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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유방질환 중 악성 종양 관련인자를 알아보고 최근에 보고 되고 있는 경구 피임약은 우리나라
여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실시 하였다. 연구 방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한 제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 이용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공 받았다. 분석된 자료는 2016년 3341명,
2017년 3263명, 2018년 3377명 총 9981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한  결과는 연령, 흡연, 음주, 고지혈증
과 미혼관련 변수의 유의성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경구피임약 관련 유의성은 알 수 없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관련 인자
의 적극적 예방과 암 유발 억제 정책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경구피임약 관련 복용 증가 추세이므로 향후 기간 및 
복용량 등 복용대상자의 지속적인 융합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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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malignant tumor-related factors in breast diseases 
and to find out how recently reported oral contraceptives affect women in Korea. The research method 
is data from the 7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was provid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for use guided through the 
website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analyzed data covered a total 
of 9,981 people, 3,341 in 2016, 3,263 in 2017 and 3,377 in 2018. The results from the study showed 
the significance of age, smoking, drinking, hyperlipidemia and unmarried related variables, especially 
the significance of oral contraceptives. Based on this study, it can contribute to active prevention of 
related factors and cancer-causing suppression policies, especially since the use of oral contraceptives 
is on the rise, it is believed that continuous research of the subjects to be taken, such as the period 
and dosage, should b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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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여성에 있어서 여러 질환중 유방암은 서구여성
에서도 발생률이 높은 암이며 우리나라도 갑상선암 다음

으로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다[1]. 보건복지부에 의
하면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종류는 1위가 유방암 
(20.3%), 2위 갑상선암 (18.3%), 3위 대장암 (10.4%), 4
위 위암 (8.9%)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중 유방암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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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률이 증가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2] 유방암은  병리
학적으로 호르몬 리셉터와  HER2 유전자 양성이 각각 
75∼80%, 15∼20% 이고, 에스트로겐 및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HER2/neu의  발현 없는 경우는 10∼15% 이다
[3.4].

유방암은 RNA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유방암을 에스
트로겐 리셉터양성인 내강형 A, 내강형B군과 에스트로
겐 리셉터양성 음성인 HER2/neu 과발현 군, 정상형군, 
기저형군 등 다섯 군으로 구분 하였다[5]. 세계적 통계에
서도 암 관련 사망 주된 원인중 하나로 유방암으로 알려
져 있다[1,6]. 특히 우리나라 발생 양상은 서구와 비슷하
며[7] 그중  30대에서 증가 하고 있다는 점이다[8].

따라서 국가에서도 이런점을 감안하여 국가 사업으로 
여러 검진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있다. 사전에 검진을 
통한 암 조기 발견을 통한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활동
을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 하는데 [9] 이러한 검진 프로
그램을 통하여 암 발생을 줄이고 사망률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10]. 

그러나 이러한 암검진 프로그램 통한 여러 캠페인을 
전게하여도 수검률은 아직은 높지 않으며[11] 실제로 유
방암에 대한 권고 검진률은 49.5%를 나타내고 있다[11].

국립 암센터가 전 국민 대상 건강행동조사 보고에 의
하면 30에서 60세 미만 유방암 미검진자들중 66%가 아
직은 1년내에 검진 계획이 없다고 하였으며 암에 대한 
경각심도 낮다고 분석하였다[8]. 또한 2015년 기준 유병
자는 179,081명이며[12], 50대까지 증가하다가 이 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13]. 그러나 암 조기발견이
나 치료요법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유방암에 의한 
사망률은 근래 2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14]. 

이러한 암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검진 수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선행 논문을 통하여 조사하여 보면 영향
을 주는 변수로 교육수준, 나이, 암 위험 지각[8] 음주, 방
사선의 과다 노출, 늦은 폐경 나이, 초경시 연령, 노산
[15-17] 가족력, 규칙적 진료 의사 유무, 의사의 권고 유
무[18]등으로 일차기관 진료의가 중요한 건강 인자로 나
타났으며[19] 특히 유방 자가 검진 수행과 유방암 발생 
위험성 지각은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선행논문 결과는 눈
여겨 볼만한 사항인 것 같다[20] 그 외에 지방 섭취는 다
른 요인과 함께 유방암 발병 촉진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
타나 [21]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만 환자 가 
급증하면서 성인병 인자외에 폐경기 이후 성인병과 맞물
려 유방암 주요 인자로 알려지고 있다[22]. 

그러면서도 운동은 유방암 환자의 체력을 향상시키면

서 삶의 질을 높여 주는 활력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연
구 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23]. 특이 할점은 외국 연구 결
과에 보면 인도에서 경구 피임약에 의한 유방암 발생률
이 2.8배 증가되는 보고가 있었으며[24], 미국 국립보건
원에서도 40~49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경구피임약에 대
한 유방암 위험율 증가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었다[25]. 
우리나라도 서구에 비해 경구 피임약 사용률은 낮지만 
계속 증가 경향이 있으며[26] 성문화의 서구화로 개방적
이 되면서 성관계 경험 연령층도 낮아지고 따라서 일부 
청소년이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경구 피임약 사용이 
늘어 날것으로 예측 된다[26].

따라서 이 연구는 유방질환 중 악성 종양 관련인자를 
알아보고 최근에 보고 된 경구 피임약은 우리나라 여성
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서 진행한 제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여성 대상
자로 진행 하였으며 자료 출처는 질병관리 본부 홈페이
지를 통해 안내한 이용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공 받았다. 
분석된 자료는 2016년 3341명, 2017년 3263명, 2018
년 3377명 총 9981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2 자료 분석
종속 변수는 기존 논문 관련 자료를 참고 하여 인구특

징과 관련된 나이, 소득, 결혼 유무, 교육을 선정하였으며 
개인적 요인으로는 고혈압, 지질혈증, 초경연령, 경구피
임약복용을 선정 하였으며 생활습관 및 환경요인으로 음
주(폭음), 흡연, 모유수유, BMI을 변수로 선정 하였다. 독
립변수는 악성종양에 노출된 유방질환 여성이었으며 통
계는 SPSS version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NOVA, 
Correlation검정,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
석 하였고 유의 수준은 p<.05로 하였다.

3. 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교육 현황은 대학졸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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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로 가장 많았고 86.3%가 결혼 하였으며 초경 연령
은  13세 가장 많았다. 모유수유 현황은 71.3%였으며 피
임약 복용은 17.7%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또한 
BMI지수는 Fig. 1에서와 같이 최소값이 13.3이고 최대
값이 42.9, 평균 23.5로 나타났다.

 NUM %

Education

Elementary 2557 25.6
Middle 990 9.9
High 3005 30.1

University 3379 33.9

Marriage
Yes. 8615 86.3
No. 1366 13.7

first
menstruation
(years old)

       :
10 207 2.1
11 740 7.4
12 1459 14.6
13 1916 19.2
14 1883 18.9
15 1335 13.4
16 996 10.0
       :

Breastfeeding
Yes. 7114 71.3
No. 1095 11.0

taking 
contraceptives

Yes. 1765 17.7
No. 8154 81.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3.2 관련인자의 ANOVA 분석
3.2.1 일반적 요인
Table 2에서와 같이 일반적 특징과 관련된 변수인 나

이, 소득, 결혼 유무, 교육에서 유방질환관련 악성종양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ANOVA 분석시 나이(p<.01), 결혼
(p<.01)으로 나타났다.  

3.2.2 개인적 요인
Table 2에서와 같이 개인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인 고

혈압, 고지혈증, 초경연령, 경구피임약복용에서 유방질환
관련 악성종양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ANOVA 분석시 고
지혈증(p<.05)이었으며 경구피임약 복용은 유의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3.2.3 습관 및 환경 요인
습관 및 환경요인으로 음주(폭음), 흡연, 모유수유, 

BMI를 변수로 하여 유방질환관련 악성종양에 영향을 주
는 인자를 ANOVA 분석시 Table 2에서와 같이 폭음빈

도(p<.01), 흡연여부(p<.01)로 나타났다. 

Mean Square F p

age 9639.8 34.30 .00*

Education 1.5 1.09 .29

Income 1.562E8 .30 .58

Marriage 1.5 13.18 .00*

hypertension .153 .84 .35

hyperlipidemia .867 5.34 .02**

binge drinking 28.4 21.05 .00*

Smoking 1.04 7.58 .00*

first menstruation 9.93 2.29 .13

Breastfeeding 1579.9 1.38 .23

taking contraceptives .005 .03 .84

BMI 3.141 .23 .62
**p < .05  * p < .01

Table 2. ANOVA of related factors

3.3 유의인자의 상관성 분석
ANOVA분석으로 나타난 관련인자를 중심으로 상관

성 분석시 Table 4에서와 같이 나이는 많을수록 
(p<.01), 결혼은 미혼일수록(p<.01), 고지혈증이 많을 수
록(p<.05), 폭음빈도(p<.01)및 흡연여부(p<.01)에 따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유의 인자에 대한 회귀 분석
Table 3에서와 같이 유의 인자 중 회귀분석을 실행 

하여 본 바 나이(p<.01), 폭음빈도(p<.01)이 가장 유의 
있는 인자로 나타났다.  

Table 3. Regression analyzes of significance factor 

Non-Std 
coefficients

stan-
dard

t p
B Std

error β

Constant -.008 .015 -.5 .57

age .000 .000 .062 2.8 .00*

Marriage .001 .004 .003 .1 .87

hyperlipidemia -.001 .004 -.006 -.3 .74

Smoking .001 .004 .002 .1 .87

binge drinking -.003 .001 -.044 -2.6 .00*

 * p < .01  R2 = 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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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st cancer age Marriage hyperlipidemia Smoking binge drinking

breast cancer
correlation 1 .059** -.036** .023* .028** .057**

P .000 .000 .021 .006 .000

age
correlation .059** 1 -.555** .375** .160** -.326**

P .000 .000 .000 .000 .000

Marriage
correlation -.036** -.555** 1 -.171** -.102** .202**

P .000 .000 .000 .000 .000

hyperlipidemia
correlation .023* .375** -.171** 1 .055** -.123**

P .021 .000 .000 .000 .000

Smoking 
correlation .028** .160** -.102** .055** 1 -.256**

P .006 .000 .000 .000 .000

binge drinking 
correlation .057** -.326** .202** -.123** -.256** 1

P .000 .000 .000 .000 .000
**p < .05  * p < .01

Table 4. Correlations of significance factor

Fig. 1. BMI distribution status. The BMI index had a 
minimum value of 13.3 and a maximum value of 
42.9.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서진행한 제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여성 대상자
로 진행 하였으며 유방질환 중 악성 종양 관련인자를 알
아보고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 경구 피임약은 우리나라 
여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특성으로 교육 현황은 대
학졸업이 33.9%로 가장 많았고 86.3%가 결혼 하였으며 
초경연령은 13세 가장 많았다. 모유수유 현황은 71.3%
였으며 피임약 복용은 17.7%로 나타났다. 유방질환 관련 
악성종양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ANOVA 분석시 나이

(p<.01), 결혼(p<.01), 고지혈증(p<.05), 폭음빈도(p<.01), 
흡연여부(p<.01)로 나타났으며 경구피임약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OVA분석으로 나타난 관련인자를 중심으로 상관
성 분석시 나이는 많을수록 (p<.01), 결혼은 미혼일수록
(p<.01), 고지혈증이 많을 수록(p<.05), 폭음빈도(p<.01)
및 흡연여부(p<.01)에 따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유의 인자 중 어떠한 인자가 영향을 주었는지 회귀분
석을 실행 하여 본 바 나이(p<.01), 폭음빈도(p<.01)이 
가장 유의 있는 인자로 나타났다.

여성의 질환 중 악성종양 유방암은 갑상선암 다음으로 
발생률 2위를 차지 할 정도로 여성에 있어 경각심을 갖
고 조기 진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질환입니다. 이 연구는 
유방암 예방과 경구 피임약 영향 유무관점에서 볼 때 의
미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물론 선행 연구들에서 강조되어진 연령, 흡연, 음주 등
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고지혈증과 미혼인자의 변수
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흡연은 특히 남성들에게는 금연이라는 운동으로 많이 
흡연층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성 흡연자가 최근 늘어나는 
경향에 비추어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다. 흡
연은 임신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적극적 으로 금연 캠페
인이 있어야 하며 음주 또한 Mizota 연구에서[27]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정책이 있
어야 하며 음주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 더 치명적인 것으
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유방암 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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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경구 피임약 관련 유방암 영향정도는 외국 논문 에서 

유의성 있는 결과로 보고 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 
경향은 어떤지 알 수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경
구피임약 복용은 외국에 비해 복용기간이나 약물농도등
에 따라 변수가 있을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한 경구피임
약 유의성 없음은 최보람[26]연구에서 같은 결과를 알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에서 경구 피임약 복용 사례
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피임약 복용자를 대상으
로 복용 기간 및 대상 연령등 향후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하여  연령, 흡연, 음주, 고지
혈증과 미혼관련 변수의 유의성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경
구피임약 관련 유방암[28-32] 유의성은 알 수 없었지만 
향후 지속적인 연구 관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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