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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교위험도(relative risk : RR)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
1998-1990년 동안 Tasmanis에서는 2607명의 1달된 영아의 수면자세에 대한 정보를 영아의
부모를 통해서 수집했음(Dwyer et al., 1991). 1년 동안 이 영아들의 엎드려 자는 경우와 그
렇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영아돌연사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crib death)의
누적발생률(cumulative incidence)을 비교함. 결과는 표9-1과 같음.

◦ RR을 계산하는 방법 1
수면자세에 따른 영아돌연사증후군의 발생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면자세에 따라서 위험
(risk)을 분리해야 함. 가령, 주로 엎드려 자는 영아군을 ‘노출군(exposed)'으로 그렇지 않는
영아군을 ’비노출군(non-exposed)‘으로 설정할 때,
노출군의 누적발생률(Ie)

: 9/846=10.64(1000명당)

비노출군의 누적발생률(Io) : 6/1761=3.41(1000명당)
비교위험도 relative risk(RR) : Ie/Io=10.64/3.41=3.1
◦ RR을 계산하는 방법 2
노출군과 비노출군에서 위험(risk)가 동일할 때 노출군에서의 영아돌연사증후군의 기대 발
생자 수(expected number)로 노출군에서의 실제 발생자 수(observed number)를 나누는 방법
expected number = 6/1761 X 846 = 2.88
ratio (observed-to-expected death) = 9/2.88 = 3.1 = RR

나.귀속위험도(attributable risk, AR)

◦ 노출군과 비노출군 질병빈도의 차 (= 절대위험도, difference in risk)
a
c
a+b
c+d
(9-1의 표의 경우, 10.64 per 1000 - 3.41 per 1000 = 7.23 per 1000)
Ie - Io =

◦ 노출과 질병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 기여위험도(attributable risk, AR)를 이용하여 절대
위험도를 설명할 수 있음. 기여위험도는 위험요인이 질병 발생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AR(%) =

Ie-Io
×100%
Ie

표 9-1에서의 귀속위험도는
AR =

9/846-6/1761
×100% = 68.0%
9/846

귀속위험도는 노출군의 질병발생률 중 해당 폭로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분율로
예방사업의 결과(efficacy, 효용)를 평가할 때 주로 이용함.
예) 백신예방사업에서,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군을 노출군으로 백신을 접종한 군을
비노출군으로 설정했을 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군에서의 7개월 간의 소아마비 누적발
생률은 십만 명 당 16명이었음. 이 때, 백신의 효용은,

다.일반인구 기여위험도(population attributable risk, PAR)
일반인구 기여위험도는 해당 인구집단 내의 질병 발생 중 특정 위험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했
다고 간주되는 부분으로,

PAR = It - Io
(It = 해당 전체 인구집단의 질병 발생률, Io = 해당 위험요인이 없는 집단의 발생률)
따라서 표 9-1에 적용하면 PAR은,

으로 엎드려 자는 자세에 기인하여 영아돌연사증후군이 발생한 건수는 해당하는 전체인구
1000명당 2.35명임.
PAR을 백분율로 표시하면,

으로 엎드려 자는 자세 때문에 발생한 영아돌연사증후군이 전체의 40.8%임.
PAR(%)가 높을수록 해당 위험요인을 제거했을 때 질병의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큼.
따라서 PAR(%)은 각각의 예방사업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둘 것인지를 판단할 때 이용할 수
있음. 가령 PAR이 큰 경우일수록 더 큰 질병부담을 유발하므로 우선적으로 예방사업을 실
시해야 함.
예)

초과위험(excess risk)의 측정지표는 표9-3과 같음.

◦ 위험요인이 흔한 경우, 비교위험도가 적더라고 질병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큼.
예) 2형 당뇨병을 가진 환자에서 심근경색 및 말초혈관질환으로 인한 하지 절단의 발생률

위를 살펴보면, 심근경색의 비교위험도가 말초혈관질환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심근경색의
더 흔하게 발생하므로 절대위험도(AR)이 더 큼.
라.발생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비교위험도(RR)을 측정하는 방법
(1) case-control study
환자-대조군 연구는 환자군과 대조군 간에 질병의 위험요인이라고 의심되는 요인이 과거에
노출된 분율을 구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발생률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교위험도를 측정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의 누적발생률을 구한 코호트 연구가 필요함.
예) 다음에서 비교위험도(RR)은

누적발생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비교위험도는 교차비(OR)와 일치함.

〓 OR(odds ratio)

따라서 표 9-7의 연구에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의 50%,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1%만
을 조사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비교위험도와 교차비가 비슷함.

(2) 비례사망률(proportional mortality) 또는 이환율(morbidity) 연구
이 연구는 노출군 중 질병이 발생한 건수는 알지만 노출군의 총수나 발생률을 모르는 경우
에 이용함.
예) 노동조합 조합원 중 사망한 건수는 알고 있으나 노동조합 전원의 규모를 모르는 경우에,
전체사망자 중 해당하는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를 나타내는 비례사망률을 이용함. 가령
조합원 중 5%가 비암종성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하였으나 일반인구집단에서는 그것의 비율이
2%일뿐일 때, 조합원에서 비암종성 호흡기질환의 비교위험도는 0.05/0.02 = 2.5임. 이러한 방
법은 조합원과 일반인구집단에서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동일할 경우 호흡기질환 외
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적은 경우에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상승한다는 한
계점이 있음.
마.환자-대조군 연구에서의 초과위험(excess risk) 측정
절대위험도(Ie - Io)를 구하기 위해서는 Ie와 Io를 알아야 함. Ie는 RR*Io이므로 Io만 구할 수
있으면 측정이 가능함. 다음의 두 가지 가정 하에 비노출군의 누적발생률을 구할 수 있음.
1. 해당 인구집단의 질병발생률은 알고 있음
2. sampling한 집단의 폭로율(frequency of exposure, Pe)과 sample을 추출한 인구집단의 폭
로율을 반영함.

예) 발생률이 인구 100,000명당 10명(0.0001인년)이고 폭로율이 0.05% 일 때, 다음과 같다면

OR=

15/85 = 3.35
5/95

절대위험도 =

로 위의 결과를 통하여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고 해당 위험요인이 질병발생에 기여하는
부분을 알 수 있음.

이를 통해서 발생한 질병 중 exposure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 전체의 70.1% 임을 알 수 있고
기여위험도에 폭로율을 곱하여 간단하게 PAR(%)을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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