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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 하나이며

(1,779,000명/2013, 암 발생 1위), 암으로 인한 여성 사망 원인의 가장 주

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 유방암 유병자수는 147,012명으로 유

방암과 함께 살아가는 환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유방암 환자가 증가하면서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연구는 전 세계적으

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질병 특이 도

구를 이용한 연구이며 정책 결정에 사용되는 EQ-5D와 같은 일반적인 도

구를 이용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는 EQ-5D-3L과 같은 일반적인 삶의

질 측정 도구가 천장효과 등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환자간 삶의 질 차이

를 통계적으로 보이기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EQ-5D-3L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EuroQoL에서 개발

한 EQ-5D-5L 및 EQ-5D-3L 및 5L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EQ-VAS를 사용

하여 전국의 유방암 환우회(환자모임) 소속 유방암 환자(추적 조사기간

15년 이내)를 대상으로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병기에 따라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된 질병단계, 치료



단계, 유방암의 종류, 유방절제술 및 재건술 시행 여부는 물론 학력, 수

입, 가족의 지지 정도, 폐경 유무, 사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른 삶의 질

을 측정하여 병기 이외에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전국의 유방암 환우회(환우모임)에 소속된 유

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총 208건의 응답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EQ-5D-5L로 측정된 전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은 0.82±0.09이었으며,

EQ-VAS로 측정된 삶의 질은 77±16이었다.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은 병

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EQ-5D-5L P= .002;

EQ-VAS P= .009), 병기가 1기에서 4기로 악화될수록 삶의 질이 감소하

였다(EQ-5D-5L Coefficients Beta= -.217; EQ-VAS Coefficients Beta =

-.184). 병기 외에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 요인은 현 치료단계(ANOVA, 다중회귀분석), 가족의 지지 정도

(ANOVA, 다중회귀분석), 교육 수준(ANOVA), 가계 월 수입(ANOVA,

다중회귀분석), 배우자 유무(ANOVA)였으며, EQ-VAS로 측정 시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의 지지 정도(ANOVA), 수

입(ANOVA, 다중회귀분석)이었다. 유방암 종류, 유방재건술 시행 여부,

폐경 유무, 직업, 배우자 직업, 사보험 가입 여부는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Q-5D-5L은 EQ-VAS에 비하여 민감하였으

며, EQ-5D-3L로 실시한 선행 연구와 비교 시 일관된 결과를 보였으나

질병특이도구와 비교 시 여전히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

주요어 : EQ-5D-5L, EQ-VAS, 삶의 질, 유방암, 유방암 병기, 환우회

학 번 : 2013-2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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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국내 유방암 환자 현황

유방암은 2013년 전체 1,804,000명이, 여성에서만 1,779,000명이 발병하

여 전 세계적으로 여성 암 발생률 1위로 기록되는 암이며, 2013년

464,000명의 여성이 유방암으로 사망하여 암으로 인한 여성 사망 원인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The Global Burden of Cancer

2013, 2015). 유방암은 특히 선진국에서 발병률이 높고 사망률 또한 높은

대표적인 질환이다. (Global Cancer Statistics, 2015) 우리나라 역시 유방

암 검진사업의 확대와 생활양식의 서구화로 유방암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방암 발병

환자 수는 1999년 5,703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5,942

명에 이르렀으며 1999년 대비 약 3배 증가하여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발

생 2위로 보고되었다. 특히 조기검진 활성화로 인하여 진단받은 유방암

환자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유방암 진단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유방암 치료방법 또한 크게 향상되면서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뿐 아니라 수술 또는 치료를 끝내고 추적 관찰 기간을 거치면서 유

방암과 함께 살아가는 환자 (또는 유방암 생존자라고도 함)의 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조기에 초경을 시작했거나 폐경기가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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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장기간 호르몬의 자극을 받은 여성’, ‘30세 이후에 첫 아기를 출산

했거나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여성’, ‘경구피

임약을 오랫동안 복용한 여성’, ‘술과 동물성 지방을 과잉 섭취하는 여

성’과 같은 유방암 고위험군 환자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유

방암 환자의 증가 뿐만 아니라 유방암 환자의 평균 연령이 2010년 기준

49세로 유방암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유방암백서, 2011). 실지로 2013년 기준 등록된 유방암 유병자수는

147,012명으로 2010년 103,418명 대비 42.2% 나 증가하여 향후 만성질환

을 관리하듯 유방암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환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

임을 예상할 수 있다(The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2. 국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연구 현황

유방암 환자와 추적 관찰 중인 생존자는 대부분이 여성으로 경제활동

을 하는 노동자일수도 있으며 주부일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 유방암 환자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어머니이자 아내로

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은 유방암 환자 본인뿐

만 아니라 가족 및 친지 등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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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있어 유방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닌 여성미와 자존감 등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기에 진단된 조기유방암 환자의 경우 유

방 절제(부분절제 및 전절제)는 조직과 근육 등의 제거로 인한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여성성 상실, 배우자의 관심 상실, 자존감 손상 등과 같

은 심리적 반응으로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생존자들에서도 지속된다.

(박은영, 2000; Grabsch B, 2006)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유방암 생존자

중 20세 이상 80세 이하, 유방암 병기 3기 이하이며 재발하지 않은 1,180

명을 대상으로 the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

Breast(FACT-B)와 Ladder of Life (인생사다리)척도로 삶의 질을 측정한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은 인구사회학적 특성(특히 교육과 경제

수준)과 수술 후 기간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황숙연, 2009).

이미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널리 인식되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이 보고되어 왔다(Junghwa

Do. 2015, Sihan Song 2015, Jung-won Lim 2013, 황숙연 2009등).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병원의 의료진을 통해 응답자를 선정하고 삶의 질을 측

정하여 보고하였으며, 또한 유방암 환자의 질병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질병 특이 도구인 the Functiona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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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ancer Therapy—Breast(FACT-B) 또는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Core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EORTC QLQ-C30)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삶

의 질 측정 도구인 EQ-5D등을 이용한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이용한 2차 분석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고된 바 없다(김종규, 권이

승 2013; 오명근 2013). 그러나 의약품 급여나 신의료기술평가와 같이 국

가의 정책 결정에 사용되는 삶의 질 결과값은 질병특이도구가 아닌

EQ-5D와 같은 일반도구를 사용한 결과값이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기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연구가 실제 정책 개입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책 개입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질병특이도구를 이용해 이루어진 데에는 일반적 삶의 질 측정 도

구가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EQ-5D-3L의

천장효과 등으로 인하여 환자 군간 삶의 질 차이를 통계적으로 보이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최근 EuroQol은 EQ-5D-3L 의 민감도를 개

선시키고 천장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EQ-5D-5L을 개발하였다. EQ-5D-5L

은 3L의 각 영역별로 3개의 수준을 5개의 수준으로 확장하여 총 3,125개

(=55)의 건강상태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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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질 연구 측정 대상으로서의 환자

삶의 질 측정 대상은 연구 목적에 따라 전문가 집단, 환자 집단, 일반

인 등이 될 수 있다. 이 중 삶의 질 연구 목적이 정책 개입을 위한 자

분 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을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를 통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과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삶의 질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성된 Tariff를 이용하여 일반인의 값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권고되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질환간의 비교를 통하

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직접 측정한 후 그

결과를 김선하, 조민우 등(2015)이 보고한 Tariff를 이용하여 일반 인구집

단의 선호도로 환산하였다.

4. 국내 유방암 환우회 현황

유방암은 전국의 각 병원을 중심으로 정보 교환 및 자조 활동을 위한

환우회(또는 환자모임, 환자단체)가 가장 활발히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이다. 국내 유방암 환우회 현황에 대한 기존 연구는 없으나,

비영리 민간단체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웹사이

트를 통해 확인되는 전국의 유방암 환우회는 22개에 이른다. 또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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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환우총연합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되지 않지만 포털 사이트를 통

해 검색되는 유방암 환우회는 서울대학교병원 비너스회, 경남 지방을 중

심으로 한 초록회(부산, 울산, 마산, 김해 등),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나눔

애사랑, 원자력병원 새빛회, 인하대병원 파랑새, 광주 현대병원 아름회,

고신대복음병원 핑크고신 등 다수가 있다. 병원 및 인터넷 카페를 중심

으로 한 이러한 환자 자조 모임은 2인 이상이 모여 조직할 수 있는 친목

도모 단체로 전국적으로 수십 개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병원의 의료진을 통해 선별된 환자가 아니며, 한국유방암환

우총연합회를 통하여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에 등록된 병원별 환우회를

통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된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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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또는 구역 환우회 각 병원 환우 일부
강원지부춘천 강유회 강북삼성병원
고대안암병원 고유회 건국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민들레회 고대안산병원
대림성모병원 아이리스회 서울대학교병원
동탄성심병원 이플회 수원성빈센트병원
부산원자력병원 나눔애사랑회 서울아산병원
분당차병원 핑크차 이대목동병원
삼성의료원 산샘회 인하대병원
서울대분당병원 비너스회
성심병원 살루스회
신촌세브란스병원 세유회
충남대전지부 핑크리본회
충북대학교병원 엔젤회
한사랑병원 한너울회

표 1 국내 유방암 환우회 현황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록단체)

병원 또는 구역 환우회
서울대학교병원 비너스회
경남(부산, 울산, 마산, 김해 등) 초록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나눔애사랑
원자력병원 파랑새
서울백병원 백유회
순천향대학교병원 유방암환우회
전남지역 백일홍회
단국대학교병원 단아회
소람 한방병원 소람환우회
광주 현대병원 아름회
고신대복음병원 핑크고신

표 2 국내 유방암 환우회 현황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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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일반도구인

EQ-5D-5L을 이용하여 유방암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한 질병단계, 치료

단계, 유방암의 종류, 유방절제술 및 재건술 시행 여부는 물론 학력, 수

입, 가족의 지지 정도, 직업, 배우자 유무, 배우자 직업, 폐경 유무, 사보

험 가입 여부 등에 따른 삶의 질을 측정하여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국 병원의

환자 친목 및 자조 모임인 환우회 소속 환자들을 대상으로 EQ-5D-5L을

이용하여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였으며, 결과 비교를 위하여

EQ-5D-3L 및 EQ-5D-5L 검사지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EQ-VAS를 함께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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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2. 유방암의 정의와 병기 분류 (한국유방암백서 2012;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AJCC) Cancer Staging Manual,

7th edition. 2010)

유방암은 유방 내에만 머무는 양성종양과 달리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

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이다. 유방에 있는 많은 종류의 세포 중 어

느 것이라도 암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유방암이 유관과 소엽에 있는

세포 그 중에서도 유관세포에서 기원하므로 일반적으로 유방암이라 하면

유관과 소엽이 상피세포에서 기원한 암을 말한다. 유방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유관과 소엽 등의 실질조직에서 생기는 암과 그 외 간질조직에서

생기는 암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유관과 소엽에서 발생하는 암은 다시 암

세포의 침윤 정도에 따라 침윤성 유방암과 비침윤성 유방암(상피내암)으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침윤성 유방암은 유관이나 소엽의 기저막을 침범

한 암으로써 비침윤성 유방암보다 진행한 상태이므로 더 나쁜 예후를 보

이게 되고, 비침윤성 유방암은 자신의 구역 내에 한정되어 있는 아주 초

기의 암이라 할 수 있다. 유방암의 병기는 종괴의 크기, 주변 림프절로의

전이, 다른 장기에 침범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4가지로 분류된다. 종괴

의 크기(T), 림프절 전이 정도(N), 다른 장기 침범 여부(M)를 조합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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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4기로 크게 분류하고, 세부적으로 A, B로 구분하며, 전이성 유방암

은 4기 (Stage IV)로 정의한다

3. 유방암의 종류와 치료 (한국유방암 진료권고안 6차 2016)

임상병기에 따라 조기유방암으로 분류되는 Stage I과 II 환자는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이나 수술 전 재분비 요법(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

여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수술 전 요법 실시 후 변형근치적 유방절제술

±유방재건술±방사선요법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유방암 종류에 따라 전

병기 종양의

크기(T)

림프절

전이 (N)

타 장기

침범(M)

종괴의 크기(T)

Tis: 상피내암

T0: 종양의 크기가 불분명할 때

T1: 종양의 크기가 2cm 이하

T2: 종양의 크기가 2cm～5cm

T3: 종양의 크기가 5cm 초과

T4: 종양이 흉벽, 피부를 침범하거나 염증성

유방암일 때

0기 Tis N0 M0

1기 T1 N0 M0

2A기 T0 N1 Mo

T1 N1 M0

T2 N0 M0

2B기 T2 N1 M0

T3 N0 M0 림프절 전이 (N)

3A기 T0 N2 M0 N0: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없을 때

N1: 암세포가 전이된 겨드랑이 림프절이 3개

이하

N2: 암세포가 전이된 겨드랑이 림프절이 4～9

개

N3: 암세포가 전이된 겨드랑이 림프절이 10개

이상, 또는 쇄골상부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

T1 N2 M0

T2 N2 M0

T3 N1 M0

T3 N2 M0

3B기 T4 N0 Mo

T4 N1 M0

T4 N2 M0 다른 장기 침범 여부(M)

3C기 모든 T N3 M0 M0: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을 때

M1: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을 때4기 모든 T 모든 N M1

표 3 유방암의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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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보조요법을 실시한다. 전신적 보조요법에는 항암화학요법, HER2

양성 유방암의 경우 HER2 표적치료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환자의 경

우 항암화학요법 후 AI, Tamoxifen 등의 호르몬 치료제를 투여하게 된

다. 이후 지속적인 문진, 진찰, 유방촬영술(6개월~1년 간격), 유방초음파,

부인과 검진, 골밀도 검사(1년 간격) 등을 통하여 추적 관찰하게 된다.

재발 및 전이 유방암 환자의 경우 호르몬 수용체 양성 여부, HER2 양

성 여부, 내분비 요법 불응성 여부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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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기 유방암의 진료흐름도 (한국유방암진료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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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재발 및 전이 유방암 흐름도 (한국유방암진료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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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 관련 삶의 질 측정(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QoL)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삶의

질 연구 자료는 최근 정책적 의사 결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의 결과이며,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와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등급척도(rating scale), 시간

교환법(Time trade-off), 표준도박법(Standard gambling)과 같은 직접 측

정법과 EQ-5D, SF-6D등을 이용하는 간접 측정법이 있으며, 일반적인 측

정법이 인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EORTC

QLQ-C30, FACT-M, FACT-B 등과 같은 질병특이도구가 있다. EQ-5D,

SF-6D, HUI3과 같은 간접측정도구는 삶의 질을 신체적 활동, 정신적 건

강상태 등을 반영하는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도록 개발되어

MAUI(Multi-Attribute Utility Instrument)라고도 부른다.

3.1. EQ-5D-3L

현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에 주로 사용되는 건강관련

삶의 질은 EQ-5D-3L이다. EQ-5D-3L은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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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ies), 통증/불편감(pain/discomfort), 불

안/우울(anxiety/ depression)의 5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영역

은 3개의 domain으로 구성되어 있다. EQ-5D-3L은 간단하고 응답자가

설문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응답이 쉬워 일반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EQ-5D-3L은

천정효과(ceiling effect)로 인해 대상 군간 건강상태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제한적인 단점으로 통계적인 유의성 검증이 필요한 연구에서 단

독으로 사용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 EQ-5D-3L은 최근까지 국내에

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질 가중치가 개발되어 있던 유일한 도구였다(Lee

등, 2009; Kang, 2009)

그림 3 EQ-5D-3L 한국어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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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Q-5D-5L

최근 EuroQol Group은 EQ-5D-3L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EQ-5D-3L

의 각 영역별 domain을 3개에서 5개로 널린 새로운 삶의 질 측정 도구

를 발표하였다. EQ-5D-3L은 총 243개의 건강상태를 표현할 수 있었으나

EQ-5D-5L은 3,125(=55)개의 건강상태를 표현하기 되면서 EQ-5D-3L의 천

장효과를 줄이고 신뢰도와 민감도를 증가시키면서 기술적 풍부함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내 1개 병원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EQ-5D-3L과 EQ-5D-5L 두 가지 도구를 비교한 연구에서

EQ-5D-5L은 EQ-5D-3L에 비하여 천장효과가 적고 타당도가 높았으며 검

사-재검사 신뢰도는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Seon Ha Kim.

2012).

현재 EuroQol Group에 의해 EQ-5D-5L의 한국어판 공식 버전이 제공

되고 있으며 2013, 2015년 조민우 등이 EQ-5D-5Lvaluation study를 진행

하여 발표하였다. 김선하, 조민우 등이 제시한 질 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김선하, 조민우 등 2015;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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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5D-5L 질 가중치

Quality weight

=1-(0.096 + 0.046 × M2 + 0.058 × M3 + 0.133 × M4 + 0.251 × M5 +

0.032 × S2 + 0.050 × S3 + 0.078 × S4 + 0.122 × S5 +

0.021 × U2 + 0.051 × U3 + 0.100 × U4 + 0.175 × U5 +

0.042 × P2 + 0.053 × P3 + 0.166 × P4 + 0.207 × P5 +

0.033 × A2 + 0.046 × A3 + 0.102 × A4 + 0.137 × A5 + 0.078 × N4)

표 4 EQ-5D-5L 질 가중치

그림 4 EQ-5D-5L 한국어판 설문지 (EQ-VAS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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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Q-VAS

EQ-VAS는 등급척도(rating scale) 중 하나로 20cm의 수직선 모양으로

나타낸 시각아날로그 척도이며,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상태를 100

점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저의 건강상태를 0점으로 부여하고 주어진 건

강상태에 대해 0점과 10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등급척도로

얻은 점수는 건강결과의 순서를 분명하게 알려주며, 선호도에 대한 강도

의 정보도 알려준다. 그러나 등급척도는 측정 비뚤림이 생기기 쉽다. 등

급척도는 대체로 다른 도구의 보조적 사용이 권장되며(한국보건의료 연

구원, 2013), EQ-VAS 역시 EQ-5D-5L 및 EQ-5D-3L 표준검사지에 보조적

으로 포함되어 있다(그림 5 참조).

5. 한국인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 고찰

4.1. EQ-5D-3L을 사용한 연구

PubMed를 통해 확인되는 국제 저널에 개재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EQ-5D를 이용하여 진행된 연구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서울

소재 4개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Mapping 연구 (cancer-specific

EORTC QLQ-C30 및 EORTC QLQ-BR23을 EQ-5D로 mapping)와 1개 3

차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EQ-5D-3L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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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목시펜을 사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EQ-5D를 포함한 설문을 실시하여

타목시펜 관련 지식 정도를 측정한 연구가 있으며, 군포시 거주 40-69세

여성을 대상으로 EQ-5D-3L로 측정된 건강상태가 유방초음파 검진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이 외에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2

차 분석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Kim SH 2015; Kim SI 2015; Kim EJ

2012; Park K 2010). 이 외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와 일반

인에 대한 전이성 유방암의 삶의 질을 비교하여 연구보고서로 발표한 자

료가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4.2. EQ-5D 이외 질병 특이도구 등을 이용한 삶의 질 측정 연구

cancer-specific EORTC QLQ-C30 및 EORTC QLQ-BR23, FACT-B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거나 유방암 환자의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수

보고되어 있다.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된 항목은 치료방법, 질병 상태, 질병 병기, 유방재건술 시행 여부, 사회

경제적 상태(교육, 수입, 직업), 폐경 유무, 수술방법, 가족간 의사소통,

연령, 심리적 지지교육프로그램(psychoeducational support program) 등

이 있다. 이 외에 종교활동 또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연구에 따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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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차이를 보였다(M.K. Kim 2015; Oliver Chang 2014; Suh YO 2007;

Hwang E 2014; Sun Y 2014; Lim JW 2013; Park BW 2011; Park JH

2012). 유방암 치료제에 따른 삶의 질 연구 결과 역시 다수 발표되어

있다(Manfred Welslau, 2013).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한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선행 연구 삶의 질 영향 요인

M.K. Kim 2015 유방재건술

Oliver Chang 2014 사회경제적 상태, 변화된 외모

Suh YO 2007 교육, 수입, 직업, 질병 병기: Associated with QoL

기분, 피로, 수입: significant predictors for QOL

신체적 및 정신적 요소: strong predictors of QOL

Hwang E 2014 통증, 폐경 증상: strong correlation with QOL

폐경증상(β=-.71), 경제상태(β=.20), 직업 (β=.16) β: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un Y 2014 유방절제술 기술

Park JH 2012 psychoeducational support program

박은영, 2000 유방 절제(부분절제 및 전절제)로 인한 신체적 증상

여성성 상실, 배우자의 관심 상실, 자존감 손상 등과 같은

심리적 반응

Manfred Welslau, 2013 치료제에 따른 삶의 질 차이 (T-DM1 vs. Capecitabine +

Lapatini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5

삶의 질 측정 도구 및 측정 대상

Yanni Hao, 2016* 사회인구학적 요인(연령, 성별, 인종, 가구수입, 교육)

질병진행

삶의 질 측정 도구

표 5 삶의 질 측정 선행연구 및 주요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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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에 대한 기타 연구

Ferrell 등 (1996)은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연령별(40세 이하, 40-60세, 60세 이상) 유방암 생존자 총 21명을

대상으로 정량적 설문을 실시하여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아래와 같이 체계적으로 보고하였다.

그림 5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 (Ferrell et al, 1996;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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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Yanni Hao 등(2016)은 진행성/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한 선행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

여 사회인구학적 요인(연령, 성별, 인종, 가구수입, 교육, 배우자 상실, 질

병진행, 삶의 질 측정 도구를 진행성/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7. 소결

선행 연구 결과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는

심리적 건강, 육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 정신적 건강이 모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으로는 치료방법, 질병 상태, 질병 병기, 치료제 종

류, 유방재건술 시행 여부 등과 같은 의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상태(교

육, 수입, 직업), 폐경 유무, 수술방법, 가족간 의사소통, 연령, 심리적 지

지교육프로그램(psychoeducational support program) 등이 유방암 환자

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유방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연구는 대부분 질병특이도구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일반적 도구인 EQ-5D를 이용한 연구는 전이성 유방암 환

자에 국한되거나, 삶의 질 측정 도구에 대한 Validation 연구 또는

Mapping 연구에 제한되어 있다.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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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정도나 정책 개입의 필요도 대비, 정책 개입이 가능한 일반적 도구

를 이용한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연구와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일반적 삶의 질 측정 도구인 EQ-5D-5L 및 EQ-VAS를 이용하여 국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이 병기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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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전국의 유방암 환우회(환우모임)에 소속된 유방암 환자 중

동의서에 서명한 환자를 대상으로 EQ-5D-5L및 EQ-VAS를 사용하여 서

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유방암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질병단계(병기)는 물론 선행 연구를 통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현 치료단계, 유방암 종류, 유방

절제술 및 재건술 시행 여부를 비롯하여 폐경 유무, 가족의 지지 여부,

학력, 직업, 배우자 직업, 배우자 유무, 가계 수입, 사보험 가입 여부 등

을 조사하였다.

2.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 가설: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은 유방암 병기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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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방암 병기 이외에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은 없는지 탐색하고 EQ-5D-5L 및 EQ-VAS의 결과를

비교한다.

3. 연구 대상

3.1. 설문대상 표본 수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건강상태 효용 측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

토하여 전국의 유방암 환우회 소속 환자 200명을 목표로 하여 최종 208

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환우회 별 연구참여자 할당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국내 유방암 환우회 현황을 공식적으로 연구하여 보고한 자

료는 없다. 따라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설문을

실시할 대상 환우회를 파악하였으며, 최종 10개의 환우회에서 설문 참여

에 동의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에 등록

되어 있으나 설문을 실시하지 못한 12개의 환우회 및 한국유방암환우총

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은 환우회를 포함한다면 실제 환우회 활동 환자수

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는 200명을 목표로 순차적/동시

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목표 환자수가 충족될 때까지 설문을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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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최종 10개 환우회(환우모임) 소속 211명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

다. 2012년 기준 국내 유방암 유병자수는 132,139명으로 보고되었으며,

2016년 기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설문 대상 10개 환우회(환우모임)의

회원수는 1,222명이다.

설문 대상 10개 환우회 회원수는 국내 유방암 유병자수의 약1%이며,

설문에 참여한 최종 표본수 208명은 10개 환우회 전체 회원수 대비

17%, 국배 유방암 유병자수 대비 0.16%이다.

구분 No. %

국내 유방암 유병자수 132,139명 100%

설문 대상 10개 환우회 회원수 1,222명 1%

최종 설문 표본수 208명 17%/10개 환우회 회원수

0.16%/국내 유방암 유병자수

표 6 국내 유방암 유병자수, 설문 대상 전체 회원수, 표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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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문에 참여한 환우 모임의 가입 회원수 자료는 비공식 자료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에 질의하여 제공받았음.

3.2.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또는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환자로서 동

의서에 서명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국 병원급 이상 또는 권역

별로 형성된 유방암 환우회 또는 환자단체(모임) 소속 유방암 환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수술 및 치료 종료 후 15년 이상 재발이 없는 환

환우회(환자모임) 병원 지역 가입 회원수*

강유회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 43
고유회 고대안암병원 서울 (강북) 194

민들레 국립암센터 경기도 일산 275
살로스 강남성심병원 서울 (강남) 108

세유회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북) 78

아이리스 서울성모병원 서울 (강남) 42

대림성모병원 서울 (강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강북)

분당서울대병원 경기도 분당

에델바이스 건국대학교병원 서울 (강동) 76

충북엔젤회 삼성서울병원 충북 214
충북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핑크리본 대전세이유병원 충북 90
서울대학병원 서울 (강북)

핑크차 분당차병원 경기도 분당 102
Total 1,222

표 7 표본(환우회 기준)의 지역적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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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또는 동의서 서명을 거부한 경우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설문조사

4.1. 설문지

설문지는 EUROQOL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받은 한국어 Paper 버전

EQ-5D-5L(EQ-VAS 포함)을 이용하였다. 삶의 질 이외 독립변수에 해당

되는 설문(질병 단계 등)과 기본 인적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정기준

•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또는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환자

제외기준

• 동의서 서명을 거부한 경우

• 수술 및 치료 종료 후 15년 이상 재발이 없는 환자

표 8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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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설문조사

본 연구는 환자를 대상으로 1회 설문을 실시하는 단면연구이다. 개인

의 질병정보, 개인정보 등이 설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구 방법 및 설

문지에 대해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IRB 승인을 득하였으며(IRB

No. 1510/001-009),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 사이에 설문조사가 시

행되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를 통하여 전국 각 병원의 환자 모임

설문 항목 상세 항목

삶의 질 한국어 Paper 버전 EQ-5D-5L

질병 및 치료 유방암 진단시기

질병 단계 (병기)

질병 종류

치료 단계 및 치료 방법

유방절제술 및 유방재건술 시행여부

폐경 유무

치료에 대한 가족의 지지 여부

기본 사항 성별

생년

거주지

병원 및 소속 환우회

학력

소득수준

직업

배우자 직업

배우자 유무

사보험 보유 여부

표 9 설문 항목 및 기본 인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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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동의를 구한 후 동의한 환우회(환자 모임)의 회원 중 설문 참여

에 동의하는 환우회(환자 모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

구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한 환우회는 없었으며, 최종적으로 전국 총

10개의 환우회 (환우모임) 1,222명 중 무작위 211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참여 및 응답은 참여자의 자가 응답 방식

을 취하였으며, 설문 도중 연구자는 설문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하였다. 그 결과 응답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결과

분석에 사용된 응답은 208명이었다. 설문 문항은 자기 기입 방식이 가능

하도록 개발된 EQ-5D-5L (EQ-VAS 포함) 한국어판 및 간단한 질문으로

구성된 기본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응답자가 동의하는 경우 직접 대면,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응답자가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자기기입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응답 내용은

익명 처리하였다.

5. 통계분석 방법

설문을 통해 수집된 결과 중 EQ-5D-5L은 김선하, 조민우 등이 제시한

질 가중치를 사용하여 삶의 질 결과값을 환산하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

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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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5D-5L로 측정된 결과값은 EQ-5D-3L 및 EQ-5D-5L 설문지에 공통

적으로 포함된 EQ-VAS 결과값을 함께 제시하여 그 결과값을 비교하였

으며, 타 연구 결과와의 일관성 여부 또한 비교하였다.

Tariff를 통하여 환산된 삶의 질과 질병 병기 간 상관성 분석 및 삶의

질과 질병 병기 이외 기타 변수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version 19.0 (SPSS, Inc., Chicago, IL)을 사용하여 빈도분

석, ANOVA, t-test,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P-values < .05).

EQ-5D-5L 질 가중치

표 10 EQ-5D-5L 질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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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10, 11과 같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5.46±6.76세였으며, 유방암 진단 시 연령의 평균은

49.37±7.20세였다. 응답자는 100% 여성이었으며, 거주 지역은 서울시가

37%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6.9%, 대전광역시 11.4%, 강원도과 충청북

도 각 9.1%였으며, 이외 인천광역시 4.8%, 경상북도 1%, 충청남도 0.5%

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가구 월 수입은 200만원~500만원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만원~200만원이 21.6%, 500만원~800만원은 1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9%가 주부라고 응답하였으며, 전문직

8.2%, 자영업 6.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배우자의 직업에 대한 질문에

서 10.1%가 배우자 없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자영업 27.9%, 전문직 21.6%,

사무직 13.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이 59.6%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졸이 20.7%, 중학교 졸이 12.5%였다. 가족의 지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46.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34.6%로 나타나 80% 이상이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응답자(75.5%)가 사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하

였으며, 암 보험은 56.3%, 실비 보험은 44.2%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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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치료 병원과 소속 환우회는 표11 과 같다.

변수명 N (%)

연령

현재나이 55.46±6.76 (Mean±S.D)

유방암 진단 시 나이 49.37±7.20 (Mean±S.D)

성별

여성 208 (100.0)

거주지역

강원도 19 (9.1)

경기도 56 (26.9)

경상북도 2 (1.0)

대전광역시 24 (11.5)

서울시 77 (37.0)

인천광역시 10 (4.8)

충청남도 1 (0.5)

충청북도 19 (9.1)

Total 208 (100.0)

가구소득 구간

월 100만원 미만 20 (9.6)

월 100만원~200만원 45 (21.6)

월 200만원~500만원 93 (44.7)

월 500만원~800만원 27 (13.0)

월 800만원~1,000만원 12 (5.8)

월 1,000만원 이상 4 (1.9)

무응답 7 (3.4)

직업

주부 162 (77.9)

전문직 17 (8.2)

사무직 6 (2.9)
자영업 13 (6.3)

무직 7 (3.4)

기타* 3 (1.4)

배우자직업

표 1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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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직원, 무응답, ** 목회자, 퇴직, 공무원, 군인, 고용직, 무응답

응답자의 질병단계(병기) 분포는 표12와 같다. 응답자의 40.4%는 조기

유방암 (2기), 26.0%가 조기유방암(1기), 13.0%가 조기유방암(정확히 모

배우자 없음 21 (10.1)

전문직 45 (21.6)

사무직 28 (13.5)

자영업 58 (27.9)

생산직 15 (7.2)

무직 16 (7.7)

기타** 20 (9.6)

무응답 5 (2.4)

학력

초등학교 졸 5 (2.4)

중학교 졸 26 (12.5)

고등학교 졸 124 (59.6)

대학교 졸 43 (20.7)

대학원 졸 4 (1.9)

기타 4 (1.9)

무응답 2 (1.0)

가족지지

매우 그렇다 72 (34.6)

그렇다 96 (46.2)

보통 26 (12.5)

그렇지 않다 11 (5.3)

매우 그렇지 않다 3 (1.4)

사보험 가입 여부

Yes 157 (75.5)

No 48 (23.1)

무응답 3 (1.4)

사보험 종류

암 보험 117 (56.3)

실비보험 92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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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으로 응답하였으며, 14.9%가 유방암 (3기), 3.8%만이 수술 불가능 진

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으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조기유방암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

한 환자는 25.5%였으며, 추적 관찰 5년 이내로 응답한 환자는 35.1%, 10

년 이내 32.2%, 15년 이내 7.2%로 나타났다. 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45.2%는 본인이 진단받은 유방암의 종류를 알지 못했으며, 31.7%가 호르

몬 양성, 12.0%가 삼중음성, 4.8%가 HER2 양성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외

에 3명이 호르몬 양성 및 HER2 양성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받고 있는

치료를 묻는 질문에 54.8%는 치료가 종료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호르몬

요법 26.9%, 항암화학요법 8.2%, 수술과 방사선 요법 각 5.3%, 표적치료

제 3.8%, 모름 3.8%로 응답하였다. 유방절제술만 시행한 환자가 71.6%로

가장 많았으며, 유방절제술과 유방재건술을 모두 실시한 환자는 17.3%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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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N %
질병단계

조기유방암(정확한 단계 모름) 27 13.0

조기유방암(1기) 54 26.0

조기유방암(2기) 84 40.4

유방암(3기) 31 14.9

수술 불가능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8 3.8

모름 4 1.9

유방암 종류

호르몬 양성 66 31.7

HER2 양성 10 4.8

삼중음성 25 12.0

모름 94 45.2

그 외 6 2.9

호르몬 양성 & HER2 양성 3 1.4

무응답 4 1.9

현 치료단계

치료 중 53 25.5

5년 이내 73 35.1

10년 이내 67 32.2

15년 이내 15 7.2

유방절제술, 재건술 시행여부

유방절제술만 시행 149 71.6

유방절제술과 유방재건술 모두 시행 36 18.1

수술 안받음 14 6.7

무응답 9 4.3

변수명 Yes Yes (%)
현재 받고 있는 치료 (복수 가능)

치료 종료 114 54.8
수술 11 5.3
방사선요법 11 5.3
호르몬요법 56 26.9
항암화학요법 17 8.2
표적치료제 8 3.8
모름 8 3.8

표 12 응답자의 질병 및 치료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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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Q-5D-5L 효용 응답자 분포

EQ-5D-5L 설문지에 응답한 응답자의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EQ-5D-5L Dimension Level N (%)

Mobility 1 173 83.2

2 27 13.0

3 5 2.4

4 3 1.4

5 0 0

Self-care 1 179 86.1

2 25 12.0

3 4 1.9

4 0 0

5 0 0

Usual Activities 1 138 66.3

2 53 25.5

3 15 7.2

4 2 1.0

5 0 0

Pain/discomfort 1 74 35.6

2 105 50.5

3 23 11.1

4 6 2.9

5 0 0

Anxiety/depression 1 96 46.2

2 90 43.3

3 18 8.7

4 4 1.9

5 0 0

표 13 EQ-5D-5L 응답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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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Q-5D-5L 각 Dimension별 응답

자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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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5D-5L 로 측정된 응답자208명의 삶의 질 평균값은 0.82±0.09이었으

며, EQ-VAS로 측정된 응답자206명의 삶의 질 평균값은 76.57±16.34이었

다. EQ-5D-5L 과 EQ-VAS는 Spearman ρ=0.582로 상관관계가 있었다

(Spearman ρ test, 2-sided, P < .001).

그림 7 EQ-5D-5L 응답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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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Q-VAS 응답자 분포

그림 9 EQ-5D-5L 과 EQ-VAS의 상관성 (G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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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단계(병기)에 따른 삶의 질

응답자 전체의 삶의 질 평균은 EQ-5D-5L 와 EQ-VAS 각각 0.82±0.09,

76.57±16.34이었으며, 병기 별 삶의 질은 아래 표와 같다. EQ-5D-5L 및

EQ-VAS로 측정된 삶의 질은 ‘모름’으로 응답한 응답자를 제외한 경우

병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EQ-5D-5L 및 EQ-VAS

각 P= .002 및 P= .009, ANOVA test).

‘모름’으로 응답한 응답자를 포함한 경우에는 EQ-5D-5L의 경우 병기별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043)가 있었으나 EQ-VAS로 측정된 삶의

질은 병기별 차이(P= .119)가 없었다(ANOV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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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Std. Deviation

Stage 2 이하 조기유방암과, Stage 3 이상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은,

P= .024(EQ-5D-5L), P= .020 (EQ-VAS)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test)

N Mean

±S.D

95% Confidence

Interval for

Mean

Min. Max. P

Value

Lower Upper

조기유방암

(정확히 모름)

27 .86 ± .05 .83 .88 .73 .90 .002

조기유방암 (1기) 54 .83± .09 .81 .86 .40 .90

조기유방암 (2기) 84 .82± .10 .80 .84 .46 .90

유방암 (3기) 31 .80± .09 .77 .84 .42 .90

수술 불가능 진행

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8 .763± .10 .68 .85 .55 .86

모름 4 .87± .02 .84 .91 .86 .90

Total 208 .82± .09 .81 .84 .40 .90

조기유방암

(정확히 모름)

27 79.30±15.83 73.03 85.56 45 100 .009

조기유방암 (1기) 54 79.87±13.60 76.16 83.58 40 100

조기유방암 (2기) 83 75.81±17.52 71.98 79.63 30 100

유방암 (3기) 30 71.42±17.88 64.74 78.09 30 100

수술 불가능 진행

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8 68.75±13.56 57.41 80.09 50 90

모름 4 83.75±11.09 66.11 101.39 70 95

Total 206 76.57±16.34 74.33 78.82 30 100

표 14 병기에 따른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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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Std. Deviation; Significant (P<0.05)

4. 기타 다른 요소에 따른 삶의 질 차이

4.1. 현재 치료 단계에 따른 삶의 질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중인 환자(.79± .11)는 치료 후 추적 관찰 중인

환자(.82-.88)에 비해 EQ-5D-5L로 측정한 삶의 질이 감소하였으나,

EQ-VAS로 측정한 삶의 질은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중인 환자

(76.47±15.79)와 추적 관찰 중인 환자(75.36-76.53)간 큰 차이가 없었으며

추적 관찰 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환자(83.00±14.49)에서만 상승하였다.

병기(질병단계) N Mean ± S.D. Std. Error

Mean

P value

EQ5D5L Stage I, II 165 .83± .09 .01 .024*

Stage III, IV 39 .79± .10 .02

EQ-VAS Stage I , II 164 77.72±16.07 1.26 .020*

Stage III, IV 38 70.86±16.93 2.75

표 15 병기에 따른 삶의 질 (Stage I, II조기 유방암 vs. Stage III 이상 유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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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Std. Deviation

EQ-5D-5L로 측정한 삶의 질은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중인 환자와 추적

관찰 기간에 따라 삶의 질이 유의하게 차이가 났으나(ANOVA test,

P=0.001), EQ-VAS로 측정한 삶의 질은 각 군간 차이가 없었다(ANOVA

test, P=0.438).

4.2. 유방암 종류에 따른 삶의 질

EQ-5D-5L와 EQ-VAS로 측정된 삶의 질 모두 유방암 종류에 따라 다

르지 않았다(ANOVA test, 각각 P= .865, P= .810). 이는 유방암 종류에

따른 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하기에 각 군당 환자 수가 작기 때문일 것으

N Mean ± S.D. Std. Error P value

EQ-5D-5L 치료 중 53 .79± .11 .02 .001

5년 이내 73 .83± .06 .01

10년 이내 67 .83± .09 .01

15년 이내 15 .88± .04 .01

Total 208 .82± .09 .01

EQ-VAS 치료 중 51 76.47±15.79 2.21 .438

5년 이내 73 75.36±15.50 1.82

10년 이내 67 76.53±17.96 2.20

15년 이내 15 83.00±14.49 3.74

Total 206 76.57±16.34 1.14

표 16 치료 단계에 따른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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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 특히 표적치료제의 사용으로 삶의 질이 좋다고 이미 알려

진 HER2 양성 유방암에서도 삶의 질에 차이가 없었던 사유는 HER2 양

성 환자 수가 10명에 불과하고 이들 중 3명은 호르몬 양성 등에 복수 응

답하였으며, 화학요법제 병용으로 응답한 환자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일 것이다.

S.D. =Std. Deviation

N Mean±S.D. Std. Error P value

EQ5D5L 호르몬 양성 66 .82±.09 .01 .865

HER2 양성 10 .83±.10 .03

삼중음성 25 .84±.07 .01

모름 94 .82±.10 .01

그 외 6 .86±.06 .02

호르몬 양성 & HER2

양성

3 .83±.03 .02

Total 204 .82±.09 .01

EQ-VAS 호르몬 양성 65 75.83±16.00 1.98 .810

HER2 양성 9 75.00±15.61 5.20

삼중음성 25 74.10±12.85 2.57

모름 94 77.63±17.11 1.77

그 외 6 81.67±19.15 7.82

호르몬 양성 & HER2

양성

3 83.33±20.21 11.67

Total 202 76.70±16.20 1.14

표 17 유방암 종류에 따른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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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유로 치료요법에 따른 삶의 질 또한 치료요법 간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4.3. 유방재건술 시행 여부에 따른 삶의 질

유방절제술만 시행한 환자의 삶의 질은 .82± .10(EQ-5D-5L),

74.85±16.81 (EQ-VAS)이었으며, 유방절제술과 유방재건술을 모두 시행한

환자의 삶의 질은 .85±.05(EQ-5D-5L), 78.42±14.86(EQ-VAS)로 유방재건술

을 시행한 환자의 삶의 질이 더 좋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ANOVA test; EQ-5D-5L P= .182, EQ-VAS P= .196). 그러나 유방재건술

을 받은 환자가 36명에 불과하고 유방재건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최

근에야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후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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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Std. Deviation

4.4. 폐경 유무에 따른 삶의 질

대부분의 응답자가 폐경 환자였으며, 폐경 유무에 따른 삶의 질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test; EQ-5D-5L P= .764, EQ-VAS P=

.239).

N Mean±S.D. Std. Error P value

EQ-5D-5L 유방절제술만 시행 149 .82± .10 .01 .182

유방절제술과

유방재건술 모두

시행

36 .85± .05 .01

수술 안 받았음 14 .81± .10 .03

Total 199 .82± .09 .01

EQ-VAS 유방절제술만 시행 147 74.85±16.81 1.39 .196

유방절제술과

유방재건술 모두

시행

36 78.42±14.86 2.48

수술 안 받았음 14 81.79±14.22 3.80

Total 197 75.99±16.36 1.17

표 18 유방재건술 시행 여부에 따른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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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Std. Deviation

4.5. 가족의 지지 정도에 따른 삶의 질

가족의 지지 정도에 따른 삶의 질은 EQ-5D-5L 및 EQ-VAS 모두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ANOVA test, EQ-5D-5L P< .001, EQ-VAS

P= .001) 가족의 지지 정도에 따라 Spearman ρ -.147(EQ-5D-5L, P=

.035)과 -.223(EQ-VAS, P= .001)의 상관관계가 있었다(Spearman test,

2-tailed).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응답자와 ‘그렇다’로 응답한 응답자와

‘보통’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EQ-5D-5L (Post Hoc test, Tukey HSD, 각

각 P= .001, P= .007)과 EQ-VAS로 측정된 삶의 질 모두에 있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ost Hoc test, Tukey HSD, 각각 P< .001,

P= .006).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응답자는 거

의 없었다. 이는 환우회 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설계상 환우회 활

동과 같은 친목 모임 참여가 가능한 응답자는 가족의 지지를 보통 이상

받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이는 환우회가 친목 도모와 질병에 관한

폐경유무 N Mean±S.D. Std. Error Mean P value

EQ-5D-5L 폐경 175 .82±.09 .01 .764

폐경 전 28 .83±.08 .02

EQ-VAS 폐경 173 75.84±16.61 1.26 .239

폐경 전 28 79.79±15.25 2.88

표 19 폐경 유무에 따른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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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환우 간 지지 등 이외에 병원 내 봉사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가정

환경에 있을 것임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겠다.

S.D. =Std. Deviation

N Mean±S.D. Std. Error P value

EQ-5D-5L 매우 그렇다 72 .84±.07 .01 < .001

그렇다 96 .83±.07 .01

보통 26 .76±.14 .03

그렇지 않다 11 .85±.06 .02

매우 그렇지 않다 3 .72±.26 .15

Total 208 .82±.09 .01

EQ-VAS 매우 그렇다 72 80.43±15.30 1.80 .001

그렇다 95 76.87±15.44 1.58

보통 25 64.60±19.47 3.89

그렇지 않다 11 76.36±11.42 3.44

매우 그렇지 않다 3 75.00±18.03 10.41

Total 206 76.57±16.34 1.14

표 20 가족의 지지 정도에 따른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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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교육 수준에 따른 삶의 질

학력은 EQ-5D-5L로 측정된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NOVA test, P= .002). 초등학교 졸은 N 수가 작아 의미가 없

었으나 중학교 졸 응답자의 삶의 질은 대학교 졸 응답자와 대학원 졸 응

답자에 비해 삶의 질이 낮았다(Post Hoc tests, Tukey HSD, 각 P= .040,

P= .003). EQ-VAS로 측정된 삶의 질은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ANOVA test, P= .777).

S.D. =Std. Deviation

N Mean±S.D. Std. Error P value

EQ-5D-5L 초등학교 졸 5 .84±.05 .02 .005

중학교 졸 26 .77±.13 .02

고등학교 졸 124 .83±.08 .01

대학교 졸 43 .85±.05 .01

대학원 졸 4 .77±.23 .12

기타 4 .76±.04 .02

Total 206 .82±.09 .01

EQ-VAS 초등학교 졸 4 78.75±6.29 3.15 .396

중학교 졸 26 75.00±17.49 3.43

고등학교 졸 124 75.91±17.54 1.57

대학교 졸 42 79.15±13.10 2.02

대학원 졸 4 83.75±16.01 8.00

기타 4 62.50±9.57 4.79

Total 204 76.54±16.42 1.15

표 21 교육 수준에 따른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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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수입에 따른 삶의 질

월 가구 수입에 따른 삶의 질은 측정 도구에 상관없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OVA test, P< .001)

S.D. =Std. Deviation

N Mean±S.D. Std. Error P value

EQ-5D-5L 월 100만원 미만 20 .77±.11 .03 < .001

월 100만원 ~ 200만원 45 .78±.12 .02

월 200만원 ~ 500만원 93 .84±.07 .01

월 500만원 ~ 800만원 27 .86±.06 .01

월 800만원 ~ 1,000만원 12 .85±.07 .02

월 1000만원 이상 4 .84±.04 .02

Total 201 .82±.09 .01

EQ-VAS 월 100만원 미만 20 68.88±14.29 3.20 < .001

월 100만원 ~ 200만원 44 69.20±20.20 3.05

월 200만원 ~ 500만원 93 79.19±14.36 1.49

월 500만원 ~ 800만원 27 77.81±15.32 2.95

월 800만원 ~ 1,000만원 12 86.67±10.30 2.97

월 1000만원 이상 4 86.25±13.77 6.88

Total 200 76.37±16.49 1.17

표 22 월 가구 수입에 따른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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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직업에 따른 삶의 질

응답자 본인 및 배우자 직업의 종류는 응답자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에 따른 삶의 질은 P=

.360(EQ-5D-5L), P= .062 (EQ-VAS)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으며,

배우자의 직업에 따른 삶의 질 역시 P=.224(EQ-5D-5L), P=.361

(EQ-VAS)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ANOV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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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Std. Deviation

요인 도구 직업 N Mean±S.D. Std. Error P value

본인 직업에

따른 삶의

질

EQ5D5L 주부 162 .82±.09 .01 .360

전문직 17 .85±.12 .03

사무직 6 .80±.06 .02

자영업 13 .87±.04 .01

무직 7 .80±.11 .04

기타 3 .80±.13 .08

Total 208 .82±.09 .01

EQ-VAS 주부 161 75.49±16.34 1.29 .062

전문직 17 82.65±14.70 3.56

사무직 6 75.00±15.17 6.19

자영업 13 86.92±10.52 2.92

무직 6 74.17±15.63 6.38

기타 3 63.33±32.15 18.56

Total 206 76.57±16.34 1.14

배우자

직업에 따른

삶의 질

EQ5D5L 전문직 45 .85±.07 .01 .224

사무직 28 .81±.09 .02

자영업 58 .84±.08 .01

생산직 15 .81±.07 .02

무직 16 .83±.09 .02

기타 20 .82±.07 .02

Total 182 .76±.15 .03

EQ-VAS 전문직 45 79.50±13.10 1.95 .361

사무직 27 72.26±16.13 3.10

자영업 58 79.40±16.60 2.18

생산직 15 75.67±18.21 4.70

무직 16 76.25±17.46 4.37

기타 20 80.25±12.72 2.84

Total 181 77.86±15.57 1.15

표 23 직업에 따른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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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배우자 유무에 따른 삶의 질

배우자 없음으로 응답한 응답자와 배우자의 직업을 명시한 응답자의

삶의 질은 EQ-5D-5L로 측정했을 때 각각 평균(±S.D.) .83±.08과 .76±.1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나(P=.001) EQ-VAS로 측정한 삶

의 질에는 차이가 없었다(P=.178). EQ-5D-5L와 EQ-VAS의 결과가 통계

적 유의성 유무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배우자 없음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약 10% 정도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떨어지

는 EQ-VAS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S.D. =Std. Deviation

배우자 유무 N Mean±S.D. Std. Error

Mean

P value

EQ-5D-5L 배우자 있음 182 .83±.08 .006 .001

배우자 없음 21 .76±.15 .0326

VAS 배우자 있음 181 77.86±15.57 1.157 .178

배우자 없음 21 65.24±18.47 4.031

표 24 배우자 유무에 따른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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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사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삶의 질

응답자의 대부분(76.6%)이 사보험에 가입했다고 대답하였으며, 사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삶의 질에는 EQ-5D-5L과 EQ-VAS 모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ANOVA test, 각각 P= .262, P= .816).

S.D. =Std. Deviation

5.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연구질문인 질병 병기에 대한 EQ-5D-5L 및 EQ-VAS의 회

귀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질병 병기의 EQ-5D-5L 에 대한 설명력은 R

Square 0.047로 질병 병기는 EQ-5D-5L을 4.7% 설명한다 할 수 있으며,

질병 병기의 EQ-VAS 에 대한 설명력은R Square 0.034로 질병 병기는

EQ-VAS를 3.4% 설명할 수 있다.

질병 병기가 조기유방암 1기에서 2기 및 3기, 수술 불가능 진행성 또

는 전이성 유방암으로 커질수록 EQ-5D-5L 및 EQ-VAS로 측정된 삶의

사보험 여부 N Mean±S.D. Std. Error Mean P value

EQ-5D-5L N 48 .84±.07 .01 .262

Y 157 .82±.10 .01

EQ-VAS N 48 75.15±16.13 2.33 .816

Y 155 76.75±16.48 1.32

표 25 사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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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Weak Significant), EQ-5D-5L이 EQ-VAS에

비하여 질병 병기에 보다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병기를 1기 및 2기 조기유방암(Stage I, II)과 3기 이상 유방암

(Stage III, IV)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질병 병기 그룹의 EQ-5D-5L에

대한 설명력은 R Square 0.025, EQ-VAS에 대한 설명력은 R Square

0.027으로 각각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2.5% 및 2.7% 설명할 수 있다.

1기 및 2기 조기유방암 환자와 비교하여 3기 이상 유방암 환자는 1기 및

2기 조기유방암에 비해 EQ-5D-5L 및 EQ-VAS로 측정된 삶의 질이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가 -.158

및 -.164로 기여도가 크지는 않았다.

EQ-5D-5L EQ-VAS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Sig.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Sig.

(constant) .000 .000

질병 병기 -.217 .002 -.184 .009

표 26 질병 병기와 EQ-5D-5L 및 EQ-VAS간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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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5D-5L EQ-VAS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Sig.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Sig.

(constant) .000 .000

질병 병기 그룹

Stage I,II vs.

III, IV

-.158 .024 -.164 .020

표 27 질병 병기 그룹과 EQ-5D-5L 및 EQ-VAS간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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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BOX Plot; 병기에 따른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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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BOX Plot; 병기 별 그룹(Stage I,II vs. III, IV)에 따른 유방

암 환자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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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측정한 독립변수 및 통제변인 전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EQ-5D-5L로 측정된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은 치료

시점에 가장 낮으며, 치료 종료 후 시간이 흐를수록 향상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수입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질병 병기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증가하였다. 가족의 지지 정도가 약할수록 삶의 질

이 감소하였다. EQ-VAS로 측정된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은 수입이 증가

할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이 EQ-VAS로 측정된 유

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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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지(매우 그렇다:0, 매우 그렇지 않다:4)

EQ-5D-5L EQ-VAS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Sig.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Sig.

(constant) .000 .000

현 치료단계 .220 .003* .079 .354

수입 .204 .017* .254 .005*

질병 병기 -.168 .020* -.120 .113

가족지지* -.139 .047* -.090 .221

배우자 유무 .167 .069 .086 .370

유방암종류 .011 .876 .002 .982

유방절제술 ,재

건술 시행여부

.020 .774 .063 .391

폐경유무 -.036 .620 .020 .797

최종학력 -.005 .939 -.030 .687

본인 직업 .032 .658 .054 .479

배우자 직업 -.074 .380 .051 .568

사보험 여부 -.095 .193 .012 .879

표 28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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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및 결론

1. 고찰

전국의 유방암 환우회(환우모임)에 소속된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평

균값은 0.82±0.09(EQ-5D-5L)과 77±16(EQ-VAS)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여 발표

한 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결과인 0.799±0.117(무진행 생존상태)

및 0.727±0.188(진행상태) 보다 약간 높으며, 표본수가 8명에 불과하기는

하였으나 수술 불가능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평균

값 0.763±0.10(EQ-5D-5L) 및 68.75±13.56(EQ-VAS)과 유사하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의 88%가 Stage I~III 의 조기유방암 환자이고 병기

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선행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중국, 말레이, 인도

등 아시아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EQ-5D-5L과 FACT-B를 비교한 최근

연구(Chun Fan Lee 등. 2013)에서는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0.76(EQ-5D-5L)으로 보고하였다. 해당 연구는 대상 환자의 81.2%가 적극

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중 23%가 말기 환자로 고식적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 연구 역시 EQ-5D-3L로 측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결

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조기 유방암 환자가 대부분으로 약간 더 높은



- 63 -

결과를 보인 본 연구 결과와 비교 시에도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다.

이란의 유방암 연구센터의 유방암 클리닉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 163

명을 대상으로 EQ-5D-5L 및 SF-6D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여 비

교한 연구에서 EQ-5D-5L로 측정한 삶의 질은 평균 0.685로 보고되었다

(Mahmood Y., 2016). 국내 연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값이

보고되었으나 이는 해당 연구 대상 환자의 30.3%가 암 진단 1년 이내,

9.4%가 재발 1년 이내, 44.9%가 암 진단 2년 이내, 15.1%가 전이성 환자

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재발 및 전이 환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질병 진행은 기존 연구 등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의학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Lidgren et

al(2007)은 원발암 진단 후 1년, 재발 후 1년 및 전이성 질환 각각의 삶

의 질을 0.901, 0.889, 0.820으로 보고하여 질병의 진행이 실제 유방암 환

자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역시 유방암 환

자의 삶의 질이 병기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며 질병 병기가 1기에서 4기

로 악화될수록 삶의 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 결과와 일

관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8명(3.8%)에 불과하고 Stage III 환자수 역시 상대적으로 적어 질

병 진행에 따른 삶의 질 감소가 EQ-5D-5L Coefficients Beta (-.217)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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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VAS Coefficients Beta (-.184)로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었다.

조기유방암 환자가 많이 포함된 점 이외에, 본 연구가 유방암 환우회

(환우모임)와 같은 자조모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 역시 영향을 미쳤

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유방암 환우회(환우모임)는 전국 대부분의 종합병

원 이상급에 형성되어 상당수의 유방암 환자가 환우회의 도움(정보 공

유, 정보 제공, 정신적 지지, 신체 활동, 인적 교류 등)을 받고 자원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다. EQ-5D-5L을 이용하여

유방암 환우회 활동 대상 환자의 삶의 질을 조사한 연구는 본 연구가 최

초이다. 환우회 가입 환자라는 사실은 환우회 미가입자와 비교 시 응답

자가 사회적 지지 또는 사회적 자본이 우수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전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유

방암 환우회(환우모임) 활동을 소극적/적극적으로 하는 환자와 활동을

하지 않은 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일반적으로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은 대상 환자가 대부분 여성이므로

여성으로서의 삶의 질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의학적

요인 이외에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 65 -

분석된 ‘가족의 지지 정도’, ‘교육 수준’, ‘가계 월 수입’, ‘배우자 유무’ 등

은 여성으로서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요인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주부로서의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예상되는 삶의 질 영향 요인이

아닌 ‘교육 수준’의 경우 유방암 환자의 평균 연령(49세)이 상대적으로

젊다는 점과 여성의 교육수준이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되어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의 대학진학률을 약간 넘어선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

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본인 직업과 배우자 직업 모두 유방암 환자의 삶

의 질에 차이가 없었으며, EQ-VAS에서는 가족의 지지 정도와 수입을 제

외한 다른 요인에 대해 삶의 질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요인간 해석에는 제한이 따른다.

본 연구는 질병 특이 도구 등 기존 연구를 통하여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소들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의 유무를 EQ-5D-5L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Q-5D-5L은 13가지 항목 중 7가지 항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차이를 보여, EQ-VAS에 비해 민감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중 회귀분석에서 EQ-5D-5L은 5가지 항목이 삶의 질에 유의하게 기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Q-VAS는 2가지 항목이 삶의 질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EQ-5D-3L을 사용한 최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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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와 일정 부분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서울 지역 1개 병원에서

827명의 한국인 조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EQ-5D-3L의 타당도와 신

뢰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김선하, 조민우 등은 EQ-5D-3L로 측정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 수준(P<.001), 혼인상태(P=.045), 현재

방사선치료 유무(P=.001), 진단 후 질병 기간(현 치료단계, P=0.003)등을

보고하였으며, 유방재건술 시행 여부(P=0.872), 진단병기(P=0.083), 현재

항암화학요법 시행 여부(P=0.361) 등은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김선하, 조민우 등, 2015). 일부 측정

항목 및 측정 대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연구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 연구에서 동일하게 측정한 항목만을 단순

비교했을 때 EQ-5D-5L과 3L은 동일 항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 있음’

및 ‘없음’을 동일하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208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와 달리 김선하, 조민우 등의 연구가 827명으로 상대적으로 다수의 표본

을 대상으로 분석한 점을 고려할 때, EQ-5D-5L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유방암 종류/치료 및 유방재건술 시행 여부 등 이미 기존 연구를 통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보임이 입증된 항목에 대해 “차

이 없음”의 결과를 보인 사유는 해당 항목들의 경우 각 군간 응답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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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유방암 종류는 물

론 유방암 치료 종류 별 환자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고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유방암 종류 및 치료 종류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규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유방재건술의 건강

보험이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응답자 중 유방재건술을 시행한 환자

가 매우 적었던 점 등도 유방재건술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

가하는데 있어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추

후 적절한 환자 수를 기반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Stage III 및 Stage IV 이상 환자가 극히 적게 포함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삶의 질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Stage III 및 Stage IV 이상의 환자가 일정 수준 이상 포함될 경우 질

병 병기에 따른 삶의 질 차이 및 회귀분석에서의 경향성을 보다 뚜렷이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환자의 병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연구 설계를 통하여 EQ-5D-5L을 이용한 추가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1,222명이 가입된 전국의 10개 환우회(환우모임)을 대상으로

208명을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현재까지 국내 유방암 환우회 가입 회

원수 및 환우회 현황에 대해 보고한 선행연구는 없다. 그러나 한국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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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우총연합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국내 환우회 22개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되는 각 병원 및 지역별 환우회 10여개를 기준으로 추정할 시

최소 30개 이상의 환우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기준

국내 유방암 유병자수는 132,139명으로 보고되어 이들 중 대다수는 환우

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국내 유방암

환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유방암환

우총연합회에 등록된 국내 22개 환우회 중 10개(45%) 환우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222명 중 208명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 환우회 회원의 17%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유방암 환우회 가

입자의 삶의 질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나, 국내 유방암 환자의 환우회

활동 정도에 대한 선행연구 및 자료의 부족, 환우회 미활동자와의 비교

부족 등으로 국내 유방암 환자 전체의 삶의 질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책 결정에 이용 가능한 경제성평가 사용 가능 도구로 실시한

기존 삶의 질 연구 대부분이 표 25와 같이 소수의 특정 병원을 대상으로

측정한 연구인 점과 대부분 적극적인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전이성 유방

암 치료단계의 환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

과가 기존 연구 대비 상대적으로 국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보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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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평가에 요구되는 삶의 질은

질병 병기 단계는 물론 완전관해, 부분관해, 질병안정 및 질병 진행 등

세부 특정 건강상태 별 세분화된 효용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체 유

방암환자의 삶의 질 결과를 토대로 전체 유방암 환자를 위한 정책 수립

또는 정책개입이 필요한 세부 분야를 확인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구체적인 정책 개입을 고려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

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분야에 필요한 구체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효용값을

추가로 수집 또는 검색하여 사용하여야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

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유방암 환우회(환자모임) 활동 참여 환자를 대상으로 유방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였으나, 그 결과를 환우회 활동을 하지 않는

환자의 삶의 질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유

방암 환우회 활동 참여 환자를 대상으로 응답자를 선정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심각하여 환우회 활동이 어려운 수술 불가능 진

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응답이 매우 저조하였다. 이로 인하여

유방암 병기 별 고른 분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Stage I 및 Stage II조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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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암 환자가 주로 포함되어 유방암 병기 별 환자의 삶의 질을 완벽히 구

현해 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EQ-5D-5L을 이용하여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

한 최초의 연구이나 EQ-5D-3L 또는 질병 특이도구 등을 함께 측정하지

하지 않아 도구의 민감도 등 그 결과를 타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Q-5D-3L 설문지에 동일하게 포함

된 EQ-VAS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타 연구 결과와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설계의 한계점 이외에 현재 EQ-5D-5L과 3L를

망라하여 EQ-5D로 측정한 연구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도 본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국내 환자단체 현황 및 활동 상황, 특성 등에 대한 선행 연

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가 환우회 소속 유

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우회(환자모임)에 대한 선

행 연구 또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각 환우회의 특성을 고려한 삶의

질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국 각 병원의 환우 모임 별로 주요 활

동이나 추구하는 바가 다를 것이고 성격이나 분포도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연구 역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EQ-5D-3L을 이용하여 실시된 기존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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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연구는 대부분 1개 이상의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했거나 특정 지역,

특정 단계 또는 특정 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대표성이 크게 결여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 또한 전국의 환우회

소속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국내 유방암 환자 전체를 적절히 대표한

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적인 측면 및 대상 환자 측면에서는 기

존 연구 대비 상대적으로 대표성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 유무는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상당히 의미 있

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선행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혼인 상태를 별도의 질문으로 구체화하지

않고 배우자 직업에 관한 질문을 통해 ‘배우자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이용하여 간접 비교하였다. 배우자 유무, 배우자 상실 및 혼인상태가 유

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질문이 보다 구체화되지 못했던 것이 한계로 생각된다. 또한 동반질환에

대한 질문이 설문에 포함되지 않아 동반질환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유방암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구별해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삶

의 질을 낮게 표기한 응답자 일부가 별도 기술을 통해, “다리 수술”, “뼈

골절” 등 유방암과 관련이 없으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의학적

사유를 기재한 응답이 확인되어, 유방암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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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이 일시 저하된 것을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환자 본인의 응답에

기인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질병 병기, 치료 단계 및 치료 종류 등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답변이 종종 발견되었으며, 답변에 있어 정확도가 떨

어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전문가와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설

문을 실시하여 응답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응답자에 따른 결과를 비교

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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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lity of Life of Breast Cancer Patients

measured by EQ-5D-5L

Mijeong Ka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Health Care Management and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reast cancer is the most frequently diagnosed cancer

(1,779,000/2013, cancer Incidence No.1) and the leading cause of

cancer death among females worldwide. Patient number of breast

cancer is 147,012 in Korea and which is rapidly increasing.

Many studies have been doing on “quality of life (QoL)” of breast

cancer patients. However most studies used the disease specific

measurement and there is very limited reports for QoL using general

measurement like EQ-5D which is used for policy decision. The

reason is considered that it is difficult to show the 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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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in QoL by patients group because of limitation like ceiling

effect of EQ-5D.

This research was aimed to evaluate the QoL of breast cancer

patients by breast cancer stage using EQ-5D-5L which was developed

to improve the limitation of EQ-5D-3L by EroQol Group and target

the patient group for inclusion. Also I collected the information

including treatment status, Breast Cancer Type, mastectomy, breast

reconstruction, occupation, and level of education, income, level of

family support, menopausal status, private insurance and etc., which

are already reported as a major factor for QoL of breast cancer

patients. Total 208 patient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and 208

responses were analyzed.

EQ-5D-5L measured QoL was 0.82±0.09 and EQ-VAS measured QoL

was 77±16. QoL of breast cancer patients were different by cancer

stage (EQ-5D-5L P= .002; EQ-VAS P= .009) and QoL was decreased

by increasing of stage from I to IV(EQ-5D-5L Coefficients Beta= -.217;

EQ-VAS Coefficients Beta = -.184).

Other significant factors for EQ-5D-5L measured QoL wer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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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stage, level of family support, level of education, income

and, presence of a spouse. And other significant factors for EQ-VAS

measured QoL were level of family support and income. Breast

cancer type, breast reconstruction, menopausal status, occupation,

occupation of spouse and private insurance were not significant

factors for QoL of breast cancer patients.

EQ-5D-5L was more sensitive than EQ-VAS and the result is

aligned with the result of EQ-5D-3L, but seems less sensitive than

disease specific measurement.

……………………………………

Keywords: EQ-5D-5L, Quality of Life, Breast Cancer, Patient Group

Students Number: 2013-2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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