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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처음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개 년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근거로 19세 이
상 성인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및 폐암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삶의 질을 EQ-5D 

측정도구로 분석하였다. 측정 결과 전체 연구대상자 26,260명 중에서 암 유병은 20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약 0.8%이
다. 암 환자의 삶의 질은 연령이 낮을수록(p<0.0001), 전문직 종사자일수록(p<0.0001), 고학력일수록(p=0.0002) 높았고, 

또한 아파트 거주자(p<0.0001)와 미혼자(p<0.0001)의 암 환자 삶의 질이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보장 형태변수에 
따른 암 환자의 삶의 질 측정은 국내 최초로 시도한 연구이다.

주제어 : 국민건강영양조사, 삶의 질, EQ-5D, 암 환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Abstract  This study is the secondary statistical analysis calculating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cancer 
by giving the integrative weight based o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for five years from 2007 to 2011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results of measurement 
showed that the number of cancer patients was 201, which accounted for about 0.8 % of 26,260 subjects. The 
quality of life of cancer patients was higher when they had lower age(p<0.0001), more professional 
occupations(p<0.0001), and higher educational history(p=0.0002). When they lived in apartment(p<0.0001), got 
unmarried(p<0.0001), the quality of life was higher. In particular, the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of cancer 
patients based on type of health insurance was the result of new stud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Key Words :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quality of life, EQ-5D,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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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부동의 사망원인 1

를 차지하는 질병은 암이며 더욱이 암 유병이 계속 증가

하는 추세이다[1]. 1 년간 질병,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건강한 삶의 비용손실을 1 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 즉 장애보정 손실년수 [2]라고 하는데, 한국인

의 질병부담 순 는 1  암(1,525 DALYs/10만명), 2  

심 계 질환(1,492 DALYs/10만명), 3  당뇨질환(990 

DALYs/10만명) 등으로 나타나 암 유병 환자의 개인과 

가족의 고통은 물론 사회나 국가 으로 질병비용과 노동 

손실이 매우 크다[3]. 

세계보건기구(WHO)의 삶의 질의 정의는 심이나 

기 , 이상, 희망 등을 재 경험하고 있는 가치와 문화제

도에서 수용하는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4][5]. 이러한 삶

의 질은 포 이고 범 하므로 일반 으로 비건강

련 삶의 질(NHRQOL, non-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과 건강 련 삶의 질(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로 구분한다. 건강 련 삶의 질은 질병이나 건강상태

와 련된 개념으로 일상생활을 포함하는 육체 , 감각

, 사회  그리고 주  생활을 포함하는 다차원 이

고 범 한 개념이다[6]. 암 환자의 삶의 질 측정 도구는 

QLQ-C30, MAC, QLI-C-FP, QOL 모델 등 주로 특정 암 

환자 상으로 임상학  [7][8][9]이나 혹은 간호 효

과  목 이 부분이며, EQ-5D 측정도구로 국민건강

양조사를 이용하여 반 인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인구

사회학 인 측면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가 우리나라 암 환자의 반 인 삶의 질을 측정하

여 국가 암 보건정책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상자의 일반 인 인구사회학  특성을 알아

본다.

2) 연구 상자  정상집단과 암 유병집단의 인구사회

학  특성을 알아본다.

3) 암 유병집단의 인구사회학  삶의 질을 알아본다.

4) 암 유병집단의 의료보장 형태별 삶의 질을 알아본

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및 통계분석방법 

2.1.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민건강 양조사  제4기와 제5기 자료

를 성별, 연령별 가 치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2

차 자료 분석한 역학조사 연구이다. 국민건강 양조사의 

규모 자료 에서 암 선행연구나 련연구에서 필요변

수를 추출하여 19세 이상 성인의 암 험 향요인인 인

구사회학  특성을 기본변수로 선정하여 암 이환 유무와

의 변수간 통계  상 계를 분석하 다.

2.1.2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는 SAS(version 9.2)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 다.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암 유

병률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정상집단과 암 유

병집단 간의 일반  특성은 χ2-검정 혹은 T-검정을 

용하 고, 암 유병집단의 삶의 질은 EQ-5D 평균값과 T-

검정  분산분석을 용하 고 95% 신뢰구간을 이용하

여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의수 은 양측검정으로 p 값이 

0.05를 기 으로 이 값의 미만일 때 유의한 것으로 정

하 다.

2.2 연구자료 및 대상

2.2.1 연구자료

본 연구의 기본 자료는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이다. 

국민건강 양조사는 1998년부터 제1기를 시작으로 3년

마다 조사가 매년 진행된다. 특히 본 연구의 용시 인 

제4기(2007, 2008, 2009년)부터는 조사주체가 일원화된 

질병 리본부가 최 로 연 조사를 실행하고 한 국 

표성을 나타내는 순환 표본추출을 도입하여 표본의 동

질성과 독립성을 확립하 다[10]. 국민건강 양조사는 

건강설문조사, 건강검진조사, 양조사 등 3 부문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이  특히 건강설문조사는 다시 세부

으로 건강면 조사  보건의식 행태조사로 분류되는바 

건강면 조사 항목에 EQ-5D 역이 제3기 2005년부터 

포함되기 시작하 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 양조사 제4

기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 년간 자료  2013년 재 

통계처리 인 2012년 조사자료를 제외한 제5기인 2010년

부터 2011년까지 총 5개년 원시자료  인구사회학  항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related to Health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dult patients with cancer using EQ-5D Index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83

목들, 암 련 항목들  건강 련 삶의 질 항목들인 

EQ-5D 질문 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성별, 연령별 가

치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용하 다. 

2.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 양조사 에서 2007년부터 2011

년 참여자  건강설문조사, 건강검진에 모두 참여하고 

인구사회학   암 련여부 변수가 있는 만 19세 이상

에 해당하는 2007년 2,609명, 2008년 5,929명, 2009년 

6,607명, 2010년 5,563명, 2011년 5,552명을 모두 통합한 

총 26,260명으로, 남자 10,552명(40.2%)이며, 여자는 

15,708명(59.8%)이다. 

2.3 연구방법

2.3.1 인구사회학적 변수

인구사회학  변수로는 성, 연령, 거주지역, 주거형태, 

소득수 , 교육수 , 직업, 결혼형태에 보건의료  변수

인 의료보장 등으로 분류하 다.

2.3.2 암 및 암 관련 변수 

본 연구에서 용한 국민건강 양조사의 암 종류는 

국가 조기암 건강검진 상인 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장암의 5  암과 폐암 등 모두 6가지 암으로 정

하 다. 암 련 변수는 19세 이상 성인의 암 유병 여부

를 용하 다. 

2.3.3 EQ-5D 변수  

EQ-5D(EuroQoL-5 Dimension)는 2005년부터 국민건

강 양조사 3개 조사 역  하나인 건강설문조사에서 삶

의 질을 질문 항목에 최  포함하기 시작하 다. EQ-5D

는 최  Euro-Qol Group에서 1987년에 개발되어 건강

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포 인 도구로 보건의료분야에 

리 사용되었다[11]. EQ-5D는 5가지 역인 운동능력

(mobility), 자기 리(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y), 

통증  불편(pain/discomfort), 불안  우울

(anxiety/depression) 등으로 구성되어 각 역에 level 1

(문제없음), level 2(다소 문제있음), level 3(심각한 문제

있음)의 3가지 척도  하나로 표시하여 최악의 건강상태 

-1 부터 최상의 건강상태를 +1 까지의 범  하나의 

수자로 측정한다. 즉 5가지 역에서 3가지 수 으로 나

타내어 모두 3
5=243 가지의 건강상태 방식으로 측정하여 

최종 얻어진 효용 수가 EQ-5D Index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자료에 해당하는 2007년 이후 한국인의 특성

[12]이 고려되어 가장 불완 한 건강상태 -0.171, 가장 완

한 건강상태 +1을 측정한 설문가 치가 반 되었다.

* EQ-5D index

○ EQ-5D = 1 - (0.05 + 0.096*M2 + 0.418*M3 + 

0.046*SC2 + 0.136*SC3 + 0.051*UA2 +0.208*UA3 

+ 0.037*PD2 + 0.151*PD3 + 0.043*AD2 + 

0.158*AD3 + 0.05*N3)

• EQ-5D의 다섯 항목에 한 답변이 모두 3번인 경

우, N3=1 (그 외에는 N3=0)

• EQ-5D의 다섯 항목에 한 답변이 모두 1번인 경

우, EQ-5D=1

 - 2007 질병 리본부의 삶의 질 조사도구(EQ-5D)의 

질 가 치 추정 연구 보고서 -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Table 1에서 나타

내었다. 본 연구의 상자는 19세 이상 성인으로 총 

26,260명이고, 평균연령은 45.7세이다. 이  남성은 

10,552명(40.2%), 여성은 10,708명(59.8%)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다.

연령 구간별로는 20 의 비율이 5.3%, 6.2%로 다른 연

령 에 비하여 다소 낮은 편이고, 65세 이상이 체의 

24.4%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외에는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고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체 자료의 74.7%가 “동”지역에 거주하 고, 주거형태

별로는 아 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42.3%로 일반지역 

57.7%에 비하여 조  낮게 분포하고 있었다. 소득수 은 

약 25% 정도로 집단별로 서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교육수 은 졸의 학력이 11.4%로 다른 교육수 에 비

하여 비교  낮은 비율을 보여 주었으며, 고졸학력이 가

장 많은 33.3%를 나타내었다. 체 으로 여성의 교육수

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졸 이하의 학

력은 여성의 경우 34.3%로 남성 20.9%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로 분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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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Total Men Women

N % N % N %

Total 26,260 100 10,552 40.2 15,708 59.8

Age Classification 26,260 45.7 10,552 44.9 15,708 46.3

19-24 1,400 5.3 559 5.3 841 5.4

25-29 1,638 6.2 648 6.1

30-34 2,161 8.2 767 7.3 1,394 8.9 

35-39 2,875 10.9 1,076 10.2 1,799 11.5 

40-44 2,504 9.5 1,013 9.6 1,491 9.5 

45-49 2,373 9.0 933 8.8 1,440 9.2 

50-54 2,488 9.5 954 9.0 1,534 9.8 

55-59 2,192 8.3 932 8.8 1,260 8.0 

60-64 2,129 8.5 1,001 9.5 1,218 7.8 

65+ 6,410 24.4 2,669 25.3 3,741 23.8 

Region dong 19,616 74.7 7,759 73.5 11,857 75.5 

eup myoen 6,644 25.3 2,793 26.5 3,851 24.5 

Residence non-apartment 15,165 57.7 6,257 59.3 8,908 56.7 

apartment 11,095 42.3 4,295 40.7 6,800 43.3 

Income the lowest 6,327 24.5 2,550 24.6 3,777 24.5 

middle-lower 6,495 25.2 2,621 25.3 3,874 25.2 

middle-higher 6,526 25.3 2,615 25.2 3,911 25.4 

the highest 6,431 24.9 2,592 25.0 3,839 24.9 

Education elementary school 7,520 28.9 2,184 20.9 5,336 34.3 

middle school 2,956 11.4 1,359 13.0 1,597 10.3 

high school 8,641 33.3 3,700 35.5 4,941 31.8 

undergraduate 6,864 26.4 3,185 30.5 3,679 23.7 

Occupation director, specialist 2,807 10.9 1,446 14.0 1,361 8.8 

office workers 1,782 6.9 921 8.9 861 5.6 

service workers, sellers 3,084 11.9 1,143 11.0 1,941 12.5 

fishman, peasant 2,536 9.8 1,321 12.8 1,215 7.8 

technician, mechanic 2,238 8.7 1,860 18.0 378 4.4 

laborer, worker 2,252 8.7 847 8.2 1,405 9.1 

unemployed 11,150 43.1 2,808 27.1 8,342 53.8 

Marital single 3,157 12.1 1,540 14.7 1,617 10.3 

status married with a spouse 19,318 73.9 8,393 79.9 10,925 69.8 

married without a spouse 3,682 14.1 570 5.4 3,112 19.9 

Medical unwage earner 9,353 35.9 3,827 36.5 5,526 35.4 

security wage earner 15,765 60.5 6,330 60.4 9,435 60.5 

medical aid or etc. 960 3.7 321 3.1 639 4.1 

* 5-years intervals based on 2009 population standardized for age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Over 19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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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Caner    group Normal    group

 , t-test p-value
 N  %  N %

Age Total 201 58.6 26,059 45.6 11.27 <.0001

19-24 1,400 9.1 

25-29 1,638 9.6 

30-34 2 1.8 2,159 10.0 

35-39 4 1.5 2,871 11.3 

40-44 12 11.7 2,492 11.0 

45-49 18 14.4 2,355 10.9 

50-54 17 8.6 2,471 9.9 

55-59 20 12.0 2,172 7.4 

60-64 40 15.1 2,179 5.9 

65+ 88 34.9 6,322 14.9 

Sex Men 88 41.7 10,464 46.3 1.358 0.3076

Women 113 58.3 15,595 53.7 

Region dong 140 72.8 19,476 79.2 3.943 0.0621

eup myoen 61 27.2 6,583 20.8 

Residence non-apartment 121 68.8 15,044 63.0 2.256 0.1393

apartment 80 31.2 11,015 37.0 

Income the lowest 56 30.1 6,271 25.4 5.221 0.2274

middle-lower 50 26.2 6,445 25.4 

middle-higher 56 27.3 6,470 25.1 

the highest 31 16.4 6,400 24.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94 38.5 7,426 20.9 36.083 <.0001

middle school 27 14.2 2,929 10.6 

high school 53 29.7 8,588 38.6 

undergraduate 27 17.5 6,837 30.0 

Occupation director, specialist 5 3.7 2,802 12.9 71.105 <.0001

office worker 6 5.9 1,776 8.3 

service worker, seller 8 5.2 3,076 13.6 

fishman, peasant 22 7.9 2,514 6.7 

technician, mechanic 5 2.1 2,233 11.0 

laborer, worker 12 5.3 2,240 8.6 

unemployed 143 70.0 11,007 39.0 

Marital single 3 3.6 3,154 19.0 25.232 0.0004

status married with a spouse 158 80.1 19,160 69.9 

married without a spouse 39 16.3 3,643 11.1 

Medical unwage earner 65 35.9 9,288 37.2 9.671 0.031

security wage earner 117 56.5 15,648 59.7 

medical aid or etc. 15 7.6 645 3.2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healthy subjects and cancer patients (N=Over 19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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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Number EQ-5D SE*
CI* F, 

T-test
p-value

min max

Total 25,984 0.941 0.001 0.738 0.943

Classification cancer group 201 0.861 0.016 0.830 0.893 -4.99 <.0001

normal group 25,783 0.941 0.001 0.939 0.943

Age 19-24

25-29

30-34 2 1.000 0.000 1.000 1.000 15.17 <.0001

35-39 4 0.863 0.062 0.741 0.985

40-44 12 0.936 0.027 0.882 0.990

45-49 18 0.961 0.017 0.928 0.994

50-54 17 0.868 0.049 0.771 0.965

55-59 20 0.838 0.040 0.758 0.917

60-64 40 0.902 0.030 0.843 0.960

65+ 88 0.776 0.029 0.719 0.834

Sex Men 88 0.867 0.023 0.821 0.912 0.31 0.7579

Women 113 0.857 0.022 0.814 0.900

Region dong 140 0.864 0.020 0.825 0.902 0.31 0.7586

eup myeon 61 0.854 0.027 0.800 0.907

Residence non-apartment 121 0.829 0.022 0.786 0.872 -4.01 <.0001

apartment 80 0.931 0.013 0.906 0.957

Income the lowest 56 0.883 0.024 0.835 0.930 0.99 0.3958

middle-lower 50 0.875 0.020 0.835 0.914

middle-higher 56 0.858 0.029 0.800 0.915

the highest 31 0.922 0.027 0.869 0.975

Education elementary school 94 0.779 0.027 0.726 0.832 6.62 0.0002

middle school 27 0.905 0.024 0.858 0.951

high school 53 0.923 0.021 0.882 0.963

undergraduate 27 0.901 0.038 0.826 0.976

Occupation director, specialist 5 0.981 0.017 0.947 1.015 8.44 <.0001

office worker 6 0.985 0.016 0.953 1.017

service worker, seller 8 0.915 0.042 0.832 0.997

fishman, peasant 22 0.880 0.040 0.802 0.957

technician, mechanic 5 0.974 0.021 0.933 1.014

laborer, worker 12 0.898 0.031 0.837 0.959

unemployed 143 0.832 0.020 0.792 0.872

Marital single 3 1.000 0.000 1.000 1.000 40.86 <.0001

status married with a spouse 158 0.874 0.016 0.843 0.905

married without a spouse 39 0.774 0.053 0.670 0.878

Medical unwage earner 65 0.889 0.023 0.845 0.934 0.98 0.3776

security wage earner 117 0.870 0.017 0.836 0.904

medical aid or etc. 15 0.785 0.074 0.640 0.930

SE* =  standard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Table 3>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of a group of cancer patients through EQ-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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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로 약 56.9%가 직업을 갖고 있고, 이  서비스

업이나 매자가 가장 많은 11.9%를 차지하 다. 성별로 

남성은 기능원,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등 단순 육체

인 업무가 다소 많은 비율 18%를 차지한데 비하여, 여

성의 경우 상 으로 서비스  매종사자 등이 상

으로 많은 비율 12.5%를 나타내었고, 무직인 경우에는 

주부, 학생 등 오히려 여성의 비율 53.8%로 남성 27.1%

에 비하여 약 2배정도 높았다. 상자 부분인 88%가 

기혼이었으며, 건강보험의 형태는 의료 여 혹은 건강보

험 미가입자가 체의 3.7%를 차지함으로써 부분의 

상자들이 지역의료보험 35.9%나 특히 직장건강보험 

60.5%에 가입되어 있었다.

3.2 정상집단과 암 환자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상집단과 암 환자집단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Table 2에서 나타내었다. 두 집단간의 평균 연령은 암 환

자집단과 정상집단이 각각 58.6세와 45.6세로 집단간 T-

검정 결과 암 환자집단의 평균연령이 정상집단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01). 특히 암 환자집단의 65세 이상자가 34.9%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암 환자집단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암에 이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정 결과, 암 환자집

단과 정상집단에서 성별, 거주지역, 거주형태에 따른 차

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통계학 인 유의성을 찾기 어려

웠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암 환자집단 58.3%, 정상

집단 53.7%로 모두 높았고, 거주지역  거주형태에 따

라서는 각각 “동”지역, 일반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환자

집단과 정상집단 모두 높았다. 소득수 의 분포를 보면, 

정상집단의 경우 수 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암 

환자집단의 경우 “상”수 의 비율이 16.4%로 비교  낮

게 분포되어 있었다. 하지만, 소득수  역시 집단별로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

했다. 소득수 과 달리 교육수 에서는 암 환자집단과 

정상집단의 분포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001). 암 환자집단의 경우 졸 이하가 

38.5%, 고졸이 29.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정상집

단에서는 고졸이 38.6%, 졸 이상이 30.0%로 높은 비율

을 차지하 다. 직업별로 보면 무직 암 환자 집단 70%로 

무직 정상집단 39% 보다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를 나

타내었다(p<0.0001). 암 환자집단과 정상집단의 분포는 

결혼 상태에 따라서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 다

(p=0.0004). 암 환자집단의 경우, 미혼에 비하여 배우자가 

없는 기혼이 16.3%, 배우자가 있는 기혼이 80.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나, 정상집단의 경우 미혼의 비율이 

19.0%로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두 집단 모두 배우자가 있는 그룹에서 높은 비율을 

보 으나,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인 경우에는 오히려 암 

환자집단이 16.3%로, 정상집단 11.1% 보다 높았다. 건강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집단간 차이를 보 는데, 의료

여를 받거나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상자가 정상집단 

3.2%에서보다 암 환자집단 7.6%에서 높은 비율을 보

고, 두 집단 모두 직장가입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다.  

3.3 EQ-5D를 통한 암 환자집단의 삶의 질 

측정    

EQ-5D를 통한 암 환자집단의 삶의 질 측정은 Table 

3에서 제시하 다. EQ-5D의 응답자 25,984명  암 환자

집단은 201명이고, 재 암이 없는 사람들은 25,783명으

로 이들의 EQ-5D 평균은 암 환자집단 0.861, 정상집단 

0.941(p<0.0001)로 나타났다. T-검정 결과, 이 두 집단은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암 

환자집단의 EQ-5D 평균이 낮은 것으로 보아 비 암환자 

즉 정상집단에 비하여 삶의 질이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

다. 본 자료의 암 환자는 모두 30  이상이었다. 연령에 

따른 EQ-5D를 보면, 연령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p<0.0001). 65세 이상 집단에서 EQ-5D 수치가 

낮은 것으로 보아 삶의 질이 가장 좋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암 환자집단 내에서의 EQ-5D는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른 통계학 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거주형태에 따

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p<0.0001), 일반 형태 거

주 0.829보다는 아 트에 거주 0.931이 삶의 질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소득수 에 따른 EQ-5D는 그 수 이 ‘상’

일 때 가장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3958). 교육수 에 따른 EQ-5D는 유의한 차

이를 보 다(p=0.0002). 졸 이상의 교육수 별로는 크

게 차이가 없으나, 졸 이하인 환자들의 경우 EQ-5D 수

치가 0.779로 낮아 삶의 질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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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따른 EQ-5D 평균 역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001). 무직인 사람 평균이 0.832로 가장 

낮아 삶의 질이 좋지 않았고, 상 으로 리자 0.985, 

문가 직종 0.981과 기능직  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이 0.974로 삶의 질이 높았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도 역시 

삶의 질에는 차이가 있었으며(p<0.0001), 미혼의 경우 

1(p<0.0001)로 삶의 질이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의 종류

에 따라서는 지역보험 가입자와 직장보험 가입자가 의료

여 혹은 미 가입자보다 삶의 질이 높았으나, 통계학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3776).

4. 논의 및 고찰 

암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사망률 1 를 

차지하고, 계속 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

계 표 인구를 보정한 우리나라의 연령표 화 암 발생률

은 282.3명으로 미국(300.2명), 캐나다(296.6명)보다는 낮

았으나 OECD국가 평균(256.5명)보다는 높다[13]. 의

학의 속한 발 으로 암 진단기술과 치료기술이 향상되

어 암의 조기발견과 생존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치료과정에서 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

회에 치료비용의 증가는 물론 정신  고통에 따르는 삶

의 질에 많은 향을 미친다[14]. 암 발생은 인종, 성, 연

령, 지역, 그리고 직업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높은 암 종별로는 남녀 체를 통

하여 암, 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립선암 순이다

[15]. 본 연구에서 용한 국민건강 양조사의 암 종류는 

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장암  폐암 등 모두 

6가지 암으로 정하고, 이 6가지 암을 상으로 국민 양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EQ-5D로 측정하 다. 체 연구

상자 26,260명 에서 암 유병은 201명으로 약 0.8%에 

해당한다. 이는 10만 명당 765명으로 남성 41.7%보다는 

여성 58.3%로 여성이 많다. 국가 암 정보센터통계인 2010

년 기  우리나라 암 발생은 10만 명당 405명[16]이며, 여

자 397.7명보다 남자가 412.3명으로 높은 결과를 보 다. 

이는 본 연구와 다소 다른 연구결과인데, 본 연구가 19세 

이상 성인만을 상으로 한 결과로 풀이되며, 높은 연령

에서 여자의 생존율과 발암 이환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

된다. 교육수 에서 졸 이하 38.5%(p<0.0001), 직업에

서 무직 70% (p<0.0001)로 가장 높은 것은 비 생 인 

환경여건과 양부족 등으로 해석되며, 선행연구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 다[17][18]. 그러나, 결혼상태에서 선

행연구[19]는 이혼이나 미혼(3.6%)보다는 결혼한 집단이 

96.4%로 높은 결과를 보 다(p<0.0004). 이는 단순히 질

병이나 암 유병이 없는 삶의 질보다는 질병 특히 암 이환

여부가 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

의 EQ-5D 삶의 질 측정에서 암 환자집단 0.861이 정상집

단 0.941 보다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p<0.0001). 이는 

자궁경부암 환자[20], 유방암  간암 [21], 암 [19] 등 

암 종별과 무 하게 치료나 재활과정이 경제 으로 혹은 

사회 심리 으로 많은 고통이 수반되는 과정으로 풀이된

다. 암 환자 집단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이 작은 

마을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일반주

거 형태일수록, 직업이 단순노무직이거나 무직일수록 삶

의 질이 낮은 것은 기존 부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35-39세 0.863이고 55-59세 0.838(p<0.000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기존의 생애 환기 건강검진 연령인 

40세와 66세를 35세와 55세로 조기 실시 필요성이 제기

된다. 성별에 있어서 본 연구는 남자 암 환자집단 0.867보

다 여자 암 환자집단 0.857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 는데 

통계학  근거는 미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암 유병이 58.3% 남성의 암 유병이 41.7%로 여성의 높은 

암 유병율로 볼 때 암의 신체부 별 특성이나 진행정도 

 연령에 따라 남녀가 상이[22]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여성이 건강취약 계층이고 남성보다 다양한 암 유병을 

감안하여 기존 여성 30  암 검진주기를 20  후반부터 

조기 실시  검진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필

요성이 고려된다. 결혼상태에서 미혼인 암 환자집단이 1

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 암 환자

집단 0.874,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 암 환자집단이 0.774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p<0.0001), 사별이나 별거 혹은 

직장상태 등에 따라 혼자 생활하여 삶의 질이 낮은 것으

로 단되지만, 기존연구[22]는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은 

기타 상태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여서 암의 형태 뿐 아니

라, 결혼생활의 만족도 등도 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국내 최 로 연구한 의료보장의 형태별 삶의 질에서 

의료 여 용 암 환자  미 보험가입자 암 환자집단 

0.785, 직장 보험가입자 암 환자집단 0.870, 지역 보험가

입자 암 환자집단이 0.889로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암 환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related to Health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dult patients with cancer using EQ-5D Index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89

자집단간 다소간 격차를 보 으나 통계학  의미를 부여

하기에는 부족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 거의 없는 본 

연구의 분석으로 단순히 암 환자의 의료보장 형태보다는 

암 환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인 연령이나 학력, 직업, 거

주형태 등이 보다 직 으로 삶의 질과 상 성이 높은 

것으로 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 여 상자는 건강검진 횟수나 의료이용 차, 요

양일수 등에 차이가 있어 이의 효율  배분 필요성이 고

려되어 진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처음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

난 5개 연간 질병 리본부의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근거로 통합가 치를 부여해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산

출한 기술통계 분석연구이다. 국민건강 양조사가 국 

순환표본 조사로  국민의 표성과 경향성을 반 하는 

자료를 근거로 19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총 26,260명을 

상으로 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장암  폐

암 등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EQ-5D 측정도구기 으로 

암 환자집단의 삶의 질을 분석하 다. 측정결과 체 연

구 상자 26,260명 에서 암 유병은 201명으로 약 조사

상자의 0.8%이다. 암 환자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하여 

삶의 질이 낮았다(p<0.0001).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상

성이 높은 변수는 연령, 거주형태, 학력, 직업, 결혼상태 

등이다. 구체 으로 암 환자집단의 연령이 높을수록, 비

아 트 거주자일수록, 학력일수록, 단순 업무 종사자일

수록, 배우자 없는 기혼자일수록 삶의 질이 낮았다. 한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암 환자의 삶의 질 측정은 비록 집

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국내  최 연구로 의료

보장별 삶의 질을 악하고 이는 국가의 2  의료제도 체

계인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 여자간 암유병과 그에 따

른 삶의 질을 악한 에 큰 의의가 있다. 향후 구체

인 암 종별과 특성  암 진행여부에 따른 삶의 질 측정

이 연구되어야 한다. 사회 경제  불평등이나 차이는 어

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를 통

하여 생애 환기 건강검진 연령조정이나 여성 혹은 의료

여 상자의 암 검진 주기를 재검토하고 특히  의료취

약 계층에 한 고려로 보다 효율 이고 형평 인 국가 

암 보건 리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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