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접수: 2019년 5월 8일   •수정접수: 2019년 7월 15일   •채택: 2019년 7월 22일

✽교신저자: So Jung Park, Departments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Yongun-dong, Dong-gu, Daejeon, Korea.

  전화: 042-470-9488, 팩스: 042-470-9486, 전자우편: vivies@dju.kr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R&D Project,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HI15C0006)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23권 제2호(2019년 8월) doi : 10.25153/spkom.2019.23.2.002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19；23(2)：11-23

노인암 생존자의 삶의 질 관련요인 분석 
: 2006-2016 고령화패널 조사 자료 활용

장혜경1)⋅박양춘2)⋅박소정2)✽

1)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 2)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Quality of Life in Elderly Cancer 
Survivors : Using KLoSA 2006-2016

Hye-Kyoung Jang1), Yang Chun Park2), So Jung Park2)✽

1) Clinical Trial Center, Dunsan Korean Medicine Hospital of Daejeon University
2) Dep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factors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cancer survivor 
in order to identify strategies for cancer survivors to go back to normal life and carry on stable and high 
quality life.

Methods : This study used the 1st to 6th data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KLoSA).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ed of 118 cancer survivors, all of whom were diagnosed with cancer for more than 10 
years later in 2016. 

Results : Regression analysis of major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cancer survivors 
showed that the results of 2006 and 2016 were different. In 2006, factors related to cancer were highly 
correlated with quality of life, but in 2016, it was associated with pain and depression.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the factors related to quality of life in cancer 
survivors change with survival perio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comprehensive care strategies based 
on the stage of surviv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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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6년 암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6

년까지 집계된 우리나라 암 유병자의 규모는 174만 명

으로 전체 인구 대비 3.4%를 차지한다. 이 중 65세 이

상의 암 유병자는 약 75만 명이며 65세 이상 전체 인

구의 11.9%에 해당한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9명당 1

명이 암 확진 후 현재 암 치료 중이거나 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인구 고령화와 함께 암 조기 검진, 치료 기술의 발달

로 노인 인구의 암 유병률과 생존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2) 동시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 역

시 악성신생물(암)로 보고되고 있어3) 노인의 암 예방, 

치료, 회복 및 재활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과 포괄적 관

리가 요구된다. 

노인암 환자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 약

화로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 클 수 있고4) 노화와 

관련된 생리적 변화로 항암화학요법 및 약물요법과 같

은 암 치료 과정에서 약물의 독성 발생 및 부작용 위험

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5). 또한 암을 겪은 후 생존하고 

있는 암 생존자의 경우 원발암의 재발 및 합병증 관리

와 이차암의 예방 및 검진, 암 이외의 동반 질환 및 생

활습관 관리와 같은 포괄적인 건강관리가 삶의 질과 사

망률, 이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6) 노인암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

다. 특히 노인암 환자는 젊은 암 환자에 비해 생존보다

는 삶의 질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7) 노

인암 생존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

회·정서·신체적 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필요하다.

이미 국내에서도 암 생존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있었으나 유방암8-9), 

갑상선암10)과 같은 단일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 성인11-12)으로 연구대상이 한정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들
13-14)은 단면조사로 암 생존자들에 대한 종단분석이 어

려웠다. 한의약 분야에서는 40세 이상 성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양방 병용치료에 대한 환자의 특징 및 부작

용의 정도에 대한 조사15)나 한방병원에 입원한 노인암 

환자의 치료 특성에 대한 분석 연구16)만 이뤄졌을 뿐 아

직까지 노인암 생존자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

(KLoSA)의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조사자료를 활

용하여 노인암 생존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능적·심리

적 건강의 상태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암 생존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

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암 생존자에 대한 한의의료서

비스의 개발과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

으로 향후 노인 및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

료정책에서 한의의료를 포괄하는 통합의료 정책 입안

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자료원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6년부터 2016년까

지 실시한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제1~6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미 생성된 기존의 자료나 문서

를 이용하는 연구에 해당하여 소속기관의 기관생명윤리

심의위원회(IRB)에서 심의면제(IRB 접수번호: DJDSKH

-19-E-02)를 받았다.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

는 고령화의 사회, 경제, 심리, 인구학적 현상 뿐 아니

라 고령화의 생물학적 현상(건강, 정신 등)을 측정, 파

악하고 다양한 학제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수집되었으

며 모집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의 중고령자이다. 조사방법은 지역 및 주거형태별

로 층화된 모집단 조사구로부터 단순 무작위방법으로 

표본가구를 추출하고 표본가구를 중심으로 면접관이 

가구를 방문하여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법

(CAPI)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 1차 조사의 

전체 대상자 10,254명 가운데 “의사로부터 암이나 악

성종양(경미한 피부암 등은 제외)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245명 중 2006년

부터 2016년까지의 다섯 차례의 추적조사에 응답한 

118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상태는 2006년과 

2016년의 결과를 빈도 및 교차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암 관련 신체 상태와 예후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의 조사결과를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2006

년과 2016년의 각 요인과 삶의 질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여 요인들 각각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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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22.0 

version이며 모든 통계량의 분석은 p<0.05일 때 통계

적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2. 자료원 이용 항목

1) 삶의 질

삶의 질 만족도는 ‘동년배의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전반적인 삶의 질(행복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0~100점까

지의 10점 단위 점수에 대해 60점 미만은 불만족, 60

점 이상은 만족으로 구분하였다. 

2)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항목으로는 성별, 

연령, 규칙적 운동여부, 한의의료 이용여부를 포함하였

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65

세 미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75세 이상으로 분류하

였으며 규칙적 운동여부는 “평소 일주일에 1회 이상 운

동을 하십니까?”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예, 아니오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마지막 한의의료 이용여부는 “지난 

기본조사 이후에 진료를 받기 위해 한의원/한방병원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에 예, 아니오로 

응답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3) 건강상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항목으로는 일상생

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과 도구

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nstrument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인지기능, 우울증상 경험, 만성질환 유

무, 통증 경험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를 포함하였다.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은 옷갈아입기, 세수/양치질/

머리감기, 목욕/샤워하기 등 7가지 항목을 조사하고 도

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은 몸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준비하기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혼자 수행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작수행의 자립도를 3개의 척

도(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로 측정한 문항을 활

용하여 기능 제한이 있는 군과 기능 제한이 없는 정상

군으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ADL 7개 항목과 

IADL 10개 항목에서 각각 완전자립에 해당하는 경우

에 정상군으로 분류하였다. 인지기능은 한국형 인지능

력 척도(K-MMSE)를 이용하여 지남력, 기억력, 주위

집중 및 계산 등을 측정하여 총 30점 만점에서 24점 

이상일 때 정상, 23점부터 19점까지 인지기능저하, 19

점 미만은 치매의심으로 구분하였다. 우울증상은 Radoff

(1977)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of Depression)의 단축형인 CES-D10을 활

용하여 지난 일주일간의 느낌과 행동에 관하여 묻고 10

가지 문항의 응답 값의 총합이 30점 만점에서 10점 이

상이면 우울증상을 경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절단

점은 CES-D의 개발자인 Radloff가 제시한 CES-D의 

절단점(≥16)과 양성예측률과 음성예측률이 각각 82.0%, 

98.4%가 일치한다17). 만성질환 유무는 고혈압, 당뇨병/

고혈당, 만성 폐질환,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통증 경

험 유무는 “통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본인

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

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좋음, 좋은 편, 보통은 좋음으

로 구분하고 나쁜 편, 매우 나쁨은 나쁨으로 구분하였

다. 

4) 암(악성종양) 관련 예후 

암(악성종양) 관련 신체 상태 및 예후에 관해 확인하

고자 암(악성종양)의 발생 부위, 지난 조사 이후 암 또

는 악성종양의 증세, 암의 진단 기간, 현재 증상을 완

화하기 위한 암 치료 여부와 암 또는 악성종양으로 인

해 일상생활 어려움 여부를 포함하였다. 

Ⅲ. 결 과    

1.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상태 

2006년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이 66.1%

(79명)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은 65세 미만이 64.4%

(76명)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으로 규

칙적 운동 여부는 “예”의 응답자가 50.8%(60명)로 많았

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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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2006 2016

x² p-value
N(%) N(%)

Gender Male 39 (33.9) 39 (33.9)
0.000 1.000

Female 79 (66.1) 79 (66.1)

Age <65 76 (64.4) 18 (15.3)

67.231 <0.00165-74 33 (28.0) 51 (43.2)

>74 9 (7.6) 49 (41.5)

Regular exercise Yes 60 (50.8) 47 (39.8) 
2.890 0.089

No 58 (49.2) 71 (60.2)

ADL Limitation 4 (3.4) 11 (9.3)
1.046 0.307

Normal 114 (96.6) 107 (90.7)

IADL Limitation 16 (13.6) 21 (17.8)
0.801 0.371

Normal 102 (86.4) 97 (82.2)

K-MMSE Normal 51 (43.2) 44 (37.3)

5.044 0.080Cognitive Impairment 35 (29.7) 26 (22.0)

Suspicious Dementia 32 (27.1) 48 (40.7)

Depression Yes 34 (28.8) 38 (32.2)
0.320 0.572

No  84 (71.2) 80 (67.8)

Chronic Disease Yes 46 (39.0) 40 (33.9)
1.534 0.464

No  72 (61.0) 78 (66.1)

Pain Yes 96 (81.4) 90 (76.3)
0.914 0.339

No  22 (18.6) 28 (23.7)

Self-rated health Good 41 (34.7) 63 (53.4)
8.321 0.003

Poor 77 (65.3) 55 (46.6)

Quality of life Satisfied 71 (60.2) 71 (60.2)
0.000 1.000

Unsatisfied 47 (39.8) 47 (39.8)

Korean medicine Yes 34 (28.8) 35 (29.7)
0.020 0.886

No  84 (71.2) 83 (70.3)

118 (100.0) 118 (100.0)

p<0.05

Table1. General Characteristic (N=118)

력(IADL)은 정상군이 각각 96.6%(114명), 86.4%(102

명)로 높게 나타났다. 인지기능 수준은 정상이 43.2%(51

명), 우울증상은 비경험자가 71.2%(84명), 만성질환이 

없는 응답자가 61.0%(72명)로 높게 나타났다. 통증 경

험의 유경험자는 81.4%(96명),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

쁨이 65.3%(77명)로 많았다. 삶의 질에 대한 응답으로 

만족은 60.2%(71명)였으며 한의의료 이용여부는 비이

용자가 71.2%(84명)로 많았다. 

반면 2016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별

과 삶의 질은 변동이 없었고 연령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이 43.2%(51명), 규칙적 운동여부는 “아니오”의 

응답자가 60.2%(71명)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일

상생활 수행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IADL)은 정상군이 각각 90.7%(107명), 82.2%(97명)

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지기능 수준은 치매의심이 40.7%

(48명), 우울증상은 비경험자가 67.8%(80명)로 높았다. 

또한 만성질환이 없는 응답자는 66.1%(78명), 통증 유경

험자는 76.3%(90명),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이 53.4%

(63명)로 높았으며 한의의료 이용여부는 비이용자가 70.3%

(83명)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06년과 2016년의 암 

생존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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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es of Cancer  N(%)

2. 암(악성종양) 관련 예후 

전체 조사대상자의 암(악성종양)의 진단 부위를 분석

한 결과 위와 유방이 각각 21.2%(25명)로 가장 많았으

며 전립선 및 방광 등의 기타 부위가 18.6%(22명), 자

궁경부 16.9%(20명), 대장 13.6%(16명), 갑상선 5.9%(7

명), 간 1.7%(2명), 폐 0.9%(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1). 지난 조사 이후 암 또는 악성종양의 증세에 

대한 응답은 ‘그대로’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38.1%(45명), 38.1%(45명), 35.6%(42명), 38.1%(45

명)로 가장 많았으며 2016년에는 ‘호전’이 33.9%(40

명)로 가장 많았다. 암 진단기간은 2년 이상 10년 미만

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50.0%(59명), 65.3%

(77명), 54.2%(64명)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은 2012

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61.0%(72명), 77.1%(91명), 

100%(118명)로 높게 나타났다. 암 치료여부는 ‘아니오’

에 응답한 비율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71.2%

(84명), 86.9%(99명), 81.4%(96명), 84.7%(100명), 81.4%

(96명), 76.3%(90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암 관련 일상

생활 어려움 역시 “아니오”에 응답한 비율이 2006년부

터 2016년까지 각각 61.9%(73명), 83.1%(98명), 87.3%

(103명), 89.0%(105명), 89.0%(105명), 87.3%(103명)

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3. 삶의 질 관련 요인 분석 

노인 암 생존자의 삶의 질 관련 요인에 대해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산출된 β값과 exp(β)의 값을 

표시하였으며, 각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고 

영향력의 정도는 오즈비(Odds ratio)로 나타냈다. 분

석결과에 따르면 2006년에는 현재 증상을 완화하기 위

한 암 치료 여부, 성별, 암 또는 악성종양으로 인한 일

상생활 어려움 여부, 규칙적 운동 여부가 삶의 질 만족

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암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암 치료를 받

는 때보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암 또는 악성종양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때보다 삶의 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할 확률

이 높았다.

2016년에는 통증 경험 유무와 우울증상 유무가 삶의 

질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증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 통증을 경험하는 때보다, 우울증상

을 경험하지 않을 때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때보다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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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N(%) N(%) N(%) N(%) N(%) N(%)

Condition of Cancer Complete recovery - - 29 (24.6) 31 (26.3) 39 (33.1) 36 (30.5) 36 (30.5)

Improvement - - 36 (30.5) 35 (29.7) 32 (27.1) 30 (25.4) 40 (33.9)

No change - - 45 (38.1) 45 (38.1) 42 (35.6) 45 (38.1) 31 (26.3)

Worsen - - 5 (4.2) 4 (3.4) 4 (3.4) 3 (2.5) 8 (6.8)

badly worsen - - 3 (2.5) 3 (2.5) 1 (0.8) 4 (3.4) 3 (2.5)

Duration of Cancer <2 year 27 (22.9) - - - - - - - - - -

2-9 year 59 (50.0) 77 (65.3) 64 (54.2) 46 (39.0) 27 (22.9) - -

≥10 year 32 (27.1) 41 (34.7) 54 (45.8) 72 (61.0) 91 (77.1) 118 (100.0)

Cancer Treatment Yes 34 (28.8) 19 (16.1) 22 (18.6) 18 (15.3) 22 (18.6) 28 (23.7)

No 84 (71.2) 99 (86.9) 96 (81.4) 100 (84.7) 96 (81.4) 90 (76.3)

Inconvenience Yes 45 (38.1) 20 (16.9) 15 (12.7) 13 (11.0) 13 (11.0) 15 (12.7)

No 73 (61.9) 98 (83.1) 103 (87.3) 105 (89.0) 105 (89.0) 103 (87.3)

118 (100.0) 118 (100.0) 118 (100.0) 118 (100.0) 118 (100.0) 118 (100.0)

Table 2. Analysis of cancer-related physical prognosis change (N=118)

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Table 3).

Ⅳ. 고 찰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6년부터 2016년까

지 2년 주기로 실시한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의 1~6차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암 생존자의 일반적 특

성과 건강상태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

해 삶의 질과 관련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해 노인 암 생존자에 대한 한의의료서비스의 개

발과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 및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의료를 포괄하는 통합의료 정책 입안에 도움을 주

고자 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2006년과 

2016년 모두 여성,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상’,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상’, 우울증상 ‘없음’, 만성질환 

‘없음’, 통증 경험 ‘있음’, 삶의 질 만족도 ‘만족’, 한의의

료 이용 ‘없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과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의 28.8%

와 29.7%만이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비롯한 국내 연구18-19)에서 

국내 중고령자의 한의의료 이용률이 21.0~28.9%로 다

소 저조하게 나타났으나 2017년 발표된 일반 국민 대상 

한방 의료이용 실태조사20)에서는 일반 국민의 73.8%

가 한의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특히 60세 이상

이 90.6%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그러나 가장 

최근 한의의료를 이용한 시기의 응답 결과 이용자의 

48.7%만이 2017년으로 응답하였고 나머지 51.2%는 

각각 2016년 24.3%, 2015년 10.5%, 2011년~2014년 

10.5%, 2010년 이전 5.9%로 나타나 한의의료 이용실

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한방 의료이용 실태조사와 함께 국

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의 진료 및 

처방, 진료비와 같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양

적 연구, 한의의료 이용자에 대한 설문, 심층 면접 등

과 같은 질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복합적인 한의

의료 이용 실태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조사에서 확인된 한의의료 이용 주요 질환은 요통, 염

좌(삠), 오십견 및 견비통(어깨부위 통증)의 순이었고 이

용 치료법 역시 침과 부항, 뜸, 한방물리요법과 같이 건

강보험 급여가 이뤄지고 있는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었

다. 반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 환경을 가진 대만에

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48.%가 평생에 한번 이상 전통

의학(TCM)을 경험한 것21)으로 나타났으나 침구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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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10% 이내이고 80% 이상에 달하는 한약처방이 

이뤄지고 있어22)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만에서는 한약

처방에 대한 포괄적 보장23)과 총액계약제의 도입24), 매

년 중의사 협회와 정부 간의 협약을 통한 한약제제 급

여목록 정리21)등의 방법을 통해 중의학 시장을 보호하

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양 

국가 간의 제도, 정책, 문화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조사의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45.7%가 향후 한방의료 분야의 

우선 개선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확대를 응답한 것20)

을 고려할 때 한의약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는 국

민의 다양한 한의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

음을 보여준다. 결국,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알맞은 한

의약 발전대책의 수립과 국민의 한의의료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제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서 한의약 접근성 제고

를 위한 주요 내용으로 제시된 다양한 한의약 건강보험 

수가 개발 및 급여확대,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개선, 한

의약 보장성 확대 추진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다빈도 물리요법 

및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우선순위로 추진하

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나가야 한다. 최근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2019년 

한방 추나와 첩약(시범)을 시작으로 한방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과제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한의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연령의 경우 2006년 65세 미만의 비율이 높았으나 

2016년에는 65세 이상 75세 미만, 75세 이상이 각각 

43.2%, 41.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규칙적 운동은 

2006년에는 50.8%, 2016년에는 39.8%가 규칙적 운

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소폭 감소하였다. 인지기능

은 2006년 ‘정상’이 43.2%로 가장 높았으나 2016년에

는 ‘치매의심’이 40.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운동실천율이 

낮아지는 경향과 유사한 결과이며25) 또한 많은 선행연

구에서 노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기능이 낮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6-27). 이로써 암 생존자들

은 일반 노인과 유사하게 노화로 인한 신체·정신적 기

능의 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노인과 암 생존자의 건강상태, 교육 및 사회경제

적 수준 등의 관련 요인 간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

하지 못한 제한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향후 보정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연령 및 규칙적 운동, 인지기능과 달

리 주관적 건강수준은 2006년 ‘나쁨’의 비율이 65.3%

로 높았으나 2016년에는 ‘좋음’의 비율이 53.4%로 높

게 나타나 실제 건강수준과의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건강수준에는 복합적인 영향요인들이 있으나 암 생존

자라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암 진단 및 치료 이후 

생존 기간의 연장에 따른 삶의 안정감, 죽음에 대한 두

려움 감소, 건강수준의 회복과 같은 정신·육체적인 요

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미

국 메사추세츠의 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HRQOL) 결과도 응답자

의 생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28). 

그러나 암 치료를 마치고 장기간이 경과한 암 생존자들

의 상당수는 암 병력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기능상태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암 치료로 인한 후기 합병

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재발이나 이차 암에 대한 

예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또한, 동반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의학적 관리가 필

요하다29). 특히 장기 생존자들은 단기생존자에 비해 암 

이외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많고 사망원인은 순환

기질환, 외인사 등으로 나타나30) 암의 재발이라는 건강 

위험과 동시에 일반인과 비슷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처럼 노인 암 생존자는 점차 일반 노인과 유

사한 신체적 기능과 특성을 갖게 되나 종양과 관련한 

예후, 치료, 관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에 대한 심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

차암에 대한 예방과 검진, 동반 만성질환의 관리와 예

방접종과 같은 의학적 접근과 함께 흡연, 비만, 영양 

및 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 습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

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암 환자의 정신적 고통

인 디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의료

진은 적극적인 선별 검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된 환자들

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암 

생존자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완화하고 사회적응력

을 향상하고자 대중 인식의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 이

미 10여 년 전부터 국내 대형병원과 한방병원에는 독립

적인 암센터가 설립되었고 기존 현대의학의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해 보완대체의학을 포함한 다학제·통합 진

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통합 암 치료 분야 

중 생존기간 연장 및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 한약, 침, 

기공 등과 같은 한의학적 치료 기술들이 그 핵심 치료 

기술로 인정받고 있어 암 생존자의 보존치료에 한의학



장혜경 외 2인 : 노인암 생존자의 삶의 질 관련요인 분석 : 2006-2016 고령화패널 조사 자료 활용

19

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 연구결과들

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데 침31-32), 뜸33) 치료는 수술 

후 통증 감소와 빠른 회복을 도와 환자의 삶의 질을 향

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근 한약34-35)의 항암 치료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수행되고 있다. 그러

나 아직 한의의료를 기반한 암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은 낮은 편이다. 한방치료에 대한 암 환자의 인식도 

조사 결과36) 환자들은 한방 치료가 효과가 있고 안전하

지만 과학적이지는 않다고 응답하여 한의의료의 우수

성을 입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지속하여야 함을 보

여준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이용한 무작

위배정 임상시험과 코호트 연구, 체계적 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연구를 통해 근거 

중심의학으로써의 기반을 다지고 국내외 보완·대체의

학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암(악성종양) 관련 예후의 추이 분석결과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의 암(악성종양)의 진단 부위는 위와 유방암

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부위와 자궁경부, 대장, 갑상

선, 간, 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암 발생

빈도와 유사한 결과이며 조사대상자에서 여성의 성별

이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생존율과도 접한 관계

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암(악성종양)의 증세에 

대한 응답은 ‘그대로이거나 나아짐’, ‘완전히 회복되었

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다소 나빠졌다’는 응답도 있었

다. 암 진단 기간은 2006년 2년 이상 10년 미만의 응

답자가 50%로 높았고, 10년 이상이라는 응답도 27.1%

로 나타났다. 암 치료 여부에서도 2006년부터 2016년

에 이르기까지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암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암 관련 일상생활

의 어려움도 2006년 38.1%에서 2016년에는 12.7%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암 생존

자들의 예후가 좋다는 것이며, 그만큼 암 회복이나 건

강관리를 잘 유지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의

학 기술의 발달. 환자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에

서 암 정복을 위한 3차 암 관리 정책과도 연관이 깊다

고 볼 수 있다. 과거 암 수술, 치료에만 집중되었던 암 

환자 관리에서 이차 암 방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암 생존자를 위한 치료 및 관리 방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온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은 초기 암 치료를 완료한 암환자와 

가족의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 등 양질의 암생존자통합

지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암 생존자와 그 가족의 건강증

진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중앙암

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과 권역 호스피스센터의 확

대, 폐암 검진의 도입을 통한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의 

강화와 암 사망률의 감소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암 생

존자를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구축 작업 역시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암 치료 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

는 암 생존자들을 위해 암 전문의와 일차진료간 협조적 

진료 모델을 만들어 암 환자의 건강 및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가진다. 암의 적절

한 치료와 효율적인 관리는 독립적인 가치로서 존재하

는 것이 아닌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접목하

였을 때 비로소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의료진 개개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통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암 

환자가 암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의의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암 생존자의 삶의 질 관련 요인 분석에

서는 2006년에는 현재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암 치료

를 받지 않는 경우, 성별이 남성인 경우, 암 또는 악성

종양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규칙적

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삶의 질에 만족한다고 응

답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2016년에는 통증을 경험하

지 않는 경우와 우울증상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에 삶의 

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2006년에는 

비교적 최근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암 치료, 두려움 

등으로 인해 암 치료를 받지 않고 암으로 인한 일상의 

어려움이 없을수록 삶의 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할 확률

이 높아지지만 10년이 지난 2016년에는 정상인 수준으

로 건강을 회복하였고 암으로 인한 치료나 일상생활 어

려움이 다소 해소됨에 따라 일반 노인과 같이 우울증상

이나 통증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삶의 질 만족도와 

관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와 

동일한 고령의 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영향요

인을 분석한 연구결과37)에서는 통증/불편의 영역이 삶

의 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인 암 환자

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신체적 증상결과38), 우울39)이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증상이 함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종양 전문가

들은 증상 하나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증상을 

클러스터로 하여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40).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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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같이 암 생존자의 단계별 삶의 질 관련 요인이 

각각 다르므로 각 주기에 맞는 맞춤 케어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장려하고 암 생

존자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결국 삶

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고령화패널의 조사자료는 2년 

주기의 조사 시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지난 조사 이후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에 대한 기억회상편향 발생의 우

려가 있고, 암 생존자의 종양 단계, 치료 방법, 한의의

료 이용과 암(악성종양) 관련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

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종단적으로 노인 암 생존자의 암 치료 예

후를 비롯한 신체기능, 심리상태 등에 대한 분석과 삶

의 질에 대한 관련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변화를 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암 생존자들을 위한 통합지지사

업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고 생각한

다. 또한 한의계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노인 암 생존

자를 대상으로 향후 한의의료서비스의 개발 및 발전 방

향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향

후 암 생존자에 대한 한의의료의 치료 효과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후속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6년부터 2016년에 

걸쳐 실시한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제

1~6차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암 생존자의 일반적 특성

과 건강상태의 변화를 확인하고 삶의 질 관련 요인을 

종단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2006년과 2016년 전체 응답자의 28.8%(34명)와 

29.7%(35명)가 한의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자 10명 중 3명에 해당한다.

2. 2006년 암 생존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 65세 

미만의 연령, 규칙적 운동을 하고 있음, ADL과 

IADL 기능 수준 정상, 인지기능 수준 정상, 우울

증상 없음, 만성질환 없음, 통증 경험 있음, 주관

적 건강수준 나쁨, 만족의 삶의 질 만족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암 생존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연령, 

규칙적 운동을 하지 않음, ADL과 IADL 기능 수

준 정상, 인지기능 수준 치매 의심, 우울증상 없

음, 만성질환 없음, 통증 경험 있음, 주관적 건강 

수준 좋음, 만족의 삶의 질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3. 암(악성종양) 관련 예후의 추이 비교 결과 암 생존

자의 암(악성종양)의 진단 부위는 위와 유방이 가

장 많았으며 전립선 및 방광 등의 기타 부위, 자

궁경부, 대장, 갑상선, 간, 폐의 순으로 나타났다.

암 또는 악성종양의 증세에 대한 응답은 2006년

부터 2014년까지 ‘그대로’, 2016년에는 ‘호전’으

로 응답한 결과가 가장 많았고 암 진단기간은 

2006년 2년 이상 10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2016

년에는 모두 10년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현재 증

상을 완화하기 위한 암 여부와 암 또는 악성종양

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은 2006년부터 2016

년 ‘아니오’와 ‘없음’의 비율이 높았다. 

4. 노인 암 생존자의 삶의 질과 관련한 주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006년에는 현재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암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성별이 남성인 경우, 암 또는 악성종양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규칙적인 운동

을 하지 않는 경우에 삶의 질 만족도와 관련성이 

높았다. 반면 2016년에는 통증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 우울증상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에 삶의 질 

만족도와의 관련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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