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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암 경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및 삶의 질 관련성과

우울감의 매개효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7기(2007-2018년도) 분석

배경 및 목적 : 암 생존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모

든 암 5년 생존율은 남녀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암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암 경험자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암 경험자의 주관적 인식을 반영하는 주관적 건

강상태와 우울,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이 있지만, 이 요인들 간의 관계

와 삶의 질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국민건강영양조사 12개년도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암 경험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와 삶의 질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암 경험자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는 후향적 단면 연구이며, 의사에게 암을 진단받은

만 19세 이상 암 경험자 2,789명 중 주요 변수의 결측치를 제외한 2,719명을

분석하였다. 우울감이 있는 대상자는 우울증 의사진단이나 현재 유병이 있거

나 또는 2주 이상 연속 우울감에 대해 ‘있음’으로 응답한 대상자로 정의하였

다. 주관적 건강상태 및 삶의 질 지수는 설문 조사의 응답 자료를 이용하였다.

SAS version 9.4 프로그램으로 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감 및 삶의 질 지수 간의 관련성은 복합표본설계를 반영한 다변수 로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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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회귀분석과 다중선형회귀분석으로 비교하였다. 우울감의 매개효과는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별과 스트레스 상태에 따른 하

위그룹 분석을 하였고, 삶의 질 지수에 대한 매개효과 차이를 보기 위해 독립

변수와 매개변수를 바꾼 분석을 시행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 통제 요인을 모두 보정하였을 때 직접효과는 –0.06007[95%

confidence interval(CI): -0.07068, -0.04917], 간접효과는 –0.00421(95% CI:

-0.00644, -0.00234)이었다. Proportion mediated는 0.06550으로 주관적 건강상

태와 삶의 질 지수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는 약 6.55%임을 의미한다. 하

위그룹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는 남성 9.17%, 여성 5.92%였고, 스트레스 없는

군은 8.04%였다. 스트레스 있는 군의 간접효과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우울감과 삶의 질 지수 관계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는 약

20.72%였다.

결론 : 우울감은 암 경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역할을 하였다. 이는 암 경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감에 영향을 주

고 우울감이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울감의 매개효과는

우울감과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에 비해 크기가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단면연구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암 경험자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추가 연구의 기초 자료

가 되기를 기대한다.

1)

핵심어 : 암 경험자,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질, 우울감, 매개분석, 국민건강 

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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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암 경험자’는 그동안 ‘cancer survivor’를 직역한 ‘암 생존자’로 사용되어 왔

으나 최근에는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추적관찰 단계의 암 환자들을 표현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용어(신동욱, 선우성, 이정권, 2015)이며,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당시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받은 대상자들을 의미한다.

암 경험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 암 경험자

생존 추이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7년 기준 국가암

등록 사업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암 발생자 수는 20만 명 이상으

로 꾸준하며, 2017년 기준 암 발생자 수는 232,255명으로 2016년 231,236명 대

비 0.4%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National Cancer Center, 2020). 같은 자료

에 따르면 해당 년도 기준 5년 암 생존율은 남녀 전체에서 70.4%이고, 모든

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199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National

Cancer Center, 2020). 국외의 경우,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다국가 및 지역의

인구기반 암 레지스트리를 통한 18개 암에 대한 약 3,751만 명의 환자의 데이

터를 분석한 연구에서 각 암 종별, 인종 별 차이는 있으나 암 생존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더 치명적인 암에 대해서도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Allemani et al., 2018).

암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암 경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들

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

계획(‘16-‘20)에서는 삶의 질 향상 관점의 암 생존자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

었다. 이 계획은 전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 전주기에 걸친 환자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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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여 ‘암 생존자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주

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암 경험자의 암 검진 및 치료 등 생존율 향상 중

심의 접근에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국외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암에 대해 국가별 암 통제를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다국가

암 발생률 및 사망률 추정치를 분석(Bray et al., 2018; Fitzmaurice et al.,

2019)하여 미래의 암 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2017년 암 통제를 위한 WHO 결

의안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권장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암 경험자의 경우, 일부가 암 관련 두려움, 불안 또는 우울증과 같은 기분

등을 경험(신동욱, 선우성, 이정권, 2015; Yi and Syrjala, 2017)하며, 우울증은

암환자(Grotmol et al., 2017; Mystakidou, 2005), 고령자(Park et al., 2010;

Sivertsen et al., 2015)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음을 선행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암환자의 연령대가 주로 고령임을 고려할 때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우

울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Park 등(2010)의 연구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n Health and Aging, KLoSHA) 자료를 이

용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MDD)와 경도우울장애

(Minor depressive disorder, MnDD)가 있는 고령자는 우울장애가 없는 고령

자에 비해 삶의 질이 더 낮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었다.

우울 외에 암 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다수의 국내

관련 연구논문을 분석한 이은현 등(2002)의 선행 연구를 통해 건강증진활동이

나 희망과 같은 정신적(spiritual)요인, 우울이나 자아존중감/효능감과 같은 심

리적(psychological)요인, 인지된 건강상태와 같은 인지(cognition)요인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인지된 건강상태(perceived health)는 self-perceived

health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표현 용어들이 있으나 주로 self-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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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SRH)로 알려져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의미한다. SRH는 서구 인구에

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고 주로 사망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Desalvo et al.,

2006; Idler and　Benyamini　1997; Miilunpalo et al.,1997, Mossey JM, 1982)

로 알려져 왔다. SRH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4점 또는 5점 척도로 표

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는 5점 척

도로 평가하고 있다. SRH가 응답자의 주관적인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성

별, 교육 또는 소득 수준, 직업상태, 스트레스 여부뿐만 아니라 도시/농촌, 국

내/국외 등과 같은 지리적, 문화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는 SRH가 고령자의

삶의 질과 관련(Khan and Raeside, 2014) 있을 뿐 아니라 암 환자의 삶의 질

과 관련 있는 유효한 건강 상태 지표(Molarius and Janson, 2002)이며, 진행성

암의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존 예측 인자(Shadbolt, Barresi and Craft,

2002)임을 보여주고 있어 암 경험자의 SRH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낮은 SRH는 우울 증상이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선행 연구들이 있다.

Ambresin 등(2014)에 따르면 우울 증상이 있었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코호

트 연구를 진행한 연구 결과, SRH를 ‘poor’ to ‘fair’로 응답한 대상자는 ‘good’

to ‘excellent’로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1-5년 추적관찰시 MDS(Major

depressive syndrome)의 위험비(risk ratio)가 높았다. Chou 등(2011) 연구는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3년간 2번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SRH가 낮은 경우 주요우울장애(MDD) 발생 위험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Type 2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단면, 추적관찰을 진행한 Boehme,

Geiser and Renneberg(2014) 연구에서는 SRH가 우울증상의 강력한 예측인자

였다.

우울증은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매뉴얼 5판(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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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s, DSM-5, 2013)에 따르면 우울장애(Depressive disorders)군으로 분

류된다. 이 중 주요우울장애(MDD)를 통상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하며 주요우울

삽화(Major Depressive Episode, MDE)를 포함한다. DSM-5(2013)에서 주요

우울삽화(MDE)는 주요우울장애(MDD) 증상 기간에 의해 특징되어지며, 2주

또는 그 이상 기간 동안 우울한 기분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 우울감을 가진 대상자는 설문조사 당시 의사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

거나 우울증 현재 유병 또는 2주 이상 연속 우울감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의미한다.

그동안 암 환자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주관적 건강상태(SRH)와

삶의 질(QoL)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증가하는

암 생존자를 위한 다양한 공중보건 접근 방식은 장기적으로 암 생존자 및 암

생존자 가족들에게 암 치료에 있어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Rohan et al., 2018), 국가암통제 프로그램을 위한 유러피안 가이드

(Albreht et al., 2015)는 암 환자에 대한 통합적인 치료로 심리사회적 종양 치

료(Psychosocial oncology care)를 안내하고 있다. 이는 암 경험자를 위한 다

양한 관리와 치료에서 정신적,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앞서 우울의 매개효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몇 가지 살펴보았다.

김윤영, 현혜순, 방활란(2020)의 농촌지역 중노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우울이 SRH와 삶의 질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졌다. 이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신체적(physical), 정신적(mental) 건강지수(component score)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울이 SRH와 신체적 삶의 질 지수(PCS)에 대해

서는 부분으로 매개하고 정신적 건강지수(MCS)는 완전 매개한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와 같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유혜연(2019)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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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립변수(동반 질환 개수)와 건강관련 삶의 질이라는 종속변수를 두고 우

울이 매개변수로서 간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염동문, 정정숙

(2014)은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통해 만 65세 이상을 분석대상자로 하여 주

관적 건강상태의 증가는 우울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이 증가하는 부분매개효

과를 검증하였다. 차은진, 김경호(2015)의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

한 연구는 중ㆍ고령자의 우울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매

개변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ㆍ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가 양호할수록 우울이 낮아지고 낮은 우울이 삶의 만족도를 높게 하는 효과를

갖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국민건

강영양조사 표본 자료를 바탕으로 암 경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 관

련성을 우울감의 매개효과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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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암 경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 관련성

및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시 다양한 혼란변수를 보정하

여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암 경험자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

도록 관리하기 위한 공중 보건 접근방식 및 프로그램의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여 암 경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암 경험자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암 경험자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감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셋째, 암 경험자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 관련성을 분석한다.

넷째, 암 경험자에서 우울감과 삶의 질 관련성을 분석한다.

다섯째, 암 경험자에서 매개변수로서 우울감과 주관적 건강상태 및 삶의 질

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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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 의사에게 암을 진단받은 인구를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및 삶의 질 관련성과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후향적 단

면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통합자료

를 이용하였고 선행 연구를 참고한 변수와 관심 변수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질병관리본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법정조사에 대한 자료로서 원시자료는 공개 자료이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을 준수하여 조사 자료에서 개인을 추정할 수 없도

록 비식별 조치가 되어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았다.

본 연구는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면제(과제번호 Y-2020-0136)를

승인받았다.

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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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ramework of study

Cancer survivors
(Cancer patients aged 19 years or older)

Depressed feeling

Depression diagnosed,

Current depression,

Depressed mood

for more than 2 weeks

Self-rated health

(SRH)
EQ-5D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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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부터 7기까지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건강 및 영양조사이다. 1998년(제1기)부터 2005년(제3기)까지 3년을 주

기로 시행되었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시행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는 조사방법에 따라 가구조사, 건강면접조

사, 건강행태조사로 구분된다. 가구조사는 가구원수, 세대유형, 가구소득 등 가

구 내 성인(만 19세 이상) 1인에게 조사하고, 건강면접조사는 이환, 의료이용,

활동제한, 교육 및 경제활동, 신체활동 등을 조사하며, 건강행태조사는 흡연,

음주, 정신건강, 안전의식, 구강건강 등을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 건강설문조사

와 건강면접조사 자료들을 활용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Figure 2). 2007년부터 2018년도

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전체 참여자 수는 총 97,622명이었다. 그 중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설문조사 당시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받고 만 19세

이상인 대상자는 2,789명이었다. 이 중 주요 분석 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 삶

의 질 지수(EQ-5D index), 나이, 소득 4분위수(개인), 교육수준, 직업, 현재 흡

연여부, 평소 스트레스 인지정도, 활동제한 여부’에 대해 결측이거나 모름 또

는 무응답한 70명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된 우울감을 가진 대상자에

대한 변수(우울증 의사진단 여부 및 현재 유병 여부, 2주 이상 연속 우울감

여부)와 만성질환 유병 개수 변수를 생성하기 위한 변수(고혈압, 이상지질혈

증,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폐결핵, 천식,

당뇨병, 갑상선 질환, 아토피피부염, 신부전,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변증)는

여러 변수가 우울감 여부 혹은 만성질환 개수와 같은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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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러 변수 중 어느 한 가지 변수가 결측/비해당/무응답이라도 다른 변수에

대해 응답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결측으로 처리하지 않고 ‘없음’으로 응답한 경

우와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상자는 총 2,719명이었다.

Figure 2. Flow chart of study population selection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2007-2018)

(N=97,622)
[Inclusion criteria]

Cancer diagnosed, Age>=19

(N= 94,833 excluded)
Cancer Survivors

aged 19 years or older

(N=2,789)
[Exclusion criteria]

Missing essential variables

(Missing data, Do not know,

No answers)

(N= 70 excluded)
Study population

(N=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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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립변수

암 경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및 삶의 질 관련성과 우울감 매개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건강면접조사

의 이환 설문문항 중 주관적 건강상태 응답 자료를 이용하였다.

‘평소에 OOO님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응답자는 5가지

항목인 ‘매우 좋음/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 중 하나를 응답하였다. 선행연구

(Molarius and Janson, 2002, 유혜연, 2019)를 참고하여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

음(Good)과 나쁨(Poor)의 2개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 좋

음군은 ‘매우 좋음’ 또는 ‘좋음’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대상자 군으로 정의하

였고,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군은 ‘나쁨’ 또는 ‘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대상자

군으로 정의하였다.

나. 종속변수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면접조사의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설문문항 중 삶의

질 지수(EQ-5D index) 자료를 이용하였다.

EQ-5D index는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미리 승인을 받아 사

용한 EuroQoL(http://www.euroqol.org)에서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해

당 index는 EuroQoL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5가

지 영역에서 가중치가 부여된다.

응답자는 EuroQoL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5가

지 각 영역과 관련하여 ‘지장이 없음’, ‘다소 지장이 있음’, ‘매우 지장이 있음’

으로 1점에서 3점으로 응답하며, EQ-5D index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서 삶

의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Q-5D index는 EuroQoL 5개 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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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모두 지장이 없을 때 최고 1점으로 산출되며, 본 연구에서는 연속변수로

분석하였다.

다. 매개변수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면접조사의 이환 설문문항 중 우울증 의사진단 여부

및 우울증 현재 유병 여부, 그리고 정신건강 설문문항 중 2주 이상 연속 우울

감 여부 응답 자료를 이용하였다.

응답자는 우울증 의사진단 여부 및 우울증 현재 유병 여부에 대해 ‘없음’ 또

는 ‘있음’으로 응답할 수 있고, 2주 이상 연속 우울감 여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의사진단 여부 또는 우울증 현재 유병 여부에 대해

‘있음’으로 응답하거나 2주 이상 연속 우울감 여부에 대해 ‘예’로 응답한 대상

자를 우울감을 가진 대상자로 정의하여 우울감 변수를 생성하였고, 우울감

(depressed feeling)이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라. 통제변수

삶의 질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 선행연구를 참고한 변수와 관심 변

수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1) 인구요인: 성별, 연령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연령은 분석 대상자의 평균 만 나이가 약 59세임을 고려하여 연령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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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세 이하, 50-59세 이하, 60-69세 이하, 70세 이상 4개 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사회경제요인: 소득 4분위수(개인), 교육수준, 직업

소득 4분위수 개인 영역은 선행연구(박진아, 홍지연, 2017)를 참고하여 변수

로 선정하였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 표본가구 및 표본인구의 소득 4분위 기준

금액에 따라 ‘하’, ‘중하’, ‘중상’, ‘상’의 4개 군으로 나누었다.

교육수준과 직업 여부는 선행 연구(박라영, 전승엽, 이정아, 2018)를 참고한

변수이며, 본 연구에서 교육은 재분류 코드를 이용하여 ‘초졸 이하’, ‘중졸’, ‘고

졸’, ‘대졸 이상’의 4개 군으로 나누었다. 직업은 재분류 및 실업/비경제활동 상

태 코드에 따라 군인을 제외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및 숙련 종사자’,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무직(주부/학생 등)’ 7개 군을 사용하였다. 7

개의 직업군은 선행 연구마다 분석을 위한 구분이 다소 상이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는 ‘농림어업 및 숙련 종사자/기능원/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단순

노무종사자’를 ‘Employed 1(직업군1)’,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사무종

사자/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를 ‘Employed 2(직업군2)’, ‘무직(무직, 학생 등)’을

‘Unemployed’로 하여 3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3) 건강관련요인: 흡연, 스트레스, 활동제한, 만성질환 유병개수

본 연구에서 건강관련요인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면접조사 및 건강행태조

사의 설문문항을 포함한다.

흡연 변수는 건강행태조사의 현재흡연여부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 중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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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움’ 또는 ‘가끔 피움’으로 응답한 대상자를 ‘현재흡연자(Current smoker)’,

‘과거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으로 응답한 대상자를 ‘과거흡연자

(Ex-smoker)’, ‘비해당’으로 응답한 대상자를 ‘비흡연자(Non-smoker)’로 구분

하였다.

스트레스 변수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에 대한 설문 항목에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조금 느끼

는 편이다’로 응답한 경우 ‘있음(Yes)’, 그 외 응답한 경우에 대해 ‘없음(No)’으

로 구분하였다. 활동제한 변수는 선행연구(강숙정, 2016)를 참고하여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설문항목에서 활동제한 여부에 대한 응답에 따라 ‘예(Yes)’, ‘아니

오(No)’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만성질환 유병 개수 변수는 선행연구(유혜연, 2019)를 참고하여 건강설문 이

환 항목에서 만성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 골관

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폐결핵, 천식, 당뇨병, 갑상선 질환, 아토피피부염,

신부전, B형간염, C형간염, 간견변증) 항목의 현재 유병 여부에 대해 한 가지

라도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만성질환 여부 ‘있음(Yes)’, ‘없음’으로 응답하거

나 결측/비해당/무응답한 경우 ‘없음(No)’로 분류하였다. 여러 만성질환 변수

중 어느 한 가지 변수가 결측/비해당/무응답이라도 다른 변수에 대해 응답했

을 경우를 고려하여 만성질환 개수라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할 때 각 만성질환

변수를 결측으로 처리하지 않고 ‘없음(No)’으로 응답한 경우와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성질환 유병 개수에 대한 변수는 분석하고자 하는 만성질환

이 모두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에 대한 ‘0개’를 포함하여 ‘1개’, ‘2개’, ‘3개’, ‘4

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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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에서 7기까지(2007-2018) 12개년도 자료

의 건강설문조사에 대한 통합가중치(제 4기: wt_itv, 제 5기-7기: wt_itvex)를

적용(Supplement Table 10)하였고 SAS version 9.4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복합표본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세부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Figure 3).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요인, 사회

경제요인, 건강관련요인에 대해 기술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범주형 변수는 분율을, 연속형 변수는 평균값과 표준오차를 제시하였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 SRH), 우울감, 삶의 질(EQ-5D

index)과 관련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요인, 사회경제요인, 건강행태

요인의 변수와 SRH, 우울감, EQ-5D index에 대해 단변수 분석을 실시하여

Rao-Scott chi-square 검정과 복합표본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는데, 단순

임의표본설계 자료 분석은 T-test, ANOVA를 사용하지만 복합표본설계 자료

에서는 구분 없이 survey 프로시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통계적 유의함은

p-value를 제시하였고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SRH)와 우울감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복합표본설계를 반영한 로지스틱 회귀분석(Survey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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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주관적 건강상태(SRH)와 우울감 및 우울감과 삶의 질(EQ-5D index)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복합표본설계를 반영

한 다중선형회귀분석(Surve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

다.

다섯째, 주관적 건강상태(SRH) 및 삶의 질(EQ-5D index)과의 관련성과 우

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AS MACRO를 이용한 bootstrapping 방

법을 활용(Sun and Hong, 2020)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Bootstrapping 방법의 resampling 특성을 반영하여 매개분석에는 복합표본

설계를 반영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매개분석은 독립/노출변수(independent/exposure

variable)와 종속/결과변수(dependent/outcome variable)의 인과(causal)관계에

관여하는 다른 변수의 역할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매개효과의 주요 분석 방법

으로 classical approach와 counterfactual approach가 있다(Figure 4).

Classical approach의 현대적 개념이 발전된 것은 Baron RM and

Kenny(1986)에 의한 것으로 이 방법은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3단계 검증 절

차를 가진다. 먼저, 독립변수에 대한 매개변수의 유의한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

해 확인하고(1단계, a),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유의한 영향을 회귀분석

을 통해 확인하며(2단계, c),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모두에 대한 종속변수의 유

의한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3단계, c’). 이때, 종속변수에 대

한 독립변수의 영향이 2단계보다 3단계에서 감소(c’ < c)가 되어야 하는데, 3

단계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이 있으면 부분매개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classical approach는 매개효

과에 대한 간접적인 검증 방법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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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factual approach는 반사실적 상황을 반영한 인과관계를 통해 직접

효과(natural direct effect) 및 간접효과(natural indirect effect) 그리고 총 효

과(total effect)를 확인하는 방법이다(Richiardi, Bellocco and Zugna, 2013). 총

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이며(Robins and Greenland, 1992), 직접효과

(c’)가 0에 가깝다면 완전매개, 간접효과(ab)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직접효

과가 총 효과(c)보다 작다면 부분매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classical approach 과정을 통해 주요 분석 변수의 영향을 알아보

고 매개분석은 counterfactual approach를 통한 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

(Sun and Hong, 2020)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Bootstrapping은 resampling을

이용한 회귀분석 방법이며, 매개효과에 대한 간접적인 검증 방법인 classical

approach가 가진 오류를 극복할 수 있어 최근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샘플 분포의 불규칙성을 반영하므로 bootstrap

신뢰구간을 통한 정확한 추정이 가능한데, Hayes(2012)는 간접효과의 모델에

대한 기본 bootstrap sample수를 1,000으로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bootstrap수 1,000으로 분석하였다.



- 18 -

Figure 3. Test model of mediating effec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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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odel of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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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 수는 총 2,719명으로 남성은 998명(36.77%), 여성은

1,721명(63.23%)으로 여성 응답자의 수가 더 많았으며, 전체 평균 연령은

59.09세였다. 연령군은 비율로 보았을 때, 50-59세가 26.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70세 이상 25.41%, 60-69세 24.31%, 19-49세 23.98% 순이었고

연령군 비율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사회경제요인 중 교육 수준은 초졸 이하가 32.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고졸 30.27%, 대졸 22.69%, 중졸 14.32% 순이었다. 소

득 4분위수(개인)는 상 25.99%, 중상 25.29%, 하 24.62%, 중하 24.10% 순이었

다. 직업 상태를 보면, 무직 군이 55.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직업군2 23.88%, 직업군1 20.15% 순이었다.

건강관련요인 중 흡연의 경우, 비흡연자가 65.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고, 그 다음으로 과거흡연자 25.94%, 현재흡연자 8.78%였다. 평소 스트레

스는 인지하는 경우 81.00%, 느끼지 않거나 비해당인 경우 19.00%였다. 활동

제한은 ‘없음’이 80.75%, ‘있음’이 19.25%였다. 만성질환 유병 개수는 0개가

45.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1개 26.54%, 2개 16.26%,

3개 7.82%, 4개 이상 3.8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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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status of study participants

N=2,719
Characteristics N (weighted %) Mean±S.E.

Demographic factors
Sex

Male 998 (36.77)
Female 1,721 (63.23)

Age(years)
59.09±0.32

19~49 482 (23.98)
50~59 601 (26.30)
60~69 780 (24.31)
≥70 856 (25.41)

Socioeconomic factors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1,039 (32.72)
Middle school 397 (14.32)
High school 735 (30.27)
≥College 548 (22.69)

Income quartile(Personal)
Low 653 (24.62)
Lower middle 672 (24.10)
Upper middle 680 (25.29)
High 714 (25.99)

Occupation
Unemployed 1,621 (55.97)
Employed 1 559 (20.15)
Employed 2 539 (23.88)

Health-related factors
Smoking

Non-smoker 1,744 (65.27)
Ex-smoker 753 (25.94)
Current smoker 222 (8.78)

Stress
No 573 (19.00)
Yes 2,146 (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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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continued)

N=2,719
Characteristics N (weighted %) Mean±S.E.

Activities with restriction
No 2,137 (80.75)
Yes 582 (19.25)

Number of chronic disease
0 1,109 (45.57)
1 756 (26.54)
2 477 (16.26)
3 250 (7.82)
≥4 127 (3.82)

S.E.: standard error.

Unemployed: house wife/ student etc.; Employed 1: skilled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er/ technician, machine operator, and assembler/ manual worker; Employed 2:

professional, manager, and administrator/ office worker/ sales and servic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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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및 삶의 질 지수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삶의 질 지수 분포는 다음과 같았

다(Table 2). 연구 대상자 2,719명 중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쁨으로 응답한 대

상자 수는 1,01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5.02%였으며, 우울감 있는 대상자 수

는 478명(16.41%), 삶의 질 지수 평균은 0.9148이었다.

Table 2. Status of self-rated health, depressed feeling, and EQ-5D index

N=2,719
Variables N (weighted %) Mean±S.E.

Self-rated health
Good 1,707 (64.98)
Poor 1,012 (35.02)

Depressed feeling
Depressed 478 (16.41)
Not depressed 2,241 (83.59)

EQ-5D index
0.9148±0.0030

S.E.: standard error.

Good self-rated health: very good/ good/ neither good or bad; Poor self-rated health:

poor/ very poor.

Depressed feeling: depression diagnosed/ current depression/ depressed mood for more

than 2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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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경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삶의 질 지수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

해 복합표본 설계를 반영한 Rao-Scott chi-square 및 평균차이 검정을 시행하

였다.

연구 대상자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는 다음과 같다(Table 3).

전체 연구대상자 평균 연령 59.09세와 비교했을 때 나쁨으로 응답한 대상자

의 평균 연령은 61.22세로 다소 높았다.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음으로 응

답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7.95세로 암경험자 전체 평균 연령보다 낮았다.

분석 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쁨으로 응답한 대상자의 분포 차이가 가장

큰 것은 평소 스트레스 인지 여부이며, 인지하는 것으로 응답한 대상자의 비

율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쁨으로 응답한 대상자 중 86.39%였다. 인구요인과

사회경제요인, 건강관련요인 변수는 현재 흡연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특성에

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value<0.05).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쁨으로 응답한 대상자는 인구요인에서는 여성의 비율

이 66.79%로 남성 33.21%보다 높았으며, 연령군을 보면 70세 이상이 30.23%

로 비율이 높고, 그 다음으로 60-69세 27.26%, 50-59세 24.07%, 49세 이하

18.44% 순이었다. 사회경제요인에서는 교육수준 초졸 이하가 43.11%로 가장

비율이 높고 그 다음으로 고졸 25.57%, 대졸 이상 16.30%, 중졸 15.02%였다.

소득 4분위수(개인) 비율은 하 31.44%, 그 다음으로 중하 25.89%, 중상

23.83%, 상 18.84% 순이었다. 직업 상태는 무직이 65.04%로 가장 비율이 높

고, 그 다음으로 직업군1과 직업군2 비율이 각각 17.56%, 17.40%로 비슷하였

다. 건강관련 변수는 평소 스트레스 인지하는 경우가 86.39%로 대부분이었으

며, 활동제한의 경우, ‘없음’ 60.68%가 ‘있음’ 39.32% 보다 비율이 높았다. 만성

질환 유병 개수 비율은 0개가 32.6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개

28.60%, 2개 19.52%, 3개 11.78%, 4개 이상 7.49% 순이었다. 현재 흡연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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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lf-rated health statu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2,719

Characteristics
Good Poor

p-valueN=1,707 N=1,012
N(weighted %) N(weighted %)

Demographic factors
Sex

Male 648 (38.69) 350 (33.21) 0.0210
Female 1,059 (61.31) 662 (66.79)

Age(year)
Mean±S.E. 57.95±0.40 61.22±0.52
19~49 352 (26.96) 130 (18.44) <.0001
50~59 402 (27.51) 199 (24.07)
60~69 475 (22.72) 305 (27.26)
≥70 478 (22.81) 378 (30.23)

Socioeconomic factors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530 (27.12) 509 (43.11) <.0001
Middle school 253 (13.94) 144 (15.02)
High school 509 (32.81) 226 (25.57)
≥College 415 (26.13) 133 (16.30)

Income quartile(Personal)
Low 344 (20.95) 309 (31.44) <.0001
Lower middle 399 (23.13) 273 (25.89)
Upper middle 444 (26.07) 236 (23.83)
High 520 (29.85) 194 (18.84)

Occupation
Unemployed 934 (51.08) 687 (65.04) <.0001
Employed 1 375 (21.55) 184 (17.56)
Employed 2 398 (27.37) 141 (17.40)

Health-related factors
Smoking

Non-smoker 1,101 (65.29) 643 (65.25) 0.7475
Ex-smoker 465 (25.60) 288 (26.57)
Current smoker 141 (9.11) 81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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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lf-rated health statu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continued)

N=2,719

Characteristics
Good Poor

p-valueN=1,707 N=1,012
N(weighted %) N(weighted %)

Stress
No 33 (6.10) 540 (21.53) <.0001
Yes 1,296 (78.10) 850 (86.39)

Activities with restriction
No 1,552 (91.56) 585 (60.68) <.0001
Yes 155 (8.44) 427 (39.32)

Number of chronic disease
0 830 (52.55) 279 (32.60) <.0001
1 456 (25.42) 338 (28.60)
2 272 (14.51) 205 (19.52)
3 115 (5.68) 135 (11.78)
≥4 34 (1.83) 93 (7.49)

Good self-rated health: very good/ good/ neither good or bad; Poor self-rated health:

poor/ very poor.

Unemployed: house wife/ student etc.; Employed 1: skilled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er/ technician, machine operator, and assembler/ manual worker; Employed 2:

professional, manager, and administrator/ office worker/ sales and servic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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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 특성에 따른 우울감 여부는 다음과 같다(Table 4).

전체 연구대상자 평균 연령 59.09세와 비교했을 때 ’있음‘으로 응답한 대상

자의 평균 연령은 59.58세였고 ’없음‘으로 응답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8.99

세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분석 요인 중 우울감이 있는 대상자의 분포 차이가

가장 큰 것은 평소 스트레스 인지 여부이며, 인지하는 것으로 응답한 대상자

의 비율은 우울감 있는 대상자 중 93.90%였다. 인구요인과 사회경제요인, 건

강관련요인 변수는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에서 우울감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value<0.05).

우울감이 ’있음‘으로 응답한 대상자는 인구요인에서는 여성이 60.89%로 남

성 39.11%보다 비율이 높았다. 사회경제요인 중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45.71%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졸 24.53%, 대졸 이상

16.41%, 중졸 13.35% 순이었다. 소득 4분위수 개인은 하 29.48%, 중하

26.49%, 중상 23.42%, 상 20.62% 비율 순이었다. 직업 상태 분포는 무직이

68.72%였고, 직업군2와 직업군1이 각각 15.82%와 15.46%로 비슷하였다. 건강

관련요인 중 흡연의 경우, 비흡연자 비율이 72.3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

로 과거흡연자 18.90%, 현재흡연자 8.76% 순으로 나타났다. 평소 스트레스 인

지 비율은 인지하는 경우가 93.90%로 대부분이었으며, 느끼지 않거나 비해당

이 6.10%였다. 활동제한은 없는 경우가 60.53%로 있는 경우 39.47% 보다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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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pressed feeling statu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2,719

Characteristics
Yes No

p-valueN=478 N=2,241
N(weighted %) N(weighted %)

Demographic factors
Sex

Male 127 (39.11) 871 (24.84) <.0001
Female 351 (60.89) 1,370 (75.16)

Age(year)
Mean±S.E. 59.58±0.82 58.99±0.35
19~49 75 (19.58) 407 (24.84) 0.2284
50~59 111 (28.12) 490 (25.95)
60~69 149 (26.57) 631 (23.87)
≥70 143 (25.73) 713 (25.35)

Socioeconomic factors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234 (45.71) 805 (30.17) <.0001
Middle school 65 (13.35) 332 (14.51)
High school 107 (24.53) 628 (31.40)
≥College 72 (16.41) 476 (23.92)

Income quartile(Personal)
Low 138 (29.48) 515 (23.67) 0.0274
Lower middle 126 (26.49) 546 (23.63)
Upper middle 113 (23.42) 567 (25.65)
High 101 (20.62) 613 (27.05)

Occupation
Unemployed 332 (68.72) 1,289 (53.46) <.0001
Employed 1 79 (15.46) 480 (21.08)
Employed 2 67 (15.82) 472 (25.46)

Health-related fatcors
Smoking

Non-smoker 338 (72.34) 1,406 (63.89) 0.0053
Ex-smoker 98 (18.90) 655 (27.32)
Current smoker 42 (8.76) 180 (8.79)

Stress
No 33 (6.10) 540 (21.53) <.0001
Yes 445 (93.90) 1,701 (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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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pressed feeling statu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continued)
N=2,719

Characteristics
Yes No

p-valueN=478 N=2,241
N(weighted %) N(weighted %)

Activities with restriction
No 285 (60.53) 1,852 (84.72) <.0001
Yes 193 (39.47) 389 (15.28)

Number of chronic disease
0 166 (38.22) 943 (47.01) 0.0055
1 131 (26.40) 625 (26.56)
2 97 (19.02) 380 (15.72)
3 52 (10.42) 198 (7.31)
≥4 32 (5.94) 95 (3.40)

Depressed feeling: depression diagnosed/ current depression/ depressed mood for more

than 2 weeks.

Unemployed: house wife/ student etc.; Employed group 1: skilled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er/ technician, machine operator, and assembler/ manual worker; Employed group 2:

professional, manager, and administrator/ office worker/ sales and servic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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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지수는 다음과 같다(Table 5).

삶의 질 지수 경우, 인구요인, 사회경제요인, 건강관련요인 변수에 대해 흡

연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추정값 검정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p-value<0.05).

인구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지수 평균은 여성 대비 남성이 높았으

며, 연령의 경우, 19-40세 군이 가장 높았고 연령군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 지

수가 낮았다. 사회경제요인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삶의 질 지수는 대졸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대졸이상 대비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삶의 질 지수가 낮았다.

소득 사분위수(개인)에 따른 삶의 질 지수는 ’상‘이 가장 높았으며, 상 대비 소

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삶의 질 지수가 낮았다. 직업 상태를 보면, 직업군2의 삶

의 질 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군1, 무직 순으로 삶의 질 지수

가 낮았다. 건강관련요인 중 흡연은 현재흡연자가 삶의 질 지수가 가장 높고

현재흡연자에 비해 과거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삶의 질 지수가 낮았지만 통계적

유의함은 보이지 않았다. 스트레스와 활동제한은 ‘있음’ 대비 ‘없음’이 삶의 질

지수가 더 높았다. 활동제한의 경우 R²은 0.1932로 변수 중 그 값이 가장 컸고

활동제한 여부에 대해 삶의 질 지수 변동 중 약 19.32% 설명이 가능했다. 만

성질환 유병 개수는 0개가 가장 삶의 질 지수가 높았으며, 유병 개수가 1개, 2

개, 3개, 4개 이상 순으로 많아질수록 삶의 질 지수가 낮았다.

전체 분석 대상자의 삶의 질 지수 평균 0.9148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보다

낮은 군을 보면 인구요인에서는 여성(0.9064)과 연령 60-69세(0.9048) 및 70세

이상(0.8516), 사회경제요인에서는 초졸이하(0.8544), 소득 4분위수(개인) 중하

(0.9005) 및 하(0.8867), 무직(0.8904), 건강관련요인에서는 평소 스트레스 있고

(0.9105) 활동제한이 있으며(0.7909) 만성질환이 1개(0.9078), 2개(0.8870), 3개

(0.8574), 4개 이상(0.8014) 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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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Q-5D index statu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2,719
Characteristics Mean S.E. p-value

Demographic factors
Sex

Male 0.9292 0.0057 <.0001
Female 0.9064 0.0038

Age(years)
19~49 0.9660 0.0081 <.0001
50~59 0.9383 0.0086
60~69 0.9048 0.0092
≥70 0.8516 0.0073

Socioeconomic factors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0.8544 0.0076 <.0001
Middle school 0.9203 0.0080
High school 0.9437 0.0059
≥College 0.9597 0.0041

Income quartile(Personal)
Low 0.8867 0.0083 <.0001
Lower middle 0.9005 0.0075
Upper middle 0.9225 0.0066
High 0.9468 0.0040

Occupation
Unemployed 0.8904 0.0060 <.0001
Employed group 1 0.9296 0.0067
Employed group 2 0.9597 0.0067

Health-related factors
Smoking

Non-smoker 0.9135 0.0112 0.8135
Ex-smoker 0.9162 0.0131
Current smoker 0.9201 0.0118

Stress
No 0.9328 0.0063 0.0004
Yes 0.9105 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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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Q-5D index statu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continued)

N=2,719
Characteristics Mean S.E. p-value

Activities with restriction
No 0.9443 0.0098 <.0001
Yes 0.7909 0.0095

Number of chronic disease
0 0.9482 0.0214 <.0001
1 0.9078 0.0220
2 0.8870 0.0220
3 0.8574 0.0243
≥4 0.8014 0.0211

S.E.: standard error.

Unemployed: house wife/ student etc.; Employed group 1: skilled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er/ technician, machine operator, and assembler/ manual worker; Employed group 2:

professional, manager, and administrator/ office worker/ sales and service worker.

* Weight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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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감의 관련성

암 경험자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감 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표본설계를 반영한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Survey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인구, 사회경제, 건강관련요인 변수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변수들

의 분산팽창계수(VIF) 중 최대는 2.04였다. 분석 시 p-value가 0.05 이상인 변

수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요인을 보정하지 않은 모형(Unadjusted model)과 인

구, 사회경제, 건강관련 요인 변수를 단계별로 통제한 3가지 보정된 모형

(Adjusted model)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모형의 통계적 타당도 검정은

C 통계량을 파악하여 확인하였고 보정하지 않은 모형은 63.8%, 모형 1은

67.6%, 모형 2는 69.0%, 모형 3은 73.8%였다.

요인을 보정하지 않은 모형(Unadjusted model)에서는 우울감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예측인자로서 주관적 건강상태만을 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Good)군

대비 나쁨(Poor)군의 오즈비가 3.32(95% CI: 2.58, 4.27)였고, 모형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value<.0001).

모형 1은 보정하지 않은 모형에 인구요인(성별, 연령군) 추가하여 보정하였

다. 성별은 남성 대비 여성의 오즈비는 1.1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군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구요인 보정 시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군

대비 나쁨군의 오즈비가 3.21(95% CI: 2.49, 3.14) 높았고 모형 설명력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value<.0001).

모형 2는 모형 1에 사회경제요인(교육수준, 소득 4분위수(개인), 직업상태)을

추가하여 보정하였다. 인구요인에서, 성별은 남성 대비 여성의 오즈비는 1.6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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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대비 중졸의 오즈비는 0.64, 고졸은 0.54, 대졸이

상은 0.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업 상태는 무직군 대비 직업군1의 오즈

비는 0.59, 직업군2의 오즈비는 0.6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 4분위수

(개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구요인과 사회경제요인 보정 시 주관

적 건강상태가 좋음군 대비 나쁨군의 오즈비가 2.94(95% CI: 2.27, 3.80)였고

고, 모형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value<.0001).

모형 3은 모형 2에 건강관련요인(현재 흡연, 평소 스트레스 인지, 활동제한,

만성질환 유병 개수)을 추가하여 보정하였다. 모형3에서 인구요인(성별, 연령)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요인 중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대비

중졸의 오즈비는 0.63, 고졸은 0.55, 대졸은 0.5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

업 상태는 무직군 대비 직업군1의 오즈비는 0.60, 직업군2은 0.65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소득 4분위수(개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관련

요인 변수 중 평소 스트레스 인지는 ‘없음’군 대비 ‘있음’군의 오즈비는 3.9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활동제한 여부는 ‘없음’군 대비 ‘있음’군의 오즈비가

2.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흡연과 만성질환 유병 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인구요인, 사회경제요인 및 건강관련요인으로 보정 시 주관적 건

강상태 좋음군 대비 나쁨군의 오즈비가 2.18(95% CI: 1.63-2.92)였고, 모델 설

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value<.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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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ogistic regression model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feeling according to factors

Characteristics
Unadjusted model Adjusted model 1 Adjusted model 2 Adjusted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Self-rated health
Good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Poor 3.32 2.58-4.27 3.21  2.49-3.14 2.94  2.27-3.80 2.18 1.63-2.92

Demographic factors
Sex

Mal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Female 1.19  1.45-2.53 1.62 1.20-2.19 1.53 0.92-2.52

Age(years)
19~49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50~59 1.33 0.89-1.97 1.20 0.79-1.82 1.27 0.83-1.94
60~69 1.38 0.93-2.04 0.96 0.61-1.50 0.98 0.60-1.58
≥70 1.21 0.82-1.76 0.68 0.42-1.12 0.81 0.49-1.35

Socioeconomic factors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1 Reference 1 Reference
Middle school 0.64 0.43-0.94 0.63 0.42-0.93
High school 0.54 0.37-0.77 0.55  0.38-0.80
≥College 0.58 0.37-0.90 0.59 0.3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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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ogistic regression model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feeling according to factors

(continued)

Characteristics
Unadjusted model Adjusted model 1 Adjusted model 2 Adjusted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Income quartile (Personal)
Low 1 Reference 1 Reference
Lower middle 1.03 0.73-1.45 1.05 0.74-1.50
Upper middle 0.92 0.64-1.31 0.97 0.67-1.40
High 0.89 0.60-1.30 0.94 0.64-1.39

Occupation
Unemployed 1 Reference 1 Reference
Employed 1 0.59 0.42-0.85 0.60  0.42-0.87
Employed 2 0.62 0.43-0.91 0.65 0.44-0.94

Health related factors
Smoking

Non-smoker 1 Reference
Ex-smoker 0.82 0.52-1.31
Current smoker 1.22 0.70-2.15

Stress
No 1 Reference
Yes 3.98 2.4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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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ogistic regression model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feeling according to factors

(continued)

Characteristics
Unadjusted model Adjusted model 1 Adjusted model 2 Adjusted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Activities with restriction
No 1 Reference
Yes 2.18  1.60-2.96

Number of chronic disease
0 1 Reference
1 0.91 0.66-1.26
2 1.11 0.77-1.60
3 1.01 0.64-1.58
≥4 0.99 0.54-1.82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Unemployed: house wife/ student etc.; Employed group 1: skilled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er/ technician, machine operator, and assembler/

manual worker; Employed group 2: professional, manager, and administrator/ office worker/ sales and service worker.

*p<0.05, **p<0.01,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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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 관련성

암 경험자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질 지수 평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복합표본 설계를 반영한 다중 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분석 시 p-value가 0.05 이상인 변수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요인을 보정하지

않은 모형(Unadjusted model)과 인구, 사회경제, 건강관련 요인 변수를 단계

별로 통제한 3가지 보정된 모형(Adjusted model)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보정하지 않은 모형과 보정된 모형 모두 각 요인별 보정 시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군(Poor)이 좋음군(Good)에 비해 삶의 질 지수가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

함을 보였다.

통제변수가 없는 보정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삶의 질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예측인자로서 주관적 건강상태만을 변수로 하여 다중 선형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군 대비 나쁨군의 삶의 질

지수는 낮았고 모형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value<.0001).

모형 1은 인구요인(성별, 연령) 보정 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삶의 질 지

수의 평균차이를 검정하였다. 모형1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²은

0.2348로 삶의 질 지수 변동 중 약 23.48% 설명 가능했다. 성별은 여성이, 연

령군은 70세 이상 군이 삶의 질 지수가 낮았고, 70세 이상 군을 기준으로 하

였을 때 연령이 낮아질수록 삶의 질 지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2는 인구요인과 사회경제요인 보정 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삶의

질 지수의 평균차이를 검정하였다. 모형2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²은 0.2623로 삶의 질 지수 변동 중 약 26.23% 설명 가능했다. 인구요인은

모형 1의 결과와 같았다. 사회경제요인 중 교육수준은 대졸을 기준으로 초졸

이하가 삶의 질 지수가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중졸 및 고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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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통계적 유의함을 보이지 않았다. 소득 4분위수(개인)는 ‘상’의 삶의 지수가

높았고, ‘상’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삶의 질이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업 상태는 직업군2를 기준으로 직업군1의 삶의 질 지수가 높았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무직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3은 인구요인, 사회경제요인과 건강관련요인 보정시 주관적 건강상태

에 따른 삶의 질 지수의 평균차이를 검정하였다. 모형3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²은 0.3476로 삶의 질 지수 변동 중 약 34.76% 설명 가능했다.

인구요인과 사회경제요인의 경우, 모형 2의 결과와 같았다. 건강관련요인 중

흡연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지 않았으며, 현재 스트레스는 인지 여부와

활동제한 여부는 ‘있음(Yes)’군을 기준으로 ‘없음(No)’군의 삶의 질 지수가 높

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만성질환 유병 개수는 4개 이상 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0-3개가 삶의 질 지수가 높았고, 유병 개수 0개와 1개는 통계적 유

의함이 있었으나 2개와 3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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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Linear regression model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EQ-5D index according to factors

Characteristics
Unadjusted model Adjusted model 1 Adjusted model 2 Adjusted model 3
β S.E. p-value β S.E. p-value β S.E. p-value β S.E. p-value

Self-rate health
Good 0.1124 0.0068 <.0001 0.1012 0.0062 <.0001 0.0920 0.0060 <.0001 0.0579 0.0057 <.0001
Poor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Male 0.0317 0.0052 <.0001 0.0213 0.0055 0.0001 0.0238 0.0088 0.0070
Female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Age(years)
19~49 0.1059 0.0075 <.0001 0.0792 0.0082 <.0001 0.0773 0.0086 <.0001
50~59 0.0829 0.0078 <.0001 0.0603 0.0083 <.0001 0.0608 0.0083 <.0001
60~69 0.0516 0.0082 <.0001 0.0418 0.0081 <.0001 0.0472 0.0077 <.0001
≥70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0.0410 0.0079 <.0001 -0.0310 0.0074 <.0001
Middle school -0.0070 0.0079 0.3749 -0.0017 0.0075 0.8210
High school -0.0037 0.0058 0.5210 -0.0032 0.0055 0.5622
≥College Referenc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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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Linear regression model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EQ-5D index according to factors (continued)

Characteristics
Unadjusted model Adjusted model 1 Adjusted model 2 Adjusted model 3

β S.E. p-value β S.E. p-value β S.E. p-value β S.E. p-value
Income quartile(Personal)

Low -0.0342 0.0074 <.0001 -0.0268 0.0068 <.0001
Lower middle -0.0283 0.0067 <.0001 -0.0259 0.0063 <.0001
Upper middle -0.0152 0.0057 0.0084 -0.0155 0.0055 0.0045
High Reference Reference

Occupation
Unemployed -0.0102 0.0053 0.0554 -0.0026 0.0051 0.6132
Employed 1 0.0134 0.0064 0.0367 0.0126 0.0061 0.0378
Employed 2 Reference Reference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Smoking

Non-smoker 0.0161 0.0122 0.1873
Ex-smoker 0.0165 0.0115 0.1509
Current smoker Reference

Stress
No 0.0242 0.0054 <.0001
Ye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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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Linear regression model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EQ-5D index according to factors (continued)

Characteristics
Unadjusted model Adjusted model 1 Adjusted model 2 Adjusted model 3

β S.E. p-value β S.E. p-value β S.E. p-value β S.E. p-value
Activities with restriction

No 0.1023 0.0089 <.0001
Yes Reference

Number of chronic disease
0 0.0453 0.0172 0.0085
1 0.0403 0.0171 0.0187
2 0.0286 0.0172 0.0979
3 0.0302 0.0190 0.1110
≥4 Reference

β: parameter estimate; S.E.: standard error.

Unemployed: house wife/ student etc., Blue collar: skilled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er/ technician, machine operator, and assembler/ manual

worker, White collar: professional, manager, and administrator/ office worker/ sales and servic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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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대상자의 우울감과 삶의 질과의 관련성

암 경험자에서 우울감이 삶의 질 지수 평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표본 설계를 반영한 다중 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8).

분석 시 p-value가 0.05 이상인 변수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통제변수가 없는

보정하지 않은 모형(Unadjusted model)과 인구, 사회경제, 건강관련 요인 변

수를 단계별로 통제한 3가지 보정된 모형(Adjusted model)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보정하지 않은 모형과 보정된 모형 모두 각 요인별 보정시 우울감

이 ‘없음(No)’군이 ‘있음(Yes)’군에 비해 삶의 질 지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

의함을 보였다.

통제변수가 없는 보정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삶의 질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예측인자로서 우울감만 변수로 하여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시행

하였다. 그 결과가 우울감이 ‘없음(No)’군이 ‘있음(Yes)’군에 비해 삶의 질 지

수는 높았고 모형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value<.0001).

모형 1은 인구요인(성별, 연령) 보정시 우울감에 따른 삶의 질 지수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였다. 모형1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²은 0.1697로

삶의 질 지수 변동 중 약 16.97% 설명 가능했다. 성별은 여성이, 연령군은 70

세 이상 군이 삶의 질 지수가 낮았고, 70세 이상 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연

령이 낮아질수록 삶의 질 지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2은 인구요인과 사회경제요인 보정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삶의 질

지수 평균차이를 검정하였다. 모형2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²은

0.2090으로 삶의 질 지수 변동 중 약 20.90% 설명 가능했다. 인구요인은 모형

1의 결과와 같았다. 사회경제요인 중 교육수준은 대졸을 기준으로 초졸이하가

삶의 질 지수가 가장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중졸 및 고졸은 유의



- 44 -

하지 않았다. 소득 4분위수(개인)는 ‘상’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삶의

질 지수가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업 상태는 직업군2를 기준으

로 직업군1의 삶의 질 지수가 높았고 무직군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모형 3은 인구요인, 사회경제요인과 건강관련요인 보정시 주관적 건강상태

에 따른 삶의 질 지수의 평균차이를 검정하였다. 모형3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²은 0.3301로 삶의 질 지수 변동 중 약 33.01% 설명 가능했다.

인구요인의 경우, 모형 1과 모형 2와 결과가 같았으며, 사회경제요인의 경우,

모형 2의 결과와 같았으나 직업상태 무직의 통계적 유의함은 없었다. 건강관

련요인 중 흡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현재 스트레스 인지와 활동제

한 여부는 ‘있음(Yes)’군을 기준으로 ‘없음(No)’군의 삶의 질 지수가 높았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만성질환 유병 개수는 4개 이상 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유병 개수가 적을수록 삶의 질 지수가 높았고, 유병 개수 0-2개는 통계적

유의함이 있었으나 3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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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Linear regression model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ed feeling and EQ-5D index according to factors

Characteristics
Unadjusted model Adjusted model 1 Adjusted model 2 Adjusted model 3
β S.E. p-value β S.E. p-value β S.E. p-value β S.E. p-value

Depressed feeling
No 0.0953 0.0103 <.0001 0.0881 0.0096 <.0001 0.0781 0.0092 <.0001 0.0480 0.0085 <.0001
Yes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Male 0.0316 0.0054 <.0001 0.0200 0.0057 0.0005 0.0236 0.0087 0.0065
Female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Age(years)
19~49 0.1180 0.0078 <.0001 0.0878 0.0085 <.0001 0.0782 0.0087 <.0001
50~59 0.0935 0.0082 <.0001 0.0680 0.0084 <.0001 0.0631 0.0083 <.0001
60~69 0.0552 0.0087 <.0001 0.0444 0.0085 <.0001 0.0485 0.0079 <.0001
≥70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0.0458 0.0082 <.0001 -0.0320 0.0075 <.0001
Middle school -0.0119 0.0081 0.1429 -0.0039 0.0076 0.6062
High school -0.0058 0.0060 0.3307 -0.0047 0.0055 0.3933
≥College Referenc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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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Linear regression model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ed feeling and EQ-5D index according to factors (continued)

Characteristics
Unadjusted model Adjusted model 1 Adjusted model 2 Adjusted model 3

β S.E. p-value β S.E. p-value β S.E. p-value β S.E. p-value
Income quartile(Personal)

Low -0.0459 0.0080 <.0001 -0.0324 0.0070 <.0001
Lower middle -0.0350 0.0070 <.0001 -0.0293 0.0064 <.0001
Upper middle -0.0203 0.0061 0.0009 -0.0187 0.0056 0.0009
High Reference Reference

Occupation
Unemployed -0.0109 0.0055 0.0487 -0.0015 0.0052 0.7666
Employed 1 0.0167 0.0066 0.0117 0.0143 0.0062 0.0223
Employed 2 Reference Reference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Smoking

Non-smoker 0.0159 0.0123 0.1969
Ex-smoker 0.0138 0.0117 0.2402
Current smoker Reference

Stress
No 0.0243 0.0055 <.0001
Ye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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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Linear regression model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ed feeling and EQ-5D index according to factors (continued)

Characteristics
Unadjusted model Adjusted model 1 Adjusted model 2 Adjusted model 3
β S.E. p-value β S.E. p-value β S.E. p-value β S.E. p-value

Activities with restriction
No 0.1155 0.0090 <.0001
Yes Reference

Number of chronic disease
0 0.0610 0.0170 0.0004
1 0.0513 0.0171 0.0027
2 0.0383 0.0174 0.0280
3 0.0366 0.0192 0.0569
≥4 Reference

β: parameter estimate; S.E.: standard error.

Unemployed: house wife/ student etc.; Employed group 1: skilled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er/ technician, machine operator, and assembler/

manual worker; Employed group 2: professional, manager, and administrator/ office worker/ sales and servic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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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

암 경험자에서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 SRH)와 삶의 질 지수

(EQ-5D index) 관계에서 우울감(depressed feeling)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

검증하기 SAS MACRO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을

위해 하위그룹 매개분석과 우울감을 독립변수로, 독립변수인 SRH를 매개변수

로 바꾼 분석을 시행하였다. 하위그룹 매개분석은 성별에 따른 분석과 본 연

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우울감과 관련 있는 요인 중 분포 비율의 차이가 가

장 큰 평소 스트레스 인지 여부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에 따른 3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9). 분석 시 공변량으로 인구요인을 먼저 추가하고 사회경제요인, 건강관련요

인 변수를 단계별로 추가하였다. SRH와 EQ-5D index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

개효과가 있었고 직접효과(natural direct effect)와 간접효과(natural indirect

effect) 및 총 효과(total effect) 모두 95% 신뢰구간(CI)이 유의했다.

모형 1은 인구요인만 추가하여 SRH와 EQ-5D index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

개효과를 검정하였고, 우울감은 매개변수로서 SRH와 EQ-5D index 인과관계

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부분매개 역할의 비율은

proportion mediated값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총

효과가 매개변수를 통해 미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모형 1에서의

proportion mediated값은 0.09520으로 확인하였으며, SRH가 EQ-5D index에

미치는 효과(총 효과)에 대해 우울감으로 인한 효과(간접효과)가 약 9.52%임

을 의미한다.

모형 2는 인구요인과 사회경제요인을 공변량으로 추가하여 SRH와 EQ-5D

index 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직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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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간접효과 및 총 효과 모두 95% 신뢰구간(CI)이 유의하였고 우울감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하였다. Proportion mediated값은 0.08879로 SRH가 EQ-5D

index에 미치는 총 효과에 대해 우울감으로 인한 간접효과가 약 8.88%였다.

모형 3은 인구요인과 사회경제요인 및 건강관련요인을 공변량으로 추가하여

SRH와 EQ-5D index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모형 1, 2와

마찬가지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 효과 모두 95% 신뢰구간(CI)이 유의

하였고 우울감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Proportion mediated값은 0.06550으

로 SRH가 EQ-5D index에 미치는 총 효과에 대해 우울감으로 인한 간접효과

가 약 6.55%였다.

각 모형의 결과를 통해 공변량으로 요인을 추가하였을 때 간접효과, 직접효

과 및 총 효과의 차이와 proportion mediated값이 작아졌으나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으며 우울감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

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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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self-rated health on EQ-5D index

using counterfactual approach: mediator(depressed feeling)

N=2,719 (bootstrap=1,000)
Effect β S.E. 95% CI

Model 1
CDE -0.10094 0.00585 -0.11280 -0.08916
NDE -0.10094 0.00585 -0.11280 -0.08916
NIE -0.01062 0.00174 -0.01421 -0.00745
Total effect -0.11156 0.00593 -0.12354 -0.10017
Proportion mediated 0.09520

Model 2
CDE -0.09280 0.00572 -0.10418 -0.08155
NDE -0.09280 0.00572 -0.10418 -0.08155
NIE -0.00904 0.00157 -0.01218 -0.00619
Total effect -0.10184 0.00575 -0.11362 -0.09085
Proportion mediated 0.08879

Model 3
CDE -0.06007 0.00562 -0.07068 -0.04917
NDE -0.06007 0.00562 -0.07068 -0.04917
NIE -0.00421 0.00106 -0.00644 -0.00234
Total effect -0.06428 0.00562 -0.07474 -0.05336
Proportion mediated 0.06550

β: parameter estimate;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CDE: Controlled direct effect; NDE: Natural direct effect; NIE: Natural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 NDE(Natural direct effect) + NIE(Natural indirect effect)

Proportion mediated = NIE(Natural inderect effect)/ Total effect

Model 1:　Adjusted for demographic factors

Model 2:　Adjusted fo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Model 3:　Adjusted for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health relate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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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매개효과 비교를 위한 남녀 성별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9-1). 분석 모형은 모형 3과 마찬가지로 인구요인과 사회

경제요인 및 건강관련요인을 공변량으로 추가하여 SRH와 EQ-5D index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 효과 모두 95%

신뢰구간(CI)이 유의하였고 우울감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Proportion

mediated값을 통해 본 우울감으로 인한 효과는 남성에서는 약 9.17%, 여성에

서는 약 5.9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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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1.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self-rated health on EQ-5D index

according to sex using counterfactual approach: mediator(depressed feeling)

(bootstrap=1,000)

Effect β S.E. 95% CI

Model in men (N=998)

CDE -0.05904 0.01020 -0.07968 -0.04007

NDE -0.05904 0.01020 -0.07968 -0.04007

NIE -0.00596 0.00238 -0.01139 -0.00208

Total effect -0.06500 0.01032 -0.08520 -0.04560

Proportion mediated 0.09170

Model in women (N=1,721)

CDE -0.06005 0.00680 -0.07337 -0.04543

NDE -0.06005 0.00680 -0.07337 -0.04543

NIE -0.00378 0.00127 -0.00639 -0.00165

Total effect -0.06383 0.00677 -0.07712 -0.04941

Proportion mediated 0.05918

β: parameter estimate;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CDE: Controlled direct effect; NDE: Natural direct effect; NIE: Natural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 NDE(Natural direct effect) + NIE(Natural indirect effect)

Proportion mediated = NIE(Natural inderect effect)/ Total effect

Model: Adjusted for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health relate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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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역할의 효과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

변수와 매개변수의 선후관계를 바꾸어 분석을 시행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9-2). 분석 모형은 모형 3과 마찬가지로 인구요인과 사회경제요인 및

건강관련요인을 공변량으로 추가하였고, 우울감과 EQ-5D index 관계에서

SRH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 효과 모두 95%

신뢰구간(CI)이 유의하였고 SRH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Proportion

mediated값을 통해 본 SRH로 인한 매개효과는 20.72%, 남성에서는 18.95%,

여성에서는 22.06%였고, 선후관계를 바꾸지 않은 모형 3과 남녀 하위그룹 결

과보다 proportion mediated값이 컸다.



- 54 -

Table 9-2.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depressed feeling on EQ-5D index

using counterfactual approach: mediator(self-rated health)

(bootstrap=1,000)
Effect β S.E. 95% CI

Model (N=2,719)
CDE -0.04185 0.00789 -0.05789 -0.02738

NDE -0.04185 0.00789 -0.05789 -0.02738

NIE -0.01093 0.00203 -0.01501 -0.00705

Total effect -0.05278 0.00807 -0.06857 -0.03728

Proportion mediated 0.20715

Model in men (N=998)
CDE -0.06129 0.01696 -0.09427 -0.02878

NDE -0.06129 0.01696 -0.09427 -0.02878

NIE -0.01433 0.00400 -0.02257 -0.00721

Total effect -0.07563 0.01764 -0.11110 -0.04293

Proportion mediated 0.18954

Model in women (N=1,721)
CDE -0.03539 0.00883 -0.05376 -0.01837

NDE -0.03539 0.00883 -0.05376 -0.01837

NIE -0.01002 0.00238 -0.01470 -0.00512

Total effect -0.04541 0.00909 -0.06420 -0.02800

Proportion mediated 0.22061

β: parameter estimate;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CDE: Controlled direct effect; NDE: Natural direct effect; NIE: Natural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 NDE(Natural direct effect) + NIE(Natural indirect effect)

Proportion mediated = NIE(Natural inderect effect)/ Total effect

Model: Adjusted for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health relate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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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평소 스트레스 인지 여부에 따른 하위그룹 매개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Table 9-3). 평소 스트레스 인지 여부는 앞서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우울감 여부 결과에서 우울감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 중 분포 비율의 차

이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Table 4). 분석 모형은 모형 3과 마찬가지로 인구요

인과 사회경제요인 및 건강관련요인을 공변량으로 추가하여 평소 스트레스 인

지 여부에 따라 SRH와 EQ-5D index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평소 스트레스 인지하지 않는 군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 효과는 모두

95% 신뢰구간(CI)이 유의하였고 우울감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Proportion mediated값을 통해 본 우울감으로 인한 매개효과는 약 8.04%였다.

평소 스트레스 인지하는 군의 우울감 매개효과는 거의 없었고,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계적 유의함이 없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고, 연구대상자 중 우울감이 있

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평소 스트레스 인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plement Table 4-1). 통계적 유의함을 보인 특성은 흡연 여부였고 나

머지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흡연 여부에 따라 SRH와 EQ-5D

index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 하위그룹 분석을 하였다. 흡연 여부 변수 설정

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2개 군으로 나누었고, 흡연자는 과거흡연자와 현재흡연

자로 구성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plement Table 9-4). 모형 3과 마찬가

지로 인구, 사회경제 및 건강관련요인을 공변량으로 추가하여 흡연 여부에 따

라 SRH와 EQ-5D index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흡연자와 비흡

연자 군 모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 효과는 모두 95% 신뢰구간(CI)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우울감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Proportion

mediated값을 통해 본 우울감으로 인한 매개효과는 각각 9.22%, 5.94%였고,

남녀 하위그룹 결과와 비슷하여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흡연 상태를 추가

적으로 파악하였다(Supplement Table 4-2, Supplement Tabl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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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3.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self-rated health on EQ-5D index

according to stress status using counterfactual approach: mediator(depressed

feeling)

(bootstrap=1,000)

Effect β S.E. 95% CI

Stress ‘yes’ (N=2,146)

CDE -0.06037 0.01421 -0.09006 -0.03384

NDE -0.06037 0.01421 -0.09006 -0.03384

NIE -0.00173 0.00175 -0.00617 0.00020

Total effect -0.06210 0.01407 -0.09192 -0.03577

Proportion mediated 0.02791

Stress ‘No’ (N=573)

CDE -0.05932 0.00595 -0.07001 -0.04724

NDE -0.05932 0.00595 -0.07001 -0.04724

NIE -0.00519 0.00136 -0.00816 -0.00272

Total effect -0.06451 0.00602 -0.07548 -0.05252

Proportion mediated 0.08041
β: parameter estimate;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CDE: Controlled direct effect; NDE: Natural direct effect; NIE: Natural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 NDE(Natural direct effect) + NIE(Natural indirect effect)

Proportion mediated = NIE(Natural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Model: adjusted for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health relate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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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본 연구는 한국인 성인(만 19세 이상) 암 경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

조사 2007년(제 4기)부터 2018년도(제 7기)까지 12개년도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은 개인이 살고 있는 문

화와 가치 체계의 맥락에서 목표, 기대, 기준 및 관심사와 관련한 삶에서 자신

의 위치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WHO, 2020)되거나 소득 및 생산에 대한 정량

적(quantitative) 측정보다는 사회적 지표에 의해 측정된 인간 복지(welfare)나

웰빙(well-being)으로 정의(UN, 2016)되는데, 여러 분야에서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다소 상이하지만 개인에게 있어 삶의 질이란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

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자에게 있어 삶의 질 향상은 신체적,

비신체적 건강 증진을 통해 삶의 주관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며, 질병으로 인

해 신체적 또는 비신체적 건강 중 하나 또는 여러 측면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

면 모두 만족하는 개인에 비해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

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인 암 경험자는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받은 대상자인

데, 삶의 질 정의에 따라 신체적 측면에서 질병 진단을 받지 않은 개인에 비

해 삶의 질이 낮을 것이란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삶의 질이 신체적

측면에서만 좌우되지 않으므로 주관적인 만족을 가질 수 있는 비신체적 건강

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전체적인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란

예측 또한 해볼 수 있어 암 경험자의 비신체적 측면에서의 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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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들은 암 경험자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Wu et al., 2013) 또는 우울(Grotmol et al., 2017;

Mystakidou et al., 2005)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는 있었으나 이들과

삶의 질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그 수가 적었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와 삶의 질(만족)관계에서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연구는

분석 대상자가 암 경험자가 아닌 농촌지역 중노년층 주민(김윤영, 현혜순, 방

활란, 2020), 고령자(염동문, 정정숙, 2014; 차은진, 김경호, 2015), 또는 한국인

(유혜연, 2019)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 배경에서 설명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

의 질, 그리고 우울과 삶의 질,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의 관계를 토대로 암

경험자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우리나라 표본의 대표성을 가지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

하여 분석 대상자를 암 경험자로 선정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 관계

에서 우울이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한 점에 대해 연구

수행의 의의를 가진다. 매개효과 분석 시 인구요인, 사회경제요인, 건강관련

요인을 단계적으로 보정한 모형을 제시하여 각 모형별 매개효과의 크기를 비

교하고, 성별과 스트레스 여부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과 SRH와 우울감의 선후

관계를 뒤바꾼 분석을 통해 매개효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점에 대해 선행

연구들과 차이점을 가진다.

하위그룹 분석을 통해 남녀 성별에 따른 우울감 매개효과의 차이를 보면,

여성의 proportion mediated값이 0.05918로 남성 0.09170보다 암 경험자 전체

결과 0.06550과 비슷하였는데, 이는 암 경험자의 구성 비율 중 여성이 63.23%

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비율에 따른 것인지 혹은 남녀 간 다른 요인에 따른 것

인지 살펴볼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 분석에서 암 경험자

의 우울감, 스트레스 여부와 관련 있는 흡연 상태는 우울감의 매개효과 하위

그룹 분석 결과, 흡연자에서 proportion mediated값이 0.09218, 비흡연자에서



- 59 -

0.05940이었는데 남성과 여성 하위그룹 분석 결과와 각각 비슷하였다. 이는 성

별에 따른 흡연 상태 확인 시 흡연자의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많았으

므로 분포 비율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일 것으로 예상하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독립변수와 매

개변수의 선후관계를 바꾼 모형은 우울감과 삶의 질 관계에 있어 SRH의 매

개효과가 20.72%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울감이 있는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낮게 평가할 것이고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달리 우울감과 SRH의 선후관계를 바

꾸어 암 경험자가 SRH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삶의 질과의 관계에 있

어 우울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고, 인구/사회경제/건강관련요인

을 추가한 모형에서 6.55%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코

호트 연구와 같은 추가 연구를 통해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좀 더 살펴볼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암 경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서 언급한 삶의 질 정의에 따라 비신체

적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 분석 변수와 관

련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의 개별 분석

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SRH), 매개변수인 우울감

(depressed feeling), 종속변수인 삶의 질 지수(EQ-5D index)에 대해 암 경험

자에서 이들의 상태를 파악하였고, 각 변수와 관련 있는 요인을 찾기 위해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인구요인(성별, 연령), 사회경제요인(교육수준, 개인 소득 4

분위수, 직업), 건강관련요인(흡연, 스트레스, 활동제한, 만성질환 유병개수) 변

수를 선정하고 복합표본설계를 반영한 Rao-Scott chi-square 검정 과 복합표

본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 변수들 간(독립변수-매개변수, 독

립변수-종속변수, 매개변수-종속변수)의 관련성 및 유의한 요인을 찾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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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표본설계를 반영한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Survey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과 다중선형회귀분석(Surve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고,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

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 있는 요인은 흡연을 제외한 인구, 사

회경제, 건강관련요인에서 통계적 유의함을 보였다. Wu 등(2013)에서 교육수

준, 월 가구 수입, 스트레스, 정신적인 상태(spiritual status)가 주관적 건강상

태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스트레스, 정신적인 상태는 다른 요인들에 비

해 건강상태(healthy)와 비건강상태(unhealthy) 오즈비 값이 큰 것을 볼 수 있

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쁨(Poor)로 응답한 대상자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 중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

이 가장 큰 것과 비슷함을 볼 수 있었다. 우울감과 관련 있는 요인은 연령군

을 제외한 요인에서 통계적 유의함을 보였는데, 연령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

서 관련성이 보이지 않거나(강숙정, 2016; 김윤영, 현혜순, 방활란, 2020) 보이

기도 함(박라영, 전승엽, 이정아, 2018)을 확인하였다. 삶의 질 관련 요인으로

는 흡연을 제외한 요인에서 통계적 유의함을 보였다.

암 경험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 삶의 질 지

표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 국내외 자료를 참고하였다. 우

리나라 국정통계시스템인 e-나라지표 자료를 통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인에

서 삶의 질 분석 자료를 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가 낮고 연령이 높아

질수록 낮았는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인 암 경험자에서도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보였다. 국가별 비교는 Health at a Glance(2019)를 통

해 OECD 회원국, 후보 및 파트너 국가의 국민 건강상태 및 건강 추구 행동

측면에서 국가 간 어떻게 다른지를 볼 수 있으며, 4가지 건강 상태(Health

status) 지표인 기대수명, 사망률, 당뇨병 유병율(만성질환 이환율), 그리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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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건강상태(SRH)가 삶의 양과 질에 주요한 측면임을 알려주고 있다.

Health at a Glance(2019)에서 비교한 국가 중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사망률,

당뇨병 유병율(만성질환 이환율)이 OECD 국가 평균치에 가깝거나 보다 높았

지만,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쁨으로 평가한 성인 인구(15세이상)의 비율도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높았고, 이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

아 국가인 일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Health at a

Glance(2019)는 이러한 결과의 차이에 대해 국가별 사회문화적 차이점과 주관

적 자기 평가가 나이에 따라 낮게 평가되고 연령이 높을수록 만성질환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국가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가 낮음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그리고 국가별 주관적 건강상태 설문지의 차

이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설

문지 응답 항목이 “very good, good, fair, poor, very poor”로 대칭이지만, 일

부 국가에서는 “excellent, very good, good, fair, poor”로 그 응답 항목이 긍

정적인 측면으로 치우쳐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렇게 삶의 질에 지표 중 하나

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객관적인 건강상태(기대수면, 사망률, 유병율)와 달리

인구, 사회경제, 건강관련요인 뿐만 아니라 인종 또는 국가 간의 관련 요인들

로 다양한 집단에서 복합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볼 수 있고, 본 연구 결과에

서도 여러 요인들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암 경험자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에서도 이러한 복합적 요소들의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상태는 사망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Desalvo et al., 2006;

Idler and　Benyamini　1997; Mossey JM, 1982)이자 유효한 건강 상태 지표

임(Khan and Raeside, 2014; Miilunpalo et al.,1997; Wu et al., 2013)을 보여

주고, 진행성 암의 생존 예측 인자로서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Shadbolt,

Barresi and Craft, 2002)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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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지표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선행논문 Wu 등(2013)의 연구 배

경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객관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할 수 있음에도 여전

히 논의 여지(debatable)가 있기에 연구를 통한 결과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

한, 최요한(2016)은 주관적 건강인식을 주관적 건강상태(SRH)와 응답자가 이

전 조사 시기와 비교하여 현재 건강상태가 어떤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한 자료

를 수집하는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elf-assessed change in health, SACH)를

포괄하는 용어로 보고,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 분석 대상자의 두 시점에 대

한 종단 연구를 통해 검증을 하였다. 최요한(2016)의 연구 결과에서는 SRH와

SACH 모두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은 모델에서 건강문제 발생을 유의하게 예

측하였고, 연령대 구분시 SACH의 예측력은 높게 유지된 SRH 예측력은 감소

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향후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관련한

연구 수행 시 SRH 또는 SACH 중 어떤 자료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가지며 그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단면연구로서 독립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SRH)와 삶의 질의 관련성

을 보기 위한 종속변수로 삶의 질 지수(EQ-5D index)를 두고 매개변수인 우

울감(depressed feeling)의 효과를 보는데 인과관계를 도출하기에 한계를 가진

다. 매개변수 특성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인 과정에

서 중간에 있는 변수이므로 본 연구와 같은 단면연구에서는 시간적인 선후관

계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종단 연

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는 암 경험자이며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받은

대상자이다. 암의 경우, 암종, 전이 여부 또는 병기, 치료법(수술요법, 화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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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방사선요법, 호르몬요법 등) 등이 암 경험자에게 있어 분석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는 암에 대한 상세 자료가 없

어 본 연구의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암 경험자 또는 암 환자와 관련한 여

러 연구에서 분석 대상자를 특정 암 환자 또는 특정 암 치료법을 받고 있는

환자를 선정하여 연구가 다수인데, 이러한 암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사료된다.

이은현 등(2002)의 암 환자 삶의 질에 대한 국내 논문 다수를 분석한 연구 결

과를 통해 삶의 질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에는 의학적인 요인(수술유

형, 치료의 부작용, 질병 단계, 치료에 대한 반응, 치료 수 등)이 포함되어 있

음을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암 특성을 반영한 연구 또는 특정 암 경

험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주요 분석 변수인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매개변수를

각각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질, 그리고 우울감으로 선정하여 대상자의 주관적

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들은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환경적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편향(bias)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덧붙여 이

들 주요 분석 변수는 측정하는 도구가 다양하며, 특히, 암환자의 삶의 질 평가

도구 또한 다양하므로 이러한 여러 측정 방법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EQ-5D index의 연속형 변수이며 독립변수인

SRH와 매개변수인 우울감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잔차 분석을 시행한 결과, 오차항

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만족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암 경험자의 EQ-5D index 분포가 오른쪽에 치우쳐

분포하는(negatively skewed)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분위수 회귀

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평균이 아닌 특정 분위값을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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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상치(outlier)의 영향을 줄여 분석(Koenker and Bassett, 1978)하고 선형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 분석(이경은, 조은희, 2016; 방소연, 2020)하기도 한다.

또한 EQ-5D index이 최대값 1에서 상한 중도절단(censored)되는 것을 보완하

고자 토빗회귀분석(Tobit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여 선형회귀분석 결과

와 비교(최충현, 2010)하기도 한다. 따라서 EQ-5D index를 결과변수로 사용할

경우 자료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통계 분석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 65 -

Ⅵ. 결 론

본 연구는 암 경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를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인 성인(만 19세 이상) 암 경험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연구 대상자 총 2,719명의 평균 연령은 59.09세였다. 연령, 소득 4

분위수(개인)는 군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각 특성별로 보면 여성,

초졸 이하 혹은 고졸, 무직, 비흡연자, 스트레스 있음, 활동제한 없음, 만성질

환 유병 0-1개 군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주요 분석변수 분포를 보면, 주관적

건강평가 좋음군, 우울감 없는 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삶의 질 지수 평

균은 0.9148이었다.

단변수 분석을 통한 주요 분석변수 결과를 보면, 전체 연구 대상자 2,719명

중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쁨으로 평가한 대상자는 1,012(35.02%)였고, 전체 평

균 연령보다 높은 61.22세였으며, 흡연상태를 제외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

득 4분위수(개인), 직업, 스트레스 여부, 활동제한 여부, 만성질환 유병개수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울감이 있는 대상자는 478

명(16.41%)으로, 전체 평균 연령과 비슷한 59.58세였으며, 연령을 제외한 나머

지 특성에서 우울감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삶의 질 지수는 흡연상태를 제

외한 나머지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 분석 대상자의 삶의 질 지

수 평균보다 낮은 군을 보면 인구요인에서는 여성과 연령 60세 이상, 사회경

제요인에서는 초졸이하, 소득 4분위수(개인) 중하 및 하, 무직, 건강관련요인에

서는 평소 스트레스와 활동제한이 있으며 만성질환이 1개 이상이었다.

다변수 분석은 인구요인, 사회경제요인, 건강관련요인을 모두 보정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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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군 대비 나쁨군의 우울감 발생 오즈비 2.18(95% CI:

1.63, 2.92)였고, 좋음군에 비해 삶의 질 지수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우울감의 경우, 우울감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 삶의 질 지수가 낮았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

과가 부분적으로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남녀 성별 및 스트레스 여부

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에서도 우울감의 매개효과가 부분적으로 있었고, 스트

레스가 있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속적인 암 발생과 암 경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암 경험자의 삶의 질

에 대한 관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 3차 국가암

관리종합계획(‘16-’20)과 2017년 암 통제를 위한 WHO 결의안은 삶의 질 향상

의 목표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삶의 질 향

상은 신체적, 비신체적 건강 증진을 통해 삶의 주관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라

는 삶의 질의 기본적인 정의로부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주관적 건강상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우울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부분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암 경험자의 주관적 인식이 반영되는 요소들

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중 보건 접근 및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 결과가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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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able 4-1. Stress statu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with depressed feeling

N=478

Characteristics
Yes No

p-valueN=445 N=33
N(weighted %) N(weighted %)

Demographic factors
Sex

Male 117 (24.59) 10 (28.67) 0.6452
Female 328 (75.41) 23 (71.33)

Age(year)
Mean±S.E. 59.36±0.81 63.05±2.70
19~49 72 (19.80) 3 (16.08) 0.3910
50~59 104 (28.06) 7 (29.04)
60~69 142 (27.26) 7 (15.86)
≥70 127 (24.87) 16 (39.02)

Socioeconomic factors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216 (45.89) 18 (42.91) 0.7315
Middle school 59 (12.88) 6 (20.63)
High school 103 (24.89) 4 (19.04)
≥College 67 (16.35) 5 (17.41)

Income quartile(Personal)
Low 123 (28.80) 15 (39.87) 0.0653
Lower middle 123 (27.63) 3 (9.02)
Upper middle 103 (22.45) 10 (38.22)
High 96 (21.12) 5 (12.88)

Occupation
No occupation 304 (68.39) 28 (73.77) 0.3775
Employed group 1 75 (15.09) 4 (21.15)
Employed group 2 66 (16.52) 1 (5.08)

Health related factors
Smoking

Non-smoker 316 (72.66) 22 (67.37) 0.0259
Ex-smoker 88 (18.06) 10 (31.93)
Current smoker 41 (9.29) 1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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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able 4-1. Stress statu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with depressed feeling (continued)

N=478

Characteristics
Yes No

p-valueN=445 N=33
N(weighted %) N(weighted %)

Activities with restriction
No 262 (59.56) 23 (75.52) 0.0740
Yes 183 (40.44) 10 (24.48)

Number of chronic disease
0 159 (38.75) 7 (30.02) 0.5704
1 119 (26.17) 12 (29.92)
2 87 (18.34) 10 (29.42)
3 49 (10.63) 3 (7.12)
≥4 31 (6.10) 1 (3.53)

Good self-rated health: very good/ good/ neither good or bad; Poor self-rated health:

poor/ very poor.

No occupation: no job/student/house wife; Employed group 1: Skilled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er/ Technician, machine operator, and assembler/ Manual worker; Employed

group 2: Professional, manager, and administrator/ Office worker/ Sales and servic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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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able 9-4.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self-rated health on

EQ-5D index by smoking status using counterfactual approach: mediator(depressed

feeling)

(bootstrap=1,000)

Effect β S.E. 95% CI

Smoker (N=975)

CDE -0.05600 0.01022 -0.07663 -0.03703

NDE -0.05600 0.01022 -0.07663 -0.03703

NIE -0.00569 0.00236 -0.01134 -0.00189

Total effect -0.06169 0.01034 -0.08268 -0.04190

Proportion mediated 0.09218

Non-smoker (N=1,744)

CDE -0.06176 0.00638 -0.07494 -0.05021

NDE -0.06176 0.00638 -0.07494 -0.05021

NIE -0.00390 0.00121 -0.00639 -0.00173

Total effect -0.06566 0.00636 -0.07867 -0.05401

Proportion mediated 0.05940
Smoker: ex-smoker and current smoker

β: parameter estimate;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CDE: Controlled direct effect; NDE: Natural direct effect; NIE: Natural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 NDE(Natural direct effect) + NIE(Natural indirect effect)

Proportion mediated = NIE(Natural inderect effect)/ Total effect

Model: Adjusted for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health relate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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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able 4-2. Distribution of smokers according to sex in study

participants

Supplement Table 4-3. Distribution of smokers according to sex in stressed and

feeling depressed group

N=445

Characteristics
Non-smokers Smokers

p-valueN=316 N=129
N(weighted %) N(weighted %)

Men 25 (8.56) 92 (67.19)
<.0001

Women 291 (91.44) 37 (32.81)
Smoker: ex-smoker and current smoker

N=2,719

Characteristics
Non-smokers Smokers

p-valueN=1,744 N=975
N(weighted %) N(weighted %)

Men 161 (10.51) 837 (86.12)
<.0001

Women 1,583 (89.49) 138 (13.88)
Smoker: ex-smoker and current sm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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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able 10. SAS code for dataset of weighted value: The fourth through

seventh(2007-2018)

data HN07_18_wt;

set HN07_18_t; /*2007 to 2018 dataset*/

if year=2007 then wt_pool=wt_itv*0.5/11.5;
if year=2008 then wt_pool=wt_itv*1/11.5;
if year=2009 then wt_pool=wt_itv*1/11.5;
if year=2010 then wt_pool=wt_itvex*1/11.5;
if year=2011 then wt_pool=wt_itvex*1/11.5;
if year=2012 then wt_pool=wt_itvex*1/11.5;
if year=2013 then wt_pool=wt_itvex*1/11.5;
if year=2014 then wt_pool=wt_itvex*1/11.5;
if year=2015 then wt_pool=wt_itvex*1/11.5;
if year=2016 then wt_pool=wt_itvex*1/11.5;
if year=2017 then wt_pool=wt_itvex*1/11.5;
if year=2018 then wt_pool=wt_itvex*1/11.5;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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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ating effect of depressed feeling

on self-rated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cancer survivors

: the fourth through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7-2018)

Hye Lim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D)

Background and purpose 

  Cancer survival rates are gradually increasing. Based on 2017, the 

5-year relative survival of all cancers in Korea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n both men and women. As cancer survival rate increases, 

interest in the quality of life of cancer survivors is also increasing, 

and there are related studies. In particular, there are studies on 

self-rated health,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which reflect 

subjective perceptions of cancer survivors, but studies for indirect 

effects of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on quality of life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ed feeling on self-rated health and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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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ife of cancer survivors in Korea to find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cancer survivors by using 12 years of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Subjects and methods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study that analyzes data 

retrospectively. There were 2,789 cancer survivors aged 19 years or 

older. Among them, 2,719 cancer survivors were finally analysed by 

excluding missing values of major variables. Subjects with depressed 

feeling were defined those who with diagnosed depression, current 

depression, or depressed mood for more than two weeks. Self-rated 

health(SRH) and EQ-5D index were used the response data from the 

survey.

  Using the SAS version 9.4 program,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which reflect the survey characteristics 

were performed to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SRH, depressed 

feeling, and EQ-5D index.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ed feeling on 

SRH and EQ-5D index was analysed using bootstrapping. To compare the 

mediating effect, subgroup analyses according to sex and stress status, 

and an analysis in which exposure and mediator were reversed were 

performed. 

Results 

  In the adjusted model with all factors, the natural direct 

effect(NDE) was –0.06007[95% confidence interval(CI): -0.0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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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917] and the natural indirect effect(NIE) was –0.00421 (95% CI: 

-0.00644, -0.00234). The proportion mediated was 0.06550. This means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ed feeling on SRH and EQ-5D index 

was about 6.55%.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ed feeling in the 

subgroup was 9.17% for men and 5.92% for women, and 8.04% for the 

stress‘No’group. The NDE of the stress‘Yes’group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mediating effect of SRH on depressed 

feeling and EQ-5D index was about 20.72%.

Conclusion

  Depressed feeling partially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RH and EQ-5D index of cancer survivors. This 

means that SRH of cancer survivors can affect depressed feeling and 

depressed feeling can affect EQ-5D index.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ed feeling was smaller than the mediating effect of SRH on 

depressed feeling and EQ-5D index,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sidering that this is a cross-sectional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the base data for further studies to be 

conduct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cancer 

survivors.

2)

Keywords : cancer survivors, self-rated heath, quality of Life, 

depressed, mediation analysi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