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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유방암 환자는 주요치료로 부분 수술을 받으며,이후 보조 으로 

항암화학 요법,방사선치료,항호르몬 치료와 같은 일련의 다양한 치료를 

받으면서 다양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경험할 확률이 다른 암보다 높은 확

률을 가진다.

우리나라 유방암의 특징  하나는 발생연령이 서구 발생연령보다 10

세 가량 낮은 40 에 가장 호발하며 40세 이하에서의 발생빈도 역시 

2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발생연령이 낮다는 것은 유방암으로 진단된 

이후에 신체,사회 인 면뿐만 아니라 심리 인 면을 포함하는 역에서 

그만큼 더 긴 기간 동안 응이 요구되므로 이에 한 충분한 이해와 함

께 정신과 인 치료에 한 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청구명세서에서 2008년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유방암 시술 

받은 환자  수술 후 1년 6개월 동안 이암 혹은 다발성 원발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를 제외한 10100명을 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심으

로 연구하 다.정신 장애 상 정의는 유방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에게

서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로 정신과  의료 서비스는 정

신신경용제처방과 정신과  검사 처치요법으로 정의하 다.정신과  의

료서비스 이용에 한 련 요인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에서 유방암 수

술 1년 이 에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과  진단 코드를 

부여 받은 환자는 제외하 다.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난 후 유방

암에 한 치료  혹은 특정 치료를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치료 종

류별로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받는 련요인을 알아보고 정신과  의

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방암 치료결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에 한 연구를 시도하 다.

분석 결과로는 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은 연령이 증가 시 1.015배

로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 Charlson'score증가 시 1.046배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수술 받은 기 별 형태로 살펴보면 의원보

다 상  종합,종합병원에서 오즈비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으나 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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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원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종합병원은 유의하게 나왔다.

건강 보험 형태에서 보면 건강 보험이 의료 여  보훈보다 0.482

배로 낮았으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왔다.지역은 농어 보다 도시와 

도시가 낮은 오즈비를 보 으나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치료 형태나 유무로 살펴보면 수술은 좀 덜 정교한 수술이 정교한 수

술보다 0.932배로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화학요법을 받

은 군이 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이 1.445의 오즈비를 보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방사선 치료,호르몬 치료,Trastuzumab치료 여부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의 유무가 유방암 치료 결과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유방암 수술  1년 기간 동안 정신과  의료서비스

를 이용한 이 있는 그룹과 이를 제외한 유방암 수술 후 1년 동안 정신

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그룹,한 번도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은 그룹,세 개의 그룹으로 나 어 2010년 3월까지의 생존 기간

을 계산하여 생존분석을 하 다.연령이 많을수록(HR:1.050p<.0001)동

반질환 지수가 높을수록(HR:1.145p=0.0007)건강보험인 환자(HR:2.658

p=0.0023)가, 수술 받은 병원의 소재지가 도시인 경우(HR:4.573

p=0.0452)가 사망 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형태별로 살펴보면 방사선 치료 시행받은 군(HR:1.999p=0.009),

호르몬 치료받은 경우(HR:6.531p<.0001)가 사망 험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련하여 정신과  의료 서비스

를 이용한 환자  유방암 수술 이 에 정신과  의료 서비스 사용한 그

룹(HR:2.54p=0.0044)과 유방암 수술 이  1년 동안에 정신과  의료 서

비스를 사용 한 이 없고 유방암 수술 이후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사

용한 그룹(HR:2.1p=0.0074)이 사망 험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Key word: 유방암, 정신과  의료서비스이용 련요인, 사망률 

2010-2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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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배경  필요성

암은 여러 암종별로 치료형태가 다양하지만 암에 한 인식과 부담

감,진단 후 장기간 리가 필요하고 암종별,암의 진행 상태에 따라 생

존 기간은 극 인 차이를 보인다.여 히 암은 사망 원인 에 높은 순

에 들며 암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조기검진과 치료 개발로 

생존율은 높아지고 있다.다시 말해 암환자의 수는 증가하며 과거와 달

리 생존율이 높아짐으로써 투병기간이 길어지는 양상을 보인다.암 환자

의 에서 보면 암 진단 후 환자는 다양한 심리  변화를 보이는데 만

성  스트 스는 일상 인 부담이 되며 상실감,두려움,분노 등의 감정

을 경험하게 된다.암 진단을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많은 심리 인 혼란

을 경험함과 동시에 암의 신체  고통과 증상에 하여 응하는 과정에

서 오는 스트 스,암에 한 치료계획과 치료 부작용에 한 두려움과 

치료 결과에 한 불안함이라는 심리변화를 겪게 된다.이는 많은 연구

에서도 나타나는 데 특히 우울증에 한 정신장애의 오즈비가 암환자에

서 증가하 다(Bodurka-Beversetal.,2000;Carroll,Kathol,Noyes,

Wald,& Clamon,1993;Katon& Sullivan,1990;Kugayaetal.,2000;

McDaniel,Musselman,Porter).

최근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만성질환자들의 심리  상태  정신건강상태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질환으로 심  질환(Fielding,1991;Friedman,2000;

Katon& Sullivan,1990),만성폐색성폐질환(Ede,Ijzermans& Brouwer,

1999;Wellsetal.1988),뇌  질환 등을 상으로 만성 질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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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에 한 연구가 행해졌으며 정신건강이 만성질환자들의 삶의 질

을 알아 볼 수 있는 기 이 될 수 있고 이들의 상 리에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여러 암종에서도 유방암을 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2009년 국가 암등록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유방암은 여성에게

서 10만 명당 54.1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유방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 상 으로 후가 좋아 생존율이 높

고,치료방법의 개선과 조기진단의 결과로 장기 생존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장기간 투병기간은 신체 인 건강상태뿐 아니라 진단받은 환자에

게서 우울증상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 인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

이 높은데 이는 수술 이후 항암치료에 한 순응도와 생존율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된다(AyresA.etal1994;ColleoniM et

al.2000;WatsonM etal.1999;HjerlK.etal.2003).

우리나라 유방암의 특징  하나는 발생연령이 서구 발생연령보다 10

세 가량 낮은 40 에 가장 호발하며 40세 이하에서의 발생빈도 역시 

2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Korean Breast Cancer Society. Clinical

characteristicsofKoreanbreastcancerpatientsin1998.JKoreanMed

Sci2000;15:569-79).발생연령이 낮다는 것은 유방암으로 진단된 이후에 

신체,사회 인 면뿐만 아니라 심리 인 면을 포함하는 역에서 그만큼 

더 긴 기간 동안 응이 요구되므로 이에 한 충분한 인식과 함께 정신

과 인 지지에 한 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한 방차원

으로 보다 암 환자들의 반 인 건강 리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Jae-HoKim,2008).

유방암 진단 받은 환자 에서 조기암과 진행된 유방암,말기암으로 

상을 구분하여 연구를 시행한 결과 진행된 암에서 우울증을 보인 그룹

이 유병율의 앙값 29%을 나타냈고 흥분과 우울증 각각 혹은 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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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연구 상으로 한 유병률은 3~69%로 나타났다.

유방암 환자는 주요치료로 부분 수술을 받으며,이후 보조 으로 

항암화학 요법,방사선치료,항호르몬 치료와 같은 일련의 다양한 치료를 

받으면서 다양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경험할 확률이 다른 암보다 높은 확

률을 가진다.

한 여성의 상징 의 하나인 유방에 암이 생겨서 유방을 제하게 

된다는 것은 다양한 심리 인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방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수술 후 보이는 우울증상을 동반한 심리  특성과 그 

외의 정신 건강에 해 조사해보는 것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

2.연구의 목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유방암 치료의 황을 살펴보고 치료 받는 

동안에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에 해 살펴본다.

첫째,유방암 환자에서의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여부의 련요인

을 알아본다.

둘째,각 치료형태별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 황을 살펴보고 련

성을 분석 하여 치료별 정신건강 리의 근거를 마련하다.

셋째,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이 치료결과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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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암환자의 정신건강

암으로 진단 받고 환자들은 다양한 심리 인 경험을 하고 치료와 암

에 한 걱정과 불안을 느낀다. 부분의 선행연구는 암환자들의 우울

증 발병률로 정신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우울증을 유발하는 험요인을 

조사하 다.그리고 암환자들의 정신건강을 살펴 으로써 삶의 질에 

한 연구를 하 다.

암환자들에게서 불안과 우울은 흔한 정신건강에 나타나는 장애이다

(MaguireGPetal.1974;MofficHS1975).암환자의 우울증과 불안,스

트 스가 일반 인구집단에서보다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것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알 수 있었다.(Ashing-GiwaK etal.1999;Tomich P etal.

2002;Bloom JR,2004)

진행성 암환자에서 정신건강 장애를 진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는

데 그 이유로는 정신장애 자체의 발병인지,암으로부터 오는 것인지,오

래 부터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HotopfM.etal.2002).

연구를 살펴보면 정신건강 련하여 주된 심사를 우울증에 두는 연

구가 가장 많았으며,이외에 불안 장애,기분 장애,수면장애 등 정신건

강의 범 를 확 하는 연구들도 살펴 볼 수 있었다.선행연구에서 암의 

종류에 따른 우울증 유병률을 보면 췌장암 33-50%,구인후암 22-57%,폐

암 11-44%,유방암 1.5-46%, 장암 13-25%의 순으로 유방암에서 우울증

의 유병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MassieMJ.etal.2004).

반면에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의 유병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암,췌장암,두경부암과 폐암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 고 

유방암에서는 낮은 유병률을 나타냈다(Brintzenhofe-szoceta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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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암 환자의 정신과  련요인과 치료 형태별 정신장애 

선행 연구의 다수가 우울증을 심으로 정신건강이나 심리 인 요인

을 살펴보는데 제한되었으며,연구 방법과 샘  사이즈, 험요인 변수별

에 따라 결과들도 다양하 다.

련요인을 살펴보는 연구에서는 암환자의 치료 형태별,병의 상태,

병의 발병 시기와 암 진단 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울증의 발병정도

와 정신건강 상태변화에 한 연구들이 있었고 그 연구들의 결과는 상이

하 다.

심리 ,정신건강 장애와 같은 우울과 불안감,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암환자의 연령에서는 40세 이하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그 외 인구학 인 요인인 성별,결혼상태,지역,교육정도,사회경제

인 상태,직업에서는 유의한 의미를 보이지는 않았다(Nauman A

Jadoonetal2010).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불안 장애와 우울증은 여성

에게서 그리고 고연령 일수록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Mystakidouetal.2005).

치료 종류별 문헌을 살펴보면 유방암에서의 수술의 종류를 크게 보존

술과 제술로 구분하고 이에 해 불안 장애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제술을 시행한 환자군에서 높은 불안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나왔다

(Omen-Pontenetal1992).

반면에 Fallowfieldetal.의 연구결과는 수술형태에 따른 불안 장애

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 한 수술 선택시 정보 

교환과 원활한 소통이 환자의 불안 장애나 우울증을 방하는 요인이라

는 연구 결과가 있다.한 가지 혹은 세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았거나 치

료 인 유방암 환자의 불안장애 유병률과 강도를 알아보는 연구에서는 

화학요법이 다른 치료종류에 비해 높은 불안장애 유발에 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ChiChingLim eta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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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신장애가 미치는 암 환자의 치료 결과  삶의 질

암치료 후에 신체 ,정신  그리고 기능  문제를 지닌 환자의 사회

 지지와 재활은 장기간 환자의 삶의 질에 련해 요하다.

일반 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 정신  장애를 지닌 진행된 암환자들은 흥

분 장애나 우울증이 없는 환자들보다 고통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나 우울증과 흥분장애 환자들에게서의 생존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WilsonKGetal.2007).

반면에 정서  지지의 낮은 인식은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든 높은 

험률과 연 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유방암의 사망원인과도 높은 험률

을 보 다(Soler-Vilaetal.2003).수술  우울증은 말기 유방암 환자의 

사망의 상 험률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며 조기 유방암 환자에

서는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Hjerletal.2003).

정신장애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우울증이 암 환자의 생존율에 

향을 미치는가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반 으로 사망률을 높인다는 논

문이 그 지 않다는 논문보다 많다(Kim SW etal.2006).말기 암 환자

로 제한할 때 우울증이 생존기간에 미치는 향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한 이러한 결과를 두고 우울증이 생존기간 단축의 원인인지 

는 병의 증도가 심해 생존 여부가 희박하여 환자가 이로 인해 더 우

울하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MeyerHA et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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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방암에 한 치료 종류

유방암으로 진단 받고 수술 받은 환자를 심으로 수술 후 1년 6개월 

동안의 유방암 치료가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기 해서 유방암 치료에 해 살펴보았다.

어떠한 치료가 주로 행해지면 치료를 받은 상과 치료가 병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해,종류와 치료용법,부작용에 해 알아

보았다.

1)유방암 수술

부분의 유방암 환자는 주요 종양을 치료하기 해 수술을 받고 수

술의 목 은 가능한 많은 암을 제거하는 것이다.암이 겨드랑이 림  

까지 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유방 제술 후 유방의 재건술을 

할 수도 있다.유방암 수술에는 크게 유방보존수술과 유방 제술로 구

분할 수 있다.

가.유방보존수술

유방의 일부만 제거하는 수술로 제거 범 는 종양의 크기  치와 

기타 요인에 따라 다르다.

(1)유방종양 제술

유방멍울과 주변의 일부 정상 조직만 제거한다.이 수술을 받은 후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화학요법도 사용하는 경우 화학요법이 끝날 

때까지 방사선 치료는 연기 된다.제거된 조직 가장자리에 암이 있을 경

우 다시 더 많은 조직을 떼어내야 할 수도 있다.

(2)부분 유방 제술 는 사분구획 제술

이 수술은 유방 종양 제술보다 더 많은 유방 조직을 제거하고 일

반 으로 방사선 치료가 뒤따른다.하지만 화학요법도 사용할 경우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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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치료는 지연될 수 있다.이 수술의 부작용은 통증,단기 부종,물러짐,

수술 부 에 생기는 상처 조직으로 인한 경화 등이 있다.

나.유방 제술

유방 제술은 유방 조직 체를 제거하고 주변 조직까지 함께 제거

할 수도 있는 수술이다.

(1)단순 는 체 유방 제술

체 유방을 제거하지만 겨드랑이의 림 이나 유방 아래의 근육 

조직은 제거하지 않고 양쪽 유방을 제거하기도 하는데 특히 암 방을 

해 유방 제술을 할 경우 이 수술을 시행한다.

(2)변형 근치 유방 제술

체 가슴과 겨드랑이의 림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로 가슴 체

를 제거하는 유방암 환자에게 가장 일반 인 수술이다.

(3)근치 유방 제술

체 가슴,겨드랑이의 림 ,가슴 아래의 흉벽 근육을 제거하는 

주요 수술법이다.이 수술은 한 때 매우 일반 이었지만 변형근치 유방

제술도 효과가 동일하여 이제는 드물게 시행된다.가슴 아래의 근육에

까지 성장한 큰 종양에 해서는 이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2)방사선 치료

방사선치료는 고에 지 선(X-ray)을 사용하여 암세포를 죽이거나 

종양의 크기를 이는 치료법이다.이 치료법은 유방보존수술 후 유방,

흉부벽,겨드랑이 부 에 남아 있는 암세포를 죽이기 해 사용할 수 있

다.방사선 치료는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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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외부방사선 치료

외부 방사선 치료를 유방암 치료에 가장 자주 사용하며 수술 후 유

방,흉부벽,겨드랑이 부 에 남아 있는 암세포를 죽이거나 수술  종양

의 크기를 이기 해 사용할 수 있다.수술한지 약 1개월 후 시작되면 

6주 동안 지속되고 치료할 때 통증은 없다.

나.근  방사선 치료

방사선치료를 하는 다른 방법은 암 의 유방 조직에 방사성 시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종양에 추가 인 방사선 양을 추가하기 해 외부 방사

선과 함께 제공된다.

3)화학요법

화학요법은 암세포를 죽이는 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 약품은 주사를 

통해 정맥으로 들어가거나 알약이나 액체 형태로 복용한다.이 약은 

류로 들어가 멀리 떨어진 장기까지 퍼진 암의 치료에 유용하다.이러한 

화학요법 약품은 암세포를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손상시키며 부작용을 야

기할 수 있다.

가.보조화학요법

암이 이되지 않는 환자에게 수술 후 실시되는 치료를 보조요법이

라고 한다.유방보존수술 후 는 유방 제술 후 이 방법을 사용하면 화

학요법이 유방암 재발 험을 여 다.

나.신보조 화학요법

수술  실시되는 화학요법을 신보조요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의 

주요장 은  큰 세포의 크기를 여 유방 제술 신 유방 종양 제술로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장 은 

암이 화학요법에 반응하는 것을 의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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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르몬 치료

호르몬 치료는 신요법의 다른 형태로 수술 후 암의 재발을 이기 

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치료 후 이되었거나 재발한 유방

암에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르몬 치료로 사용하는 약제로 Tamoxifen과 아로마

테이스 억제제로 정의하 다.타목시펜과 같은 약은 에스트로겐의 효과

를 억제하기 해 사용할 수 있는데 수술 후 최장 5년 동안 암의 재발 

험을 이기 해 매일 알약이나 액체형태로 복용한다.이 약은 암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는 (ERpositive) 기 유방암을 앓고 있는 여성에

게 도움이 된다. 한 이된 유방암을 치료하고 유방암 발병 험이 높

은 여성의 유방암 험을 이기 해 사용된다.

아로마테이스 억제제는 신체가 에스트로겐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인데 이 약은 폐경기가 지났으며 암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여성에게

만 효과가 있다(AielloEJ,etal.2008).타목시펜 사용 후 는 그 신 

사용하여 유방암 재발 험을 일 수 있는데 매일 알약의 형태로 복용

한다.

5)표 치료

암을 유발하는 변형에 해 좀 더 알게 되면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변

화를 표 으로 한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여 화학요법과 가장 자주 사용되

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약품을 표 치료로 정의하여 분류하 다.

Trastuzumab(Herceptin)은 단클론항체로서 매우 특별한 면역 체계 단

백질의 남성 버 이며 HER2/neu라고 하는 성장 진단백질에 부착되어 

있다.HER2/neu는 정상 유방세포의 표면에서 소량 발견되며 일부 유방

암 세포에서 다량 발견되는데 이 단백질이 무 많은 유방암을 

HER2/neu양성이라고 한다.이 단백질은 암세포가 빨리 성장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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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한다.Herceptin은 이 단백질이 유방암 세포 성장을 유발하지 못

하도록 할 수 있고 면역계가 암을 더 잘 공격하도록 도울 수 있다.이 

약품의 치료의 부작용은 약한 편인데 부작용에는 고열  오한,무기력

증,메스꺼움,구토,기침,설사  두통이 포함 될 수 있다.



- 12 -

Ⅲ.연구의 방법

1.연구의 틀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정신과  의료서비스의 시행여부의 

련 요인과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유방암 치료 결과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한 분석 틀은 Figure1과 같다.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치료 

과정에서의 발생 할 수 있는 치료의 부작용,암이라는 질병의 부담감이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에 일반 여성들에서보다 많은 이용을 부추길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건강보험 형태는 인구·사회 ,경제 인 상태를 반 하는 변수

로,동반질환 지수는 병의 증도를 반 하여 유방암의 심각성과 개인의 

건강상태 따라 정신과  의료 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해 연구할 것이

다.

련요인을 유방암의 치료 형태별에 을 맞춰서 치료 종류별과 특

정 치료의 시행유무에 따라 정신건강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로 하 다.

이러한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에 하여 시행한 환자들의 일반

황을 살펴 볼 것이며,정신과 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들의 진단 

명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알아보았다.그리고 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

이 유방암 환자의 치료 결과에 어떤 향을 주는지 생존 기간으로 생존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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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alysis Framework for relative factor of using psychological medical care 

and effect on outcome of breast cancer

2.자료원

의료 서비스 이용을 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여 건강보험 청구 자료,

입원․외래 진료 내역 자료,자격 상실자료를 사용하 다.건강보험 청구

자료에서 의료서비스이용과 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련 정보를 

채택하 고 자격 상실 자료로 어떠한 특정 시 에서의 생존여부를 확인

하여 생존기간을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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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상

1)유방암 환자

건강보험 청구명세서에서 2008년 유방암 시술 받은 환자에서 주⦁부

상병 코드가 C50이 아닌 환자,19세 미만,남성,서면청구 건강보험  

의료 여 미청구를 제외하여 최종환자는 12511명이었다.

2)정신 장애 

정신 장애 상은 유방암으로 수술받은 환자에게서 정신과  의료 서

비스를 제공받은 환자로 정신신경용제처방과 정신과  처치,정신과  

검사로 정의하 다.

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그룹으로는 다음의 세 그룹으로 분

류하 다.유방암 수술 1년 이 에 정신과  진단 코드를 부여 받은 환

자와 재발성 우울증(F33._)의 코드를 부여 받은 환자는 과거력 환자 그룹

으로 이 그룹을 제외하고 유방암 수술 후 1년 동안 정신과  의료 서비

스를 처방 받은 그룹과 처방받지 않은 그룹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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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변수 정의

1)반응 변수

반응변수로는 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의 련요인을 알아보는 

연구에서는 유방암 수술 후 1년 이내에 정신신경용제 처방과 정신과  

검사와 정신요법을 포함한 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여부를,이러한 정

신과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가 유방암 치료 결과에 미치는 향에 해

서는 연구 상의 생존여부를 반응변수로 선정하 다.정신과  의료 서

비스 이용이 치료 결과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연구에서는 유방

암 수술 이  1년 동안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과 주․부상병 코드가 

정신장애 코드를 부여 받은 환자를 정신 장애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정

의하 다.

유방암 수술 이후 1년 동안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한 환자와 이용하

지 않은 환자 세 그룹으로 나 어 치료결과를 알아보았다.

2)설명 변수 

가.인구 사회학  요인

연령과 보험형태에 따른 경제  상태를 크게 건강보험과 의료 여  

보훈 상태로 나 어서 살펴보았다.

나.의료서비스 이용

의료 서비스이용은 크게 유방암으로 처지를 받은 것과 정신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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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 어서 선정하 다.유방암의 치료과정은 

유방암 진료권고안에 의해 선행화학요법,수술,보조항암요법,방사선치

료,면역치료,표 치료로 구분하 다.

각각의 치료에서 수술의 종류는 단순 제,피하 제,부분 제,액

와부이소성유방 제,근치 제술로 5가지로 정의하 다.보조항암요법에

서는 화학요법  주요 Regimen인 AC,FEC,CMF,AC+Paclitaxel네 

종류의 Regimen으로 구분하 다.

정신과  의료 서비스에는 정신과  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검사,

정신과  치료에 필요한 정신요법,정신신경용제 처방으로 종류는 

Table1,Table2,Table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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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therapy  Category Description

therapy
지지요법

(Supportive)

신과  평가 에 자  건  어 들

 강 고 심리  장애요인  억 여 신

장애를 소 내지 경감 목  는 10분 미

만  료

심 요법

(Intensive Analytic)

자  식 내용에 여 증상  , 

격   자아 어 양상  목  45분 

상 심  분

일 집단 신 료

(Group 

Psychotherapy 

Analytic)

신과  평가 에 자  증상  소 내지 

경감, 또는 능회복  여 자- 료자간

 상 작용과 자- 자간  상 작용  사용

여 집단 원  부  행동변 를 목

 

가 료(개인 료)

신과  평가 에 신과  질  있는  

자 상  가  상  자  가  

원과  를 악 고 료

가 료(집단 료)

신과  평가 에 신과  질  있는   

자 상  가  상  자  가  

원과  를 악 고 료

직업  락 요법

신질 자를 상  악, , 각, 운동 

 작업 등  실시 여 신질  회복과 

료를 돕는 요법

신과  처

신증상  나 악  인  자  또는 

타  험  있는 경우 심   불안 상태 

약 나 알 에  독 상태 또는 망

상태 등

신 사회사업

(개인 사)

신질  가진 자를 상  신과 사 

지도  가가 개인  장과 과 재  

생 에  사를 는 것  목

신 사회사업

(사회사업지도)

신질  가진 자를 상  신과 사 

지도  가가 지역사회 에 요  다

양  보 공  상담  실시 는 것  목

신 사회사업

(사회 사)

(Group 

Psychotherapy 

General)

신질  가진 자를 상  신과 사 

지도  가가 자 가 나 사회생  

 인 계  같  사회지지체계에  사

를 는 것  목

Table 1. Psychological medical service categories-psych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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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Category Description

지능검사
업 나 직업  취를 견  개인  지 인 능  평가

질 인 뇌손상  뇌손상  인  인지  손상  평가

사회 도검사
사회  능 , 즉 행동  평가  는 검사

개인  장 또는 변 를 고 개인차를 는 도

미 소타다

인 검사

신증  신장애, 신증  신장애  인격장애, 질  신장

애시 일 인 상태, 격  병식  악에 용  검사

신병리  격 특 과 임상  진단, 자를   있는 심리  

특 , 행동, 태도, 어 , 증상    공 여 주는 검사

장 검사
신장애자  격 평가가 료  자료가 므  개인  격  

행동양식  악 는  용

샤검사

사고장애,   양상, 실지각  실 검증  인 계 양상, 

스트 스 처  통 , 자아지각 역 등 격  심  평가 

자살지 , 신분열증 지 , 우울증 지  갗  요  보를 공

주 통각검사
개인  격  주  사고내용과 갈등내역, 내 욕   동 , 경과

 갈증에  보를 공

그림검사
개인     병리 양상, 격역동  보, 뇌  질 인 

손상  평가 는 사  검사

매척도검사

노인  매   매, 알 병, 타 매(루 소체, 

엽, 킨슨, 헌 ), 뇌졸  등  뇌  질 , 외상  뇌손상 

등  질  외장애, 타 각종 인지 능    일상동작  능

가 있는 자, 경도인지장애(MIC)에 실시

지각  억  

검사

질  뇌장애 여부  신병리  특 악,   격  특  검

사

벤 도 검사
질  뇌장애 여부  신병리  특 악,   격  특  검

사

신경행동  

인지 능검사
3가지  일 인 요인들 ( 식 , 주 집 , 지남 )과 5가지  

주요  인지 능 역들(언어, , 억, 계산, 논리  사고)  독립

Table 2. Psychological medical service categories-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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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포증척도

톤불안검사 불안 증상  심각  평가 는 것  목  10-15분 소요

상태-특  

불안검사

불안  별 주는 검사 ,  안  불안 경향  개인차를 

는 특  불안과 특  시간에 일  강도  일어나는 상태불안  

불안척도- 타

BECK우울평가
우울증상  도 는 것  우울증  인지 , , 동 , 

신체  증상 역  포 는 21  

톤 

우울검사

우울증상  심도를 평가   찰자 평가 척도  17  우울증

 신체  증상  강 여 증 우울증 자  변 에 민감

간편 신상태평

척도검사

신병리  주요차원  신속히   있도  개  척도  신

병리  진단  료경과를 평가   리 사용

신 분열증 자에게 주  사용 나 우울증, 울증, 매 자에게도 

리 사용

강 장애척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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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품명

bupropion 100mg 웰

bupropion HCI 150mg 웰부트린

clozapine 경 클 자릴

fluoxetine HCI 90 mg 푸 작 클리 캅

fluvoxamine maleate 듀미 스

imipramine HCI 미 라민  등

clomipramine HCI 그 민캅  등

amitriptyline HCI 에트라  등

nortriptyline HCI 시  등

amoxapine 아

trazodone HCI 트리티  등

mianserin HCI 볼 돈

milnacipran HCI 캅

olanzapine 주사 자 사주

quetiapine fumarate경 쎄  등

risperidone주사 리스 달 스타주사

sertraline HCI 졸 푸트  등

paroxetine HCI 자트  등

fluoxetine HCI 푸 작캅  등

mirtazapine  등

citalopram HBr 씨 람

escitalopram oxalate 사

tandospirone 경 엘

venlafaxine HCI 경 사

venlafaxine HCI 경 사엑스알 캅

Table 3. Psychotropic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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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반 상병

치료 결과 연구에서는 동반상병은 한 향을 주기 때문에 고려되

어야 하는 요인이다(ExtermannM 2007).암환자에게 동반상병은 치료 

 후에 직 으로 연 되어 있어 진단,치료  추후 리 등 암 

리의 모든 과정에서 임상  의사결정에 요한 의미를 갖는다.동반상병

을 가진 암환자들은 수술  항암치료 과정상에 많은 합병증 험이 있

어 치료 선택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고 동반상병이 회복기간,치료결

과  재발에 향을 미쳐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부정 인 결과를 래하

기도 한다.따라서 암환자의 정확한 건강결과를 알아보기 해서는 동반

상병의 보정이 필요하다.

환자의 동반상병을 평가하기 해 최근까지 여러 종류의 지표가 개발 

 용되고 있으며 암,유방암,폐암, 장암, 립선암,방 암  신

장암 등 일부 암 질환에서도 이 지표들의 요성이 검토 되고 있다.환

자의 동반상병을 특정하기 한 지표 에 하나인 Charlsoncomorbidity

index(CCI)는 역학  결과평가 연구에서 가장 일반 으로 활용되고 있

다(KlabundeCN etal.2007).CCI는 19개의 질환에 하여 1년 이내 사

망률의 상 험도를 근거로 가 치를 부여한 뒤 이 가 치들의 합으로 

환자의 동반상병에 한 증도를 반 한다(Charlsonetal.1987).

환자의 당시 의 상태를 보정함으로써 사망에 향을 주는 요인을 

좀 더 객 인 분석을 해 동반질환 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를 이용하 다. 한 CCI가 유방암 수술 환자의 장기생존율에 

향을 미치는 독립된 측 인자임을 확인하는 연구가 있다(H.Kyunget

al.2010). 이 연구는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를 상으로 하 으며 수 

조사라는데 의미가 있고 본 연구의 상인 유방암 환자 상으로 함으로

써 동반상병으로 병의 증도를 보정하는데 타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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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rbidities ICD-10
상
험도

가

Myocardial infarction I21.x, I22.x, I25.2

<1.5 1

Congestive heart failure
I09.9, I11.0, I13.0, I13.2, I25.5, I42.0, 

I42.5–I42.9, I43.x, I50.x, P29.0

Peripheral vascular disease

I70.x, I71.x, I73.1, I73.8, I73.9, I77.1, 

I79.0, I79.2, K55.1, K55.8, K55.9, 

Z95.8, Z95.9

Cerebrovascular disease G45.x, G46.x, H34.0, I60.x–I69.x

Dementia F00.x–F03.x, F05.1, G30.x, G31.1

Chronic pulmonary disease
I27.8, I27.9, J40.x–J47.x, J60.x–J67.x, 

J68.4, J70.1, J70.3

Rheumatic disease
M05.x, M06.x, M31.5, M32.x–M34.x, 

M35.1, M35.3, M36.0

Peptic ulcer disease K25.x–K28.x

Mild liver disease

B18.x, K70.0–K70.3, K70.9, K71.3–

K71.5, K71.7, K73.x, K74.x, K76.0, 

K76.2–K76.4, K76.8, K76.9, Z94.4

Diabetes without chronic 

complication

E10.0, E10.1, E10.6, E10.8, E10.9, 

E11.0, E11.1, E11.6, E11.8, E11.9, 

E12.0, E12.1, E12.6, E12.8, E12.9, 

E13.0, E13.1, E13.6, E13.8, E13.9, 

E14.0, E14.1, E14.6, E14.8, E14.9

Diabetes with chronic 

complication

E10.2–E10.5, E10.7, E11.2–E11.5, 

E11.7, E12.2–E12.5, E12.7, E13.2–

E13.5, E13.7, E14.2–E14.5, E14.7

<2.5 2

Hemiplegia or paraplegia
G04.1, G11.4, G80.1, G80.2, G81.x, 

G82.x, G83.0–G83.4, G83.9

Renal disease

I12.0, I13.1, N03.2–N03.7, N05.2–

N05.7, N18.x, N19.x, N25.0, Z49.0–

Z49.2, Z94.0, Z99.2

Any malignancy, including 

lymphoma and leukemia, 

except malignant neoplasm 

of skin

C00.x–C26.x, C30.x–C34.x, C37.x–

C41.x, C43.x, C45.x–C58.x, C60.x–

C76.x, C81.x–C85.x, C88.x,C90.x–C97.x

Moderate or severe liver 

disease

I85.0, I85.9, I86.4, I98.2, K70.4, K71.1, 

K72.1, K72.9, K76.5, K76.6, K76.7
<3.5 3

Metastatic solid tumor C77.x–C80.x
≥6 6

AIDS/HIV B20.x–B22.x, B24.x

Table 4. Charlson Comorbidities Index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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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료기  특징

의료기 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의료기 의 규모별로 상 종

합,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크게 3가지이며,의료기  소재지로 도

시,도시,농･어 으로 구분하 다.

5.통계분석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를 상으로 유방암에 한 의료 서비스 이

용 황을 빈도수와 분포를 알아보고 Logisticregression을 이용하여 정

신과  의료이용서비스 이용의 험요인을 분석하 고  정신과  의료이

용서비스가 사망률에 미치는  향은 Coxregressionmodel로 SAS9.3

과 R2.15.0으로 분석하 다.

1)Logisticregression

유방암에 한 치료에서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 여부에 한 

련요인을 분석하기 해서 Logisticregression으로 분석 하 다.

반응값이 연속 이 않고 반응이 생존/사망, /아니오,성공/실패 등의 

두 개의 범주이거나 는 그 이상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성공 확

률 추정하고 그 값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설명변수가 무엇인가를 알아

보기 해 사용 할 수 있는 분석이 로짓분석,로지스틱 분석이다.

p개의 독립변수로 사건 E가 발생할 확률을 측하기 한 모형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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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사건 E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하면,즉 본 연구에서는 사건 

E는 유방암 진단 받고 수술 받은 환자 에서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다.

승산비(Oddratio)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비율 혹은 사건이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의 비율로 다음의 식과 같다.

양변에 자료 로그(ln)를 취하면

로짓모형이 된다.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 여부를 나타내는 반응 변수 y의 성공확률

을 Py라 하고 그 외의 설명변수인 연령,동반상병 지수,수술 종류,항암

화학요법,방사선 치료,호르몬 치료,표  치료의 시행여부,보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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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variable

개인상태

연령 age

동반상병 sum

보험형태 insur

수술 받은 기
수술 받은 기 형태 type

수술 받은 기  소재지 area

치료

수술 op

항암화학요법 ct

방사선치료 rt

호르몬치료 hor

표 치료 tra

Table 5. Variable of logistic regression model 

수술 받은 기  형태,수술 받은 기  소재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

내면 Table5와 같다.

련요인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2)Cox의 비례 험모형(proportionalhazardmodel)

모수 (semi-parametric)방법으로 생존시간의 분포에 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 시간에 따라 바뀌는 공변량의 경우에도 분석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어 비례 험모형은 생존자료의 분석에서 매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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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용되는 모형이다.

생존시간을 T라 하고 이에 향을 주는 k개의 공변량 x₁, …,xk가 

있을 때,Cox의 비례 험모형은

로 나타난다.

Hazard는 t시 까지 생존한 사람이 t시  바로 직후에 순간 으로 

사망할 확률로 정의된다.이모형의 가정을 살펴보면 relativehazard는 

시간의 흐름에 계없이 독립 으로 일정하다는 비례 험이 있으며 비례

험모형은 어느 환자의 험률과 다른 환자의 험률의 비가 시간에 

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비례 험 모형의 가정 검증

하나의 특정 독립변수를 factor로 KM curve를 그려서 생존율 차이

를 비교해 보아 두 곡선의 차이가 차 벌어지면 비례가정이 맞고 서로 

만나거나 교차하면 가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범주형 공변량을 factor로 Logminuslog(LML)plot를 그려서 

각 그룹에서 생존 함수 추정치 S(t)산출하고 logtvslog[-logS(t)]의 그래

를 그린다.각 그룹의 선은 동일한 기울기와 회귀계수 β₁에 의해 차

이로 구분된다.일반 으로 평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나)Schoenfeldresiduals

Partialresidual은 시간과 독립이기 때문에 이 값을 시간과의 그래 를 

그려보면 비례 험의 가정 검정을 할 수 있다.평가하고자 하는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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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Partialresidual에 해서 산 도를 그려서 값들이 0을 심으로 균

등하게 분포하면 비례 험의 가정 만족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나.Log-linearity에 한 가정 검정

Martingaleresiduals를 이용하는 방법

Martingaleresiduals과 각 측변수의 수치나 x*β와의 산 도를 그려

으로써 linearity의 가정에 맞으면 Martingaleresidual의 값이 0을 심

으로 수평하게 흩어지면서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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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1.연구 상

2008년에 유방암 상병코드(C50)를 주･부상병으로 하여 유방 제술을 

받은 환자  건강보험  의료 여를 청구한 상으로  2008년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18829명이었으며 이 환자들  주･부상병명이 유방

암이 아닌 환자 6140명을 제외하여 12689명인 유방암진단을 받고 유방암

에 한 치료 목 으로 수술한 환자를 선정하 다.이 제외된 환자들의 

상병명이 양성종양,제자리 암종(in-situ),염증,nodule과잉유방이었다.

남성 61명,19세 미만 19명,서면청구건 5명을 제외하 고 건강보험  

의료 여가 청구되지 않은 환자 93명을 제외하여 최종 연구 상자는 

12511명이었다.

12511명에서 수술  1년과 수술 후 1년 6개월 기간 동안 다발성 원

발암으로 진단 받거나 이암 코드(C78,C79,C80)가 있는 환자 2411명

을 제외한 10100명을 상으로 하 다. 이 환자들을 상으로 수술을 

한 입원일 기  이  1년부터 이후 1년 6개월간 의료이용 황(수술,

항암화학요법,방사선치료,호르몬요법 주로)을 살펴보았다.연구 상

자  유방암 이외의 다른 암을 주상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한 경우는 심

리  요인  생존여부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 상에서 제외

하 다. 한 이 연구의 상자는 암병기 1~3기 환자이므로 림  이

를 제외하고 이암 코드가 동반된 경우에도 상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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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lection process and criteria of study population 

2.유방암 환자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환자단 로 분석하 다.평균 연령은 49.9

세 으며,40 와 50 가 각각 39.6%,26.3%로 가장 많았다.진단명은 상

세불명 유방의 악성 신생물(C509)이 72.4%로 부분이었고,그 다음으로 

유방 상외사분의 악성 신생물(C504)10.7%,유방 상내사분의 악성 신생

물(C502)4.0% 순이었다.

의료보장형태는 건강보험 환자가 95.6%로 부분을 차지하 다.동반

상병은 수술 1년부터 수술을 한 입원건까지 주․부상병에 있는 상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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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하 으며,Charlson동반질환 분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다.

체 환자  60.1%가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성 고형암이 

23.4%로 가장 많았고,만성폐질환이 17.8%,소화성궤양이 16.9%로 그 다

음을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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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Category 계

Age Mean±S.D. 49.9±10.7

19-29 171(1.37)

30-39 1744(13.94)

40-49 4953(39.59)

50-59 3284(26,25)

60-69 1672(13.36)

70+ 687(5.49)

KCD-10 C50         298 (2.4)

C500         131 (1.0)

C501         361 (2.9)

C502         506 (4.0)

C503         140 (1.1)

C504      1336 (10.7)

C505         223 (1.8)

C506            5 (0.0)

C508         459 (3.7)

C509      9052 (72.4)

Insurance type Health insurance 11959 (95.6)

Medical Aid 552 (4.4)

Comorbidities 심근경색           40 (0.3)

울 심부         230 (1.8)

말 질         500 (4.0)

뇌 질         423 (3.4)

매           39 (0.3)

만 폐질      2227 (17.8)

마티스질         312 (2.5)

소 궤양      2119 (16.9)

경도  간질      1270 (10.2)

병증  없는 당뇨병      1084 (8.7)

병증  있는 당뇨병         484 (3.9)

신마           25 (0.2)

신장질           69 (0.6)

암  외  다른 암         638 (5.1)

등도 상  간질           36 (0.3)

 고 암      2931 (23.4)

AIDS            0 (0.0)

Charlson Score 0 4988 (39.9)

1-2 3812 (30.5)

3-5 772  (6.2)

6  상 2939 (23.5)

계 12511(100.0)

Table 6. General characteristics of breast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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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방암 치료 형태별 특성

유방암 진단 받고 수술 받은 환자들이 연구 기간 동안 각각의 치료 

형태별로 시행 받은 빈도수를 알아보았다.수술 받은 환자 10100명이 수

술 후 한 개인이 받은 모든 치료들이 각 치료별로 회수에 포함하 다.

이를 정리한 Table7에서는 어떤 치료를 많이 시행 받았으며 연령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치료 양상을 알아볼 수 있다.

유방암 수술 후 1년 6개월간 의료 이용 서비스 황을 살펴 본 결과  

유방암 제술 후 보조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호르몬 요법 순으로 많

이 시행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 수술 환자 10100명에서 수술  

선행 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는 2609명이었으며,보조화학요법은 9185명,

방사선치료는 6375명이었다. 호르몬치료는 6719명, 표 치료

(Trastuzumab)는 280명이었다.

각 치료 종류별에서 수술은 40.41%의 비 을 차지한 40-49세 연령군

에서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은 50-69세 연령군이 수술을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형태에서는 건강보험이 의료 여  

보훈에서보다 많은 비 을 차지하 으며 도시, 소도시 농･어  순으

로 비 이 높았다.

선행화학 요법에서는 마찬가지로 연령군에서 41.09%를 차지한 40-49

세에서  그 다음은 28.59%를 차지한 50-59세에서 많은 시행을 보 다.

보조화학요법은 수술 받은 환자가 부분이 시행 받는 치료로 

40.91%가 연령군은 40-49세이며 기 별 시행여부는 상 종합,종합병원,

의원 순이었으면 건강보험이 높은 비 을 차지하 다.호르몬 치료와 표

치료(Trastuzumab)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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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Neoadjuvant Chemo Radio Hormone
Trastuzu

mab

Total N 10100 2609 9185 6375 6719 280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Age

19-29 128 30 101 87 50 58

1.27 1.15 1.10 1.36 0.74 20.71

30-39 1347 369 1133 855 766 33

13.34 14.14 12.34 13.41 11.40 11.79

40-49 4081 1072 3758 2758 2890 80

40.41 41.09 40.91 43.26 43.01 28.57

50-59 2651 746 2544 1752 1773 83

26.25 28.59 27.70 27.48 26.39 29.64

60-69 1331 324 1219 750 874 21

13.18 12.42 13.27 11.76 13.01 7.50

70+ 562 68 430 173 366 5

5.56 2.61 4.68 2.71 5.45 1.79

Insurance type

Health insurance 9675 2484 8734 6107 6342 216

95.79 95.21 95.09 95.80 94.39 96.86

Medical Aid 425 125 451 267 377 7

4.21 4.75 4.91 4.19 5.61 3.14

Medical facility 

type

Tertiary hospital 6603 1370 5999 4567 4547 218

65.38 52.51 65.31 71.64 67.67 77.76

General hospital 3041 994 2745 1807 1928 54

29.84 38.10 29.89 28.35 28.69 19.29

Clinic 483 245 441 1 244 8

4.78 9.39 4.80 0.02 3.63 2.86

Medical facility site

Metropolitan city 7378 1928 6674 4365 190 220

73.05 73.90 72.66 68.47 2.83 78.57

City 2694 680 2485 1986 53 59

2.8 26.06 27.05 31.15 0.79 21.07

Rural 28 1 26 24 1 1

0.28 0.04 0.28 0.38 0.01 0.36

Table 7. General characteristics of breast cancer patients by therapy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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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방암 치료별 일반  황

연구 상 환자들이 수술 후 1년 6개월 동안에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

지 알아보았다.유방암 환자의 치료를 각각의 시행한 치료 종류별로 자

세히 알아보면 수술은 단순 제,피하 제,부분 제,액와부이소성유

방 제,근치 제술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보조화학요법에서는 유방암 치료에서의 주요 Regime인 AC,FEC,

CMF,AC+paclitaxel4개를 선정하 다.방사선 치료에서는 체외조사와 

입체 조형치료로 구분하고 체외조사는 ･ ･고 에 지로 구분하 다.

수술에서 가장 많이 시행한 수술은 근치 제술(7995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순 제술 327명이었다.화학요법에서는 4가지의 Regimen

에서 AC가 3459명(68.16%)으로 많았으며 FEC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하 다.방사선치료에서는 체외조사- 에 지가 508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체외조사-고에 지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수술 받은 환자들이 수술 후 1년 6개월간 보조화학요법,방사

선치료,면역치료,표 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들을 어떤 조합으로  이용

하 는지 살펴보았다.

이 모든 5가지의 치료를 연구 기간 내 이용한 환자는 97(0.96%)명 이었

으며 가장 많은 치료 조합은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방사선치료,호르몬 

치료로 4256명(42.14%)이었다.그 다음으로 많은 치료 조합은 수술 후 보

조화학요법과 호르몬 요법으로 2290명(22.67%),수술 후 보조화학요법과 

Trastuzumab치료 1474명(14.59%)이었다. 수술 후 그 이상의 치료를 

진행하지 않은 환자는 458명(4.53%)이었다.수술 후 보조화학요법만 시행

한 환자는 872명(8.62%),방사선 치료만 시행한 환자는 442명(4.38%)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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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y Category N %

Operation

단 327 3.24

28 0.28

부분 1749 17.32

액 부 소 1 0.01

근 7995 79.16

Chemotherapy

AC 3459 68.16

FEC 728 14.34

CMF 107 2.11

AC+paclitaxel 781 15.39

Radiotherapy

체외 사- 에 지 5 0.08

체외 사- 에 지 5087 79.80

체외 사-고에 지 853 13.38

입체 료 430 6.75

Systemic 

therapy

only Operation 458 4.53

Post-OP only Chemotherapy 871 8.62

Post-OP only Radiotherapy 442 4.38

Post-OP only Hormone therapy 68 0.67

Post-OP only Trastuzumab 2 0.02

Chemotherapy+Radiotherapy+Hormone therapy  

+Trastuzumab
97 0.96

Chemotherapy+Radiotherapy+Hormone therapy 4256 42.14

Chemotherapy+Radiotherapy+Trastuzumab 106 1.05

Chemotherapy+Radiotherapy 1474 14.59

Chemotherapy+Trastuzumab 2290 22.67

Chemotherapy+Trastuzumab 36 0.36

Table 8. Systemic therapy for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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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신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의 일반 황

정신과  의료서비스를 유방암 진단 후 유방암 수술 받은 후 이용한 

환자의 특징을 알아보기 해 이에 해당되는 환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유방암 수술 후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는 유방암 수

술  정신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고 정신과  진단을 받은 

이 없는 환자로 정의하 고 이러한 환자들의 일반 인 특징을 살펴보

고 이 환자들이 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한 내역을 살펴보았다(Table

9).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나서 정신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는 총 

1700명으로 연령군에서는 40-49세에서 647명(38.06%),그 다음은 50-59세

에서 518명(30.47%)의 순으로 나타났다.보장형태는 건강보험이 1571명

(92.41%)으로 높은 비 을 보 고 의료기 에서는 상 종합 64.59%,종

합병원 31.76%,의원 3.65%의 순이었다.

의료기  소재지의 분포에는 상 종합이 많은 지역인 도시가 

72.35%,도시 27.29%,농･어  지역이 0.35%로 나타났다.유방암 수술 후 

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한 환자들의 동반상병 지수 수를 살펴보면 0

이 664명(39.06%),1-2 이 575명(33.82%)으로 낮은 수 층에 주로 분

포하 다.

상 환자군이 유방암에 한 치료로 수술 이후 1년 6개월 동안의 기

간동안 제공받은 치료를 살펴보면 수술 후 다른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는 49명,보조화학요법만 한 경우 145명이었다.가장 많은 치료 조합은 

보조화학요법,방사선치료,호르몬 요법으로 727명(42.76%), 수술 후 보

조화학요법과 호르몬요법만 치료받은 경우는 405명(23.8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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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 % Pr>ChiSq

Age 51.53±10.24 <.0001

19-29 12 0.71

30-39 157 9.24

40-49 647 38.06

50-59 518 30.47

60-69 263 15.47

70+ 103 6.06

Insurance type <.0001

Health insurance 1571 92.41

Medical aids 129 7.59

Medical <.0001

facility type Tertiary hospital 1098 64.59

General hospital 540 31.76

Clinic 62 3.65

Medical <.0001

 facility site Metropolitan city 1230 72.35

City 464 27.29

Rural 6 0.35

Charlson' <.0001

score 0 664 39.06

1-2 575 33.82

3-5 146 8.59

6+ 315 18.53

Systemic <.0001

therapy only Operation 49 2.88

Post-OP only Chemotherapy 145 8.53

Post-OP only Radiotherapy 67 3.94

Post-OP only Hormone therapy 10 0.59

Post-OP only Trastuzumab 2 0.12

Chemotherapy+Radiotherapy

+Hormone therapy +Trastuzumab
22 1.29

Chemotherapy+Radiotherapy

+Hormone therapy
727 42.76

Chemotherapy+Radiotherapy

+Trastuzumab
21 1.24

Chemotherapy+Radiotherapy 244 14.35

Chemotherapy+Trastuzumab 8 0.47

Chemotherapy+Hormone therapy 405 23.82

Table 9. General characteristics of  breast cancer patients provided psychological 

med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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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유방암 수술 후 처방받은 환자 수는 총 1700

명으로 이들이 제공받은 정신과  의료서비스의 일반 황을 알아보기 

해 정신과  의료서비스를 검사,정신요법,정신신경용제로 분류하여 수

술 후 처음으로 처방받은 모든 정신과  의료 서비스 종류별로 황을 

살펴보았다.검사,정신요법,정신신경용제 항목이라는 동일한 항목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 혹은 약의 종류별로 이 모든 건수를 계산하 다.

그리고 개인별로 처음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 시 검사,정신요법 정

신신경용제 세 가지의 의료 서비스가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 시행되어졌

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Table10과 같다.

체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에서는 정신과  의료서비스 종류별

로 총 2215건수이다.정신신경용제 1554건(70.16%)으로 많은 비 을 차

지하 고 정신요법,검사 순으로 나타났다.검사항목에서는 BECK우울평

가 44건(1.99%),문장 완성검사 26건(1.17%)으로 비 이 높았으며 정신요

법에서는 지지요법 261건(11.78%),집 요법 206건(9.3%)이 높은 빈도수

를 보 다.

개인별로 처음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신신경용제만을 

처방받은 경우 1104명(70.16%)으로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이 정신신경용

제 처방과 정신요법을 병행하는 경우 297명(17.47%),처치요법 198명

(11.65%)순이었다.

1700명이 유방암 수술 후 처음으로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을 하

을 때 진단 받은 진단명은 Table11과 같다.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는 진단은 우울증(F32.-)으로 290명(17.06%)이 진단을 받았다.그 다음이 

불안장애 97명(5.71%),심한 스트 스에 한 반응  응 장애가 62명

(3.65%),수면장애 49명(2.8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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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 % Pr>ChiSq

psychological medical services <.0001

test 지능검사 6 0.27

N=204 그림지능검사 0 0.00

사회 도검사 4 0.18

미 소타다 인 검사 21 0.95

장 검사 26 1.17

샤검사 2 0.09

주  통각 검사 1 0.05

그림검사 4 0.18

매척도검사 24 1.08

지각  억  검사 1 0.05

벤 도 검사 5 0.23

신경행동  인지 능검사 2 0.09

사회공포증척도 2 0.09

톤 불안검사 4 0.18

상태-특  불안검사 6 0.27

불안척도- 타 22 0.99

BECK우울평가 44 1.99

톤 우울검사 8 0.36

간편 신상태평 척도검사(BPRS) 1 0.05

강 장애척도 5 0.23

타 16 0.72

therapy 지지요법(Supportive) 261 11.78 <.0001

N=645 심 요법(Intensive Analytic) 130 5.87

집 요법(Intensive) 206 9.30

일 집단 신 료 (Group Psychotherapy 

Analytic)
4 0.18

가 료(개인 료) 15 0.68

가 료(집단 료) 1 0.05

직업  락 요법 10 0.45

신과  처 3 0.14

신  사회사업(개인 사) 5 0.23

신  사회사업(사회사업지도) 6 0.27

신  사회사업(사회 사) 4 0.18

medicine 신신경용 1554 70.16

psychological 

medical 

service 

groups at first 

only medicine 1104 64.94 <.0001

medicine+therapy 297 17.47

medicine+test 6 0.35

medicine+therapy+test 38 2.24

only therapy 198 11.65

therapy+test 27 1.59

only test 30 1.76

Table 10.  Trend of psychological medical services using in breast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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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disorder
Category N % Pr>ChiSq

증상  

포 는 

질  

신장애

N=16

F00 Dementia 5 0.29 <.0001

F01 Vascular dementia 3 0.18

F03 Unspecified dementia 3 0.18

F05
Delirium, not induced by alcohol and 

other psychoactive substances
1 0.06

F06

Other mental disorders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 physical 

disease

4 0.24

신  

질사용에 

 신  

행동장애

F10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psychoactive substance use
3 0.18

신 분열증, 

분열   

상상  장애

N=34

F20 Schizophrenia 20 1.18

F22 Persistent delusional disorders 2 0.12

F23 Acute and transient psychotic disorders 9 0.53

F25 Schizoaffective disorder 1 0.06

F28 Other nonorganic psychotic disorders 1 0.06

F29
Unspecified nonorganic psychotic 

disorders
1 0.06

분 장애

N=334

F31 Bipolar affective disorder 7 0.41

F32 Depression episode 290 17.06

F34 Persistence mood disorders 31 1.82

F38 Other mood disorders 2 0.12

F39 Unspecified mood disorders 4 0.24

신경증 , 

스트 스 

  

신체  장애

N=187

F40 Phobic anxiety disorders 3 0.18

F41 Other anxiety disorder 97 5.71

F42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2 0.12

F43
Reaction to sever stress and adjustment 

disorders
62 3.65

F45 Somatoform disorders 20 1.18

F48 Other neurotic disorders 3 0.18

생리  장애 

 신체  

요인과 연  

행동증후

F51 Nonorganic sleep disorders 49 2.88

신  

지체
F73 Mental retardation 1 0.06

상 불병  

신장애
F99 Unspecified mental disorder 2 0.12

F-code 외  

질
Other disease 1074 63.18

Total 1700 100.00

Table 11. Diagnosis trends of psychological medical service us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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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 련요인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은 연령이 증가 시 1.015배로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 Charlson'score증가 시 1.046배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술 받은 기 별 형태로 살펴보면 의원보다 상  종합,종합병원에서 

오즈비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상 종합 병원은 통계 으로 유의

지 않았고 종합병원은 동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건강 보험 형

태에서 보면 건강 보험이 의료 여  보훈보다 0.482배로 낮았으면 통

계 으로 유의하게 나왔다.지역은 농어 보다 도시와 도시가 낮은 오

즈비를 보 으나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치료 형태나 유무로 살펴보면 수술은 좀 덜 정교한 수술이 정교한 수

술보다 0.932배로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화학요법을 받

은 군이 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이 1.445의 오즈비를 나타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방사선 치료,호르몬 치료 여부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고,Trastuzumab치료 받은 군이 받지 않은 군보다 

1.324배로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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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Pr>ChiSq Odds Ratio 95% CI

Age <.0001* 1.015 1.01-1.021

Charlson's score 0.4193 1.046 1.024-1.069

Medical facility type Tertiary hospital 0.1884 1.323 1.001-1.75

General hospital 0.0237* 1.408 1.054-1.88

Clinic 1

Insurance type Health insurance <.0001* 0.482 0.387-0.6

Medical aids 1

Medical facility site Metropolitan city 0.9029 0.94 0.369-2.391

City 0.8887 0.937 0.368-2.385

Rural 1

Systemic therapy Operation

less-complicated 0.303 0.932 0.816-1.065

 complicated 1

Chemotherapy

yes 0.0007* 1.445 1.167-1.789

no 1

Radiotherapy

yes 0.153 1.087 0.97-1.218

no 1

Hormone therapy

yes 0.3761 1.057 0.935-1.194

no 1

Trastuzumab

yes 0.0632 1.324 0.985-1.78

no 1

Table 12.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ing association of variables 

with medical service for Psychological distress in breast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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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유방암 치료결과

연령이 많을수록(HR:1.050 p<.0001) 동반질환 지수가 높을수록

(HR:1.145p=0.0007)건강보험인 환자(HR:2.658p=0.0023)가,수술 받은 

병원의 소재지가 도시인 경우(HR:4.573p=0.0452)사망 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형태별로 살펴보면 방사선치료 시행받은 군(HR:1.999p=0.009),

호르몬 치료받은 경우(HR:6.531p<.0001)가 사망 험률이 높았다.정신

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유방암 수술 이 에 정신과  의료 

서비스 사용한 그룹은 사망 험률이 (HR:2.54p=0.0044)이었고,유방암 

수술 이  1년 동안에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사용 한 이 없고 유방

암 수술 이후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사용한 그룹(HR:2.1p=0.0074)이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 험률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암환자의 치료결과를 살펴보

기 해 생존분석을 하 다.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세 

그룹의 생존함수는 Figure3의 그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교차하

지 않고 평행함을 확인하 다.

그래 에서 보면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처방 받지 않은 그룹이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처방 받은 그룹보다 생존율이 높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이 생존확률이 다른 두 

그룹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처방받은 그룹에서 유방암 수술 에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처방받은 환자가 수술 후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처

방받은 환자보다 생존확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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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Pr>ChiSq Hazard Ratio 95% CI

Age <.0001* 1.050 1.028-1.072

Charlson's score 0.0007* 1.145 1.058-1.239

Medical facility 

type
Tertiary hospital 0.175 1.841 0.762-4.446

General hospital 0.2243 1.761 0.707-4.387

Clinic

Insurance type Health insurance 0.0023* 2.658 1.417-4.984

Medical aid

Medical facility site Metropolitan city 0.0452* 4.573 1.033-20.238

City 0.159 2.86 0.663-12.34

Rural

Systemic therapy Operation

 less-complicated 0.3146 1.424 0.715-2.836

 complicated

Chemotherapy

 yes  0.9131  1.032  0.582-1.833

 no

Radiotherapy

 yes  0.009* 1.999  1.189-3.36

 no

Hormone therapy

 yes <.0001* 6.531 3.625-11.768

 no

Trastuzumab

 yes 0.7888 1.216 0.291-5.074

 no

Medical service for 

distress
pre-op use 0.0044* 2.54 1.337-4.828

post-op use 0.0074* 2.1 1.22-3.615

no

Table 13.  The Results of Cox Regression Analysis showing Hazard Ratio of variables 

with  in breast cancer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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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 Survival Proportional graph for Psychological medical service

Figure4. Cumulative Hazard for Psychological medical service

 사망 험률 그래 에서 정신 의료 서비스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사망 험률이 처방받지 않은 환자들의  사망 험률보다 크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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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정신과  의료 서비스 처방받은 환자들  유

방암 수술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처방받은 환자가 유방암 수술 후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처방 받은 환자보다  사망 험률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Figur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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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고찰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유방암 수술 받은 

환자를 상으로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 여부 련 요인과 이에 

한 치료 결과를 생존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연구방법

1)연구 상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기 에서 의료 서비스에 한 청구를 목 으

로 생성된 자료라는 에서 발생하는 진단명의 부정확성이라는 제한 을 

가지고 있다.이를 보완하기 해 연구 상자의 정의를 정하는 기 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과 주․부상병 코드에 을 두었다.따라서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

지만 정신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정신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했으

면 심리 인 어려움을 지녔다고 보고 연구 상을 정의하 다.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유방암 환자들의 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 상을 구분하기

도 하 으며 를 들어 말기 유방암 환자들만을 혹은 말기 유방암 환자

들을 제외한 상 선정 는 조기 유방암 환자만을 정의하여 연구를 시

행하여 병의 진행정도가 같은 그룹에서의 혹은 그룹간의 비교연구를 하

다.

이러한 연구 상들의 정신  심리  문제 여부를 정의하는 방법으로 

인터뷰나 설문 조사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진단하는 척도의 하나를 

가지고 이들의 심리 인 상태를 조사하여 조사 당시의 우울감과 불안감

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여 선정하 다.이런 심리 인 상태를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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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방암 수술  혹은 진단  우울증 진단 여부에 따른 생존 여부 

 재발유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1년 동안의 의료 서비스 이용 황을 조사한 

결과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한번이라도 시행한 사람은 정신과  의료 

서비스 항목에 상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 고 이러한 환

자가 정신장애 진단 코드 (F-code)를 주·부상병 코드로 부여 받은 경우를 

정신장애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정의하 다. 한 유방암 수술  1년 

동안에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방암 수술 

후 1년 동안에 재발성 우울증 코드(F33-)를 주·부상병으로 부여 받은 경

우도 과거력 환자군으로 포함하 다.수술 후 1년 동안에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들의 그룹과 이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분류하 다.

정신장애의 특징상 진단과 완치의 기 이 임상 으로 모호한 경우가 

있고 과거력 환자를 선정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하지 않는 제한 

이 있다. 유방암 수술 후 1년 동안에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

다고 해서 반드시 정신과 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하지만 

같은 기간동안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의 수가 훨씬 

많았으며 이들이 정신과 으로 심각한 증의 문제를 지녔으면서 수술 

후 1년 동안에 정신과  의료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보

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한 유방암 수술 후 1년 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은 C.Burgessetal,의 연구에 의하면 조기 유방암 여성환자들

의 우울증,불안장애 혹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유병률이 진단 후 1년 동

안에 일반 여성에게서의 두 배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 기간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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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수 선정

정신건강에서 인구 사회경제학  요인은 매우 유의한 요인으로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 밝 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인 요인에 해 

재할 수 있는 범 는 국한되어 있다.따라서 만성질환의 치료 과정에

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심으로 치료가 단순히 신체 인 부작용뿐만 아

니라 심리 인 측면에서도 향을 끼치는지,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만성

질환자들의 심리 ,정신 인 문제에 연 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해  

연구 방법을 설계하 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장애 련요인에 한 다양한 연구

에서 험요인은 인구․사회경제  요인이 유의하게 나왔다.본 연구에

서는 자료의 특성상 개인의 인구 사회학  요인을 다양하게 보기에는 제

한 이 있어 연령과 경제상태는 건강보험 형태의 구분을 두 가지로 크게 

나 어 보았다.

성별에서 여성,연령에서 40-50 의 연령군이 빈번히 발생하는 정신 

장애인 우울증 유발의 험요인으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밝 졌다

(ChoMJetal.1998;SuhGH etal.2000).우리나라 유방암의 역학  

특징에 따라 여성,40-50 에서 유방암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신체  변

화,고통,등으로 일반 인구 집단에서 보다 더 심리  정신 으로 향을 

받는다(C.Burgessetal.2005).결국에는 암 치료에 한 결과에도 향

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시행하 다.

치료 형태별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에 하여 수술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 보존술과 제술로 나 어 치료 형태별 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상 성 분석을 시행하 으나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보존술

과 제술의 명확한 수술 구분이 어려워 DRG를 기 으로 시술의 복

잡성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oddsratio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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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결과

선행연구에서 유방암 환자의 불안 장애 따른 련요인을 크게 세 가

지로 신체 ,심리사회 ,환경의 원인으로 분류하 다.신체  요인에는 

나이,치료 부작용,호르몬 변화와 시설의 환경 특징을 포함하 고,심리

사회 인 요인에는 질병에 한 정 인 자세,부정 인 자세 뿐 아니

라 신체  외형상의 변화에 한 인식으로 구성하 다.사회  요인에는 

사회  지지와 성욕,성기능 감소를 포함하고 있다.환경 인 요인으로는 

병문안,그들의 재정 인 상황에서의 스트 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작업장에서 부정 인 향을 받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C.Chinget

al.2011).

본 연구에서는 다른 근 방식으로 유방암에 한 치료를 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신체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심리  변화가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의 유발할 것으로 가정하 다.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정신과  의료서비스의 시행

여부에 따른 련요인으로는 연령,건강보험,보조화학요법을 받은 환자

에서 높은 오즈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정신장애  우울증

의 역학  특징으로 일반 여성에서는 은 여성 혹은 40  여성의 유병

률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 결과에서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정신

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련이 높은 것으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른 만성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수 있으며 특히 연령과 련이 높은 특정 정신과  질환 발병 확률이 높

은 것으로 생각된다.

보험의 종류에서는 건강보험이 의료보험  보훈에서 보다 높은 정신

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련을 보 다.

보조화학요법을 시행한 군이 시행하지 않은 군보다 정신과  의료서

비스 이용에 련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보조화학요법의 부작용

으로 인한 신체  외형 변화가 수술 다음으로 가장 큰 외형변화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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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치료일 것이다.수술에서 제술을 하지 않았다면 화학요법이나 

수술 후 다른 처치를 받을 확률이 높을 것이고 수술만으로 처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면 유방암 자체의 병의 증도가 가볍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병의 증도에 련하여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의 정신과  의

료 서비스 이용에 한 련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로 유방암의 병의 진

행정도를 보정하기 해 암 병기별로 환자들의 정신건강을 살펴보는 것

이 좀 더 련요인을 밝히는 데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환자의 병

의 인식 정도 한 련요인 연구에 흥미로운 요인일 수 있을 것이다.

정신과  의료 서비스 유무에 따라 유방암 치료 결과에 어떠한 향

을 주는지 생존분석을 시행하 다.연구 기간 동안 10100명  사망자수

는 74명으로 생존율이 높은 편이었다.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진

단으로 F-code를 받은 군,즉 정신과  과거력을 지닌 그룹과 유방암 수

술 후 1년 동안에 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을 한 그룹,연구기간 동안

에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그룹 이 게 세  그룹으로 분

류하여 분석한 결과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받은 군에서 받지 않은 군

보다 생존율이 낯은 것으로 나타났다.상당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추  

기간이 길었다면 좀 더 뚜렷한 차이를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유방암 수술 이 부터 이미 정신과 으로 문제를 지닌 환자들은 유

방암 수술 후 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한 그룹보다 사망 험률은 높았

다.

유방암 수술  1년의 기간에서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를 제외하여 선후 계를 보정하려고 했지만 최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과 최  정신과  진단시  등의 정확한 과거력 환자를 정의하기 

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과거력 환자는 정신과  의

료 서비스이용과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로 하 으며 한 재발성 우

울증을 나타내는 진단코드 F33도 포함시켰다.

유방암 수술 후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을 받은 그룹에서도 정신



- 52 -

과  진단명으로 진단 받은 환자와 그 이외의 주·부상병으로 진단 받은 

환자가 있었다.즉,수술 후 처음으로 정신과  의료서비스의 처방이 정

신과  진단과 함께 내려진 환자와 정신과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환자

로 구분되었다.

실제로 정신과  진단을 내리기에는 그 기 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진단을 받지 않고 일시 인 우울감이나 불안감,수면 장애 등으

로 환자에게 유방암에 한 처치를 받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 스를 경감

시키기 한 처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정신과 으로 장애가 있

어 진단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심각성을 보이는 환자와 앞서 일시

인 심리  요인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의 분류 

기 이 명확할 수 있다면 이 그룹간의 치료 결과와 정신과 인 문제 양

상을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술 후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들을 살펴보면 얼마 동

안 기간에서는 주·부상병의 정신장애 진단명 없이 정신과  의료 서비스

를 이용한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주·부상병의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가 발생하고 정신과  진단을 받지 않고 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그룹간의 비교 연구로 

암진단과 치료과정에서 오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인지 기  질환으로 이

미 가지고 있는 정신․심리학  문제인지 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로 유방암 수술 후 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

은 유방암 치료에서 치료 받는데 도움을  수도 있거나 혹은 치료 결과

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지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 결과는 정신

과  의료서비스 이용이 생존율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

다.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의 말기 환자를 제외한 한해 동안 유방암 수술 

받은 환자의 수 조사라는 것과 특정 정신장애  정신장애 진단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이라는 포 인 정신건강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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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난 후 유방암에 한 치료  혹은 특정 

치료를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치료 종류별로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받은 련요인을 알아보고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방

암 치료결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를 시도 하 다.

연구 상자는 우리나라 2008년에 유방암 진단 후 수술 받은 환자로 

이가 있거나,다발성 원발암을 지닌 환자,남성,19세 미만 환자를 제

외한 환자 10100명이다.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 여부와 련한 연구 

상자의 수술 이  1년과 수술 후 1년 6개월 동안의 의료서비스 이용 

심으로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를 상으로 선정하 다.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은 연령이 증가 시 1.015배로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 Charlson'score증가 시 1.046배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수술 받은 기 별 형태로 살펴보면 의원보다 상  종합,종합병원

에서 오즈비가 낮은 것으로 알 수 있으나 상 종합병원은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았고 종합병원은 유의한 결과를 보 다.건강 보험 형태에서 

보면 건강 보험이 의료 여  보훈보다 0.482배로 낮았으면 통계 으

로 유의하게 나왔다.지역은 농어 보다 도시와 도시가 낮은 오즈비를 

보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치료 형태나 유무로 살펴보면 수술은 덜 정교한 수술이 정교한 수술

보다 0.932배로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화학요법을 받은 

군이 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이 1.445의 오즈비를 나타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07).방사선 치료,호르몬 치료 여부는 통계 으

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으며,Trastuzumab치료 받은 군이 받지 

않은 군보다 1.324배로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았으나 통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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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지 않았다(p=0.0632).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의 유무가 유방암 치료 결과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2010년 3월까지의 생존 여부를 확인 후 생존기간 분

석을 하 다.그 결과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 그룹

보다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가 높은 Hazardratio를 보

다.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유방암 수술 이 에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그룹(HR:2.54p=0.0044),유방암 수술 이  1

년 동안에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사용 한 이 없고 유방암 수술 이후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사용한 그룹(HR:2.1p=0.0074)이 높은 헙률을 

보 다.

그 외의 유방암 치료 결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HR:1.050p<.0001)동반질환 지수가 높을수록(HR:1.145p=0.0007)건강

보험인 환자(HR:2.658p=0.0023)가,수술받은 병원의 소재지가 도시인 

경우(HR:4.573p=0.0452)가 사망 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치료형

태별로 살펴보면 방사선치료를 시행받은 군(HR:1.999p=0.009),호르몬 

치료를 받은 경우(HR:6.531p<.0001)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

를 나타냈다.

와 같은 결과를 단순히 정신과  의료서비스 이용이 사망에 기여했

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본 연구는 정신과  의료 서

비스 이용여부를 정신건강을 알아보는 기 으로 선정하 으나 선행 연구

에서는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에 한 련 요인으로 인구 사회학  

요인과 병에 한 인식,환자 본인이 가족이나 지인의 암환자의 간병 경

험 유무,간병인의 계 등의 요인을 포함하여 연구 설계 되었고 이는 

정신과  의료 서비스이용이 직 인 사망 험률을 높이는 부분 뿐 아

니라 그 외의 직간 인 요인들의 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의료 서비스 심으로 보아 특정 연령 ,치료 형태별 혹

은 특정 치료 시행 여부에 따른 련요인을 밝  치료과정에서 심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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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등의 정신건강 련 의료 서비스를 병행함으로써 치료 기여를 살펴

보고 그것에 한 근거 마련이 목 이다.이에 심리 으로 불안한 건강

하지 못한 환자가 유방암의 처치를 받을 시 정신 ․심리  지지나 혹은 

유방암 치료와 함께 정신과  혹은 심리  지지와 격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함이 암 치료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심리  스트 스를 경감시키고 

이를 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반면에 이러한 정신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심리 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 암 치료의 

결과에 부정 인 향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신과  의료 서비스 이용이 환자의 치료 결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환자의 심리 ․정신 인 상태는 암 치료 결과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이에 한 련요인 결과에서 

연령이 높은 환자와 보조화학요법을 시행받은 그룹에서 심리  정신 으

로 취약한 그룹에 한 리와 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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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edfactorsofusing

psychologicalmedicalservicesand

effectonbreastcanceroutcome

EJinKim,

DepartmentofBiostatisticsandEpidemiology

TheGraduateSchoolofPublicHealth

SeoulNationalUniversity

Peoplewithachronicsomaticdiseasearerelativelymoreatrisk

ofpsychologicaldistressthanphysicallyhealthypeople.Psychological

distressmaymanifestitselfinmanydifferentways,from havingto

makean extraeffortto copewith necessary adaptations,through

emotional symptoms such as grief or anxiety that naturally

accompanyafearfulsituation,toaclear-cutpsychiatricdisorder.

A numberofstudiessuggestthatpeoplewithachronicdisease

areatriskofpsychologicaldistress.Theoddsforaspecific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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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mostlydepression)areincreased forpatientswith cancer.

Especially, breast cancer patients took breast surgery as main

treatmentand theyhavemoreprobabilitytoexperiencesideeffect

andsequelawithundergoingseriestreatmentsuchaschemotherapy,

radiotherapy,hormone therapy aftersurgery.Besides one ofthe

epidemiologicalfeaturesbreastcancerofourcountry isto occur

breastcancerearlierabout10yearsold,40’sthanwesternpeopleand

atlessthan40’sform 20% ofoccur.Thisisrequestedadaptionarea

notonlyphysicalandsocialbutalsopsychologicalforlongterm.

Theaim ofthisstudywastoachieveabetterunderstandingof

therelationshipbetweenbreastcancerandmentaldistress.Therefore,

the association between breast cancer and mental distress was

analyzed.

This study populations are 10,100 except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metastaticormultiple primary cancerpatientsin

patientswhounderwentbreastcancersurgeryforbreastcancerfor1

year6months.

Mentaldisorderpatientsdefined patientasreceiving psychological

medicalserviceswithinoneyearafter surgeryforbreastcancer.

Psychologicalmedicalservicesweredefinedaspsychiatriccaremental

healthservicesandpsychiatricexamination,treatmentregimensolvent

therapy.

Thisstudy focused on utilizing medicalservice and analyzed

relativefactorwhichistousepsychologicalmedicalserviceforone

yearafterbreastcancersurgerywithlogisticregression.Inorderto

analyzedifferencetreatmentoutcomeofbreastcancerpatientsare

classified asthreegroup theusingitforoneyearpriortobr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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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ry,using psychologicalmedicalservicesgroup and notusing

psychologicalmedicalservicesgroupforoneyearpostbreastsurgery

withCox’sproportionalhazardmodel.

Therelativefactorsofusing psychologicalmedicalserviceswas

moreincreasedage(OR=1.015,95%CI=1.00-1.021)andloweroddsratio

inhealthinsurancegroup(OR=0.482,95% CI=0.387-0.6)thanmedical

aid group, and received chemotherapy group(OR=1.445 95%

CI=1.167-1.789)resultedasignificantfactorsintheassociationusing

psychologicalmedicalservices.

Usingpsychologicalmedicalservicesweresignificantlyassociated

with the highermortality the more age (HR = 1.05,95% CI=

1.028-1.072),Charlson’sscore(HR=1.145,95% CI=1.058-1.239)and

health insurance (HR = 2.658,95% CI= 1.417-4.984).Received

radiotherapygroup(HR;1.99995% CI:1.189-3.36)andtakenhormone

therapy group (HR:6.531 95%CI3.625-11.768).Group had used

psychologicalmedicalservicebeforebreastcancersurgery wasthe

mosthighest(HR:2.5495%CI1.337-4.828),group usingitforone

yearafteroperationwashigherthannousingitgroup(HR:2.195%

CI1.22-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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