental 

evidence for the role of physical activity in cancer 

  坐式습관, 운동과 암

‘坐式습관과 운동과 암’ (Sedentary Behavior and 

Physical Activity)이라는 주제의 세션에서 Alberta 

Fig. 15.  Stem cells and breast carcinogenesis (Wicha M, AICR Annual Research Conference, 2011)

Fig. 16. Structure of (a) Sulforaphane in broccoli and (b) Curcumin in c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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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증가하였고 이러한 생존율 증가와 함께 암의 

재활치료로써 운동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라고 하였

다(Fig. 20).

호주의 Baker IDI Heart and Diabetes Institute의 

Neville Owen교수는 ‘坐式습관: 암예방 연구를 위

한 규명(Sedentary behavior: definitions and distinc-

tions for cancer-prevention research)’ 이라는 제목

의 강연에서 현대인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坐式

습관(sedentary behavior) - 직업적으로 앉아서 일

하거나 컴퓨터 사용, 차안에서 그리고 휴식을 취

risk)’ 라는 제목의 강연으로 과거 20년간 ‘암 예방, 

암 발병(morbidity), 암 사망률(mortality)과 운동

의 역할’ 을 규명하고자 한 대표적 연구들과 역학

조사, 그에 따른 건강지침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였다(Fig. 18, 19).

Duke대학교의 Lee Jones교수는 ‘암 진단 후 운

동에 의한 재활치료: 예후와 관련된 심폐능력(Ex-

ercise rehabilitation following a cancer diagnosis: 

cardiorespiratory fitness to prognosis outcomes)’ 이

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암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

은 1975년에 비해 34년 후인 2009년에는 67%로 

Fig. 17.  Broccoli could stop breast cancer spreading by targeting stem cells (Li Y et al., Clin Cancer Res,  
16(9), 2580-9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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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Interaction of physical activity and carcinogenesis (Rundle A, Cancer Epidemiol Biomarkers Prev, 
14, 227-36, 2005)

Fig. 19.  Hypothesis of mechanisms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breast cancer (Friedenreich C M et al., 
Eur J  Cancer, 46, 2593-2604, 2010)



18

총 설

美NIH의 NCI의 Charles Matthews박사는 ‘좌식습

관과 암: 가능한 위험과 생물학적 기작(Sedentary 

behaviors and cancer: possible risks and biological 

mechanisms)’ 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

은 내용을 언급하였다. 지난 50년 사이에 서구에서 

경제 발전과 편리한 기기들의 출현으로 인류의 座

式습관이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동시에 육체활동

의 양은 급격하게 줄게 되었다. 미국의 성인과 청

소년은 깨어있는 시간의 약 60% - 매일 9시간 이

상 - 를 앉아서 지내고 있으며 그에 따라 비만율

이 대폭 증가하였다. 최근의 연구들에서 장시간 

앉아있는 행위는 만성적인 질병 및 단명과 유의성

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으며 본 강연에서는 암 발

생과도 긴밀한 관련성을 보이는 연구 결과들을 보

하며 TV시청 등 장시간 앉는 것은 최근 새롭게 인

식된 중요한 암 발병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그 생

리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

지만 대체로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으며 장시간 

앉아서 TV를 시청하는 행위에서 오는 비정상적인 

포도당대사(abnomal glucose metabolism), 불안정

한 지질대사조절(disordered lipid regulation), 혈당 

상승(glycemic elevation), 복부비만(abdominal obe-

sity), 신장에서 염증, 전반적 염증(systemic inflam-

mation) 등이 유발되는 것과 발암이 관련있는 것으

로 본다고 설명하였다. 하루 6시간 이상의 좌식습

관을 15년 이상 지속할 경우는 3시간 이하로 유지

한 경우보다 40% 정도의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충

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음을 언급하였다(Fig. 21).

Fig. 20.  The effect of physical activity on prostate cancer development (Jones L W, AICR Annual 
Research Conferen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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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itting increases risk of death from cancer up to 40% (Owen N, AICR Annual Research 
Conference, 2011)

진행되고 있다.

이 세션의 ‘좌식습관과 발암’ 에 관한 연구 결

과는 학회가 끝난 직후 CNN, NBC News, ABC 

News, CBS News, Canadian CTV, USA TODAY, 

Washington Post, WebMD, Scientific American 등 

대중 언론 매체나 과학전문지가 가장 심도 있게 

다룬 내용으로 암을 이겨내기 위하여 유익하고 적

정량의 영양성분 섭취와 함께 좌식 문화에서 벗어

나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메

시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미 미국암연구회에서는 

암 예방에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홍보 

포스터를 알리고 있다(Fig. 25).

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출발이 되

었던 다음과 같은 1984년 美國疫學會志(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에 발표된 연구를 소개하

였다. 1972년~1981년 캘리포니아洲 로스안젤레스 

카운티에서 2,950명의 20세~64세까지의 남자 대

장암 환자의 직업을 조사하여 본 결과, 육체노동

을 많이하는 직업군에 비하여 앉아서 일하는 직업

군의 남성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22). 이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그 이

후 여러 연구에서 비슷한 결론을 얻게 되었다(Fig. 

23, 24).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좌식습관을 줄이

고 적당한 양의 운동을 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거

나 치유하는데 필수적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운동

량의 적정 수준을 규명하는 것에도 많은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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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Relationship between the time of TV viewing and colorectal cancer (Matthews C E, AICR Annual 
Research Conference, 2011) 

Fig. 22.  The 1st research paper reporting the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on cancer (Garabrant D H et al., 
Am J Epidemiol, 119, 1005-1014,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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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Studies for sedentary (sitting) behaviors and cancer (Matthews C E, AICR Annual Research 
Conference, 2011)

Fig. 25. AICR poster informing the cancer protection with types of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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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식품, 영양, 운동의 암 예방에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에 대한 분석은 암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류에

게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

로 시도되었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암 예방의 효

과가 있다고 언급된 여러 식품 성분과 영양 요소

들 중 전 세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시도

가 반복된 경우에 한해서만 그 효과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여기서와 같이 보고서와 결론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준에서 암을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

는 식품 성분과 영양 요소로써 비타민 B, C, D, E  

계열, β-carotene, selenium, 우유의 첨가물로써 칼

슘, EPA와 DHA의 ω-3 지방산, 글루타민, 알기

닌과 같은 아미노산, 발린, 류신, 이소류신과 같

은 측쇄아미노산, polyphenols, isoflavonoids, sul-

foraphane, curcumin 등과 이들이 다량 함육된 과

일, 채소, 육류와 같은 식품이 언급되었으나 현재

까지는 임상적 연구 결과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

으며 이들 역시 농도와 섭취 시기 등의 요인이 동

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게 지적되었

다. 또한 에너지源으로써의 영양성분에 의한 에너

지균형 또한 암 발생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한

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과 영양 성분 섭취 이외

에도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이 암 예방에 절대적

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큰 주목을 받게 되

었다. 지금까지 넓은 범위의 반복된 실험결과들을 

종합하여 암을 예방하거나 반대로 유발하는 효과

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신’ 하거나 ‘가능성’ 이 있

는 식품(또는 성분) 이나 관련 요인들에 대하여 그

에 영향을 받는 암의 종류를 표로 정리하였다(Fig. 

27).

  비타민 D와 암

마지막 세션인 폐회 기조연설의 주제는 ‘비타민

D와 암(Vitamin D and Cancer)’ 이며 첫 번째 연사

인 Yale대학교의 Susan Mayne교수는 같은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비타민 D는 뼈의 대사, 암, 심혈관

계 질환, 당뇨, 자가면역질환 등에 필요한 요인으

로 알려져 있고, 골밀도를 위한 비타민 D의 최적 

농도(∼50 nmol/L/day)도 알려져 있으나 암을 비롯

한 다른 질환 예방에 최적 농도는 아직 알려져 있

지 않다고 하였다.

캐나다 Queen’s 대학교의 Glenville Jones교수는 

‘암과 비타민 D와의 세포 내 분자적 활성(Cellular 

and molecular actions of vitamin D in cancer)’ 이라

는 제목의 강연에서 비타민 D의 생체 내에서 활성

화되는 기작을 발암기작과 관련시켜 분자 수준에

서 신호전달과 대사기작을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Purdue대학교의 James Fleet교수는 ‘암 예방에

서 비타민 D의 역할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써 동

물모델(Using animal models to extend our under-

standing of the role vitamin D plays in cancer pre-

vention)’ 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비타민 D가 암

을 예방하는 근거가 되는 기작을 설명하고 그 효

과를 Knock-Out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보여주었

다(Fig. 26).

포스터 세션에서는 식품에 존재하는 여러 가

지 기능성 성분들이 암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한 

것이 많았다. Polyphenol 성분의 유방암세포 생

육 억제에 관한 연구로 quercetin, 녹차의 EGCG, 

베리(berry)나 핵과류의 ellagic acid, 석류에서 추

출한 polyphenol, 그리고 마늘에 존재하는 S-

allylmercaptocysteine(CySSA), 양파의 1-propenyl 

thiosulfinate 성분이 MCF-7 유방암 세포주의 생육

을 억제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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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Summary of ‘convincing’ and ‘probable’ judgements for ‘Food and Cancer’ (WCRF/AICR, 2007) 

Fig. 26.  Cancer prevention require the local activation and high diet of Vitamin D (Fleet J C, AICR Annual 
Research Conferen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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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이와 같은 연구 결과 분석 전반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일반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또는 최근에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삼

이나 버섯류 그리고 약용 식물 등에서 유래한 기

능성 성분에 대한 연구 결과는 거의 언급되지 않

고 있다. 그것은 이들 성분이 갖는 항암 효과에 대

한 연구의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인

식되지 않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이들 성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분

야 연구자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와 함

께 세계적 학술지에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노

력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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