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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축한 표본코호트DB를 근거 자료로 

하여 자궁경부암 진단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 여부를 추적 조사하여 우리나라 자

궁경부암 여부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 위험간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자궁경부암 환자에 대한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에 등록된 대상자 중 2004년에서 2012년 사이

에 자궁경부암 진단 여부를 노출 변수로 하여 자궁경부암 진단군과 미진단군으

로 대상자를 구분하였고, 1년 이내 정신질환 발병 위험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이후 정신질환 발생 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2013

년에 자궁경부암을 새롭게 주상병 코드로 청구한 사람은 진단군에서 제외하였

다. 자궁경부암 미진단군과의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비교하기 위해, 진단일자

(Index date) 이전에 censoring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전체 코호트 기간 중 자

궁경부암을 미진단군 가운데 20세 이상 여성들을 진단군 개인의 후보군으로 연

령, 진단일자(Index date), 찰슨 동반상병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를 사용하여 1대 3의 비율로 직접 매칭(exact matching)하였다. 정신질환

은 자궁경부암 진단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의 주상병 및 부상병 청구코드를 통

하여 확인하였다. 자궁경부암 진단군과 미진단군의 진단일자(Index date) 이후 

1년 동안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률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들을 영

향 요인 보정하여 콕스비례위험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1년 동안의 정신질환 누적 

발생률(Cumulative incidence plot)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향 요인으로 보정

한 독립변수에 대한 하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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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진단에 따른 1년 이내 정신질환 누적발병률을 비교한 결과, 미

진단군 대비 진단군의 1년 이내 정신질환 발생의 누적발병률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p=0.0014). 자궁경부암 진단 및 정신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는 위

험요인인 독립변수들을 보정하여 콕스비례위험회귀모형으로 진단군과 미진단군

의 1년 이내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자궁경부암 진단군에 

있어 진단 이후 1년 이내 정신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Hazard 

Ratio(HR), 1.37; 95% Confidence Interval(CI), 1.13-1.65; p=0.0013].

자궁경부암 발생 위치와 치료 수준에 따라 분류한 자궁경부암 중증도

(severity)에 있어서는 중증도에 상관없이 모두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높았고, 

그 중 전이(metastasis)되거나(HR, 1.43; 95% CI, 1.08-1.90; p=0.0127) 중증

도 미상(Unknown)인 경우(HR, 1.47; 95% CI, 1.00-2.16; p=0.0474), 정신질

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1년 이내에 발생한 정신질환 중에서도 정신질

환 분류 가운데 기분 장애(HR, 1.46; 95% CI, 1.02-2.10, p=0.0374), 수면 장

애(HR, 2.39; 95% CI, 1.68-3.40, p<.0001), 기타 정신질환(HR, 2.34; 95% CI, 

1.15-4.76; p=0.0185)의 경우 미진단군 대비 자궁경부암 진단 이후 1년 이내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 

결론적으로 자궁경부암 환자에 있어 정신질환의 발생 위험은 암 진단 1년 

내에 가장 높았다. 자궁경부암 환자의 정신질환 치료에 있어 보다 포괄적이고 

완화적인 치료적 접근을 이루어진다면 자궁경부암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발

생할 수 있는 사회적 의료비용의 감소에 대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핵심단어: 자궁경부암, 정신질환, 매칭 코호트,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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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암은 모든 질환 중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로 인해 환자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암 환자들은 불안, 우울, 삶의 질 저하 

등 여러 가지 정신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Derogatis et al., 

1983; Glass, 1983; Andersen, Kiecolt-Glaser, Glaser, 1994; Courtens et 

al., 1996). 

최근 암의 조기발견 노력과 치료 기술의 발달로 암은 ‘불치병’이 아니라 ‘난

치병’, ‘만성병’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진료와 치료 중

심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암 치료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와 함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연장된 수명으로 

인해 암의 치료 과정과 치료 후의 적응 양상과 대처 방식은 심리적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삶의 질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Ayres et al., 1994;  McCaul et al., 1999; Watson et al., 1999; 

Nakahara et al., 2002; Costanzo et al., 2006).

자궁경부암은 여성암 발생률 중 유방암 다음으로 높은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암이다. 치료법의 발전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암이나, 여성생식

기관에서 발생하는 암은 치료 이후에 신체적인 영향 뿐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 

사회적 등의 삶의 질과 결부된 다양한 측면과 더욱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특

히 여성성에 대한 상실감은 보다 높은 빈도로 우울, 불안, 등의 정신질환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방암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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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빈도로 인하여 자궁경부암 환자의 정신질환 발생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환자의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파악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신뢰성 높은 표본코호

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자궁경부암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 차이를 분석

하고 나아가 정신질환 종류 및 자궁경부암 중등도별로 정신질환 발생 차이를 확

인함으로써 향후 자궁경부암 환자, 나아가 여성암 환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관심, 포괄적 치료에 대한 중요성에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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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축한 표본코호트DB를 근거 자료로 

하여 건강검진 결과상 자궁경부암 진단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 여부를 추적 조사

하여 우리나라 자궁경부암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 위험간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자궁경부암 환자에 대한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대책 수립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연구대상자에서 자궁경부암 진단 여부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 위

험 차이를 분석하고 독립변수별로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카플란-마이어 생존곡선(Kaplan Meier method survival curves) 

분석을 통해 정신질환 누적발병률(Cumulative incidence)을 확인하고, 독립변

수들을 보정하여 콕스비례위험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자궁경부암 진단군 및 미진단군에 있어 정신질

환 발병 위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자궁경부암 중등도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위험의 차이를 살펴본다.

넷째, 자궁경부암 진단 여부에 따라 정신질환 분류에 따른 발생 위험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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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정신질환이 가지는 의미와 국내 발생현황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건강이란 정의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병약하지 않

은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에 비해 정책적 관심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

다. 이는 정신질환이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최근 사망으로 인한 부담뿐만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장

애까지 고려한 세계질병 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에서 정신

질환으로 인한 부담이 전체 질병 부담의 9.7%를 차지함으로써 감염성질환

(17.2%)에 이어 호흡기 질환(10.7%), 심혈관질환(10.5%)과 비슷한 비중의 부담

을 보인다는 발표가 있었다(박재현 등, 2006). 

특히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큰 질병부담을 차지하는 주요 우울증은 2000년

에는 심혈관질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질병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Lopez and Murray, 1998). 이처럼 정신질환의 치명률은 크지 않은 것처럼 보

일 수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성을 가지는 질환으로 볼 수 있다

(Murray and Lopez, 1997). 실제로 정신질환을 가지는 환자는 육체적, 사회적

으로 많은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환자는 물론 그 가족도 삶의 질

이 떨어지게 되며 사회적으로 낙오될 고통에 있다고 여겨진다(World Health 

Organization, 1999). 

하지만 정신질환은 사회적 편견이 심해서 유병률은 매우 높은 질환 군임에

도 치료 거부율이 높은 편이다. 다른 신체질환은 효과적인 치료법의 개발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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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사회적인 질병 부담이 매우 빠르게 줄어든 것과는 달리 치료법 개발이 더딘 

한편 개발된 치료법도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여 사회적인 질병부담의 개선이 

매우 더딘 질병 군이라고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6).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급속한 산업화, 세계화를 통한 가시적 성과들인 경제

적 물질적 발전을 이룩했으나,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나 연대의식 상실, 경쟁구

도 강화 등의 예기치 못했던 무형의 변화 또한 겪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경기 

침체와 회복의 부침 속에 양극화, 실업률의 증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터넷·스

마트기기의 확대보급, 독신 가구의 증가 등 생활 양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과 관련 문제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선, 우리보다 앞서 근대화, 산업화를 일궈낸 다른 OECD 국가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다른 국가 평균의 2

배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OECD, 2014).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이 26.5명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2011년 31.7명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양상이지만, 여

전히 5대 사망원인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보

건복지부, 2016). 

우리나라의 경우, 섭식장애와 신체형장애를 제외하고 약물사용장애가 포함

된 17개 정신질환에 대한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17개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

(평생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에 한 번 이상 이환 된 적이 있는 비율)은 

25.4%였다. 18세 이상 우리 국민의 25.4%는 평생 중 한 번 이상은 17가지 정

신질환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하였다는 의미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

다(보건복지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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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환자의 정신질환의 발생과 관리 중요성의 확대

암환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두렵고 슬프며 괴로운 경험이다. 특

히 암의 진단, 전이·재발, 그리고 완치목적의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암

환자의 괴로움은 배가 된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일상적인 삶에 지장을 받고 막

대한 치료비와 불확실한 미래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암환자들은 근심한다. 

또한 환자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회의와 신앙에 대한 의문에 빠지는 

등 영적인 측면에서 위기를 맞아 괴로워한다. 장기 생존자인 경우에도 정서적 

고통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종흔, 2019).

암환자가 겪는 당혹감, 슬픔, 두려움과 같은 감정 반응에서 부터 우울, 불

안, 공황, 사회적 고립, 실존적 위기와 같이 심리·사회적인 기능 손상을 야기하

는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서적인 문제를 디스트레스(distress)라고 

한다. 이는 미국 종합 암 센터들의 네트워크인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에서 발행한 지침에 따르면 암 환자의 심리적 고통을 

디스트레스(Distress)라는 말로 통칭하기로 한 것에 기인한다. 여러 연구들에 의

하면 암 환자의 정서적 디스트레스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암투병과정과 

질병 예후에 직,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며, 정신과적 장애로 발전할 위

험이 높아지고, 환자의 인지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증상이 악화되어 삶의 질

을 저하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2005). 

우리나라의 암환자들은 개인 내적(신체 증상, 자아정체감 위기, 심리적 문

제), 가족 및 대인관계, 의료 체계(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정보부족) 및 사회적 영

역(직업 상실, 사회적 편견 등)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여러 가지 

디스트레스를 겪는다. 암환자 중 20~40%에서는 심각한 디스트레스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Zabora et al., 2001;  Carlson et al., 2004;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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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2008).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디스트레스는 암 투병과정 뿐 아니라 질병

의 예후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며, 환자의 삶의 질을 저

하시킨다(조성진, 2007; 함봉진 등, 2007). 이처럼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와 정신

과적 문제를 조기에 선별하여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효율적인 암 관리에도 필수

적이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암 환자의 심리사회적 차원의 관

리를 포함하는 통합적 암 치료를 도모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암 생존율은 암의 조기 발견과 암 치료의 발전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우리나라 암 경험자의 5년 상대생존

율은 70.3%로, 3명 중 2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립암

센터, 2014). 암 치료가 종료된 암 경험자들은 치료에 따른 후기 부작용, 다양

한 만성 질환 등의 위험이 높고,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정신적 문제도 흔히 가

지고 있어, 암 경험자들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중등도, 생존

율, 사망률 등의 임상변수뿐만 아니라 삶의 질 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도 증가

했다(한상숙 등, 2009). 

즉, 생명연장에 중점을 두었던 이전 의학가치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와 삶의 

질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아졌고 이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였다

(Mohile, 2016). 이상의 설명들을 통하여 암 경험자들의 정신적 질환 경험 차이

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연구의 목적인 자궁경부암 여부

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 차이 간의 관련성 규명을 통하여 암환자의 정신 건강상

태의 위험성을 재조명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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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환자의 정신질환 및 삶의 질에 대한 선행 연구들

암이 환자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영향과 관리의 필요성은 암의 ‘인간적 측

면(Human side of cancer)’, 즉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차원’에 대한 관

심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측면에 대한 연구와 임상적 노력에서 정신종양학

(Psycho-oncology)이라는 신생학문이 종양학의 한 분과(subspeciality)로 발전

하게 되었다(Holland, 1998). 이처럼 암의 전 과정에서 정신사회적 측면의 중요

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암의 예방과 발견, 진행, 생존율에 사회적, 행동적, 심리

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암의 예방과 진행 및 암 환자의 삶의 질에는 정신사회적 요소가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암의 전 단계에 걸쳐서 환자들의 정서적 고통과 비적

응적 대처 방식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치료의 순응도를 높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며, 암 환자의 정서적 고통이나 삶의 질, 그

리고 적응장애, 섬망, 우울증, 불안장애 등 흔히 발생하는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와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수

준의 디스트레스를 겪는 암 환자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강지인, 남궁기, 

2017).

그러나 정신종양학적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아

직 많다. 암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신적 문제들은 중증환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도 본인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따라서 비용 측면에서 정

신건강의학과 진료의 문턱은 낮은 편이지만 아직도 환자들이 암 의료진에게 정

신적 문제를 꺼내서 상담하기를 힘들어 하는 현실이다. 암이라는 질병만 해도 

아직 사회적 낙인이 남아 있어서 겉으로 드러내기를 꺼리는데, 자신에게 정신건

강의학과의 진단명까지 덧붙는 것은 싫다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이런 이중 낙인의 문제는 최근 많이 희석되고 있으나 아직도 적절한 의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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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는 장벽이다. 현실적으로 짧은 진찰시간 동안 환자의 신체증상에만 집중

하다 보면 환자의 디스트레스를 간과하기 쉽다.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를 방치할 

경우, 투병 과정과 질병 예후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치료되

지 않은 우울증은 그 자체로 암 사망률을 높인다. 또한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저하되어 간접적으로 암 사망률이 올라간다. 디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은 환자

들은 입원기간이 길어지고 응급실을 자주 방문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의료비용이 높아진다(김종흔, 2018). 

또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연구한 다른 논문들을 보면 암환자들은 삶의 질

이 일반 인구에 비해 떨어질 뿐 아니라 다른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과 비교 

시에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Kim et al., 2002; Downey 

and Engelberg, 2010; Annunziata, 2018). 암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

들이 한국 및 여러 국가에서 다수 진행되었다. 기존 암 경험자와 삶의 질에 대

한 연구는 주로 암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삶의 질은 측정하는 것이 많았으

나 또 다른 논문에서는 암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65세 이상의 암경험자의 삶

의 질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우울이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강인옥, 윤영호, 2014). 같은 연구에서 65세 미만의 청장년층 암 경험자의 삶

의 질은 상대적으로 인지적 기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국가암관리사업이 정량적인 측면을 중점으로 30여 년간 진행되

었다면 이제부터는 정신사회적 측면도 고려한 질적인 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최원정 등, 2014). 이 연구 결과에 따르

면 암 환자가 진단 후 초기에 정신질환의 발생률이 높고, 인구학적 요인 및 사

회·경제적인 요인을 보정하였을 때 일반 환자에 비해 정신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있다. 

하지만 암종별로 치료법이 다양하고 이후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체증상도 

다르다. 이를 위해서는 암종에 따라 환자들의 정신질환 유병 형태와 양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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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자궁경부암의 발생현황 및 치료

자궁경부암이란 자궁경부에 생기는 암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여성에게 발

생하는 암 중 가장 흔한 암이었으나 최근 자궁경부암 검사에 의한 조기 발견으

로 점차 그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6년 발생자수는 3,566명이다. 현재는 6번째(전체 여성암 중 4.5% 차지)로 

흔한 암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성암 중에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보건복지

부, 2016).

자궁경부암의 치료법은 병기와 암종의 크기 그리고 조직 유형에 따라 달라

진다. 자궁경부암의 치료는 병기와 암종의 크기에 따라 크게 3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진행되지 않고 크지 않은 자궁경부암(병기 1A, 1B1, 지름 4cm을 

넘지 않는 2A)의 치료, 둘째, 진행되지 않았으나 지름 4cm을 넘는 자궁경부암

(병기 1B2, 2A)의 치료, 셋째, 진행된 자궁경부암(병기 2B 이상)의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진행되지 않고 크지 않은 자궁경부암의 1차 치료는 크게 수술과 동시항암화

학방사선요법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방법은 치료 후 생존율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치료 방법의 결정은 각각의 치료에 따른 합병증, 치료 후 삶의 질, 치료 

후 임신 계획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진행되지 않았으나 지름 4cm을 넘는 

자궁경부암의 경우 수술만 시행할 경우 국소 재발률이 높아 재발률이 30%에 달

한다. 또한 진행되지 않고 크지 않은 자궁경부암에 비해 어떤 환자 군에서 수술 

후 보조 요법이 불필요한지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진행되지 않았으나 

지름 4cm을 넘는 자궁경부암의 적절한 치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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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고 있는 1차 치료방법인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 선행화학요법 후 근치적 

수술 그리고 근치적 수술 중 어떤 것이 우월한 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

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병기 2B 이상의 진행된 자궁경부암의 치료는 대부분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이다(강순범, 2007).

그러나 이러한 치료들로 인해 환자들은 지속적인 피곤함과 기운없음, 우울

과 불안, 성기능 저하 등을 호소하고 가사일 및 직장생활, 여가생활 시 힘들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등 기능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경우 완치율이 매우 높아 장기생존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부

작용의 평가 및 심리사회적 기능 상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자

궁경부암 환자에서 치료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는 연구들이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 암 치료 자체 및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치료 

중 및 치료 후에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예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전미선 등, 2005).

이 연구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신뢰성 높

은 표본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자궁경부암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 위험 차이를 

분석하였다. 해당 분석을 통해 자궁경부암 환자의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밝

히고, 나아가 향후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정신과적 질환을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통해 시의 적절한 포괄적이고 완화적인 치료요법이 이뤄

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기초 자료로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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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에서 2014년 발행된 표본코호트DB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2002년 

기준 전체 한국 전체 인구를 대표하기 위하여 인구의 2.2%를 체계적 층화 표본 

추출 후 각 계층 내에서 비례 할당을 사용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들의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자료와 진료명세서, 진료·상병·처방 내역 등의 

병·의원 및 약국 이용관련 청구 자료를 청구일을 기준으로 구축된 자료이다. 

2. 연구모형

자궁경부암 여부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진단하기 위해 자궁경부암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0)에 기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제7차 개정판의 질병명 중에서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C53)의 진단 

코드를 통하여 정의하였다. 자궁경부암을 최초 진단받은 사람들을 대상자로 정

의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3년을 wash-out 기간으로 두고 2004년부터 

2012년 동안 새로이 C53코드를 주상병 코드로 청구하고, 진단 시점으로 6개월 

이내에 자궁경부암 치료로 수반되는 수술,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20세 이상의 여성을 자궁경부암 진단군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암

의 요약병기(SEER summary staging)를 참고하여 자궁경부암 세부진단코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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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행위코드를 기반으로 자궁경부암의 중증도(severity)를 4단계로 조작적 정

의를 통해 분류하였다. 

자궁경부암 진단 이후 1년 이내 정신질환 발생 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2013년에 자궁경부암을 새롭게 주상병 코드로 청구한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

하였다. 자궁경부암 미진단군과의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비교하기 위해, 자궁경

부암 진단일자(Index date) 이전에 censoring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전체 코호

트 기간 중 자궁경부암을 미진단군 가운데 20세 이상 여성들을 연령을 매칭 변

수로 활용하여 진단군의 개인의 후보군으로 1대 500의 비율로 1차 직접 매칭

(exact matching)하였다. 매칭된 진단군의 진단일자(Index date)를 미진단군 

후보군의 진단일자(Index date)로 가정하여 진단일자(Index date), 찰슨 동반상

병지수(CCI)를 사용하여 1대 3의 비율로 2차 직접 매칭(exact matching)하였

다. 진단군 및 미진단군에 있어 다른 암 진단 가능성에 있어 별도의 변수 설정

을 통해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일반 인구 집단의 특성을 대표하기 위해 CCI 점

수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신질환은 자궁경부암 진단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의 주상병 및 부상병 청

구코드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자궁경부암 진단군과 미진단군의 진단일자(Index 

date) 이후 1년 동안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률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하여 카플란 

마이어 생존곡선 분석을 통해 정신질환 누적발병률을 비교하고, 변수에 따라 하

위 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설계의 모식도는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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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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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3.1. 종속 변수

종속변수는 정신질환 발생 여부이며, WHO에서 1990년 공표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인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0th revision)에 기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제7차 개정판의 분류에 따른 모든 정신

질환 (F00-F99, G47) 코드 중 치매로 인한 정신질환(F00-F03)을 제외한 코드 

중 한 가지 이상을 진단일자(Index date) 이후 1년 이내에 주상병 및 부상병으

로 청구한 경우에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정신질

환 코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Table 1>과 같이 분류하였다(최원정 등, 

2014). 진단일자(Index date) 이후 1년 이내에 진단군이 사망으로 censoring된 

경우, 진단군의 사망일자를 매칭된 미진단군의 관찰 종결시점으로 두어 정신질

환 발병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의 사망시기는 연(year), 월(month)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일(day)은 중간값

인 15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Figure 2>는 전체 관찰기간동안 정신질환이 

발병한 자궁경부암 진단군과 미진단군에서 정신질환 발생시기별 빈도에 대한 분

포이다. 자궁경부암 진단 후 1차 연도 안에 가장 높은 빈도수로 정신질환이 발

생하였기에 이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인 정신질환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

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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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tegorization on mental disorders in the study
Category ICD-10

Organic mental disorders F04-F07, F9
Substances use disorders F10-F19, F55
Psychotc disorders F20-F25, F28-F29
Mood disorders F30-F34, F38-F39
Anxiety disorders F40-F42
Stress related disorders F43
Other neurotic disorders F44, F45, F48, F50
Personality and behaviour disorders F60-F66, F68-F69
Sleep disorders F51, G47
Sexual dysfunction F52
Others F54, F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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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Distribution of patients with mental diseases over time after 
cervical cancer diagnosis (index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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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흥미 변수 

이 연구의 흥미변수는 자궁경부암 진단이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진료

DB 내 명세서(20t) 중 주상병으로 C53(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코드를 사용하

여 청구한 자를 진단군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자궁경부암의 중증도를 분류하기 

위하여, 자궁경부암의 발생 위치의 정보를 포함한 주상병의 세부코드 및 진료

DB 내 진료내역(30t)의 분류코드인 건강보험 요양급여수가(행위)코드를 활용하

여 <Table 2>와 같이 자궁경부암 중증도(severity)를 추정하여 추가 분석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 자궁경부암 중증도를 4단계로 구분하였

고, 해당 분류는 암의 요약병기(SEER summary staging)를 참고하여 자궁경부

암 세부진단코드 및 건강보험요양급여 진료행위코드를 활용하여 설정하였다(건

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건강보험요양급여 진료행위코드의 경우 수술,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화학요법 진료행위 코드를 자궁경부암 진단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된 코드로 정의하였다. 자궁경부 내(localized)는 C53.0 코드를 주진

단으로 청구하거나 6개월 이내에 수술 진료행위코드만을 청구한 C53, C53.9 코

드를 주진단으로 청구한 진단자로 정의하였다. 자궁경부 인근(remote)은 C53.1 

코드를 주진단으로 청구하거나 6개월 이내에 수술과 방사선치료 또는 수술과 

항암치료 진료행위코드를 청구한 C53, C53.9 코드를 주진단으로 청구한 진단자

로 정의하였다. 전이(metastasis)는 C53.8 코드를 주진단으로 청구하거나 6개월 

이내에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진료행위코드 모두 또는 수술 진료행위코드 

없이 방사선과 항암화학요법을 청구한 C53, C53.9 코드를 주진단으로 청구한 

진단자로 정의하였다. 중증도 미상(unknown)은 6개월 이내에 방사선 진료행위

코드만 청구하거나 항암화학요법 진료행위코드만을 청구한 C53, C53.9 코드를 

주진단으로 청구한 진단자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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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ervical cancer stage by disease sub-codes and treatment options

*Treatment codes are based on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guideline from HIRA.
*Surgery codes; P2141-2, R0141-2, R4130, R4140, R4143-4, R4145-9, 
R4154-7, R4250, R4261-2, R4424, R4427-8, radiotherapy codes; HD021-3, 
HD031-2, HD080-9, HD416-9, HD420, HD441, HD051-9, HD061, HD071-3, 
HD091-3, HD121, HZ271, chemotherapy codes; J0041, KK059, KK151-6, 
KK158-9.

Category Operational definition
Disease sub-code Treatment options

Cervical cancer 　 (only applicable for C53, C53.9)
　 Localized C53, C53.0, 

C53.9 Surgery only
　 Remote C53, C53.1, 

C53.9 
Surgery + Radiotherapy or 
Chemotherapy

　
Metastasis C53, C53.8, 

C53.9 
Surgery + Radiotherapy + 
Chemotherapy
Radiotherapy + Chemotherapy

　 Unknown C53, C53.9 Radiotherapy only
Chemotherapy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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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는 매칭변수로 연령과 진단일자(Index date), CCI를 사용하고, 

독립변수로 자궁경부암 진단 이전 정신질환이력, 장애여부, 거주지, 소득 수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및 자격 유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진단일자

(Index date), CCI, 정신질환 이력을 제외한 변수들은 진단일자(Index date) 연

도에 조사된 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령은 2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으로 나누었다. 

CCI는 찰슨 동반상병 지수로 진료DB 명세서(20t)의 주상병 및 부상병에서 

<Table 3>에 따라 중등도에 따라 1점부터 6점까지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화

하고 합산하여 계산하였다(Quan 등, 2005). 정신질환 이력은 진단일자(Index 

date) 이전에 주상병 및 부상병으로 종속변수 정의에 사용한 KCD코드를 한 번

이라도 청구한 경우 이력이 있음으로 정의하였다. 장애여부는 자격DB의 장애중

증도 구분에 따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분류하였다. 거주지는 서울, 시 단위

(광역시 포함), 군 단위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소득 수준은 30% 이하(의

료급여자 포함), 30-60%, 61-90%, 91%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국민건강보험 가

입자 유형은 직장(부양자 및 피부양자), 지역(부양자 및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세대주 및 세대원)로 구분하였고, 자격유형은 부양자(세대주), 피부양자(세대원)

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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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tegorization on Charlson comorbidity index
Comorbidities ICD-10 Weight

Myocardial infarction I21.x, I22.x, I25.2 1
Congestive heart failure I09.9, I11.0, I13.0, I13.2, I25.2, I42.0, I42.5-I42.9, I43.x, I50.x, P29.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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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erebrovascular disease G45.x, G46.x, H34.0, I60.x-I69.x 1
Dementia F00.x-F03.x, F05.1, G30.x, G31.1 1
Chronic pulmonary disease I27.8, I27.9, J40.x-J47.x, J60.x-J67.x, J68.4, J70.1, J70.3 1
Connective tissue disease M05.x, M06.x, M31.5, M32.x-M34.x, M35.1, M35.3, M36.0

1

Peptic ulcer K25.x-K28.x 1
Mild hep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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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iabetes without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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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iabetes with end organ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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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miplegia G04.1, G11.4, G80.1, G80.2, G81.x,G82.x, G83.0-G83.4, G83.9
2

Moderate to se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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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econdary non-metastatic 
solid tumor, leukemia, 
lympoma, multiple myel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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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oderate to severe hepatic 
disease

I85.0, I85.9, I86.4, I98.2, K70.4, K71.1, K72.1, K72.9, K76.5, K76.6, K76.7
3

Secondary metastatic solid tumor C77.x-C80.x 6
AIDS B20.x-B22.x, B24.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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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에 등록된 대상자 중 2004년에서 2012년 사이

에 자궁경부암 진단군과 전체 기간동안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지 않은 미진단군

의 1년 이내 정신질환 발병 위험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자궁경부암 진단군과 미진단군의 진단일자(Index date) 이후 1년 이

내 정신질환 발생, 매칭변수, 독립변수에 대한 빈도를 카이제곱검정

(Chi-square test)를 실시하여 확인하고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둘째, 자궁경부암 진단 여부에 따른 1년 이내 정신질환 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하여 콕스비례위험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alysis)

을 통해누적발병률(Cumulative incidence)을 확인하였다. 정신질환 발병에 영

향을 주는 위험요인인 독립변수들을 보정하여 진단군과 미진단군의 1년 이내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변수들을 보정하여 콕스비례위험회귀

분석으로 실시해 정신질환 발병 위험비(adjusted hazard ratio, HR)를 분석하

여 95% 신뢰구간과, p-value과 함께 나타내었다. 

셋째, 미진단군 대비 진단군의 자궁경부암 발생 위치, 진단 이후 6개월 이

내 치료행위에 따라 정의한 중증도 분류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위험의 차이를 확

인하기 위해 콕스비례위험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종속변수인 정신질환의 진단명으로 세분화하여 자궁경부암 진단여부

에 따른 정신질환 발병 위험을 비교하기 위해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SAS 통계 소프트웨어 9.4 version(Statistical 

Analysis System Institute, Cary, NC, USA)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은 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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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질환 발생

표본코호트 자료 내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최초로 

주상병 코드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20세 이상 여성 환자의 수는 총 941명이

었고, 이 중 156명(16.6%)은 진단 이후 1년 이내에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 

(Table 4). 연령, 진단일자(Index date), CCI 점수를 매칭변수로 사용하여 진단

군과 1:3으로 직접 매칭된 총 2,823명의 미진단군에서는 진단일자(Index date) 

시점 이후 1년 이내에 353명(12.5%)에게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 

진단군과 미진단군의 자궁경부암 진단시점에서의 연령은 40대(27.5%), 50대 

(23.9%)순으로 많았고, 동반질환점수는 3점 이상(30.1%), 0점(29.2%)순으로 높았

다. 독립변수별로 살펴보면, 약 70%(진단군: 69.1%, 미진단군: 70.4%)가량은 진

단일자(Index date) 이전 시점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이력이 있고, 약 5% 

가량은 1-6등급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약 90%는 서울 및 시단위에 거주하였다. 

소득분위 6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은 진단군에서 더 높았고, 60% 초과하는 비율

은 미진단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유형으로 미진단군 대비 진

단군의 지역가입자 및 의료수급권자 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42.3%/5.9% 및 

36.6%/3.1%).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자격유형은 2/3이상이 

피부양자(세대원)로 해당 분율은 미진단군에서 다소 높았다(67.5% 및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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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according to diagnosis of cervical cancer
Variables Cervical Cancer Non-Cervical Cancer p-value*N % N %Total 941 100.0 2,823 100.0Mental disorders　 Yes 156 16.6 353 12.5 0.0020
　 No 785 83.4 2,470 87.5 　History of mental disorders
　 Yes 291 30.9 836 29.6 0.4595
　 No 650 69.1 1,987 70.4 
Disability

Yes 49 5.2 162 5.7 0.5678 
　 No 892 94.8 2,661 94.3 Residential area 　 　 　 　
　 Metropolitan 187 19.9 602 21.3 0.1960 
　 Urban 665 70.7 1,910 67.7 　
　 Rural 89 9.5 311 11.0 　
Household income level 　 　 　 　　 ≤30% 268 28.5 687 24.3 0.0003 
　 30-60% 248 26.4 675 23.9 　
　 61-90% 320 34.0 1,005 35.6 　
　 ≥91% 105 11.2 456 16.2 　Health insurance type
　 Employee 490 52.1 1,701 60.3 <.0001
　 Local-subscriber 402 42.7 1,036 36.7 　
　 Medical aid 49 5.2 86 3.0 　
NHI type　 Supporter 304 32.3 853 30.2 0.2369 
　 Dependent 637 67.7 1,970 69.8 　
Age　 20-39 169 18.0 507 18.0 1.0000 
　 40-49 259 27.5 777 27.5 　
　 50-59 225 23.9 675 23.9 　
　 60-69 160 17.0 480 17.0 　
　 ≥70 128 13.6 384 13.6 　
Charlson comorbidity index　 0 275 29.2 825 29.2 1.0000 
　 1 220 23.4 660 23.4 　
　 2 163 17.3 489 17.3 　
　 ≥3 283 30.1 849 30.1 　Index year
　 2004 108 11.5 324 11.5 1.0000 
　 2005 97 10.3 291 10.3 　
　 2006 105 11.2 315 11.2 　
　 2007 130 13.8 390 13.8 　
　 2008 95 10.1 285 10.1 　
　 2009 97 10.3 291 10.3 　
　 2010 105 11.2 315 11.2 　
　 2011 109 11.6 327 11.6 　
　 2012 95 10.1 285 10.1 　
*significant p-value <0.05; The Chi-square test was performed to obtain the 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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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에서는 이 연구에서 포함된 1년 이내에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집

단의 특성을 자궁경부암 진단, 매칭변수, 및 독립변수에 따라 살펴보았다. 진단

일자(Index date) 이후 1년 이내에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총 509명으

로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군보다 이 집단 내에서의 자궁경부암 진단군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았다(p=0.0020).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집단의 경우 연령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50대 이상

이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CCI 점수가 3점 이상인 비율도 높아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그룹에서 자궁경부암 진단 이전 정신질환 이력이 있

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거주지에 대한 차

이는 정신질환 발생 여부와는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정신질환으로 진단받

은 그룹에서 소득수준이 91% 이상인 그룹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비율이 유의

하게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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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according to diagnosis of mental disorders within 1 year

*significant p-value <0.05; The Chi-square test was performed to obtain the p-value

Variables Mental disorders within 1 year after index date
p-value*Yes NoN % N %Total 509 13.5 3,255 86.5Cervical cancer　 No 353 12.5 2,470 87.5 0.0020 　 Yes 156 16.6 785 83.4 　History of mental disorders　 Yes 321 28.5 806 71.5 <.0001　 No 188 7.1 2,449 92.9 DisabilityYes 49 23.2 162 76.8 <.0001　 No 460 12.9 3,093 87.1 Residential area 　 　 　 　　 Metropolitan 106 13.4 683 86.6 0.3818 　 Urban 340 13.2 2,235 86.8 　　 Rural 63 15.8 337 84.3 　Household income level 　 　 　 　　 ≤30% 123 12.9 832 87.1 0.0450 　 30-60% 112 12.1 811 87.9 　　 61-90% 178 13.4 1,147 86.6 　　 ≥91% 96 17.1 465 82.9 　Health insurance type　 Employee 286 13.0 1,905 86.9 0.5412 　 Local-subscriber 202 14.0 1,236 86.0 　　 Medical aid 21 15.6 114 84.4 　NHI type　 Supporter 134 11.6 1,023 88.4 0.0201 　 Dependent 375 14.4 2,232 85.6 　Age　 20-39 58 8.6 618 91.4 <.0001　 40-49 104 10.0 932 90.0 　　 50-59 131 14.6 769 85.4 　　 60-69 108 16.9 532 83.1 　　 ≥70 108 21.2 404 78.9 　Charlson comorbidity index　 0 109 9.9 991 90.1 <.0001　 1 81 9.2 799 90.8 　　 2 82 12.6 570 87.4 　　 ≥3 237 20.9 895 79.1 　Index date　 2004 44 10.2 388 89.8 0.5380 　 2005 48 12.4 340 87.6 　　 2006 57 13.6 363 86.4 　　 2007 76 14.6 444 85.4 　　 2008 58 15.3 322 84.7 　　 2009 55 14.2 333 85.8 　　 2010 55 13.1 365 86.9 　　 2011 59 13.5 377 86.5 　　 2012 57 15.0 323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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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궁경부암 진단에 따른 1년 이내 정신질환 발생 위험비

자궁경부암 진단에 따른 1년 이내 정신질환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미진단

군 대비 진단군의 1년 이내 정신질환 발생의 누적발병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p=0.0014] (Figure 3).

독립변수들을 보정하여 진단군과 미진단군의 1년 이내 정신질환 발생 위험

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변수들을 보정하여 콕스비례위험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한 결과, 매칭변수와 자궁

경부암 진단 이전 정신질환 이력, 장애여부, 거주지역, 소득분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및 자격 유형의 영향을 보정한 이후에도 자궁경부암 진단군의 경우 

진단 이후 1년 이내 정신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HR, 1.37; 95% 

CI, 1.13-1.65; p=0.0013] (Table 6).

나이가 많을수록 1년 이내 정신질환 발생 위험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70대 이상에서 정신질환 발생 위험은 30

세 이하 연령대 대비 유의하게 높았다(HR, 1.68; 95% CI, 1.17-2.40; 

p=0.0045). 반면 CCI 점수가 0점인 군 대비 1점인 군의 정신질환 발생할 위험

은 다소 낮았고(HR, 0.73; 95% CI, 0.54-2.40; p=0.0312), 자궁경부암 진단일

자와 정신질환 발생 위험과의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독립변수로 자궁경부암 진단 이전 정신질환 진단 이력이 있는 군에서의 정

신질환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HR, 4.26; 95% CI, 

3.05-5.19; p<.0001), 장애가 있는 군의 경우 장애가 없는 군 대비 정신질환 발

생 위험이 높았다(HR, 1.37; 95% CI, 1.01-1.86; p=0.0424). 이외 거주지역, 

소득분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및 자격 유형 변수는 정신질환 발생 위험

에 유의한 영향을 주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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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umulative incidence plot of subjects according to diagnosis of cervical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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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regression analysis for effects of cervical 
         cancer on mental disorders in 1 year after index date

* All other covariates were adjusted.

Variables Mental disorders in 1 year after index dateHR 95% CI p-valueCervical cancer diagnosis 　 　 　 　 　　 No 1.00 　 　 　 　　 Yes 1.37 1.13 - 1.65 0.0013 History of mental disorders　 　 　 　 　　 No 1.00 　 　 　 　　 Yes 4.26 3.50 - 5.18 <.0001Disability 　 　 　 　 　Yes 1.00 　 　 　 　　 No 1.37 1.01 - 1.86 0.0424 Residential area 　 　 　 　 　　 Metropolitan 1.00 　 　 　 　　 Urban 0.93 0.75 - 1.16 0.5023 　 Rural 1.04 0.76 - 1.43 0.8066 Household income level 　 　 　 　 　　 ≤30% 0.84 0.62 - 1.13 0.2365 　 30-60% 0.76 0.57 - 1.00 0.0514 　 61-90% 0.82 0.63 - 1.05 0.1143 　 ≥91% 1.00 　 　 　 　Health insurance type 　 　 　 　　 Employee 1.00 　 　 　 　　 Local-subscriber 1.06 0.88 - 1.27 0.5735 　 Medical aid 1.15 0.71 - 1.86 0.5715 NHI type 　 　 　 　 　　 Supporter 1.00 　 　 　 　　 Dependent 1.09 0.87 - 1.36 0.4534 Age 　 　 　 　　 20-39 1.00 　 　 　 　　 40-49 1.01 0.73 - 1.40 0.9369 　 50-59 1.24 0.90 - 1.72 0.1885 　 60-69 1.23 0.87 - 1.75 0.2337 　 ≥70 1.68 1.17 - 2.40 0.0045 Charlson comorbidity index 　 　 　 　　 0 1.00 　 　 　 　　 1 0.73 0.54 - 0.97 0.0312 　 2 0.85 0.63 - 1.14 0.2724 　 ≥3 1.07 0.82 - 1.41 0.6198 Index year 　 　 　 　　 2004 1.00 　 　 　 　　 2005 0.96 0.64 - 1.45 0.8489 　 2006 1.09 0.73 - 1.63 0.6644 　 2007 1.20 0.82 - 1.75 0.3469 　 2008 1.13 0.76 - 1.69 0.5400 　 2009 0.94 0.62 - 1.41 0.7560 　 2010 0.85 0.56 - 1.28 0.4277 　 2011 0.94 0.62 - 1.41 0.7562 　 2012 0.96 0.64 - 1.44 0.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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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궁경부암 진단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위험 하위그룹 분석

연구에 포함된 각 독립변수 하위그룹별로 미진단군 대비 자궁경부암 진단군

의 정신질환 발생 위험비를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Table 5). 

전반적으로 연령대와 상관없이 미진단군 대비 자궁경부암 진단군의 정신질환 발

생 위험은 대체적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40대인 경우 

진단군의 정신질환 발생 위험은 유의하게 높았다(HR, 1.92; 95% CI, 

1.29-2.86; p=0.0013). 자궁경부암 진단 연도별로는 2010년과 2012년도에 자궁

경부암 진단군의 정신질환 발생위험이 미진단군 대비 유의하게 높았으나, 전체

적인 경향 상 진단일자(Index date)에 따른 자궁경부암 진단 위험이 정신질환 

발생위험의 유의한 연관성은 없었다. CCI 점수에 상관없이 정신질환 발생 위험

은 미진단군 대비 진단군에서 높은 가운데 CCI 점수가 1점인 경우 미진단군 대

비 자궁경부암으로 진단군의 정신질환 발생 위험은 유의하게 높았다(HR, 1.84; 

95% CI, 1.17-2.91; p=0.0087).

자궁경부암 진단 이전 정신질환 진단 이력이 없는 경우 미진단군 대비 자궁

경부암 진단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위험은 유의하게 컸다(HR, 1.62; 95% CI, 

1.19-2.20; p=0.0020). 장애가 없는 그룹과 시군구에 거주하는 그룹 및 소득분

위 30% 이하인 그룹의 경우, 자궁경부암으로 진단 시 정신질환 발생 위험비가 

미진단군 대비 유의하게 높았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

자의 경우 자궁경부암으로 진단 시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국민건강보험 자격 유형이 부양자인 경우 자궁경부암 진단군

에서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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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ndependent variables sub-analysis of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regression

Variables
Mental disorders in 1 year after index dateNon-Cervical 

Cancer Cervical Cancer
HR HR 95% CI p-valueHistory of mental disorders 　 　 　 　 　 　　 Yes 1.00 1.27 0.99 - 1.62 0.0611　 No 1.00 1.62 1.19 - 2.20 0.0020DisabilityYes 1.00 1.32 0.63 - 2.76 0.4652　 No 1.00 1.37 1.12 - 1.67 0.0021Residential area　 Metropolitan 1.00 1.26 0.82 - 1.94 0.3017　 Urban 1.00 1.39 1.11 - 1.75 0.0048　 Rural 1.00 1.34 0.72 - 2.49 0.3546Household income level　 ≤30% 1.00 1.70 1.16 - 2.50 0.0067　 30-60% 1.00 1.34 0.89 - 2.02 0.1559　 61-90% 1.00 1.22 0.87 - 1.70 0.2450　 ≥91% 1.00 1.28 0.79 - 2.07 0.3204Health insurance type　 Employee 1.00 1.42 1.10 - 1.84 0.0073　 Local-subscriber 1.00 1.09 0.80 - 1.49 0.5900　 Medical aid 1.00 16.72 2.64 -105.91 0.0028NHI type　 Supporter 1.00 1.90 1.33 - 2.71 0.0004　 Dependent 1.00 1.16 0.92 - 1.46 0.2174Age 　 　 　 　 　　 20-39 1.00 1.39 0.79 - 2.46 0.2544　 40-49 1.00 1.92 1.29 - 2.86 0.0013　 50-59 1.00 0.98 0.65 - 1.48 0.9270　 60-69 1.00 1.35 0.89 - 2.04 0.1561　 ≥70 1.00 1.45 0.95 - 2.21 0.0874Charlson comorbidity index　 　 　 　 　 　　 0 1.00 1.23 0.81 - 1.87 0.3224　 1 1.00 1.84 1.17 - 2.91 0.0087　 2 1.00 1.67 1.02 - 2.73 0.0409　 ≥3 1.00 1.29 0.97 - 1.73 0.0854Index year 　 　 　 　 　　 2004 1.00 1.36 0.72 - 2.60 0.3461　 2005 1.00 1.56 0.83 - 2.92 0.1640　 2006 1.00 1.20 0.66 - 2.19 0.5558　 2007 1.00 0.88 0.51 - 1.53 0.6558　 2008 1.00 1.50 0.84 - 2.67 0.1699　 2009 1.00 1.02 0.54 - 1.90 0.9595　 2010 1.00 2.03 1.13 - 3.67 0.0183　 2011 1.00 1.58 0.87 - 2.87 0.1314　 2012 1.00 2.25 1.23 - 4.11 0.0082

* All other covariates were 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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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궁경부암 중증도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위험 하위그룹 분석

자궁경부암의 중증도(severity)에 따른 정신질환 발병 위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Table 8). 이 연구에서는 자궁경

부암의 중증도를 분류하기 위하여, 자궁경부암의 발생 위치의 정보를 포함한 주

상병의 세부코드 및 진료DB 내 진료내역(30t)의 분류코드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를 활용하여 자궁경부암 중증도를 추정하였다. 조작적 정의에 따라 4단

계로 분류된 자궁경부암 중증도는, 암의 요약병기(SEER summary staging)를 

참고하여 자궁경부암 세부진단코드 및 건강보험요양급여 진료행위코드를 기반으

로 설정하였다.

자궁경부암 진단 이전 정신질환 이력, 장애여부, 거주지, 소득수준, 국민건

강보험 가입자 및 자격 유형의 영향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자궁경부암의 중

증도에 상관없이 미진단군 대비 자궁경부암 진단군의 정신질환의 위험은 전반적

으로 높았다. 다만, 이 중 자궁경부암 세부진단코드가 C53.8(자궁경부의 중복병

변)이거나 자궁경부암(C53) 또는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암(C53.9)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방사선 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동시에 받은 환자군으로 정의되는 ‘전이

(metastasis)’군에서의 정신질환 발생위험은 유의하게 높았고(HR, 1.43; 95% 

CI, 1.08-1.90; p=0.0127), 자궁경부암(C53) 또는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암

(C53.9)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수술없이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군으로 정의되는 ‘미상(unknown)’군에서의 정신질환 발생위험이 역시 유의

한 수준으로 높았다(HR, 1.47; 95% CI, 1.00-2.16; p=0.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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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ental disorders risk in 1 year after index date among cervical cancer patients
Variables N Mental disorders in 1 year after index date

N HR 95% CI p-value
Non-Cervical Cancer 2,823 353 1.00 　 　 　 　
Cervical Cancer
　 Localized 52 9 1.76 0.90 - 3.44 0.0984 
　 Remote 395 61 1.23 0.93 - 1.62 0.1457 
　 Metastasis 326 57 1.43 1.08 - 1.90 0.0127 
　 Unknown 168 29 1.47 1.00 - 2.16 0.0474 

*C53: Malignant neoplasm of cervix uteri, C53.0: Endo cervix, C53.1: Exo cervix, C53.8: Overlapping lesion of cervix uteri, C53.9: 
Cervix uteri, un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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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질환 종류, 발생시점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위험 하위그룹 분석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정신질환의 진단명을 세분화하여 자궁경부암 진단여

부에 따른 정신질환 발병 위험을 비교하기 위해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앞서 연구방법에서 정리한 정신질환 진단명 분류에 따라 1년 이내 정신질

환을 발생 건수와 비율을 확인한 결과, 불안장애(140명, 27.5%), 기분장애(138

명, 27.1%), 수면장애(129명, 25.3%), 기타 신경증 장애(102명, 20.0%)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이외 전체 정신질환 발생 건수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정신질

환은 기타 정신질환으로 분류하였다(Appendix Table 1).

재분류된 정신질환 진단명에 따라 정신질환 발병 위험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Table 9). 정신질환 분류 가운데 

기분 장애(HR, 1.46; 95% CI, 1.02-2.10, p=0.0374), 수면 장애(HR, 2.39; 

95% CI, 1.68-3.40, p<.0001), 기타 정신질환(HR, 2.34; 95% CI, 1.15-4.76, 

p=0.0185)의 경우 미진단군 대비 자궁경부암 진단 이후 1년 이내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 그 외 정신질환에서는 자궁경부암으

로 인한 발생 위험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주요 분석에서는 진단일자(Index date) 이후 정신질환 발생 추적기간을 1년 

이내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진단일자(Index date) 이

후 기간에 따라 정신질환 발생 위험비도 분석하였다(Figure 4, Appendix 

Table 2). 기간별 정신질환 발생 위험은 진단일자(Index date) 이후 1년 이내에

서의 위험이 유의한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HR, 1.35; 95% CI, 1.12-1.64, p= 

0.0019). ‘1년 이내’를 제외한 이외의 추적기간 내 정신질환 발생 위험은 자궁

경부암 진단 여부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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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ental disorders risk by category

* All other covariates were adjusted.
* Others include ‘organic mental disorders’, ‘psychoitc disorders’, ‘stress related 
disorders’, ‘substances use disorders’, ‘Sexual disfunction’, ‘personality and 
behaviour disorders’, and ‘Others’ mental disorders.

Category
N(%)
(Total=5
09)

Non-Cervi
cal Cancer

Cervical Cancer
HR 95% CI p-valu

e
Anxiety disorders 140 27.5 1.00 1.05 0.71 - 1.54 0.8154 
Mood disorders 138 27.1 1.00 1.46 1.02 - 2.10 0.0374 
Sleep disorders 129 25.3 1.00 2.39 1.68 - 3.40 <.0001
Other neurotic 
disorders 102 20.0 1.00 0.79 0.49 - 1.29 0.3479 
Others* 44 8.6 1.00 2.34 1.15 - 4.76 0.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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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regression by diagnosis year of mental 
disorders according to diagnosis of cervical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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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자궁경부암 진단 여부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살펴보기 위

하여 20세 이상의 건강검진 수검자 중 2004년~2013년 사이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

성을 확보하였다.

최근 암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치료제의 발전으로 암환자들의 생존기간이 길

어지고 있고 치료에 있어 질병 치료 영역 뿐 아니라 치료 후의 삶의 전반에 대

한 관리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암환자들의 정신질환 발생에 대한 선행 연구들

은 대부분 주요 암에 대해서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때문에 발병인구가 적

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는 정신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된 분석은 매우 드문 실정

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궁경부암 진단군과 미진단군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정신질환 발생 위험비를 평가하고 자궁경부암 환자의 암 환자에서의 정신건강문

제 관리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후향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 연구의 방법론상의 한계점 몇 가지를 열거한다면, 첫째로, 자궁경

부암 진단군과 미진단군의 진단일자(Index date) 이후 1년 이내 정신질환 발생

까지를 살펴보았고 연구 자료의 한계로 추적 가능한 마지막 연도는 2013년이

다. 최근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질환의 인지 및 

적극적인 치료에 대한 의지도 개선이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연구자

료 내 축적된 데이터 기간 상의 한계로 인해 2013년 이후의 정신질환 발생 위

험을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며,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과소 또는 과대평

가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둘째로, 종속변수인 정신질환 진단 건수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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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 중 실제 증상이 있더라도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로 인해 상당수의 

미진단(under-diagnosis)으로 인한 표본 상 한계점을 지닌다. 정신질환으로 진

단되기까지 정신과적인 상담 여부, 등은 연구 데이터 구조상 확인할 수 없었기

에 실제 진단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졌던 잠재적 정신질

환 있는 경우는 확인이 어려웠다. 셋째로 이 연구에서는 과거 정신질환 이력을 

배제하고 하나의 독립변수로 활용하였기에 자궁경부암 진단일자(index date)이

후 발생한 정신질환이 새로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

다. 진단일자(index date) 이후 시점에서 재발병한 정신질환 역시 발생으로 간

주하였기 때문에 정신질환 발생은 과거 발생과 중복으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넷째로 이 연구는 자궁경부암 진단군과 매칭 변수를 직접 매칭

하여 1:3 비율로 미진단군을 추출하였는데, 매칭 변수로 인한 표본 추출 편의

(selection bias)가 존재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다섯째로 자료의 특성상 자궁

경부암의 병기를 포함한 중증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증도 파악

을 위해서는 조작적 정의에 근거해야 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고려

되지 않은 통제되지 못한 혼란변수(confounder)로 인한 통계 결과의 과소 또는 

과대평가 가능성이 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점이다.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DB를 이용하여 자궁경부암 진

단 여부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평가하였다. 생존분석 및 콕스비례위험으

로 분석한 결과 미진단군에 비해 자궁경부암 진단군에서 1년 이내 정신질환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자궁경부암 진단 후 정신질환은 1년 이내에 가장 

많은 빈도수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기간으로 한정하여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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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한 결과 1년 이내 정신질환의 발생 위험이 다른 기간 대비 유의하게 높았

던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변수를 통제한 채 콕스비례위험회귀분석으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정신

질환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70대 이상, CCI점수가 1점인 경우 자궁경부암 

진단 이후 1년 이내 정신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유의하게 높다는 걸 확인했다. 

이 중 나이가 높을수록 정신과적 질환 위험이 높다는 부분은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었다(최원정 등, 2014). 하지만 자궁경부암 진단군에 있어서 정

신질환 발생위험은 40대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연령 증가에 따른 

유의한 경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자궁경부암 진단 이전 정신질환 이력에 있어서는 미진단군과 자궁경부

암 진단군 사이의 차이가 없었으나, 정신질환이 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일자

(Index date) 이후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한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자궁경

부암 진단군의 경우 자궁경부암 진단 이전 정신질환 진단 이력에 상관없이 정신

질환 발생 위험비가 유의하게 높았고, 특히 정신질환 진단 이력이 없는 그룹에

서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될 시, 1년 이내 정신질환 발생 위험비가 미진단군 대비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궁경부암의 여부가 정신질

환 발생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신질

환 이력은 진단코드로 파악했기 때문에 진단일자(Index date) 이후 1년 이내 

정신질환 발생 시점에 같은 정신질환을 지속적으로 앓고 있었는지 여부나, 관련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왔는지 확인할 수 없어 변수로 통제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장애가 없는 그룹과 시군구에 거주하는 그룹 및 소득분위 30% 이

하인 그룹의 경우, 자궁경부암으로 진단 시 정신질환 발생 위험비가 미진단군 

대비 유의하게 높았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자궁경부암으로 진단 시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

인되며, 국민건강보험 자격 유형이 부양자인 경우 자궁경부암 진단군에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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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거나, 의료급여수급자와 

같이 생계에 부담이 있는 경우 다른 그룹 대비 자궁경부암 진단이 심리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또한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

고 있는 직장가입자를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 부양자 자격의 경우도 자궁경부암 

진단 및 치료로 인한 경제활동의 타격이 정신질환 발생위험을 높였을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겠지만 이 연구의 한계로 열거된 심리사회적 부담감을 변수로 고

려할 수는 없었다는 점은 제한점으로 존재한다.

또한 자궁경부암 발생 위치와 치료 수준에 따라 분류한 자궁경부암 중증도

에 있어서는 중증도에 상관없이 모두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전이되거나 중증도 미상인 경우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하

게 높은 점이 발견되었다. 전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 방사선과 항암화학요법을 

동시에 받는 과정에서 체력적 및 정신적인 부담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보다 면밀한 연관성 파악을 위해서 치료 횟수 및 치료기간에 대한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한다면 치료 행위를 넘어서 전반적 치료 빈도 및 기간이 정신질환 

발생 위험과의 연관성도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면 한다. 다만, 여러 조작

적 정의를 통해 자궁경부암 중증도를 추정하였음에도, 분류 자체가 가지는 정확

성에 제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1년 이내에 발생한 정신질환은 자궁경부암 진단 여부와 상관없

이 불안장애, 기분장애, 수면장애의 발생 빈도가 높은 가운데, 자궁경부암 진단

으로 특히 수면장애 및 기타 신경증의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해당 정신질환의 치료 여부나 질환의 위

중한 정도는 이 연구에서는 변수로 확인할 수 없었기에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

이 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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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에 생기는 암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여성에게 발생

하는 암 중 가장 흔한 암이었으나 최근 자궁경부암 검사에 의한 조기 발견으로 

점차 그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6

년 발생자수는 3,566명이다. 현재는 6번째(전체 여성암 중 4.5% 차지)로 흔한 

암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성암 중에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보다 많은 사

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암이다(보건복지부, 2016).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암 환자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에서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보고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를 이

용하여 암환자에서의 정신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구한 연구 결과는 매우 드문 실

정이다.

이 연구는 범국민적인 건강검진 표본코호트DB를 기반으로 자궁경부암 진단 

여부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종속변수인 정신질

환의 발생 위험 측정 기간은 진단일자(Index date) 이후 1년 이내 정신질환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것을 근거로 추적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여 결과를 살

펴보았다. 연령, 진단일자(Index date), CCI 점수, 자궁경부암 진단 이전 정신질

환 이력, 장애여부, 거주지, 소득분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자격 유형으로 

설정한 하위그룹에 있어 자궁경부암과 정신질환 발생 위험의 유의한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았고, 추정된 자궁경부암 중증도 및 정신질환 종류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 위험비를 확인해보았다. 

이 연구에 포함된 여러 변수를 통제한 결과 자궁경부암으로 진단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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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단군 대비 1년 이내 정신질환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자

궁경부암 진단군 중에서는 자궁경부암 진단 이전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이력이 

없거나 장애가 없는 그룹의 경우 미진단군에 비해 정신질환의 위험이 높았다. 

또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그룹 및 소득분위 30% 이하이거나,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자격 유형이 부양자인 경우 

자궁경부암 진단군에서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자궁경부암 발생 위치와 치료 수준에 따라 분류한 자궁경부암 중증도에 있

어서는 중증도에 상관없이 모두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 중 전이되거나 중증도 미상인 경우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

은 점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중증도에 따른 경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1년 

이내에 발생한 정신질환 중에서도 수면 장애 및 기타 정신병증의 경우 자궁경부

암 진단에 따른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진 부분을 통해 위와 같은 정신질환 

위험 요인과 자궁경부암과의 관련성을 보다 확인해볼 계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자궁경부암 환자에 있어 정신질환의 발생 위험은 암 진단 

1년 내에 가장 높아 자궁경부암 환자에 있어 정신질환 질환의 발생 위험이 명

확히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궁경부암 환자의 정신질환치료에 있어 

기존보다 보다 포괄적인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향

후 자궁경부암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의료비용의 감

소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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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ppendix Table 1. Proportion of mental disorders by each category

Category Mental disorders in 1 year after index date
N 　 %

Total 　 509 　 100
Anxiety disorders 　 　 　
　 No 369 　 72.5 
　 Yes 140 　 27.5 
Mood disorders 　 　 　
　 No 371 　 72.9 
　 Yes 138 　 27.1 
Sleep disorders 　 　 　
　 No 380 　 74.7 
　 Yes 129 　 25.3 
Other neurotic disorders 　 　 　
　 No 407 　 80.0 
　 Yes 102 　 20.0 
Organic mental disorders 　 　 　
　 No 493 　 96.9 
　 Yes 16 　 3.1 
Psychoitc disorders 　 　 　
　 No 496 　 97.4 
　 Yes 13 　 2.6 
Stress related disorders 　 　 　
　 No 498 　 97.8 
　 Yes 11 　 2.2 
Substances use disorders 　 　 　
　 No 507 　 99.6 
　 Yes 2 　 0.4 
Sexual disfunction 　 　 　
　 No 508 　 99.8 
　 Yes 1 　 0.2 
Personality and behaviour disorders 　 　 　
　 No 508 　 99.8 
　 Yes 1 　 0.2 
Others 　 　 　 　
　 No 509 　 100.0 
　 Yes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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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2.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regression by diagnosis year of 
mental disorders according to diagnosis of cervical cancer

Diagnosis of Mental disorders 
Non-Cervical Cancer (N=2,946)

Cervical Cancer (N=982)
N HR N HR 95% CI p-value

within 1 year 353 1.00 156 1.35 1.12 - 1.64 0.0019 
after 1 year within 2 years 162 1.00 44 0.86 0.61 - 1.20 0.3725 
after 2 years within 3 years 149 1.00 51 1.04 0.75 - 1.43 0.8310 
after 3 years within 4 years 84 1.00 27 0.92 0.59 - 1.42 0.7076 
after 4 years within 5 years 60 1.00 22 1.08 0.66 - 1.78 0.7518 
after 5 years within 10 years 118 1.00 39 0.89 0.61 - 1.29 0.5308 

* All other covariates were 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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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erence of Mental Disorders Risk 

by The Onset of Cervical Cancer: A Cohort Study

Hyunjung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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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Eun Cheol Park, M.D., Ph.D.)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mental disorders 

risk by the onset of cervical cancer utilizing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ational Sample Cohort (NHIS-NSC 2002-2013) data.

Methods: In the concept of a retrospective matching cohort study, we 

identified eligible subjects between 2004 and 2012 into two groups; cervical 

cancer and non-cervical cancer, by the onset of cervical cancer as a main 

disease code extracted by a 1:3 exact matching using  age, Charlson 

comorbidity index, and index year from 2004 to 2012 among aged 20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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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women and followed up them with the incidence of mental disorders 

coded as a main or sub-disease code within 1 year after index date until 

2013. We mainly used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s to estimate hazard 

ratios (HR) of mental disorders risk and examined cumulative incidence plot 

between cervical cancer and non-cervical cancer groups. 

Results :　 In the total 3,764 samples (cervical cancer n=981, non-cervical 

cancer n=2,823), the cumulative incidence of mental disorders within 1 year 

after index date among the cervical cancer group was significantly high 

compared to the non-cervical cancer group(p=0.0014). After adjusting the 

impacts from independent variables, the incidence of mental disorders was 

analyzed significantly high with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Hazard 

Ratio(HR), 1.37; 95% Confidence Interval(CI), 1.13-1.65; p=0.0013]. We further 

found out that the risk of mental disorders in the cervical cancer group was 

high regardless of severity which was set by cancer location and treatments. 

In addition, Among mental disorders, the incidence risk of mood disorders, 

sleep disorders, and other mental disorders were higher in the cervical 

cancer group compared to the counter group (HR 1.46, 2.39, 2.34; 95% CI 

1.02-2.10, 1.68-3.40, 1.15-4.76; p=0.0374, <0.0001, 0.0185), respectively.

Conclusion : Cervical cancer patients have relatively higher mental disorder 

risk especially within 1 year after its diagnosis. Mental health consultation 

and examination needs to be supported along with canc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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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treatment strategy between oncology and psychiatry might be 

required in the course of cervical cancer patient treatment.

Key words : Cervical cancer, mental disorders, matching cohort, NHIS-NS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