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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Breast cancer has been the most prevalent female cancer in South Korea since 2001. Early de-
tection of this disease is the most effective strategy for reducing mortal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which could predict advanced stage at diagnosis of breast cancer.
Methods：Participants who were initially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and referred to the Stress Clinic of the 

Breast Cancer Center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ere included. Through a semi-structured in-
terview, the authors investigated psychosocial variables such as the extent of marital and family functioning and 
emotional-economic family burden as well as sociodemographic and health behavior-, health characteristic- and 
cancer-related variables.

Results：Data were collected from 219 participants. One hundred and twenty(54.8%) subjects were diagnosed 
with advanced-stage breast cancer. Variables tha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advanced-stage and ear-
ly-stage groups included : monthly breast self examination(p＜0.000), annual mammographic screening(p＜ 

0.000), mode of tumor detection(p＜0.000), nature of the first symptoms(p＜0.000), time to treatment after di-
agnosis(p＜0.000), overloaded economic and family burden(p=0.018), marital functioning(p＜0.000) and family 
functioning(p＜0.00).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irregular annual mammography screening(OR= 

7.431 ; 95% CI 2.407-22.944) or a lack of screening(OR=25.299 ; 95% CI 7.855-81.482) and a dysfunctional 
marital relationship(OR=4.772 ; 95% CI 2.244-10.145)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dvanced stage at di-
agnosis of breast cancer.

Conclusions：We reconfirmed screening behavior to be a risk factor for delayed diagnosis of breast cancer. Our 
findings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sychosocial factors such as marital functioning in early det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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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방암 발생률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중앙암등록사업의 

보고에 따르면, 2001년 이후로 유방암이 가장 흔한 여성암이 

되었다.1)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가 유방암 환자의 생존률을 높

이는데 기여하는데, 유방암 진단 당시의 병기(cancer stage)가 

유방암의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다.2) 진행된 유방

암 병기와 높은 사망률은 지연된 진단 및 치료와 관련 있는 것

으로 여겨진다.3,4)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연령 분포 형

태는 한국이 서양에 비해 유방암 호발 연령이 10~20세 정도 

더 낮음을 의미한다.5) 이 연령의 여성들은 그들의 가족 및 사

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적

극적인 프로그램이 확립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 방안들이 개발

되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한국유방암학회에서는 다양

한 행사와 매체를 이용하여 여성들에게 유방암의 예방을 위

한 교육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왔다.6-9) 그러나 조기 발

견률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는 새로 유방암을 진단받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진단 당시에 

진행 유방암으로 진단되었다.

진행된 병기로 진단되는 유방암에서 진단의 지연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고령,10-13)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11,12,14-17) 낮은 교육수준,18) 실직,19) 결혼상태,12,16,20,21) 

등이 있고, 건강특성 및 임상적 요인으로는 부적응적 건강행

위,22-25) 높은 체질량지수,26,27) 유방암 가족력28-30) 혹은 동반 내

과질환31-33)의 존재 등, 그리고 정신사회적 요인들로 성격특

성,34-36) 많은 생활사적 스트레스,37-39) 여성의 역할과 관련한 

과도한 억압,40) 가족과 친구의 지지기반의 부족 그리고 친밀

한 정서적 지지 부족41) 등이 있다.

진행 유방암과 관련 있는 정신 사회적 요인들 중에서도 특

히 배우자 혹은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방암이 진행된 시

기에 진단받는 것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임상적으로도 유

방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몇 개에 지나지 않았다.42-44) Pistrang

와 Barker는 배우자와의 정서적 지지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

들로부터의 지지보다 더 강력하다고 주장하였다.44) Kricker 등

은 낮은 배우자의 지지가 종괴 크기가 2cm 이상인 유방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했다.43) Cockburn 등은 결혼관계에 있

는 배우자의 지지가 유방자가검진이나 정기적인 외래 방문과 

같은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건강증진행동

을 장려한다고 제안하였다.42) 저자들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서는 배우자 및 가족과의 지지 혹은 관계와 같은 정신사회적 

요인과 진행된 유방암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는 여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건강특

성관련 및 임상적 그리고 정신사회적 요인과 진행 유방암 진

단의 관계를 분석하고 진행 유방암 진단에 영향을 미치는 예

측요인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방       법

1. 대상군

2008년 3월, 대구광역시의 경북대학교병원에는 유방암 환

자들에게 통합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하는 유방암 센터가 설립되었다. 2009년부터는 유방암 

환자들에게 정신사회적 중재를 하고자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스트레스 클리닉’을 개설하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인, 전임

의 1인, 전공의 2인, 그리고 사회복지사 1인으로 구성된 “유방

암 환자를 위한 정신 건강 평가 및 지지 팀[Mental Health As-
sessment and Support Team(MHAST) for breast cancer]”

이 운영되었다. 유방암 환자에 대한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위

해서 본 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모든 환자는 MHAST가 운영

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었으며 환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MHAST에 연계되어 정신의

학적 면담에 참여한 유방암 환자 중 처음 유방암이 진단되어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로 하였다. 18세에서 80세 사이의 여성

으로 조직학적으로 유방암이 확진된 환자들이었고 설명에 근

거하여 자율적으로 동의를 표시한 환자들이었다. 연구 대상자

들은 2008년 3월과 2010년 1월 사이에 등록되었다. 재발 유방

암이었거나, 유방암 진단과 관련해서 충분히 정보를 받지 못

한 환자들은 제외되었다.

2. 자료수집

연구 대상군들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첫 번째 입원 기간 동

안 1 : 1 면담을 시행 받았다. 면담은 자문조정 정신의학과 정

신역동적 정신치료에 숙련된 한 명의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breast cancer. Psychiatric consultation in the area of martial functioning could be beneficial for increasing early de-
tection in breast cancer.

KEY WORDS : Advanced stage at diagnosis of breast cancer ㆍPsychosocial factor ㆍMarital func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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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60~90분 동안 시행되었으며 주로 정신역동적 접근에 근거

한 면담이었다. 동시에 사회인구학적 요인, 건강특성관련 특

징, 임상적 특징, 정신사회적 요인 등의 질문이 포함된 반 구

조화된 면담이었다. 각 연구 대상자들의 조직학적인 소견은 

의무기록을 통해 검토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거주지

(도시, 근교도시, 농촌)를 조사하였다.

2) 건강행위 및 건강특성 요인

건강 행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매월 규칙적 유방자가 검진 

시행여부, 매년 유방단순촬영술 시행여부를 조사하였다. 

건강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에는 체질량지수, 동반 신체

질환의 유무를 포함시켰다. 

3) 임상적 특성

(1) 병기(Cancer stage)

진단 당시의 병기에 따라 연구 대상자들을 두 군으로 분류

하였다. TNM 병기분류에 따라 진단 당시에 2cm 이상의 직

경 그리고/혹은 림프절 침범의 증거가 있을 때 진행 유방암 

진단군(advanced stage diagnosis)으로 분류하였고45) 대조군

으로는 진행 유방암이 아닌 대상자로 조기 유방암 진단군(ear-
ly stage diagnosis)으로 정의하였다. 

(2) 종양관련 임상적 특징

종양과 관련된 임상적 특징을 알기 위해서 유방암을 진단 

받기 전에 있었던 양성 유방 질환력, 1차 친족 이내의 유방암 

가족력, 종양의 발견 방법(증상, 자가검진, 국가 암 검진 사업, 

우연한 발견), 첫 증상의 성격(무증상, 멍울이 만져짐, 멍울이 

만져지는 것 이외의 증상) 그리고 진단 후 치료가 시작되기 까

지 소요된 시간(1개월 이하, 1~3개월 이하, 3~6개월 이하, 6

개월 이상)을 조사하였다.

4) 정신사회적 요인

(1) 부부관계기능 및 가족관계기능

배우자의 지지 정도, 결혼에 대한 정서적 만족도 및 부부의 

기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DSM-IV 부록 B로 수록되어 있

는 전반적인 관계 기능의 평가(Global Assessment of Rela-
tional Functioning, GARF) 척도를 적용하여 부부관계기능

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동일한 척도를 가족에 대해서 평가하

여 가족관계기능으로 명명하였다. 이 때의 가족이란 같이 거

주하는 일차 친족으로 하였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

우에는 부부 이외의 같이 거주하는 일차 친족으로 하였다. GA- 
RF는 한 가족의 기능이나 기타 진행 중인 관계의 기능을 대

상자의 보고나 연구자의 관찰에 따라 문제해결능력, 가족의 

체계성, 정서적 분위기의 세 가지 영역을 평가하며, 부부나 가

족의 기능 정도 및 구성원의 정서적 만족도, 지지 정도 등을 

나타낸다.46-48) GARF에 따르면 부부관계기능 및 가족관계기

능을 만족스러우며 최적의 관계기능(100점)에서부터 붕괴되

고 비기능적인 관계(1점)의 가상선상에서 여섯 단계로 구별

할 수 있다.46) 이 중 정보가 부정확할 때 분류되는 0점을 제외

하면 총 다섯 단계로 구분되며, 60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세 

단계는 불만족스러운 관계가 더 지배적인 비기능적 관계이며 

61점 이상의 두 단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만족스러운 관

계가 더욱 지배적인 단계이다. 본 연구자들은 명확한 비교와 

임상 실제의 면담에서 좀 더 용이한 판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61점 이상을 기능적 관계군(functional relational group), 60

점 이하를 비기능적 관계군(dysfunctional relational group)

으로 분류하였다. 

(2) 기타 정신사회적 요인

직업이 있으면서 집안일을 하는 여성은 집안일과 생업 둘 

다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49,50) 그래서 저자들은 생업이 있으면서 집안일

을 하는 대상군을 가중된 경제적 부담 및 가족적 부담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유방암의 진단 지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평가했다. 이 외에 과거 정신의학적 병력, 현재 정신과적 진단

도 조사하였다. 

3. 통계분석

분할표와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해서 병기와 각각의 인구학

적 및 정신사회적 변수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bivariate asso-
ciations)를 구했다. 그리고 진행 유방암의 진단에 있어 인구

학적 및 정신사회적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

기 위해서는 후향선택이 결합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
nary logistic regression with backward selection)을 적용했

다. 이를 위하여 우선 단변량분석을 통하여 진행 유방암 진단

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였다. 그 후에 모든 후보변

인들을 투입한 상태에서 가장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p＜0.10)

부터 제거하였다. 이 과정은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가 남아있

지 않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통계 패키지로는 윈도우용 소프

트웨어 SPSS(Version 21,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

2008년 3월과 2010년 1월 사이에 239명의 환자들이 ‘유방

암 환자들을 위한 스트레스 클리닉’에 의뢰되었다. 이 중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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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신의학적 면담을 거부했거나 면담자료가 소실되어 최종 

분석대상자는 219명이었다. 대상군의 평균 연령은 49.2세(±

8.46세)였다. 대부분의 여성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였으나, 

17.4%의 여성은 배우자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은 일

반적으로 중등교육 수준이었는데, 43.4% 여성이 12년 혹은 

그 이상의 정규교육을 이수하였다(Table 1).

2. 건강행위·건강특성 요인 및 임상적 특성

21.9%의 여성은 매월 유방 자가 검진을 통해 만져지는 종

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고 했다. 대상군 중 단지 약 1/4의 

여성만이 유방암 진단 전에 일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유방촬

영술을 시행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54.8%인 120명의 여성은 진행 유방암 상태에서 유방암 진

단을 받았다. 전체의 1.8%가 양성 유방질환력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환자나 배우자에게 증상이 발견된 이후 종양이 진단

된 경우는 64.4%에 달했다. 규칙적인 유방암 자가검진 동안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추후 검사를 받게 된 경우는 전체의 7.8%

였으며,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종양은 전체의 26.5%

였다. 다른 신체질환을 평가하다가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유

방암에 관한 추후 검사를 받게 된 경우는 전체의 1.4%에 해

당되었다. 유방종괴가 첫 증상이었던 경우는 60.7%였으며. 함

몰된 유두, 피부 부종, 분비물이나 출혈 등 종괴 외의 증상이 

첫 증상으로 보고된 경우는 종괴가 첫 증상이었던 사례 수 보

다 적었다(14.6%). 전체 50% 이상의 여성은 진단 후 한달 이내

에 치료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5명 중 1명의 여성은 치료를 시

작하기 전까지 3개월 이상 치료를 늦추었다(21.9%)(Table 2).

3. 정신사회적 요인

부부관계기능 평가에서 배우자가 없는 37명을 제외한 대상

자 중 반 수인 91명이, 가족관계기능평가에서는 83명(33.4%)

이 기능부전적 관계군(dysfunctional relationship group)으

로 평가되었다. 42%의 여성은 가중된 경제적 및 가족적 부담

을 가지고 있었다. 5.5%의 여성은 과거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

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고통을 받은 병력이 있었다. DSM-IV- 

TR에 근거하여 전체 면담자 중 23.7%의 여성이 적응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5.1%의 여성은 우울장애 혹

은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Table 3).

4. 조기 유방암과 진행 유방암 간의 비교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이와 진

Table 1.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study population

n %
Age(years)

＜50 121 55.2
≥50 98 44.7

Marital status
Single 5 2.3
Married 181 82.6
Separated/divorced 16 7.3
Widowed 17 7.8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ion 50 22.8
High school graduation 53 24.2
Above high school graduation 42 19.2

Living area**
Urban 133 61.0
Suburban 59 27.1
Rural 26 11.9

* : Data of 74 were missing, ** : Datum of 1 was missing

Table 2. Health behavior, health characteristic and cancer-re-
lated variables

n %
Monthly breast self examination

Regular 48 21.9
Irregular 104 47.5
Never done 67 30.6

Annual mammography
Regular 57 26
Irregular 67 30.6
Never done 95 43.4

Body mass index*
＜25 131 59.8
≥25 75 34.2

Comorbid medical illness
No 110 50.2
Yes 109 49.8

Stage at diagnosis
Early 99 45.2
Advanced 120 54.8

History of benign breast disease
No 215 98.2
Yes 4 1.8

Family history of breast cancer
No 199 90.9
Yes 20 9.1

Tumor detected by
Symptoms 141 64.4
Self-conducted screening 17 7.8
National cancer screening 58 26.5
Incident 3 1.4

Nature of the first symptoms
Asymptomatic 54 24.7
With lump 133 60.7
With other than lump 32 14.6

Months to treatment after diagnosis
Below 1month 116 53
1-3months 55 25.1
3-6months 22 10
Above 6months 26 11.9

* : Data of 13 were m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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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유방암의 진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20). 결

혼하지 않은 상태의 여성들(독신, 별거, 이혼, 사별)은 더 높은 

병기에 진단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차이는 경계선 수준이

었다(p=0.061). 교육수준과 거주지 요인은 진행 유방암의 진

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건강행동 및 건강특성으로 기술된 변수들 사이에서 유방암 

병기와 강한 연관이 관찰되었다. 정기적으로 유방 자가 검진

이나 유방촬영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백히 진행 유

방암의 진단과 관련이 있었다(p＜0.000). 체질량지수가 25이

상인 과체중이나 비만한 여성들은 진행 유방암을 더 많이 진

단받는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070) 

(Table 4).

발견방법, 첫 증상의 양상, 진단 후 치료 받기까지의 기간

의 요인들과 진단 당시의 유방암 병기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특히 무증상의 여성들과 정기적인 

검진 과정에서 진단된 여성들의 경우 진단 당시에 더 양호한 

병기를 진단받았다. 진단 후 치료를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분명히 종양의 병기와 관련이 있었다(각 p＜0.000)

(Table 4).

정신사회적 요인들 가운데, 비기능적 부부관계기능과 가

족관계기능은 진행 유방암으로 진단받는 것과 명백한 관련

이 있었다(p＜0.000). 가중된 경제적 및 가족적 부담을 가지

고 있는 환자들은 그러한 부담이 없는 여성에 비해 진행 유방

암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p=0.018). 정신과 병력(p= 

0.384)이나 환자의 현재 정신과적 진단(p=0.450)은 진단된 질

병의 병기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5. 진행 유방암 진단을 예견하는 독립적인 위험 지표

진행 유방암 진단에 대한 위험인자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단변량분석을 통

하여 밝혀낸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후보변인들은 다음과 같

았다. 건강행위 및 건강특성 요인으로는 매월 규칙적인 유방

자기 검진 시행여부, 매년 유방단순촬영술 시행여부였고 임

상적 특징으로는 첫 증상의 성격, 진단 후 치료가 시작되기까

지 소요된 시간이었다. 그리고 정신사회적 요인으로는 부부

관계기능과 가족관계기능이었다. 이 변수들을 모두 투입한 상

태에서 단계적 이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교

차비(Odds Ratio)를 산출하였다(Table 6). 진행 유방암 진단

을 예측할 수 있는 독립인자로서 매년 정기적 유방촬영술을 

시행하는 것에 비하여 부정기적으로 시행하거나(OR=7.431 ; 

95% CI 2.407-22.944) 전혀 시행하지 않는 경우(OR=25.299 ; 

95% CI 7.855-81.482)였으며, 정신사회적 요인으로는 기능 

부전적 부부관계기능(dysfunctional marital relationship)(OR= 

4.772 ; 95% CI 2.244-10.145)이었다. 

고       찰

본 연구를 통해서 저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진단 당시 진행 

유방암을 진단받을 수 있는 고위험 집단으로 GARF 척도상 1~ 

60점에 해당하는 비기능적 부부관계기능, 매년 규칙적인 유

방촬영술을 통한 선별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제시하였다. 

1. 부부관계기능과 다른 정신사회적 요인

비기능적 부부관계기능은 진행 유방암의 진단과 연관이 

있었다. 낮은 부부관계기능은 문제해결능력이 낮거나 부부

의 기능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거나 상호 정서적 지지나 존경 

및 배려가 낮음을 의미한다.46) Coyne과 Bolger은51) 배우자와

의 좋은 관계에서 오는 효과 보다는 배우자와의 나쁜 관계에

서 오는 해로운 효과가 더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한 바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배우자의 조언이 조기 진단을 용이하

게 하는 선별검사를 받는데 주요한 동기 중 하나였다고 강조

했다. 만족스러운 부부관계 및 기능이 건강에 손상을 주는 행

위를 예방하는 것을 촉진하고 긍정적 건강 행위를 격려함으

로써 결과적으로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조기진단을 위해서는, 대중을 

교육함에 있어 사실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환자

와 배우자 간의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장려하는 것을 포

함하는 부부기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

다고 하겠다.

가족관계기능은 단변량 분석에서는 진행성 유방암 진단과 

유의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으나 부부관계기능과 

Table 3.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n %
Marital relationship functioning

No husband 37 16.8
Functional 91 41.6
Dysfunctional 91 41.6

Family relationship functioning
Functional 136 61.2
Dysfunctional 83 33.4

Overloaded economic and family burden
No 127 58.0
Yes 92 42.0

Previous psychiatric history
No 207 94.5
Yes 12 5.5

Psychiatric assessment
No psychiatric disorder 154 70.3
Adjustment disorder 52 23.7
Depressive disorder 8 3.7
Anxiety disorder 3 1.4
Others 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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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s of variables between early and advanced stage diagnosis of breast cancer patients

Total Early stage Advanced stage Chi-square test
n n % n % χ2 p

Age(years)
＜50 121 49 40.5 72 59.5 2.421 0.120
≥50 128 50 39.1 48 37.5

Marital status
Single 5 1 20 4 80 7.360 0.061
Married 181 88 48.6 93 51.4
Separated/divorced 16 7 43.8 9 56.2
Widowed 17 3 17.6 14 82.4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ion 50 25 50 25 50 4.891 0.087
High school graduation 53 16 30.2 37 69.8
Above high school graduation 42 20 47.6 22 52.4

Living area
Urban 133 65 48.9 68 51.1 4.231 0.121
Suburban 59 27 45.8 32 54.2
Rural 26 7 26.9 19 73.1

Monthly breast self examination
Regular 48 39 81.2 9 18.8 41.201 0.000
Irregular 104 46 44.2 58 55.8
Never done 67 14 20.9 53 79.1

Annual mammography
Regular 57 46 80.7 11 19.3 62.563 0.000
Irregular 67 37 55.2 30 44.8
Never done 95 16 16.8 79 83.2

Body mass index
＜25 131 66 50.4 65 49.6 3.273 0.070
≥25 75 28 37.3 47 62.6

Comorbid medical illness
No 110 44 40.0 66 60.0 2.418 0.120
Yes 109 55 50.5 54 49.5

History of benign breast disease
No 215 97 45.1 118 54.9 0.038 0.846
Yes 4 2 50.0 2 50.0

Family history of breast cancer
No 199 90 45.2 109 54.8 0.000 1.000
Yes 20 9 45 11 55

Tumor detected by
Symptoms 141 49 34.8 92 65.2 18.559 0.000
Self-conducted screening 17 9 52.9 8 47.1
National cancer screening 58 39 67.2 19 32.8
Incident 3 2 66.7 1 33.3

Nature of the first symptoms
Asymptomatic 54 35 64.8 19 35.2 16.013 0.000
With lump 133 46 34.6 87 65.4

With other than lump 32 18 56.2 14 43.8

Months to treatment after diagnosis

Below 1month 116 66 56.9 50 43.1 17.929 0.000

1-3months 55 22 40 33 60

3-6months 22 7 31.8 15 68.2

Above 6months 26 4 15.4 22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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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다변량 회귀분석에서는 독립인자로서 추출되지 못하였

다. 질병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환자는 치료자나 상담자 

등의 전문가에게 보다는 가까운 친구, 가족, 배우자로부터 일

차적으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52,53) 

그리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로부터의 도움이 배우자에 의한 

지지의 부재를 보상할 수 없다는 보고도 있다.54) 정서적 지지

의 효과가 있는 정신치료적 요소로는 공감(empathy)과 자기 

노출(self-disclosure)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것이 친밀한 배

우자 사이의 관계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

로 추측되어 진다.44,54,55)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환자의 행동에 

우선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는 배우자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보

다는 부부관계기능이 유방암을 조기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 것은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환자

의 행동 변화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유효한 역할을 했기 때

문으로 추측해 불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

한 연구가 필요하고 일반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혼 상태는 조기 유방암 진단군과 진행성 유방암 진단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61). 반면에 

Osborne 등56)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여성이 진행 유

방암으로 진단 받을 경향이 높다며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제시였다. 결혼상태 자체의 효과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

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저자들은 유방암 조기 진단을 가능

하게 하는 요소는 결혼 유무 자체 보다는 배우자와 가족이 제

공하는 지지수준이나 기능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록 독립변인으로서 추출되지는 않았으나 가중한 경제적 

가족적 부담도 조기 진단군과 진행성 유방암 진단군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직장이 있는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경

제적 노동 이라는 상충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가족을 돌보고 바쁜 일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것이 필요한 선

별검사를 쉽게 받지 못하게 하는 일차적 장애물이라고 보고

Table 5. Comparisons of psychosocial variables between early and advanced stage diagnosis of breast cancer patients

Total Early stage Advanced stage Chi-square test
n n % n % χ2 p

Marital relationship function
Functional 91 61 67.0 30 33.0 46.626 0.000
Dysfunctional 91 27 29.7 64 70.3

Family relationship function
Functional 136 75 55.1 61 44.9 17.297 0.000
Dysfunctional 83 24 28.9 59 71.1

Overloaded economic and family burden
No 127 66 51.9 61 48.1 5.582 0.018
Yes 92 33 35.9 59 64.1

Previous psychiatric history
No 207 92 44.4 115 55.6 0.883 0.384
Yes 12 7 58.3 5 41.7

Psychiatric assessment
No psychiatric disorder 154 71 46.1 83 53.9 3.686 0.450
Adjustment disorder 52 22 42.3 30 57.7
Depressive disorder 8 5 62.5 3 37.5
Anxiety disorder 3 0 0 3 100
Others 2 1 50 1 50

Table 6.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advanced stage diagnosis of breast cancer

B S.E. Wald statistics p Exp(B)
95% CI for exp(B)

Lower Upper

Annual mammography
Regular 1
Irregular 2.006 0.575 12.160 0.000 7.431 2.407 22.944
Never done 3.231 0.597 16.490 0.000 25.299 7.855 81.482

Marital relationship functioning
Functional 1
Dysfunctional 1.563 0.385 16.490 0.000 4.772 2.244 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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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여성이 직업이나 가사업무에 메여있다는 느낌은 선

별검사를 포함한 건강행위를 소홀히 하게 하며 진단의 지연

과 연관성이 있다.50,56)

2. 검진 행위

40세 이상의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국가적인 유방암 선

별검사가 2년에 한번 실시되고 있다. 이 선별검사의 활용은 선

별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며, 이는 건강행동과 일반

적인 건강 의료 활용에 대한 좋은 표지자가 될 수 있다. 즉 선

별검사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일

반적인 건강검진이나 규칙적인 자가 유방검사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유방 증상이 있을 때 조기에 병원을 찾을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다.57) 본 연구에서도 정기적인 유방촬영 선

별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같은 건강 행위를 대표하는 요인이 

종양 병기의 강력하고 독립적인 예측인자로 밝혀졌다. 또한 

진행 유방암을 진단받은 약 80%의 여성은 진단받기 이전 기

간 동안 한번도 유방촬영술을 통한 선별검사를 받지 않았음

이 발견되었다.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스트레스 클리닉’에 방문한 환자들

의 자료를 근거로, 저자들은 부부관계기능과 같은 정신사회

적 요인도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인구학적 요인 만큼이나 

중요한 예측인자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결과들은 

연구 표본을 넘어서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표본 크기가 작

고 따라서 연구의 예측력에 제한이 있다. 게다가, 회상에 근거

한 질문들을 사용했고 병을 처음으로 발견한 시기 그리고 치

료를 시작한 시기 같이 시간에 관한 질문은 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지연된 시간이 긴 경우에 더욱 그

러했다. 둘째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환자의 방식이나 환자

의 성격적 측면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환자의 성격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 적절한 치료에 대한 지연 

혹은 필요한 치료를 방해하는 것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 성격적 특성과 진단 당시 병기 간

의 연관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의 중요한 강점은 자

문-조정 정신의학과 정신역동적 정신치료에 숙련된 연구자

에 의해 시행된 개인 역동에 근거한 면담 속에서 건강 행위, 

부부 및 가족기능 등을 포함하는 환자 측 지연요소에 관해 자

세하고 신중하게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진행 유

방암의 진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인구학적, 임상적, 건

강행위 및 정신사회적 요인들과 같은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시행했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로서 

진행 유방암을 진단받는 것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유방단순촬영술과 더불

어 비기능적 부부관계기능을 제시하였다. 인구학적 요인은 중

재하기 어려운 것과 대조적으로, 정신사회적 특성들은 중재

가 가능하므로 임상가 및 연구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저자들은 유방암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정기적인 선별검사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기능과 같은 정신

사회적 요인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공공 

캠페인과 정신과적 자문이 이러한 정신사회적 요인에 대해

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인 환자를 도울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유방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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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목적

2001년 이후로 유방암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여성 암이 되었다. 진행 유방암으로 진단받을 고위험군을 확인

하는 것은 유방암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방암을 진

단 받은 시점에서 진행 유방암과 연관된 사회인구학적, 건강행위·건강특성, 임상적 그리고 정신사회적 요인을 

조사하며, 진행 유방암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밝히는 데 있다.

방  법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처음으로 유방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시행한 후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스트레스 클리

닉’에 자문 의뢰되어 정신의학적 면담이 시행된 21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본 사회인구학적 자료를 비

롯하여, 자가진단 및 유방촬영술의 규칙적 시행여부, 진단 당시의 병기, 유방암 발견 경위 등을 조사하였다. 정

신사회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및 가족적 부담, 부부관계기능, 가족관계기능 정도 등을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파악하였다. 교차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조기 유방암 환자군과 진행 유방암 환자군 간에 변수를 비교하

고 진행 유방암 환자군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결  과

유방암을 진단받은 시점에서 120명(54.8%)이 진행 유방암으로 확인이 되었다. 단변량분석을 통하여 조기 유

방암을 진단받은 환자군과 진행 유방암을 진단받은 환자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난 변수는 다음과 

같았다. 건강행위 및 특성 변수로는 자가 검진행위(p＜0.000), 매년 유방촬영술 시행여부(p＜0.000)이었다. 암 

관련 임상적 특징으로는 종양 발견경위(p＜0.000), 첫 증상의 양상(p＜0.000), 첫 증상 발견부터 치료까지 소요

된 기간(p＜0.000)이었다. 정신사회적 요인으로는 부부관계기능(p＜0.000)과 가족관계기능(p=0.000), 과도한 경

제적 가족적 부담(p=0.018)이었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하여 매년 비진행 유방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인자

로는 매년 유방암 선별을 위해서 실시하는 유방촬영술을 비정기적으로 시행하거나(OR=7.431 ; 95% CI 2.407- 

22.944), 전혀 시행하지 않는 경우(OR=25.299 ; 95% CI 7.855-81.482)였으며 정신사회적 요인으로는 기능 부

전적 부부관계(OR=4.772 ; 95% CI 2.244-10.145)가 유일했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진행 유방암 진단의 위험인자로 널리 알려진 비정기적 검진을 재확인하였으며, 이외에도 

정신사회적 요인으로서 ‘비기능적 부부관계기능’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하는데 전통

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사회인구학적, 임상적 요인 이외에도 정신사회적 요인이 중요한 영역임을 시사한다.

중심 단어：진행 유방암 진단·정신사회적 요인·부부관계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