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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생존자의 기분장애 발생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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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Factor of Mood Disorder Development in Breast Cancer Survi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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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chon University, Seongnam, Korea

ABSTRACT

Objective : The questionnaire-based study model has a problem in that there is no information on diseases and drugs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between mood disorders and the severity of comorbid diseases in cancer survivors. This study used claim data collec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over nine years to identify risk factors of mood disorders in breast cancer survivors
Methods : 2,065 pati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excluding someone who were diagnosed mood disorders one year before breast cancer diagnosis. All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with R4.0.0 Chi-Square
test and 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 was performed.
Results : Chi-square test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re
were 461 (22.32%) patients with mood disorders and 1,604 (77.67%) patients with no mood disorders. In
the univariate Model 1 according to the CCI, the HR in the case of CCI 2 was analyzed as 1.629(95% CI,
1.15-2.30), CCI≥3 was analyzed as 2.031(95% CI 1.48-2.78), compared to the study subjects with CCI=0.
The age and survivorship adjusted Model 2 HR, CCI=2 was 1.615(95% CI, 1.14-2.28), CCI≥3 was analyzed as 1.924 (95% CI 1.40-2.65). The fully adjusted Model 3 HR, CCI=2 was 1.599 (95% CI, 1.12-2.28),
CCI≥3 was analyzed as 1.760 (95% CI 1.25-2.49).
Conclusion : In order to improve the long-term quality of life for breast cancer survivor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manage survivorship, the severity of comorbidities, which are identified as risk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mood disorders. (Anxiety and Mood 2021;17(1):34-40)
KEY WORDS : Breast neoplasms·Depression·Anxiety·Cohort studies·Prescriptions.

서

론

병자수를 살펴보면 유방암은 전체 암유병자의 11.5%(94,964
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 상대생존율은 79.2%(‘93~’95)에

유방암은 가장 흔한 여성 암으로 2017년 한국의 유방암 발

서 93.2%(‘13~’17)로 향상되었다.1

생자수는 22,395명으로 암종별로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갑상

5년 상대생존율이 향상된 유방암 생존자는 치료에서부터

선암에 이어 다섯번째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2017년 5년 암유

유발된 여러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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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차암 예방과 검진, 동반질환 관리, 생활습관 관리 그리
고 심리사회적 문제 영역에서 관리의 필요와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2 그러나 암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관리를 소홀
히 하기 때문에 도리어 암이 아닌 동반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초래되기도 한다.3
심리사회적 문제의 측면에서 암환자의 정신적 고통인 디스
트레스와 같이 암 진단과 치료과정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4 디스트레스는 치
료 순응도와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코티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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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애 등

비증가와 면역력 감소로 이어져 생존율과 재발률에도 악영

을 조사하였다.

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장애 등과 같은 주요 정신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실제로 암 진단 후

대상 및 방법

5년 이내 생존자들에서 10%에서 30%정도의 우울증이 발병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6 특히 유방암 환자는 일차적 치료로
7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

수술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신체 일부를 잃었다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 코호트 자

불완전감에서 불안과 여성성 상실이라는 우울감이 심화되는

료(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진단 후 5년 이상 장기 생존한 암환자

Cohort, NHIS-NSC)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 또는 입원

(유방암, 결장/직장암, 전립선암)의 항우울제 또는 항불안제

시 발생하는 지불 청구에서 생성되어 수집되었다. 해당 자료

처방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유방암 생존자는 일반인 대조군

는 보험자격에 관련된 자격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 임

에 비하여 한번이라도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확률이 1.16배

상 진료 시 기록된 진료 DB, 국가 건강검진 시 관찰된 건강검

(95% CI 1.1~1.22) 높았으며 항불안제는 1.08배(95% CI 1.10~

진 DB 그리고 요양기관 DB로 이루어져 있다.17 본 연구는 전

1.15) 높았다.10

국민의 2%에 해당하는 100만명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암생존자에게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은 발생 그 자체만으로

추적 관찰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도 관리의 필요성이 충분하지만,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
에 더욱이 관리가 필수적이다. 유방암 생존자의 경우에는 치

연구도구 및 측정

료에서부터 유발된 여러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는데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동반질환
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11 환자의 견해에 기초한 Beck De12

유방암 생존자
유방암 환자의 추출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Korean

pression Inventory(BDI), Center for Epidemiolog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로 수집된 진료 DB의 주상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Hospital Anxiety and

병 및 부상병 변수를 활용하였다. Hwangbo 등18의 연구에서

Depression Scale(HADS),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암은 같은 C코드가 1년 내에 3회 이상 존재하거나 C코드로

(STAI) 등의 설문기법13으로 설계된 연구 자료는 당뇨, 치매,

입원 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암 진단

뇌졸중과 같은 암생존자의 동반질환의 중증도를 확인할 수

을 받았음을 시스템에 알리고 특별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특

있는 질병과 처방된 약물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 코드(C 코드라고 함)로 중앙암등록본부(National Cancer

단면연구의 경우에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Registry)에 최종 등록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C50(유

는 문제점이 있다.14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질병 발생의 위

방의 악성 신생물) 코드가 전체 관찰 기간 중 3회 이상 출현

험을 기술하지 못한다는 한계와 환자가 자가 보고한 설문을

하는 대상자(n=2,696)를 유방암 생존자군으로 정의하였다.

15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설문기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장기 추적 관찰 연

기분장애

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Suppli 등14의 연구에서는 덴마크의

기분장애 발생군은 진료DB의 주상병 및 부상병 변수에서

1998~2011년의 국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유방암 생존자에

불안장애(F40, F41)와 우울장애(F32, F33)가 1회 이상 출현

15

서의 우울증 발생을 확인하였다. Haomin 등 의 연구에서는

한 대상자이거나, 관찰기간 내 일반명코드(주성분코드) 변수

2001~2009년의 스웨덴 국가 코호트와 2001~2013년의 스웨

에서 항우울제(N06A)를 1년 간 2회 이상 처방 이력이 있는

덴 지역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유방암 환자에서의 정신질

대상자로 정의하였다.19,20

환을 조사하였다. Hung 등16의 연구에서는 타이완의 NHI 코
호트 자료를 기반으로 유방암 환자들의 기분장애 발생과 위
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는 의무기록조사 자료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9년 동안 수집한 청

를 기반으로 유방암 환자의 1년 사망률을 예측하기 위하여

구 자료인 100만 표본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장기 생존율

만들어진 동반상병 측정도구이다. 총 22개의 질병에 가중치를

이 높은 유방암 생존자의 기분장애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

두어 합산하는 방식으로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 등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의 질병에는 1점의 가중을, 당뇨합병증(Diabetes with chronic

동반질환의 치료 및 중증도가 기분장애 발생에 미치는 영향

complications) 등에는 2점, 심각한 간질환(Severe liver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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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es)에는 3점, 에이즈(AIDS/HIV)는 6점의 가중을 부여한
21

본 연구 대상자는 총 2,065명으로 유방암 생존자군으로 정의

다. 관찰기간 내 해당 동반질환에 대한 KCD코드 출현 시 점

된 2,696명 중 평가 기간에 유방암이 발병한 환자(n=527), 코호

수를 부여하였다. 여기서 연구대상자는 C50코드를 기반하여

트 진입 전 기분장애(n=73), 항우울제 30일 이상 복용자(n=31)

추출하였기 때문에 2점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암(Cancer)과

가 제외된 숫자이다(Figure 1).

관련된 연산에서 C50은 제외하였다. Table 1은 CCI 분류 기
분석 방법

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동반질환의 빈도이다.

자료 분석은 통계패키지 R4.0.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동반질환

단계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연령, 사망여부 및 암

CCI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흔한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이상

생존자의 동반질환에 따른 기분장애 발생군과 미발생군의

지질혈증을 분석에 고려하였다. 고혈압은 KCD코드 I10-I15,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이상지질혈증은 E78으로 추출하였다.

실시하였다. 둘째, 유방암 생존자의 CCI에 따른 기분장애 발

대상자 추출 방법
Breast cancer patients
(n=2,696)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2년 1월 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유방암이 신규로 발생한 만 20세 이상 여성 환자이다.
코호트 진입 시점은 C50 코드가 3회 출현한 시점으로 정의
하였으며 관찰 종료 시점은 마지막 진료 이용일이다. 연구 대

Exclusions :
no record 1 year before
entering the cohort
(n=527)

상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호트 진입 직전 1년
동안의 평가 기간 동안 불안장애에 해당하는 KCD코드
13

F40(공포성 불안장애), F41(기타 불안장애) 또는 우울증에
해당하는 KCD코드 F32(우울에피소드), F33(재발성 우울장

Exclusions :
patients who have been
prescribed ANTIDEPRESSANTS
for more than 30 days
(n=31)

Exclusions :
mood disorder before
index date (n=73)

Exclusions :
under 20 at the time of
entering the cohort
(n=0)

애)이 1번 이상 등장하는 대상자를 코호트 진입 전 사건 발
생 환자로 분류하여 연구에서 제외하였다.22 둘째, 항우울제
N06A(ANTIDEPRESSANTS)를 30일 이상 처방받은 환자

Study population
(n=2,065)

를 코호트 진입 전 사건 발생 환자로 정의하여 제외하였다.23
셋째, 코호트 진입 시점에서 20세 미만인 환자를 제거하였다.

Figur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breast cancer patients.

Table 1. Charlson comorbidity index scoring and prevalence of comorbid conditions
Comorbidity clinical conditions

Weights

Frequency (n)

Percent (%)

Myocardial infarction

1

26

1.26

Congestive heart failure

1

84

4.07

Peripheral vascular disease

1

202

9.78

Cerebrovascular disease

1

178

8.62

Dementia

1

30

1.45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1

1023

49.54

Rheumatoid disease

1

270

13.08

Peptic ulcer disease

1

982

47.55

Mild liver disease

1

558

27.02

Diabetes without chronic complications

1

277

13.41

Diabetes with chronic complications

2

120

5.81

Hemiplegia or paraplegia

2

15

0.73

Renal disease

2

22

1.07

Cancer (any malignancy)

2

247

11.96

Moderate or severe liver disease

3

28

1.36

Metastatic solid tumour

3

123

5.96

AIDS/HIV

6

1

0.0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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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비례위험을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모형에 기반하여 콕

군은 99.39이다.

스 비례위험 회귀분석(Cox’s proportional hazards regres-

CCI 점수에 따른 ‘단변량 모형 1’에서 CCI가 0인 연구대상

sion)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은 단변량 모형이며 모형 2에서는

자와 비교하여 CCI가 1인 경우, 위험비는 1.309(95% CI 0.92~

연령과 사망여부를 보정하였고,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 고혈

1.86) 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신뢰구간이 0.92~

압과 이상지질혈증을 공변량으로 추가하여 보정하였다. 또한,

1.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CI가 2인 경우, 위험

모형 1에 대한 단변량 모형을 카플란-마이어 그래프로 표시

비는 1.629(95% CI 1.15~2.30), CCI가 3이상인 경우, 위험비

하였으며, 로그랭크 테스트(Log rank test)로 유의성을 검증

는 2.031(95% CI 1.48~2.78)로 기분장애 발생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분석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CI 점수에 따른 단변량 모형 1에서 연령과 사망여부를 보

결

과

정한 ‘모형 2’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CCI가 0인 연구대상자와
비교하여 CCI가 2인 경우, 위험비는 1.615(95% CI 1.14~2.28),

연령, 사망여부 및 동반질환에 따른 기분장애 발생군과 미
발생군

CCI가 3이상인 경우, 위험비는 1.924(95% CI 1.40~2.65)이었다.
연령과 사망여부를 보정한 모형 2에서 CCI 연산에서 고려

중앙 생존기간은 2.392년이며 기분장애 발생군은 461명

되지 않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여 보정한 ‘모형 3’

(22.32%), 미발생군은 1,604명(77.67%)으로 확인되었다(Table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CCI가 0인 연구대상자와 비교하여

2). 연령에 따른 기분장애 발생여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CCI가 2인 경우, 위험비는 1.599(95% CI 1.12~2.28), CCI가 3

40세 미만의 발생군 53명(17.7), 미발생군 247명(82.3), 40세

이상인 경우, 위험비는 1.760(95% CI 1.25~2.49)로 분석되었다

이상 50세 미만의 발생군 183명(23.3), 미발생군 604명(76.7), 50

(Table 3).

세 이상 60세 미만의 발생군 125명(22.4), 미발생군 434명(77.6),

Figure 2는 유방암 생존자의 CCI에 따른 기분장애 발생을

60세 이상 70세 미만의 발생군 72명(25.5), 미발생군 210명

나타낸 카플란-마이어 그래프이다. 하단의 위험표(Risk table)

(74.5), 70세 이상의 발생군 28명(20.4), 미발생군 109명(79ㅣ6)이

는 관찰 기간에 따른 중도탈락하지 않은 환자의 수를 나타내

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사망여부의

는 표이다. CCI가 높을수록 카플란-마이어 그래프가 가파르

생존자인 경우, 발생군 414명(22.0), 미발생군 1,467명(78.0)이
며, 사망자인 경우, 발생군 47명(25.5), 미발생군 137명(74.5)이

Table 2. Development of mood disorder by study participants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Variable

CCI의 점수 0인 경우, 발생군 47명(13.6), 미발생군 298명
(86,4)이며, 점수 1인 경우, 발생군 90명(18.7), 미발생군 392명
(81.3), 점수 2인 경우, 발생군 105명(22.4), 미발생군 363명(77.6),
점수 3이상인 경우, 발생군 219명(28.1), 미발생군 551명(70.7)이

Mood disorders
No n (%)

Yes n (%)

＜40

247 (82.3)

53 (17.7)

40-49

604 (76.7)

183 (23.3)
125 (22.4)

50-59

434 (77.6)

60-69

210 (74.5)

72 (25.5)

유의하였다(p＜0.001). 고혈압은 없음의 발생군은 313명(20.2),

≥70

109 (79.6)

28 (20.4)

1467 (78.0)

414 (22.0)

137 (74.5)

47 (25.5)

군 367명(71.3)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이상
지질혈증은 없음의 발생군은 330명(20.0) 미발생군 1319명
(80.0), 있음의 발생군은 148명(31.5), 미발생군 285명(63.5)이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p＜0.001)(Table 2).
유방암 생존자의 기분장애 발생 위험요인
유방암 생존자의 기분장애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Cox’s 비례위험 회귀분석(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실시하였다. CCI 점수가 0점인 환자군의 1000인년

p

Age

었으며, CCI에 따른 기분장애 발생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미발생군 1237명(79.8), 있음의 발생군은 148명(28,7), 미발생

χ2

6.099

0.192

1.012

0.315

35.390

＜0.001

15.786

＜0.001

24.582

＜0.001

Survivorship
Survivors
Deaths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0

298 (86.4)

47 (13.6)

1

392 (81.3)

90 (18.7)

2

363 (77.6)

105 (22.4)

≥3

551 (70.7)

219 (28.1)

No

1237 (79.8)

313 (20.2)

Yes

367 (71.3)

148 (28.7)

Hypertension

Dyslipidemia

(person-years)당 발생률은 48.24, CCI가 1점인 환자군은

No

1319 (80.0)

330 (20.0)

63.38, CCI가 2점인 환자군은 79.53, CCI가 3점 이상인 환자

Yes

285 (68.5)

148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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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생존자의 기분장애
Table 3. Hazard Ratios (HRs) for incident mood disorder associated with Charlson Comorbidity Index
Cases, No

Parameter

N

Model 1

%

HR

(95% CI)

Model 2
p

HR

(95% CI)

Model 3
p

HR

(95% CI)

p

Charlson comorbidity index
0

47

10.2

1

90

19.5

1.309

1 [Reference]
(0.92-1.86)

0.135 1.300

1 [Reference]
(0.91-1.85)

0.146 1.276

1 [Reference]
(0.90-1.82)

0.177

2

105

22.8

1.629

(1.15-2.30)

0.005 1.615

(1.14-2.28)

0.006 1.565

(1.11-2.21)

0.011

≥3

219

47.5

2.031

(1.48-2.78) ＜0.001 1.924

(1.40-2.65) ＜0.001 1.788

(1.29-2.48)

0.001

Model 1 : Univariate Model, Model 2 : Adjusted for age (＜40, 40-49, 50-59, 60-69 and ≥70) and Survivorship (Survivors or Deaths),
Model 3 : Further adjusted for Hypertension, Dyslipidemia (Yes or No)

CCI

0*

†

1

2

‡

3

표본코호트 자료에서 추출하여 활용한 유방암 생존자는

§

2,065명이었다. 일반인에서의 우울증 유병률은 우울장애 설

1.00

문 도구에 따라 다양한 보고가 있는데, 한국 성인을 기준으

Survival probability

로 평생 주요 우울장애 유병률은 3.3에서 5.6%이었다. 일반인
0.75

의 우울증 유병률은 보통 아시아권의 경우 5% 이내로 확인
되는데, 한국인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기

0.50

분장애 유병률은 22.3%로 확인되었다. 이는 암 진단 후 5년
이내 생존자들에서 10%에서 30% 정도의 우울증이 발병한다

0.25

고 보고한 Mehnert 등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일반인

p＜0.0001

에 비하여 유방암 생존자에서 기분장애가 발생 위험이 높으

0.00

며, 기분장애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0

2

4
Time

6

8

345
482
468
770

187
280
254
424

112
147
145
226

47
76
62
112

0
0
0
0

0

2

4
Time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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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at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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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Figure 2. Risk of mood disorder according to Charlson Comorbidity Index. * : Red ; CCI=0, † : Green ; CCI=1, ‡ : Blue ; CCI=2,
§ : Violet ; CCI≥3. CCI : Charlson Comorbidity Index.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유방암 생존자의 기분장애 발생군과 미발생군
의 차이와 기분장애 발생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임상적 중재를 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
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유방암 생존자의 연령별 기분장애 발생 양상을 확인
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히 60대의 기분장애 발생군의
비율이 25.5%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게 감소하며, 이는 생존함수의 감소율이 더 큰 것을 의미한

다. Heo 등19의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질환의 양상이

다. 따라서 CCI가 높을수록 기분장애 발생의 위험률이 높으

달랐는데 10세~39세의 젊은층은 우울장애, 70세~99세의 노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Log rank p＜0.0001).

년층은 불안장애의 비율이 높다고 발표하였다. Park 등24과
Glodzweig 등25의 연구에서도 높은 연령은 암환자에게 기분

고

찰

장애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연령이 기분장애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환

본 연구는 여성암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는 유방암

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연령별 다른 양상에 따른

생존자에서 기분장애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확인하

기분장애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단과 치료를 하려

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후향적 연구를 통해

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분석하였다. 기존 유방암 생존자의 기분장애와 관련한 선행

둘째, Charlson Commorbidity Index(CCI)의 중증도에 따

연구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정의를 설문지 기법을 토대로

라 기분장애의 발생률이 높았다. 즉 CCI 중증도에 따른 기분

측정한 연구 또는 단면 연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변수 간 인과

장애의 발생 위험비는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높아짐을 확인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수집할 수 있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Suppli 등14의 연구에서 유방암 환

는 표본의 수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자에서의 첫 항우울제 사용과 관련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와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였다.

유사하다. 해당 선행연구에서는 CCI 점수가 0점인 환자에 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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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애 등

해 1점인 환자가 1.34배, 2점 이상인 환자가 1.60배 처음 항우

하와 삶의 질 저하 그리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울제를 사용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콕스의 비례

생존율과 사망률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위험 회귀분석을 완전 조정된 모형 3로 수행한 결과, CCI 연

결

산에서 포함되지 않은 두 가지의 동반질환(고혈압과 이상지

론

질혈증) 모두 유방암 생존자에서 기분장애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Hung 등26의

목 적 : 설문지 기반의 연구 모형은 암생존자의 기분장애

선행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에서 기분장애를 발생시키는 독립

와 동반질환 중증도와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병 및

적인 위험요인으로 고혈압이 포함된 결과와 같았다.

약물 정보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

위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

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9년 동안 수집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인의 기분장애 발생 위

청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방암 환자에서의 기분장애 발생

험요인과 유방암 생존자에서의 기분장애 발생 위험요인을 비

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확인하였다.

교한 연구가 아니며 유방암 생존자 내에서의 위험요인을 확

방 법 : 2,065 명의 환자가 유방암 진단 1년 전에 기분장

인한 연구라는 점이다. 둘째, 흡연, 음주, Body Mass Index

애로 진단 된 사람을 제외하고 2,065명의 유방암 생존자를

(BMI) 또는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학적 변수를 사용하지 않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통계 분석은 R4.0.0을 이용하여 카이-

았다. 셋째, 정신과 질환의 경우 사회경제학적 변수 그리고 정

제곱 검정, 카플란 마이어 생존분석 및 콕스의 비례위험 회

신과 질환의 과거력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나, 기분장애 외의

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타 정신과 질환에 대한 과거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마지막

결 과 : 기분장애 발생군은 461명(22.32%), 미발생군은

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 자료이기 때문에 급여로 인

1,604명(77.67%)으로 확인되었다. CCI에 따른 단변량 모델 1

정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

에서 CCI=0인 대상자와 비교하여 CCI=2의 경우 HR은 1.629

이 한계점의 경우 우울증 환자를 정의할 때 비급여로 처방된

(95% CI, 1.15~2.30)이고 CCI≥3은 2.031(95% CI 1.48~2.78)

약물을 복용한 환자의 경우 연구대상자에서 누락되었을 수

로 분석되었다. 연령 및 생존여부 조정 모델 2에서 CCI=2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방암 생존자

HR은 1.615(95% CI, 1.14~2.28)이고, CCI≥3은 1.924(95%

를 추적 관찰하여 기분장애의 위험 요인을 탐색한 종단 연구

CI 1.40~2.65).로 분석되었다. 완전히 조정된 모델 3의 경우,

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CCI=2의 HR은 1.599(95% CI, 1.12~2.28)이고, CCI≥3은

향후 유방암 생존자의 장기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임

1.760(95% CI 1.25~2.4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상 현장에서는 유방암 생존자의 기분장애 발생 위험인자로

결 론 : 향후 유방암 생존자의 장기적인 삶의 질을 향상

확인된 주요 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동반질

시키기 위해서는 기분장애의 발생 위험 요소로 확인되는 동

환중증도 점수가 높은 대상자, 예컨대 당뇨, 만성폐쇄성폐질

반질환중증도 등 주요 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환, 뇌혈관질환 그리고 동반질환증중도 등의 연산에서 제외
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대상자는 조기 선별
하여 정신과 협진을 통한 적절한 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중심 단어 : 유방암·우울증·불안장애·코호트 연구·처방
약물.

다. 무엇보다 위험요인이 암생존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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