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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일반암과 여성암에서의 정신질환 이환에 대한  

차이 분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암과 여성암에서의 정신질환 이환 위험을 파악하고, 

나아가 부인과 암종별, 연령별,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 

차이 및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암 환자들의 삶의 질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대응과 치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표본 코호트 DB를 활용하여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표본 

코호트 자격대상자 1,077,583명 중 본 연구 코호트에 들어온 후 2년 뒤 

일반암 또는 여성암을 진단받은 여성 대상자 2050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일반암 또는 여성암을 진단받은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Chi-square test로 확인하였으며, 정신질환 이환의 위험 요인은 Kaplan-Meier, 

Log-rank test,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9.4을 사용하였다.  

2002년부터 2011년동안 본 연구 코호트에 들어온 후 2년 뒤 일반 암 혹은 

여성암을 진단받은 20세 여성 대상자는 1987명으로, 일반암을 진단받은 

대상자는 1440명, 여성암을 진단받은 대상자는 547명이다. 일반암에서의 

정신질환은 215명(14.9%), 여성암에서의 정신질환은 67명(12.3%)로 두 그룹 

간의 유의한 비율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암진단 후 2년 이내에 정신질환에 이환될 확률은 일반암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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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40세 미만과 

40세 이상으로 나눈 그룹에서의 일반암 혹은 여성암 진단 후 정신질환 위환 

위험도를 확인했을 시 40세 미만 그룹(HR=1.07, 95% CI=0.56-2.08)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득수준 50%이하 그룹과 50% 초과 그룹에서의 

정신질환 이환 위험도를 확인했을 시 소득수준 50%초과 그룹(HR=1.07, 95% 

Cl=0.72-1.45)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암, 유방암, 부인과 암으로 여성암을 세분화하여 암진단 이후 2년이내 

정신질환 이환율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p=0.040).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부인과암(HR=1.14, 95% Cl=0.82-1.58)의 정신질환 이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일반암 혹은 여성암 진단 후 1년, 

5년 이내에 정신질환 이환을 비교하기 위하여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1년이내에 정신질환 이환을 비교한 경우는 2년 이내에 정신질환 이환을 

비교하였을 때와 비슷한 경향의 결과가 보였고, 5년 이내 정신질환 이환을 

비교하였을 때는 일반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의 정신질환 이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신질환 이환 위험에 대해 확인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암과 여성암에서의 정신질환 이환에 대한 차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정신질환 이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관련이 있는 위험 

요인으로는 40세 이상의 연령임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본래 연구를 위해 구축된 자료가 아닌 보험 급여 청구 자료를 

활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에 연구에 사용된 변수가 인구사회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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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한정되어 있어 정신질환 이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인되는 

암의 세부 병기, 재발 여부 등의 반영이 어려웠으나 연령, 소득 수준, 

동반질환, 장애 여부가 정신질환 이환에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하여, 여성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정신사회적인 측면으로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 교육, 사회적 정책 마련 등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핵심어 : 암, 정신질환,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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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전체 사망원인의 3분의 1에 달하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성에서 위암, 간암에 따른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암(유방암, 

자궁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에서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_사망원인통계_결과," 2019).  

2018년 암 발생자는 243, 837명으로 전년도 대비 3.5%증가하였으며, 

여성에서는 유방암이 20.5%로 발생률이 가장 높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암환자의 5년 생존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로 최근 5년(2014-2018) 5년 

상대생존율은 70.3%로 2006-2010년 대비 4.8% 증가하였다.  

암은 의학의 발전에 따라 불치의 병이 아닌 만성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암의 예방과 진행, 예후 및 암 환자의 

삶의 질에는 정신사회적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암환자에서 정신 

질환 발병률은 47%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ukegawa et al., 2008). 

따라서 암의 전 단계에 걸쳐서 환자들의 정서적 고통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방식을 개선, 관리하는 것이 암 치료의 순응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강지인 & 남궁기, 2007). 

부인과암의 진단경험과 치료는 대부분의 여성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신체적(폐경, 성기능 장애), 심리적 기능(불안, 우울)의 감소를 수반한다. 

정신사회적 기능지원과 긍정적인 관점변화, 수용 등의 정신 기능의 향상은 

암의 예후와 더불어 삶의 질에도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 (Costanz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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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암과 일반암에서의 정신질환 이환 위험을 

파악하고, 나아가 부인과 암 종별, 연령별,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여성암 환자들의 삶의 질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대응과 치료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 

 

2. 연구 목적 

 

표본 코호트DB를 이용하여 일반암과 여성암(유방암, 난소암, 자궁경부암) 

진단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 여부를 조사하여 일반암과 여성암에서 정신질환 

발생의 차이를 확인하고 관련성을 평가하여 여성암 환자에 대한 정신질환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에서의 일반암과 여성암 진단여부에 따른 2년 이내 정신질환 

이환 빈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정신질환 누적발병률을 카플란-마이어 생존곡선(Kaplan-Meier method 

survival curves) 분석으로 확인하고 독립변수를 보정하여 

콕스비례위험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alysis)으로 

일반암과 여성암에서 정신질환 이환 위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셋째, 여성암의 종류, 연령, 소득수준에 따른 정신질환 이환 위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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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여성암 

 

여성암에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등이 있다. 

유방암이란 전 세계 여성암 1위이며, 세계 전체 여성암의 25.2%를 차지한다. 

유방암은 유방에 발생한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를 의미하며, 일 반적으로 

유방의 유관과 유엽에서 발생하는 암을 일컫는다. 정상 유방조직은 유선과 

유선조직을 지지하는 지방, 결체조직, 림프관으로 이루어진다. 유선조직은 

유즙을 생성하는 유엽, 유엽과 유두를 연결하는 유관으로 구성된다. 유방암은 

유방 구성조직 어디 에서든 발생할 수 있어 다른 암에 비해 종류가 다양하다. 

유방암 대부분은 유관과 유엽에 있는 세포, 그 중에서도 유관의 상피세포에서 

기원한다. 유방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혈류와 림프관을 따라 전신으로 전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암을 

병기로 나누는 목적은 질병의 진행과 예후를 평가하고, 치료방법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함이다. 유방암의 병기는 유방 종괴의 크기(T), 

액와(겨드랑이) 림프절 전이 여부(N), 경부(목) 림프절 전이를 포함한 

뼈·폐·간 등의 전신 전이 여부(M)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세 가지(TNM)가 

예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인자 이기 때문이다. 유방암의 해부 병기는 TNM에 

따라 0기, 1기, 2기, 3기, 4기로 구분한다. 2018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AJCC 

8판은 기존의 TNM 이외에 다양한 생체표지자들을 조합해서 예후 병기를 

설정하고 있다. 이때 사용되는 생체표지자들은 조직학적 등급(G), 에스트로겐 

수용체(ER), 프로게스테론 표지자 (PR), 인간상피 성장인자 수용체2형 (HER2), 

유전자 예후 패널이다. 유방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인자로는 이른 초경, 

늦은 폐경, 임신경험이 없는 경우, 늦은 연령의 첫 만삭 임신, 폐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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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서의 비만, 음주, 호르몬대체요법, 경구피임약, 6개월 이하의 모유수유, 

유방암 가족력 등이 있다. 유방암 치료는 발생 연령, 병기, 암의 병리학적 

특성, 환자의 전신,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내분비치료, 표적치료 등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하게 된다(유방암학회, 2020).  

자궁경부암이란 자궁의 아래부위에 위치하고 질로 연결되는 조직에 생기는 

암으로,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며 암 발생 이전에는 

자궁경부 이형성이라는 변화를 보이게 된다. 자궁경부암의 발생에 대해서는 

성적 접촉성 감염질환 모델이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조기에 시작된 

성적활동, 다수의 성교상대자, 남성요인, 인유두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 에이즈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감염 등이 자궁경부암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 서양보다 동양이 많은 편이며, 첫 성교 시 연령이 

어리거나 성교상대자의 수가 많을수록, 많은 아이를 출산할수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흡연에 의한 유전자의 변형, 면역 기능의 저하에 따라 

발암 및 암으로의 변형이 높아진다. 경구 피임약을 오래 복용할 시에도 

자궁경부암 위험율이 1.2~1.5배 증가한다. 자궁경부암의 1/3환자에서 

무증상을 보이고 질 출혈, 악취성 질 분비물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궁경부암의 치료는 진행정도에 따라 원추형 절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투여를 시행한다.  

난소암이란 난소에서 생기는 종양으로 난소는 난소호르몬을 생성하고 

난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기에 발생할 수 있는 종양의 

종류도 상피종양(Common epithelial tumors), 생식세포 종양, 성기삭간질성 

종양(sex cord stomal tumors) 등으로 다양하다.  난소암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난소암의 유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가족력, 40세 

이상의 연령(특히 60세 이후), 불임이거나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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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자궁내막암, 직장암 환자 등의 요인이 있다. 난소암은 복강내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없이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여, 

난소암의 70%는 3기 이상 진행 후 발견이 되는데 동통(57%), 복부팽창(51%), 

질출혈(25%)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난소암의 치료로는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예방적 전자궁적출술, 양측 난소난관절제술이 있다.  

자궁내막암은 자궁내막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경산부보다 미산부에서 

2~3배의 발생빈도를 보이고 무배란성 월경에 의한 불임증 또는 월경불순이 

있는 여성, 다낭성 난소증후군, 기능성 난소종양과 같이 장기간 에스트로젠에 

노출될 수 있는 조건, 과체중, 당뇨에서의 자궁내막암 발생 위험성이 높다. 

증상으로는 부정 질출혈과 대하가 있으며, 1차적인 치료방법은 수술이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병기 평가에 따라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 수술 후 

보조적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시행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중앙 암등록본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남: 80세, 

여자: 86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4%이다. 최근 여성에서 

주요 암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유방(115,080명, 20.5%), 갑상선(21,924명, 

19.1%), 대장(11,223명, 9.8%), 위(9,414명, 8.2%), 폐(9,104명, 7.9%), 

간(4,008명, 3.5%), 췌장(3,591명, 3.1%), 자궁경부(3,500명, 3.0%), 담낭 및 

기타담도(3,339명, 2.9%), 자궁 체부(3,182명, 2.8%) 순이며 유방암의 

발생률은 2002년부터 1위를 차지하며 그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며 특히 40대~60대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여성암의 발생률이 높은 만큼 생존율도 높아 유방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3.3%, 자궁경부암은 80.5%, 난소암은 65.2%으로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국가 암동록 연례 보고서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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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환자의 정신과적 질환 그리고 정신건강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정의한 정신건강이란 

주관적 안녕감, 자기효능감, 자발성, 유능감, 세대상호간 의존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잠재능력에 대한 자기실현을 포함한다. 

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정신보건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신보건이 정신장애보다 광의의 개념이라는 데는 합의하고 있다.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대 교육연구소, 1999)에 의하면 정신건강의 개념은 

4가지 측면에서 고려된다. 첫째, 질병의 대립 개념으로 정신병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최적의 정신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신기능의 

모든 하위영역이 조화되는 이상적 상태로써의 정신건강을 뜻한다. 셋째, 

통계적개념을 적용하여 인간행동 내지 정신기능의 정상분포 곡선에서 

중간부분을 건강한 것으로 보고 양극단을 비정상 내지는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넷째, 인간 정신기능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이 

상호 심각한 갈등 없이 고유기능을 발휘하고 사회집단과 현실적 적응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김동배 & 안인경, 2004). 

암환자의 정신 건강은 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암의 치료와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는 간과되거나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점차 

심리적 문제에 대한 평가와 중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암의 치료 

기간은 진단 후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일반적으로 5년의 시간이 걸리며 진단, 

치료, 회복의 단계별로 신체적 증상, 심리적 고통, 경제적 문제, 사회적 

관계의 변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Boyes et al., 2013). 특히 

부인과 암 생존자들이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여성의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암으로 인한 

통증, 메스꺼움과 피로는 환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빈번하고 고통스러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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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며, 일상생활의 활동에 참여하는 능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 즉 신체적, 심리적, 재정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안, 우울, 

분노, 죄의식, 재발에 대한 공포, 불면,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의 심리적 

후유증과 함께 만성 피로감, 탈모, 통증 및 신체능력 기능 저하와 같은 

신체적 영향, 그리고 가족 및 대인관계상의 변화 혹은 축소 등의 사회적 

영향들 또한 암환자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로 확인되었다 (Reddick et al., 

2005). 

암환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과적 질환은 적응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섬망 등이 있다. 암환자들에서의 정신과 질환에 대해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신과 진단의 68% 가 적응장애, 정동장애(우울, 13%), 기질적 정신장애(8%), 

인격장애(7%), 불안장애(4%)를 보였다. 또한, 정신과적 상태가 비교적 좋은 

환자의 85%에서는 우울과 불안 증상을 경험했다 (Derogatis et al., 1983). 

또한, 암 외래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정서적 고통의 유병률과 그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인 디스트레스는 17~42%, 

불안 8%~29%, 우울 7%~27.4%의 비율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Strong et al., 

2007). 위와 같이 암환자에서의 여러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하는데, 

정신문제에 대한 인지가 낮고 치료 비율도 낮기에 치료의 순응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정신사회적, 치료적 개입이 중요하다.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10년동안 생존한 321명의 흑인 및 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 행동양상, 정서적 지지 등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높은 수준의 정서적 지지가 생존율을 높이는데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암환자들의 Natural killer cell활동과 

cortisol 수치와 같은 면역/내분비계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Soler-Vila et al., 2003). 

암의 성공적인 치료와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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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노력(사회적, 정신적, 정보적 지지)이 요구되는데 사회적 지지로는 

암환자의 특수성에 기반한 필요 서비스 제공이 해당한다. 영적 도움, 배우자, 

가족, 친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지지와 의료 관계자로부터 얻는 

치료에 대한 정보적 지지가 있다 (Waxler-Morrison et al., 1991). 이와 같이 

암환자의 치료 시에는 암과 관련된 요인 뿐만 아니라 환자의 내적 자원, 대인 

관계, 가족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요소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직 암의 정신사회적 

측면에 대한 치료진과 환자의 이해부족과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나 정신사회적 접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홍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강지인 & 

남궁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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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Fig 1. Framework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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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DB를 

활용하였다. 표본 코호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국민건강정보 DB’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정보 DB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및 

의료 급여권자 전체에 대한 진료명세서와 진료내역, 상병내역, 처방전내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청구일 중심으로 수집되었던 원자료를 진료개시일 

중심으로 변환한 것이다. 이는 공개된 자료로 연구자들이 본 자료를 활용해 

생산되는 연구결과물들이 보건의료분야의 국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의 향상 및 복지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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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ational 

Sample Cohort 

구분 설명 

자격 DB 

성, 연령대, 지역, 가입자 구분, 소득분위 등 

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변수 및 장애, 사망관련 총 

14개 변수로 구성  

진료 DB 

명세서(20t) 
개인일련번호, 청구일련번호, 요양개시일자, 

주상병 , 부상병 등으로 구성( 27개의 변수)  

진료내역(30t) 
청구일련번호, 분류유형코드, 분류코드, 

총투여일수 등( 13개의 변수)  

상병내역(40t) 
청구일련번호, 진료과목코드, 상병기호 등  

(5개의 변수)  

처방전 교부 

상세내역(60t) 

청구일련번호, 1회투약량, 1일투약량, 총 투여일수 등 

( 11개변수) 

건강검진 DB 
건강검진 주요 결과 및 문진에 의한 생활습관 및  

행태관련 자료(41개)  

요양기관 DB 
요양기관의 종별, 설립구분별, 지역(시도)별 현황 

및 시설, 장비, 인력관련 자료(10개)  

 

3. 연구대상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표본 코호트 자격대상자 1,077,583명 중 본 연구 

코호트에 들어온 후 2년 뒤 일반암 또는 여성암을 진단받은 여성 대상자 

2050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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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수의 선정 및 정의  

 

1) 인구 사회학적 변수: 연령(20세 이상), 소득수준,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거주 지역, 장애여부  

 

2) 일반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에 따라 C코드로 주상병, 부상병에 

청구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3) 여성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에 따라 유방암(C50), 부인과암

(gynecologic cancer, 자궁경부암(C53), 난소암(C56),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C54), 기타 생식기암(C51, C52, C54, C55, C57, C58)코드로 주상병,        

부상병에 청구이력이 존재 경우 

 

4) 정신질환: 일반암 또는 여성암 진단 이후 1년,2년,5년 이내에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에 따라 F 코드(Mental disorders)로 주상병, 

부상병에 청구이력이 존재 경우. 정신질환의 분류는 선행 논문(최원정, 

2014)을 참고하여 Table2와 같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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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fication of mental disorder 

Category ICD-10 

Organic mental disorders F04, F05, F06, F07, F09 

Substance use disorders F10-F19, F55 

Psychotic disorder  F20-F25, F28-29 

Mood disorders F30-F34, F38-F39 

Anxiety disorders F40-F42 

Stress related disorders  F43 

Other neurotic disorders  F44, F45, F48, F50 

Personality and behavior disorders  F60-F66, F68-F69 

Sleep disorders F51, G47 

Sexual disorders F52 

Others F54, F59 

 

5) 동반질환: 동반질환(Cormorbidity)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 중 

주진단질환이 아닌 나머지 질환을 뜻한다.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인과성 추론을 위하여 중증도 보정 과정을 거치는데 

동반질환은 중증도 보정 시 중요한 변수이다. 동반질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Charlson 동반질환지수(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암진단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전의 동반질환을 관찰하여 CCI를 산출하였다. 주상병, 부상병을 

청구명세서 단위로 심근경색, 심부전, 말초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치매, 

만성폐질환, 결합조직질환, 소화궤양, 경도의 간질환, 당뇨, 반신마비, 

중증도 이상 신장질환, 비전이성고형암,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중등도 이상 간질환, 전이성 고형암으로 동반질환을 코딩하였다. 그리고 각 

질환 별 상대위험도를 근거로, 1, 2, 3, 6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이 

가중치의 합이 CCI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는 0점~2점, 2점 이상으로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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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방법 

 

첫째, 암을 진단받은 대상자들의 변수 정보를 모두 범주화 하였고, 정신과 

질환 진단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Chi-square test로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일반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와 여성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에서의 2년 

이내에 정신질환 발생률을 검정하기 위해 Kaplan-Meier 방법을 사용하였고, 

두 집단간의 정신질환 발생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Log rank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정신질환 발생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정하기 위해 Univariable Cox regression proportional hazard 방법을 

사용하고 변수들을 통제하기위해 Multivariable Cox regression proportional 

hazard를 사용하여 정신질환 이환의 위험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일반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와 여성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에서 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 하위집단을 나누어 따른 정신질환 발생의 차이와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해 Kaplan-Meier, Log-rank test, Cox proportional hazard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5%로 설정하였으며, 통계 분석은 SAS 

version 9.4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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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 

 

2002년부터 2011년 기간동안 본 연구 코호트에 들어온 후 2년 뒤 일반암 

혹은 여성암을 진단받은 20세 이상 여성 대상자는 1987명으로, 일반암을 

진단받은 대상자는 1440명, 여성암을 진단받은 대상자는 547명이다. 위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여 Table3의 결과를 얻었다. 일반암에서 

정신질환은 215명(14.9%), 여성암에서의 정신질환은 67명(12.3%)로 두 그룹 

간의 비율 차이는 거의 없었다(p=0.145). 연령의 경우에는 일반암 그룹에 

비해 여성암 그룹에서 40세 미만의 비율이 높았고, 40세 이상은 비율이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1). 소득수준의 경우 여성암 

그룹에서 50%초과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p=0.038). 

국민건강보험 가입 유형에서는 여성암에서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3).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기타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일반암 그룹에 비해 여성암 그룹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장애가 있는 경우, 일반암 

그룹의 비율이 높고, 장애가 없는 경우 여성암 그룹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42). CCI는 일반암 그룹에 비해 여성암 그룹에서 

2점 이하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01)(Table 3). 

일반암 혹은 여성암 진단 후 2년 이내에 정신질환의 이환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하여 Table4의 결과를 얻었다. 40대 이상의 연령일수록 

정신질환에 이환된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0).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정신질환 이환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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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결과를 보였고, 소득 수준, 거주지역, 장애 여부에 따른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CCI가 높을수록(3점 이상) 정신질환 이환 

비율이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1).   

일반암 혹은 여성암을 진단받고 2년 이내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들의 

정신 이환 종류에 따른 분포를 확인하여 Table 5의 결과를 얻었다. 두 그룹 

모두에서 이환 대상자의 비율이 높은 정신질환은 불안장애(anxiety 

disorders), 기분장애(mood disorders), 기타 신경증(other neurotic 

disorders) 순이었으나, 일반암과 여성암의 두 그룹 간의 유의한 비율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성암에서 이환 비율이 높은 정신질환은 물질사용 

장애(substance use disorders), 정신병적 장애(psychotic disorders), 

불안장애(anxiety disorders)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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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aseline characteristics of cohort according to cancer type 

(General and Woman cancer)  

Variables 
General cancer 

(n=1,440) 

Woman Cancer 

(n=547) 
P-value 

Mental disorders   0.145 

No  1,225 (85.1) 480 (87.8)  

Yes  215 (14.9) 67 (12.3)  

Age   <.0001*** 

<40 225 (15.6) 154 (28.2)  

≥40 1215 (84.4) 393 (71.9)  

Household income level   0.038*  

≤50%  603 (41.9) 201 (36.8)  

>50%  837 (58.1) 346 (63.3)  

Health insurance    0.030*  

Medical aid  89 (6.2) 18 (3.3)  

Local-Subscriber  560 (38.9) 229 (41.9)  

Employee  791 (54.9) 300 (54.8)  

Region   <.0001 

Province  565 (39.2) 138 (25.2)  

Metropolitan(others)  275 (19.1) 121 (22.1)  

Metropolitan  600 (41.7) 288 (52.7)  

Disability   0.042*  

No  1,362 (94.6) 530 (96.9)  

Yes  78 (5.4) 17 (3.1)  

CCI  <.0001*** 

≤2  574 (39.9) 318 (58.1)  

>2  866 (60.1) 229 (41.9)  

Abbreviation: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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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aseline characteristics of cohort with and without mental 

disease  

Variables 

No Mental 

disease 

(n=1,705) 

Mental disease 

(n=282) 
P-value 

Cancer type     

General cancer  1,225 (71.9) 215 (76.2) 0.145  

Woman cancer  480 (28.2) 67 (23.8)  

Age   0.010*  

<40 341 (20.0) 38 (13.5)  

≥40 1364 (80.0) 244 (86.5)  

Household income level   0.989 

≤50%  690 (40.5) 114 (40.4)  

>50%  1015 (59.5) 168 (59.6)  

Health insurance    0.076  

Medical aid  84 (4.9) 23 (8.2)  

Local-Subscriber  677 (39.7) 112 (39.7)  

Employee  944 (55.4) 147 (52.1)  

Region   0.195  

Province  590 (34.6) 113 (40.1)  

Metropolitan(others)  342 (20.1) 54 (19.2)  

Metropolitan  773 (45.3) 115 (40.8)  

Disability   0.543  

No  1626 (95.4) 266 (94.3)  

Yes  79 (4.6) 16 (5.7)  

CCI  0.051  

≤2  781 (45.8) 111 (39.4)  

>2  924 (54.2) 171 (60.6)   

Abbreviation: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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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ntal diseas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ohort according to 

cancer type (General and Woman cancer) 

Variables 
General cancer 

(n=1440) 

Woman Cancer 

(n=547) 
P-value 

Organic mental disorders   0.459 

 No 1432 (99.4) 546 (99.8)  

 Yes 8 (0.6) 1 (0.2)  

Substance use disorders   1.000 

 No 1438 (99.9) 546 (99.8)  

 Yes 2 (0.1) 1 (0.2)  

Psychotic disorder   0.670 

 No 1436 (99.7) 545 (99.6)  

 Yes 4 (0.3) 2 (0.4)  

Mood disorders   0.332 

 No 1373 (95.4) 527 (96.3)  

 Yes 67 (4.7) 20 (3.7)  

Anxiety disorders   0.727 

 No 1359 (94.4) 514 (94.0)  

 Yes 81 (5.6) 33 (6.0)  

Stress related disorders   0.279 

 No 1434 (99.6) 546 (99.8)  

 Yes 6 (0.4) 1 (0.2)  

Other neurotic disorders   0.097 

 No 1374 (95.4) 531 (97.1)  

 Yes 66 (4.6) 16 (2.9)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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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ntal diseas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ohort according to 

cancer type (General and Woman cancer) (Continued) 

Variables 
General cancer 

(n=1440) 

Woman Cancer 

(n=547) 
P-value 

Personality and  

behavior disorders 
  N/A* 

 No 1440 (100.0) 547 (100.0)  

 Yes N/A* N/A*  

Sleep disorders   0.973 

 No 1414 (98.2) 537 (98.2)  

 Yes 26 (1.8) 10 (1.8)  

Sexual disorders   N/A* 

 No 1440 (100.0) 547 (100.0)  

 Yes N/A* N/A*  

Others    0.459 

 No 1432 (99.4) 546 (99.8)  

 Yes 8 (0.6) 1 (0.2)  

Abbreviation: N/A, Not available 

* There was no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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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암과 여성암 진단 여부에 따른 2년 이내에 정신질환 이환 

비교 

 

일반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와 여성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에서의 2년 이내에 

정신질환 발생률을 검정하기 위해 Kaplan-Meier 방법을 사용하였고, 두 

집단간의 정신질환 발생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Log Rank 방법을 이용하였다. 

일반암에서의 정신질환 이환을 진단받기까지의 걸린 시간에 대한 중앙값은 

243일이고, 여성암에서는 270일로 확인되었다. 일반암에서의 정신질환 

이환율이 높았으나 일반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와 여성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0.122). 

 

 

Fig 2. Kaplan-Meier curve mental disease by cancer type  

(General cancer and Woman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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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이환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시행하여 Univariable hazard ratio와 Multi-variable hazard ratio를 

정리하였다.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ratio model 분석 시, 

연령, 소득수준, 거주지역, 장애여부, CCI를 변수로 포함하였다. 보험 가입 

형태의 경우 단변수 분석에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시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정신질환의 위험도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으나, 소득 

수준과 변수가 연관성이 있어(의료 급여는 소득 수준에서 20%이하에 속함)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ratio 분석에서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Table 6).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일반암 혹은 여성암 진단에 따른 2년 이내에 

정신질환이 발생할 Hazard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95%Cl: 0.67 - 

1.18). 연령의 경우, 40세 미만에 비해 40세 이상이 1.45배(95%Cl: 1.02 - 

2.05)로 정신질환에 이환될 hazard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수준의 경우, 50%이하인 집단에 비해 50%초과 집단에서 Hazard가 

1.04배((95%Cl: 0.82 - 1.32)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지방에 비해 대도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Hazard가 0.84배(95%Cl: 0.64 - 1.09), 기타 도시에서 

0.88배(95%Cl: 0.64 - 1.22)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장애 

여부의 경우, 장애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장애가 있을 경우 정신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1.09배(95%Cl: 0.66 - 1.82)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CI가 2점 이하인 경우에 비해, 2점 초과인 경우 정신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1.20배(95%Cl: 0.94 - 1.54)로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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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Univariable Hazard ratio for incidence mental disease in cancer 

(General cancer and Woman cancer) 

Variables Hazard ratio 95%Cl 

Cancer type   

General cancer  1.00   

Woman cancer 0.81  0.61 - 1.06 

Age   

<40 1.00   

≥40 1.57  1.12 - 2.21 

Health insurance    

Medical aid  1.00   

Local-Subscriber  0.62  0.40 - 0.98 

Employee  0.59  0.38 - 0.92 

Household income level   

≤50%  1.00   

>50%  1.01  0.80 - 1.28 

Region   

Province  1.00   

Metropolitan(others)  0.83  0.60 - 1.15 

Metropolitan  0.80  0.61 - 1.03 

Disability   

No  1.00   

Yes  1.22  0.74 - 2.02 

CCI   

≤2  1.00   

>2  1.29  1.02 - 1.64 

Abbreviation: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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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ulti-variable Hazard ratio for incidence mental disease in 

cancer (General cancer and Woman cancer) 

Variables Hazard ratio 95%Cl 

Cancer type   

General cancer  1.00   

Woman cancer 0.89 0.67 - 1.18 

Age   

<40 1.00   

≥40 1.45 1.02 - 2.05 

Household income level   

≤50%  1.00   

>50%  1.04  0.82 - 1.32 

Region   

Province  1.00   

Metropolitan(others)  0.88  0.64 - 1.22 

Metropolitan  0.84  0.64 - 1.09 

Disability   

No  1.00   

Yes  1.09  0.66 - 1.82 

CCI   

≤2  1.00   

>2  1.20 0.94 - 1.54 

Abbreviation: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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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에 따른 암진단 후 2년 이내에 정신질환 이환 비교 

   (하위그룹 분석) 

 

Kaplan-Meier와 Log rank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신질환 이환과 관련하여 

40세 미만 그룹에서는 일반암과 여성암에서의 정신질환 이환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p=0.823), 40세 이상의 그룹에서는 일반암이 여성암에 

비해 정신질환 이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55).  

 

  

Fig 3. Kaplan-Meier curve mental disease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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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신질환 이환 위험도를 확인하기위해   

Multi - 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ratio 방법을 시행하였다.  

40세 미만 그룹에서의 일반암에 비해 여성암에서 정신질환 이환 Hazard가 

1.07배(95%Cl: 0.56 - 2.08)로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 수준의 경우 50% 초과 그룹에서의 정신질환 이환 Hazard는 1.44배(95%Cl: 

0.71 - 2.91)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방에 비해 

대도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정신질환 이환 Hazard가 

1.29배(95%Cl: 0.57 - 2.93), 기타 도시에서 1.07배(95%Cl: 0.40 - 2.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CI가 2점 이하인 경우에 비해, 2점 초과인 

경우 정신질환에 이환될 hazard가 1.56배(95%Cl: 0.82 – 2.96)로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0세 미만 그룹에서는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의 수가 적어 값을 구하지 못했으며, 연령이 40세 이상 그룹에서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일반암에 비해 여성암에서 정신질환 이환 

Hazard ratio가 0.84(95%Cl: 0.62 – 1.16)이고 소득 수준의 경우 50% 이하 

그룹 대비 50% 초과 그룹에서의 정신질환 이환 Hazard ratio는 1.00(95%Cl: 

0.77 – 1.29)로 확인되었으며, 지방에 비해 대도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정신질환 이환 Hazard ratio가 0.80(95%Cl: 0.60 - 1.06), 

기타 도시에서 0.88(95%Cl: 0.62 - 1.25)로 확인되었다. 장애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장애가 있는 경우 Hazard ratio가 1.12(95%Cl: 0.67-1.86으로 

확인되었고, CCI가 2점 이하인 경우에 비해, 2점 초과인 경우 정신질환에 

이환될 hazard가 1.15배(95%Cl: 0.89 – 1.50)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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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Hazard ratio for incidence mental disease according to age 

Variables 

Age 

<40 ≥40 

Hazard 

ratio 
95%Cl 

Hazard 

ratio 
95%Cl 

Cancer type      

General 

cancer  
1.00  1.00  

Woman cancer 1.07 0.56 - 2.08 0.84 0.62 - 1.16 

Household 

income level 
     

≤50%  1.00  1.00   

>50%  1.44 0.71 - 2.91 1.00 0.77-1.29 

Region      

Province   1.00  1.00   

Metropolitan(

others)  
1.07 0.40 - 2.85   0.88 0.62 - 1.25 

Metropolitan  1.29 0.57 - 2.93   0.80 0.60 - 1.06 

Disability       

No  1.00     1.00   

Yes  N/A* N/A*   1.12 0.67 - 1.86 

CCI       

≤2  1.00     1.00   

>2  1.56 0.82 - 2.96   1.15 0.89 - 1.50 

Abbreviation: N/A, Not available;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 There was no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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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수준에 따른 암진단 후 2년 이내에 정신질환 이환 

비교(하위그룹 분석) 

 

Kaplan-Meier와 Log rank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신질환 이환과 관련하여 

소득수준 50% 이하의 그룹에서는 일반암과 여성암에서의 정신질환 이환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p=0.051). 또한, 소득수준 50% 초과 

그룹에서는 일반암과 여성암에서의 정신질환 이환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655).  

 

 

  

Fig4. Kaplan-Meier curve mental disease by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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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신질환 이환 위험도를 확인하기위해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ratio 방법을 시행하였다. 소득수준 

50%이하인 그룹에서 일반암에 비해 여성암에서 정신질환 이환 Hazard가 

0.67배(95%Cl : 0.41 - 1.09)로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40세 미만에 비해 40세 이상이 Hazard가 1.89배(95%Cl : 1.01 - 

3.56)로 정신질환에 이환될 hazard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지방에 비해 대도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정신질환 이환 Hazard가 0.75배(95%Cl: 0.49 – 1.16), 기타 

도시에서 1.07배(95%Cl: 0.67 - 1.72)로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장애 여부의 경우, 장애가 없는 경우에 장애가 있는 그룹에서의 

Hazard는 1.10배(95%Cl: 0.54 – 2.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CI가 

2점 이하인 경우에 비해, 2점 초과인 경우 정신질환에 이환될 Hazard가 

1.08배(95%Cl : 0.74 - 1.57)로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수준 50% 초과 그룹에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일반암에 비해 

여성암에서 정신질환 이환 Hazard가 1.03배(95%Cl :0.72-1.45)로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40세 미만에 비해 40세 

이상이 Hazard가 1.25배(95%Cl: 0.82 – 1.91)로 정신질환에 이환 hazard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지방에 비해 

대도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Hazard가 0.87배(95%Cl: 0.62 - 

1.22), 기타 도시에서 0.76 배(95%Cl: 0.48 - 1.19)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장애 여부의 경우, 장애가 없는 경우에 장애가 있는 

그룹에서의 Hazard는 1.08배(95%Cl: 0.53-2.21)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CI가 2점 이하인 경우에 비해, 2점 초과인 경우 

정신질환에 이환될 Hazard가 1.30배(95%Cl: 0.94 - 1.79)로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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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Hazard ratio for incidence mental disease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level  

Variables 

Household income level 

≤50% >50% 

Hazard 

ratio 
95%Cl 

Hazard 

ratio 
95%Cl 

Cancer type   
 

   

General 

cancer  
1.00  1.00  

Woman 

cancer 
0.67 0.41 - 1.09 1.03 0.72 - 1.45 

Age       

<40 1.00   1.00   

≥40 1.89 1.01 - 3.56 1.25 0.82 - 1.91 

Region   
 

   

Province  1.00   1.00   

Metropolitan 

(others)  
1.07 0.67 - 1.72 0.76 0.48 - 1.19 

Metropolitan  0.75 0.49 - 1.16 0.87 0.62 - 1.22 

Disability   
 

   

No  1.00   1.00   

Yes  1.10 0.54 - 2.27 1.08 0.53 - 2.21 

CCI   
 

   

≤2  1.00   1.00   

>2  1.08 0.74 - 1.57 1.30 0.94 - 1.79 

Abbreviation: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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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암, 유방암, 부인과암에 따른 암진단 후 2년 이내에 

정신질환 이환 비교(추가 분석) 

 

일반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와 유방암, 부인과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에서의 

2년 이내에 정신질환 발생률을 검정하기 위해 Kaplan-Meier 방법을 

사용하였고, 두 집단간의 정신질환 발생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Log rank 

방법을 이용하였다. 일반암에서의 정신질환 이환을 진단받기까지의 걸린 

시간에 대한 중앙값은 243일이고, 유방암에서는 182일, 부인과암에서는 

329일로 확인되었다. 정신질환 이환과 관련하여 일반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와 

유방암, 부인과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p=0.040). 

 

 
Fig 5. Kaplan-Meier curve mental disease by cancer type  

      (General cancer, Breast cancer, Gynecolog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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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신질환 이환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해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ratio 방법을 시행하였다.  

일반암에 비해 유방암에서 정신질환에 이환 Hazard는 0.61배(95%Cl: 0.39-

0.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일반암에 비해 부인과암에서 정신질환에 

이환될 Hazard는 1.14배(95%Cl: 0.82 - 1.58)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40세 미만에 비해 40세 이상이 

1.50배(95%Cl: 1.06 - 2.13)로 정신질환에 이환될 hazard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수준의 경우, 50%이하인 집단에 비해 50%초과 

집단에서 Hazard가 1.04배((95%Cl: 0.82 - 1.32)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지방에 비해 

대도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Hazard가 0.83배(95%Cl: 0.64 - 

1.08), 기타 도시에서 0.89배(95%Cl: 0.64 - 1.2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애 여부의 경우, 장애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장애가 

있을 경우 정신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1.10배(95%Cl: 0.66 - 1.82)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CI가 2점 이하인 경우에 비해, 2점 초과인 

경우 정신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1.20배(95%Cl: 0.94 - 1.53)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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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Hazard ratio for incidence mental disease in cancer  

(General cancer, Breast cancer, Gynecologic cancer) 

Variables Hazard ratio 95%Cl 

Cancer type   

General cancer  1.00   

Breast cancer 0.61 0.39 - 0.95 

Gynecologic cancer 1.14 0.82 - 1.58 

Age   

<40 1.00   

≥40 1.50 1.06 - 2.13 

Household income level   

≤50%  1.00   

>50%  1.04  0.82 - 1.32 

Region   

Province  1.00   

Metropolitan(others)  0.89  0.64 - 1.23 

Metropolitan  0.83  0.64 - 1.08 

Disability   

No  1.00   

Yes  1.10 0.66 - 1.82 

CCI   

≤2  1.00   

>2  1.20 0.94 - 1.53 

Abbreviation: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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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암과 여성암 진단 여부에 따른 1년 이내에 정신질환 이환 

비교(추가 분석) 

 

일반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와 여성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에서의 1년 이내에 

정신질환 발생률을 검정하기 위해 Kaplan-Meier 방법을 사용하였고, 두 

집단간의 정신질환 발생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Log rank 방법을 이용하였다. 

일반암에서의 정신질환 이환을 진단받기까지의 걸린 시간에 대한 중앙값은 

160일이고, 여성암에서는 167일로 확인되었다. 정신질환 이환과 관련하여 

일반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와 여성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27). 

 

 

Fig 6. Kaplan-Meier curve mental disease within 1 year by cancer type 

(General cancer and Woman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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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신질환 이환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해 

Multi- 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ratio 방법을 시행하였다. 일반암에 

비해 여성암에서 암진단 후 1년 이내에 정신질환에 이환 Hazard는 

0.86배(95%Cl: 0.60 - 1.2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40세 미만에 비해 40세 이상이 1.83배(95%Cl: 1.13 - 2.97)로 

정신질환에 이환될 hazard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수준의 

경우, 50%이하인 집단에 비해 50%초과 집단에서 Hazard가 1.27배(95%Cl: 0.93 

- 1.73로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지방에 비해 대도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Hazard가 

0.93배(95%Cl: 0.67 - 1.30), 기타 도시에서 0.82배(95%Cl: 0.53 - 1.2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애 여부의 경우, 장애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장애가 있을 경우 정신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1.18배(95%Cl: 0.64 

- 2.18)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CI가 2점 이하인 경우에 

비해, 2점 초과인 경우 정신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1.33배(95%Cl: 0.97 - 

1.82)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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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Hazard ratio for incidence mental disease within 1 year in 

cancer (General cancer and Woman cancer) 

Variables Hazard ratio 95%Cl 

Cancer type   

General cancer  1.00   

Waman cancer 0.86 0.60 - 1.23 

Age   

<40 1.00   

≥40 1.83 1.13 - 2.97 

Household income level   

≤50%  1.00   

>50%  1.27  0.93 - 1.73 

Region   

Province  1.00   

Metropolitan(others)  0.82  0.53 - 1.26 

Metropolitan  0.93  0.67 - 1.30 

Disability   

No  1.00   

Yes  1.18 0.64 - 2.18 

CCI   

≤2  1.00   

>2  1.33 0.97 - 1.82 

Abbreviation: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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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암과 여성암 진단 여부에 따른 5년 이내에 정신질환 이환 

비교(추가 분석) 

 

일반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와 여성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에서의 5년 이내에 

정신질환 발생률을 검정하기 위해 Kaplan-Meier 방법을 사용하였고, 두 

집단간의 정신질환 발생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Log rank 방법을 이용하였다. 

일반암에서의 정신질환 이환을 진단받기까지의 걸린 시간에 대한 중앙값은 

734일이고, 여성암에서는 741일로 확인되었다. 정신질환 이환과 관련하여 

일반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와 여성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p=0.025). 

 

 
Fig 7. Kaplan-Meier curve mental disease within 5 years by cancer type 

(General cancer and Woman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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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신질환 이환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해 

Multi- 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ratio 방법을 시행하였다.  

일반암에 비해 여성암에서 암진단 후 5년 이내에 정신질환에 이환 Hazard는 

0.88배(95%Cl: 0.73 - 1.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40세 미만에 비해 40세 이상이 1.51배(95%Cl: 1.18 - 1.93)로 

정신질환에 이환될 hazard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수준의 

경우, 50%이하인 집단에 비해 50%초과 집단에서 Hazard가 1.16배((95%Cl: 

0.98 - 1.38로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지방에 비해 대도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Hazard가 

0.82배(95%Cl: 0.68 - 0.98)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방에 

비해 기타 도시에서는 0.85배(95%Cl: 0.68 - 1.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애 여부의 경우, 장애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장애가 

있을 경우 정신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1.14배(95%Cl: 0.80 - 1.62)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CI가 2점 이하인 경우에 비해, 2점 초과인 

경우 정신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1.18배(95%Cl: 0.99 - 1.40)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Table 12).  

 

 

 

 

 

 

 



- 40 - 

 

Table 12. Hazard ratio for incidence mental disease within 5 years in 

cancer (General cancer and Woman cancer) 

Variables Hazard ratio 95%Cl 

Cancer type   

General cancer  1.00   

Waman cancer 0.88 0.73 - 1.08 

Age   

<40 1.00   

≥40 1.51 1.18 - 1.93 

Household income level   

≤50%  1.00   

>50%  1.16 0.98 - 1.38 

Region   

Province  1.00   

Metropolitan(others)  0.85 0.68 - 1.08 

Metropolitan  0.82  0.68 - 0.98 

Disability   

No  1.00   

Yes  1.14 0.80 - 1.62 

CCI   

≤2  1.00   

>2  1.18 0.99 - 1.40 

Abbreviation: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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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 코호트BD를 이용하여 Kaplan-

Meier와 Log rank, Multivariable Cox regression proportional hazard 

분석방법으로 일반암 혹은 여성암 진단에 따른 정신질환 이환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였다. 일반암을 진단받은 대상자 중 2년 이내에 정신 질환이 이환된 

대상자는 14.9%, 여성암을 진단받은 대상자 중 2년 이내에 정신질환이 이환된 

대상자는 12.3%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두 그룹 

모두에서 비율이 높은 정신질환은 불안장애(anxiety disorders), 

기분장애(mood disorders), 기타 신경증(other neurotic disorders) 순이었고, 

여성암에서는 물질사용 장애(substance use disorders), 정신병적 

장애(psychotic disorders), 불안장애(anxiety disorders)로 확인되었다. 

특히, 불안장애의 경우 우리나라의 암환자에서의 나타나는 정신질환의 

위험도에 대한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최원정, 2014) 

(박진성 et al., 2012). 

일반암에서의 2년 이내 정신질환 이환율이 높았으나 일반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와 여성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일반암과 여성암에서의 정신질환 

이환 위험도는 차이가 없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신질환의 발생이 높다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신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연령이 암환자에서의 정신질환 발생의 위험요인 중 하나 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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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시사했다 (Parpa et al., 2015). 

40세 미만인군과 40세 이상인 그룹에서 정신질환에 이환될 확률은 40세 

미만인 군에서 높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유방암 

환자를 50세 이상과 50세 미만의 두개의 군으로 나누어 삶의 질과 정서적 

상태(emotional well-being)에 차이가 있는지 보는 선행연구에서 50세 이하의 

젊은 환자들에서 정서적상태(emotional well-being)와 질병 특이적 

두려움(Breast cancer specific concerns), 우울 증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Wenzel et al., 1999). 

반대로 연령이 증가할 수록 정신과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높다는 연구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 50%이하인 그룹이 50%초과인 그룹에 

비해 정신질환에 이환될 확률이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Zabora et al., 2001; 최원정, 2014). 

이외 거주지역의 경우, 단변수 분석에서는 거주지역이 지방일수록 

정신질환의 이환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나,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는 경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CCI의 경우 단변수 

분석에서는 CCI가 높을수록 정신과 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높았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분석하였을 시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CCI가 높을수록 정신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만성질환이 주요우울장애의 발생을 높인다는 선행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하였다(Katon, 2003). 

여성암을 유방암과 부인과암으로 나누어 암 진단 후 2년 이내 정신 질환 

이환 위험에 대해 추가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일반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와 유방암, 부인과 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에서 정신질환 이환율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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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에 비해 부인과암에서 정신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높고, 일반암에 비해 

유방암에서 정신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유방암의 진단이 

자궁경부암에 비해 정신질환 이환 비율이 높았다 (최원정, 2014). 또한 

마찬가지로 40세 이상일수록 정신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일반암과 여성암을 진단받고 1년, 5년 이내에 정신질환에 이환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각각 시행하였다. 일반암 혹은 여성암 진단 후 

5년 이내에 정신질환 이환율은 두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여 연령이 높은 

그룹에서 정신질환이 이환될 Hazard가 1년에서는 1.83배로 2년(1,45배) 

5년(1,51배)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암진단 후 1년 이내에 불안과 우울 

증상의 발현이 높고,  급속생존기에 사회적 지지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의 관련성을 시사한다(Boyes et al., 2013) (백옥미 & 임정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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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강점과 제한점 

 

본 연구의 강점은 선행연구들 대부분 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와 암을 

진단받지 않은 일반 대상자에서의 정신질환 이환 위험에 대해 연구하였기에 

암의 종류에 따라 비교하는 선행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본 연구는 

여성에서의 암 진단 종류에 따라 정신질환 이환 위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요소 및 동반질환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령, 소득수준, 거주 지역, 장애 여부등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동반질환지수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정신질환 이환에 

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을 시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약점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DB코호트를 사용하였기에 본래 

연구를 위한 목적의 자료가 아니라 보험급여 청구를 위한 자료이다. 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가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원자료의 한계로 인해 암의 세부 병기, 재발 여부 등 정신질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요인들의 반영이 어려웠다. 또한, 정신 질환의 이환의 

빈도보다 우울감, 무력감 등의 기분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나 코호트 

연구이기에 정신질환 코드로 청구된 사항만 확인하였기에 분석 대상수가 

줄었다 (Zabora et al., 2001).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암환자에서의 

정신질환 유병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되었는데, 이는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해 진단과 치료의 장벽이 있음을 시사한다(박진성 et al., 2012; 최원정, 

2014). 또한, 정신질환의 치료에 대한 변수인 정신요법, 약물 사용 변수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었을 시 더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마지막으로 여성암과 생존 기간이 비슷한 일반암을 선별하여 분석했을 

시 정신질환 이환에 대해 더 정확한 비교가 가능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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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암을 진단받은 군과 여성암을 

진단받은 군에서 암진단 후 2년 이내에 정신질환 이환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정신질환 이환 

여부와 위험요인에 대해 하위 그룹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여성암을 

유방암과 부인과암으로 나누어 정신질환 이환 여부와 위험요인에 대해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암과 여성암을 진단받은 군에서 암 진단 후 1년, 5년 

이내에 정신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추가 분석도 

시행하였다. 

여성암에서의 정신질환 이환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고, 연령의 증가, 

장애가 있는 경우, CCI가 높은 경우 정신질환 이환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0세 미만에서 정신질환 이환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고, 

소득수준이 50%초과한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장애가 있을 경우, CCI가 

높은 경우에 정신질환 이환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0세 

이상에서는 CCI가 높은 경우에 정신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수준이 50%이하인 그룹에서는 연령의 증가, 장애가 있는 경우, CCI가 

높은 경우에 정신질환 이환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수준이 

50%초과인 그룹에서는 40대 이상인 경우, 지방에 거주할 경우, CCI가 높은 

경우에 정신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암의 종류와 관계없이 암환자에서의 초기 정신질환의 발생률이 높고, 

일반환자에 비해서도 높으므로 암 환자에 대한 초기 정신과적인 문제를 

선별하고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암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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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와 국가 암관리 사업이 정량적인 측면을 중점으로 진행되었기에 

앞으로는 정신사회적 측면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진, 환자, 환자의 가족들의 암에 대한 정신사회적 측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신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중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사회적 정책뿐만 아니라 연구, 교육 등의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암환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개인사회적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성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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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differences in the morbidity of 

mental disorders in general and woman cancers 

 

Yun Ah Lee 

Department of Biostatistic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 Mo Nam, Ph.D.)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isk of morbidity of mental disorder in 

general cancer and woman cancer in Korea and to evaluate the difference 

and relevance of mental disorder according to gynecologic cancer type, 

ag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enthusiastic action and treatment along with 

interest in mental problems that are highly correlated with the quality 

of life of cancer patient, and present it as basic resource for prevention 

and establishment of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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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ample cohort DB, among 

1,077,583 eligible subjects in the sample cohort from 2002 to 2011, 2,050 

female subjects diagnosed with general cancer or woman cancer 2 years 

after entering this study cohort were selected as the study subjects.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diagnosed with 

general or woman cancer were identified through the Chi-square test, and 

the risk factors for mental disorder were analyzed using Kaplan-Meier, 

Log-rank test, and Cox-proportional hazard model. SAS 9.4 was utilized 

for data analysis.  

Two years after entering the study cohort from 2002 to 2011, 1987 women 

were diagnosed with general cancer or woman cancer, 1440 were diagnosed 

with general cancer and 547 were diagnosed with woman cancer. 

There were 215 patients (14.9%) for mental disorder in general cancer 

and 67 patients (12.3%) for mental disorder in woman cancer,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portion between the two groups was confirmed. 

The risk of psychiatric morbidity was not significantly higher even 

when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 In the group divided into under 40 

years of age and over 40 years of age,  when the risk of mental disorder 

was confirmed after diagnosis of general cancer or woman cancer while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the group under 40 years old (HR=1.07, 

95% CI=0.56-2.08) identified a high risk, but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confirmed. When the risk of mental disorder was confirmed in the group 

below 50% of income level and the group above 50% in the control of other 

variables, the risk was high in the group above 50% of income level 

(HR=1.07, 95% Cl=0.72-1.45),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wa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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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ed.  

By subdividing woman cancers into general cancer, breast cancer, and 

gynecological cancer, additional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morbidity of mental disorder within 2 years after cancer diagnosis,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nfirmed between groups(p=0.040). When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 the mental disorder hazard ratio of 

gynecological cancer(HR=1.14, 95% Cl=0.82-1.58) was confirmed to be 1.14, 

and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Additional analyses were conducted to compare mental disorder morbidity 

within 1 year and 5 years after diagnosis of general or woman cancer, 

respectively. Comparing mental disorder morbidity within 1 year showed 

similar results as comparing mental disorder morbidity within 2 years, 

and comparing mental disorder morbidity within 5 year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mental disorder 

morbidity of subjects diagnosed with general cancer. However,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identified when the morbidity of 

mental disorder was confirmed while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  

As a result of an analysis to confirm the difference between mental 

disorder morbidity in general cancer and woman cancer,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monly identified variable as a related risk factor while 

controlling the variables affecting mental disorder transmission was 40 

years old or older,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using insurance claims data, not the data 

originally constructed for the study, so it was difficult to reflect the 

detailed cancer stage(TNM) and recurrence of cancer, which wa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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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mental disorder morbidity. Although it 

was difficult to reflect the specific stage and recurrence of cancer, it 

suggested that age, income level, comorbidity, and disability could become 

risk factors for morbidity of mental disorder. 

Therefore, it can be expected that it will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accessibility of woman cancer patients to the psychosocial aspect for 

treatment and help them with activities such as research, education, and 

social policy provis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w words : Cancer, Mental disorder, Risk fa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