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석사학위논문

암환자와 암생존자의 

건강행태와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 제7기 2016-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A Study On Health Behavior and Nutritional 

Status of Cancer Patients and Cancer Survivors

: using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17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임상영양학 전공

김 태 윤

[UCI]I804:48009-200000285358[UCI]I804:48009-200000285358



암환자와 암생존자의 

건강행태와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 제 7기 2016-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지도교수 홍 순 명

이 논문을 이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12 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김 태 윤



김태윤의 이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홍 순 명 (인)

심사위원 서 정 희 (인)

심사위원 허 은 정 (인)

울 산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2019 년   12 월



감사의 글

더 발전하고 새로운 배움을 얻기 위한 석사과정을 마치면서, 많이 부족

하였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

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늦은 시간까

지 아낌없는 가르침과 조언을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논문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홍순명 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

다. 또 저의 논문을 위해 지도해주시고 심사를 해주신 서정희 교수님과 

허은정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가르침을 위해 힘써주신 강소은 교수님, 조민경 교수님, 김진희 교수님

께도 감사드립니다.

실습기간 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울산대학병원 영양

팀의 박윤흠 부장님, 정미경 팀장님, 김옥주 과장님, 김혜정 과장님, 최

향전 대리님, 남슬기 선생님, 정슬기 선생님, 박혜량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하고 힘들었던 시간 들을 같이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었던 예임, 슬

기, 해수, 유진, 혜정, 혜경 선생님들 너무 고맙고, 만나면 즐겁고 삶에 

힐링이 되어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시커몽스, 케로로 너무 고맙고 앞

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있어 주는 저의 든든한 버팀목

이었던 우리 가족들, 엄마, 아빠, 동생 너무 고맙고, 할아버지, 할머니, 

서울 할머니 정말 감사하고 모두 사랑합니다. 저의 곁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i -

국문요약

암환자와 암생존자의 건강행태와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 제7기 2016-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A Study On Health Behavior and Nutritional Status of Cancer Patients and 

Cancer Survivors : using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17

연구배경

  암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이며, 2018년에는 9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OECD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79.6명(2013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268.5명에 비해 높은 반면, 여

성의 암 사망률은 116.3명(2013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여성 암 사망률 

160.4명에 비해 낮았다. OECD자료에 따르면 남성 암 사망률은 여성 암 사망률

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그 중 우리나라 암 사망률의 남·녀 차이는 2.4

배(2013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주요 암의 사망률을 연령별로 살펴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암 사망률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6-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성인 30세 이상을 대상

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암 유병 중인 사람, 암 유병중이지 않은 사람과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건강한 사람의 일반적 특성, 전반적 건강상태, 식습관 상

태 및 영양소 섭취 상태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암 환자의 건강 개선과 질병 관

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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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제 7기 1, 2차년도(2016-17)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였

고, 30세 이상 성인 8,513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현재 암 유병여부 항목에서 ‘있음’에 응답한 ‘암환자’군 202명, ‘없음’에 응답한 

‘암생존자’군 295명, 암 진단을 받지 않은 ‘대조군’ 80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암환자’는 암 진단을 의사에게 받았고, 현재 유병여부에 ‘있음’으

로 응답한 사람이고, 이를 CT군(Cancer Treatment group)으로 정의하였다. 

‘암생존자’는 암 진단을 의사에게 받았고, 현재 유병여부에 ‘없음’으로 응답한 

사람이고, 이를 CTC군(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으로 정의하였다. 

‘대조군’은 암 진단여부에 ‘없음’으로 응답한 사람이고, Normal군(Normal 

group)으로 정의하였다. 현재 흡연 여부, 1년간 음주 빈도,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신체활동, 신체계측, 혈액검사, 식생활조사, 식품섭취빈도조사를 통한 

영양소 섭취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결론

  성별은 CT군에서 남성 82명, 여성 120명이고, CTC군에서 남성 112명, 여성 

183명이며, 연령은 CT군은 60대가 가장 많았고, CTC군은 70대가 가장 많았

다. 직업 여부는 CT군, CTC군은 없음이 높았고, Normal군은 있음이 높았다. 

흡연은 CT군, CTC군보다 Normal군이 현재 흡연자가 많았고, 음주에서는 한달

에 1번 이상 마시는 비율이 CT군, CTC군보다 Normal군이 더 많았다. BMI는 

CT군보다 CTC군, Normal군에서 비만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체중변화여

부에서도 CT군이 CTC군, Normal군보다 체중감소가 많다고 응답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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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군의 경우에는 체중증가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CT군이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CTC군, Normal군보다 많았고, Normal군

은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두그룹 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경우 매

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CT군에서 가장 높았고, 스테레스를 덜 받는 비율을 

합한 결과 Normal군이 높게 나타났다. EuroQoL의 5가지 항목에서는 문제가 있

다고 응답한 비율이 Normal군보다 CT군, CTC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신체활동

은 CT군, Normal군, CTC군 순으로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허리둘레

의 경우 남성, 여성 모두 복부비만에 속하지 않았지만, BMI의 경우 남성, 여성 

모두 과체중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복혈당, 당화혈색소의 경우 

세그룹 모두 경계수준이었다.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의 경우 

모두 정상수준에 속하는 수치였는데 이 세항목은 Normal군이 CT군, CTC군보

다 더 높게 나타났다.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 수치는 남성, 여성 세그룹 모두 

정상수치에 속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Normal군이 CT군, CTC군보다 높게 나타

났다. 1주일간 아침식사 빈도의 경우 Normal군보다 CT군과 CTC군이 더 잘 챙

겨 먹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외식횟수의 경우 1주일에 한번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CT군이 가장 높았다. 영양소 섭취에서 CTC군이 CT군 보다 균형

적으로 식사하는 것에서는 더 잘 챙겨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성, 여성 모

두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권장섭취량보다 부족하게 섭취하는 영양소가 더 증가

하였고, 여성의 경우 65세 이상에서 총 영양소(%) 섭취가 100%보다 부족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령의 여성일수록 영양섭취 상태가 좋지 않으므

로, 집중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권장섭취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칼슘, 비

타민A, 비타민C, 단백질, 철, 비타민B2, 나이아신의 급원식품과 섭취필요성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모든 연령, 성별에서 나트륨 섭취가 

권장섭취량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조리방법 및 식

사방법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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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암은 신체의 인접부위를 침범하거나 다

른 장기로 퍼질 수 있는 일반적인 경계를 넘어 비정상적인 세포의 성장

을 특징으로 하는 대규모 질병군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암은 전 세계적

으로 사망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이며, 2018년에는 960만명에 이를 것으

로 추정된다.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간암은 남성에게서 가장 흔

한 암이고, 유방암, 대장암, 폐암, 자궁경부암, 갑상선암은 여성에게서 가

장 흔한 암이다[1]. 우리나라 2016년 모든 암의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남자 470.3명, 여자 426.5명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남자 

79세, 여자 85세)까지 생존했을 경우, 암이 발생할 확률은 남자 5명 중

에 2명으로 38.3%, 여자 3명 중에 1명으로 33.3%로 나타났다[2]. 

OECD자료에 따르면 암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78.9

명으로(2013년) OECD 평균인 203.7명에 비해 낮았고, 2010년 193.7명

에서 2013년 178.9명으로 14.8명 줄어들었으나 2010과 2015년 사이 

OECD 회원국 평균 암 사망률은 7.8명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감소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표준화 사망률(Age-standardized death 

rate): 국가 간의 연령에 따른 구조 차이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

여, OECD 표준 인구구조로 표준화해서 산출한 사망률)[2] 그러나 2015

년 총 사망자 중 암 사망자는 76,855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의 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3년 11.3%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983년 이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OECD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9.6명(2013

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268.5명에 비해 높은 반면, 여성의 암 사

망률은 116.3명(2013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여성 암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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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명에 비해 낮았다. OECD자료에 따르면 남성 암 사망률은 여성 암 

사망률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그 중 우리나라 암 사망률의 남·

녀 차이는 2.4배(2013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3]. 2015년 주요 암의 

사망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암 사망률이 증가하였

다[2]. 

  WHO에 따르면 암 사망의 30-50%는 담배 제품 피하기, 알코올 소비 

감소, 건강한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감염 관련 위험 요소들

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 주요 위험 요소들을 수정하거나 피함으로써 예방

할 수 있다[1]. 지금까지 밝혀진 암의 원인은 흡연이 32%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잘못된 식습관 30%, 만성적인 감염이 10~20%를 차지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성적인 감염의 위험이 가장 암 원인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암 발생의 21.2%, 암 사망의 24.7%를 차지하였고, 그 다

음으로는 흡연이 암 발생의 11.9%, 암 사망의 22.7%를 차지하였다고 

나타났다[2]. 암을 예방하는 10가지 생활수칙 국민 암 예방 수칙은 1) 

담배 피지 말고, 간접흡연 연기 또한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 양 

섭취하고, 다양한 식품군을 선택하여 균형 있는 식사하기, 3) 짜게 먹지 

않고, 탄 음식은 섭취하지 않기, 4) 암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한 잔 정

도의 소량 음주 피하기, 5) 하루 30분 이상/주 5회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기(걷기 포함), 6) 자신에게 맞는 적정 체중으로 관리하기, 7) 예

방접종 안내에 따라 자궁경부암과 B형 간염 접종 하기, 8) 성을 매개로 

감염이 되는 병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에서 안전보건 수칙 지키기, 

10) 암을 조기에 검진하기 위한 지침에 따라 건강검진을 빠지지 않고 

받기를 권고하였다[2]. American Cancer Society 미국 암학회(ACS)와 

World Cancer Research Fund (세계 암 연구 기금)/America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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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ancer Research (미국 암 연구협회) (WCRF/AICR) 암 예방 권고

지침에 의하면 1) 전곡류, 채소, 과일, 콩류를 섭취하라(매일 21/2컵 정

도의 채소, 과일을 섭취), 2) 패스트푸드, 지방, 전분, 당이 많은 가공식

품 섭취를 제한하라, 3) 적색육, 가공육 섭취를 제한하라, 4) 설탕 첨가

된 당음료 섭취를 제한하라, 5)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라(하루에 여자 1

잔, 남자 2잔 이상 마시지 마라), 6) 암 예방을 위해 보충제를 사용하지 

마라, 7) 가능하면, 아기에게 모유수유 해라, 8) 운동을 하라, 9) 건강 

체중을 유지하라, 10) 암 진단 후, 권고 사항을 따르라고 권고하였다

[4][5]. 이에 더불어 수면과 스트레스도 생활습관 관련 암 발생 요인으

로 보고되고 있다.[6] 암환자와 건강한 일반인과의 수면 상태를 비교한 

연구에서 유방암환자의 수면의 질이 건강한 일반인 여성에 비해 더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환자와 건강한 일반인의 스트레스를 비교

한 연구[7]에서 암환자의 스트레스가 건강한 일반인의 스트레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암 예방 생할습관에 수면과 스트레스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8].

  암환자들은 암 진단을 받은 후 심한 정서적 혼란과 수술, 방사선요법 

과 화학요법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피곤함, 허약감, 탈진, 무기력, 오심, 

구토 등의 신체적 부작용으로 삶의 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치료가 끝이 난 이후에도 암의 재발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와 여

러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근처를 벗어나기 어려워 정상적인 

사회생활 재개에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31]. 통증, 피로감, 집중력 

저하, 손발 저림 등과 같은 암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신체적 고통 

들은 자신의 삶과 하나가 되어 떼어내기 힘든 짐[32]이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불쾌감과 불편감, 주변

인들에 대한 정신적 부담감과 직업 및 경제적인 문제[33]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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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 삶의 질에 더욱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암의 상태 및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암환자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예후와 죽음에 대한 우울, 두려움, 불안, 절망감, 고립감 등과 같

은 사회적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34]. 또한 이런 문제

를 경험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에 맞닥뜨리는 것으로 암환자

의 삶의 질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34]. 암환자들은 만성적이

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치료, 회복과정에서 생존과 더불어 장기적인 치

료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치료비용 및 퇴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

움,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다[35]. 이로 인해, 암의 치료와 회복과정에서 암환자의 생존뿐만 아니

라 환자가 자각하는 주관적 상태인 삶의 질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확대되고 있다[36]. 암 생존자에 대한 최근 국외 연구를 살펴

보면 중재프로그램 개발 연구[37][38], 암환자 관리 및 감시체계에 관

한 연구[39], 노인의 암 생존자 삶의 질에 관한 연구[40]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암 생존자에 대한 연구의 대상자

나 주제가 다양하지 않은 편이며 그 연구도 특정 암, 그 중에서도 유방

암 생존자에 대한 연구로 집중되어 있다[41-44]. 앞으로는 특정 암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암과 다양한 연령대 암 생존자의 삶과 그들의 건강

관리 현황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45].

  최근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사증후군과 관련 구성요소들이 전립선

암, 췌장암, 대장직장암, 유방암, 간암 등의 암 발생과 사망에 유의한 관

계가 있다는 보고가 발표되고 있다[50-52][70]. 대사증후군이란 당뇨

병, 복부비만, 고혈압, 지질대사 장애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53][70]. Pelucchi 등의 이탈리아 남성 대상 보고서 결과에 따르

면 대사증후군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전립선암이 발생할 위험이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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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았고,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0개인 군에 비해 1개

부터 4개까지 구성요소가 증가할수록 전립선암 발생의 비차비가 유의미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4][70]. Rosato 등의 환자대조군 연구

에서는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 중 3개 이상을 가진 환자군

이 구성요소가 0개인 정상군에 비해 췌장암의 발생 위험이 2.13배 높았

다고 보고하였으며, Wuermli등은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 중 혈액 내 고

농도의 중성지방이 췌장암의 위험 인자라고 보고하였다[55, 56][70]. 

Welzel등은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성요소들 중 정상적이지 않

은 비만, 고혈압, 공복혈당 등은 간암이 발생한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

난다고 보고하였다[57][70]. Imquist등은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성요소와 갑상선암과의 관계를 조사하였

는데, 체질량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혈당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58][70]. Kabat 등은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중

성지방 또는 혈당이 높게 되면 유방암 발생 위험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59][70]. Garrow 등은 대사증후군 발생 환자군

이 발생하지 않은 군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약 75% 높다고 보고하였

다[60][70].

  국내 암환자 생활습관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암환자와 암생존자가 건

강한 일반인에 비해 올바른 생활습관을 덜 이행하였고, 삶의 질도 낮았

다. 적극적인 치료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증상 발생과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 등 암환자와 암생존자가 처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치료 예후 개선이나 이차암 예방을 위해, 더 나아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의 이행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서는 암환자나 암생존자와 건강한 일반인의 생활습관을 비교하였는데, 

건강한 일반인보다는 오히려 암환자와 암생존자에서 올바른 생활습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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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이 두 집단과 건강한 일반인과의 비교보다는 

두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올바른 생활습관 이행 및 삶의 질의 실태를 파

악하여 개선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6-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

로 한국 성인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암 유병 

중인 사람, 암 유병중이지 않은 사람과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건강한 사

람의 일반적 특성, 전반적 건강상태, 식습관 상태 및 영양소 섭취 상태

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암 환자의 건강 개선과 질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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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16, 2017년도에 조사한 제 7기 1, 2차년도(2016-17)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자료를 이용하였다[9]. 국민건강영양조사

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16조를 바탕으로 시행하는 국민의 건강행태, 만성

질환 유병현황, 식품 및 영양섭취실태에 관한 법정 조사이며, 통계법 제 

17조에 근거한 정부지정통계(승인번호 제117002호) 이다[9]. 국민건강

영양조사는 제1기(1998)부터 제3기(2005)까지 3년을 주기로 실시하였

고, 그 후 연중 조사체계로 변경되어 제4기 (2007-2009)부터 매년 실

시하고 있다. 본 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행태, 건강수준, 식생활 및 

영양소섭취에 대한 전국적인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통계를 산출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목표설정, 평가,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9].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가구원확인조사,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를 통해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9]. 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는 이동검

진센터에서 실시하며, 영양조사는 해당하는 가구에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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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제7기 1, 2차년도(2016-17)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제7기 1, 2차년도(2016-17) 조사대상자 수는 2016년 

10,806명, 2017년 10,430명 총 21,236명이었다. 이들 중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중에서 1개 이상 참여한 사람은 2016년 8,150명, 

2017년 8,127명으로 2016년보다 2017년 참여율이 2.5% 더 높았다. 

2017년도 참여 가구수는 전년 대비 약 70가구 증가하였고, 참여자수는 

약 30명 감소하였는데, 이는 1인 가구 비율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2차년도(2016-17) 조사에 참여한 16,277

명 중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와 영양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

하고 30세 이상 성인 8,513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현재 암 유병여부 항목에서 ‘있음’에 응답한 ‘암환자’군 202명, 

‘없음’에 응답한 ‘암생존자’군 295명, 암 진단을 받지 않은 ‘대조군’ 8016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암환자’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세포의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고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화하게 되면서 완전하게 성숙하지 

못하고, 세포가 과다하게 자라게 되는 암(cancer)을 가진 환자를 말하며

[65], ‘암생존자’는 포괄적으로 암을 진단받은 순간부터 남아 있는 전생

에 걸쳐져 있는 사람을 뜻하며, 그 사람들의 가족, 친구, 돌봄 제공자

(care giver)를 포함하기도 하고[66], 암 진단 후 생존해있는 사람을 의

미하기도 한다[67]. 또 다른 정의로는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끝낸 자로

도 의미하기도 한다[68]. 본 연구에서 ‘암환자’는 암 진단을 의사에게 받

았고, 현재 유병여부에 ‘있음’으로 응답한 사람이고, 이를 CT군(Cancer 

Treatment group)으로 정의하였다. ‘암생존자’는 암 진단을 의사에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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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현재 유병여부에 ‘없음’으로 응답한 사람이고, 이를 CTC군(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으로 정의하였다. ‘대조군’은 암 진단여부

에 ‘없음’으로 응답한 사람이고, Normal군(Normal group)으로 정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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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 이용한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은 table 1과 같다.

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는 이동하는 검진센터에서 실시하였고, 영양조

사는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건강설문조사의 

경제활동 및 교육, 이환, 의료이용에 대한 항목은 면접 형식으로 실시하

였다. 건강설문조사 항목 중 음주, 흡연 등의 건강행태에 대한 영역은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실시하였다[9].



11

구분 내용 방법

건강설문조사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결혼여부, 

  소득 사분위수(개인), 교육수준, 직업

⦁건강설문 이환 : 암 의사진단 여부/현재 암유병여부 

  (위, 간, 대장, 유방, 자궁, 폐, 갑상선, 기타)

⦁흡연 : 현재 흡연 여부

⦁음주 : 1년간 음주 빈도

⦁비만 및 체중조절 : 1년간 체중 변화 여부, BMI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 평소 스트레스 인지정도, 1년간    

  정신문제 상담, EuroQoL(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EQ-5D index 

⦁신체활동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이동검진

면접

자기기입식

검진조사

⦁신체계측 : 키, 몸무게, 허리둘레, BMI

⦁혈액검사 : 공복혈당, 당화혈색소(HbA1c),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이동검진

센터계측

영양조사

⦁식생활조사 : 최근 1년동안 1주동안 아침식사 빈도,

&점심식사 빈도&저녁식사 빈도, 외식횟수, 최근  

1년동안 2주 이상 식이보충제 복용여부, 식생활형편, 

영양교육여부, 영양표시 인지 여부 및 이용여부

⦁식품섭취빈도조사 : 1일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

면접

Table 1. Survey contents an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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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건강설문조사에서 성별, 연

령, 결혼여부, 소득 사분위수(개인), 교육수준, 직업을 조사하였다. 성별

은 ‘남자’, ‘여자’로 분류하였고, 연령은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30-39

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으로 재

분류하였다. 결혼 여부는 ‘기혼’, ‘미혼’으로 분류, 소득은 ‘하’, ‘중하’, ‘중

상’, ‘상’으로 분류하였다. 교육 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재분류한 항목을 사용하였고, 직업은 ‘있음’, ‘없음’으로 재분류

하였다.

2)건강행태

  건강행태는 건강설문조사에서 흡연, 음주,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

강, 신체활동을 조사하였다. 

  흡연은 현재 흡연 여부 항목을 이용하였고, ‘모름, 무응답’을 제외하고 

‘피운 적 없음’, ‘과거 흡연자’, ‘현재 흡연자’로 재분류하였다. 음주는 1

년간 음주 빈도 항목을 이용하였고, ‘모름, 무응답’을 제외하고 ‘최근 1년

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한 달에 1번 미만’, ‘한 달에 1번 이상’으로 재

분류하였다. 

  비만 및 체중조절은 BMI, 1년간 체중 변화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를 

이용하였고, BMI는 체질량지수(kg/m²)항목으로 대한비만학회의 비만 진

단기준에 따라 ‘＜18.49kg/m²(저체중)’, ‘18.5-22.99kg/m²(정상)’, 

‘23.0-24.99kg/m² (과체중)’, ‘≥25kg/m²(비만)’로 재분류하였다. 1년간 

체중 변화 여부는 ‘모름, 무응답’을 제외하고 ‘변화 없음’, ‘체중감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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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가’로 분류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모름, 무응답’을 제외하고 ‘매

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정신건강은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 1년간 정신문제 상담, 

EuroQoL(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EQ-5D 

index(삶의 질 지수)를 이용하였고,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모름, 

무응답’을 제외하고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조금 

느끼는 편이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로 분류하였고, 1년간 정신문제 상

담은 ‘모름, 무응답’을 제외하고 ‘예’,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EQ-5D(EuroQoL)는 전체적인 건강관련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

로 EuroQoL Group에 의해 만들어진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

는 지표로서 광범위한 건강상태 및 치료에 관련된 평가에 사용할 수 있

다[10].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EuroQoL는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운동능

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이 있다. 5가지 영역에서 

모두 ‘모름, 무응답’을 제외하였고, EuroQoL:운동능력에서는 ‘나는 걷는

데 지장이 없음’, ‘나는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음’, ‘나는 종일 누워 있어야 

함’으로 분류, EuroQoL:자기관리에서는 ‘나는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지장이 없음’,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다소 지장이 있음’,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을 수 없음’으로 분류, EuroQoL:일상활

동에서는 ‘나는 일상활동을 하는데 지장 없음’, ‘나는 일상활동을 하는데 

다소 지장 있음’, ‘나는 일상활동을 할 수 없음’으로 분류, EuroQoL:통증/

불편에서는 ‘나는 통증/불편감이 없음’, ‘나는 다소 통증/불편감이 있음’, 

‘나는 매우 심한 통증/불편감 있음’으로 분류, EuroQoL:불안/우울에서는 

‘나는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음’, ‘나는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함’, ‘나는 매

우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함’으로 분류하였다. 이 5가지 항목 모두 ‘문제

없음’, ‘약간의 문제’, ‘많은 문제’로 요약 표시하였다. EQ-5D index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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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243개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개의 

EQ-5D 문항에 적용하여 계산된 지표 점수(index score)로서 건강에 관

련된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지표이다[10]. 건강영양조사에서 

EQ-5D index는 건강상태 질가중치(질병관리본부), 삶의 질 조사 도구

(EQ-5D)의 질 가중치 추정 연구」(2007)를 반영하여 계산되었다. 

EQ-5D index는 1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높고, 1에서 멀어질수록 삶

의 질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신체활동은 유산소 신체활동실천율을 이용하였고, ‘일주일에 중강도 신

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고강도와 중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응하는 시간을 실천하지 않음’ 과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고강도와 중강

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응하는 시간

을 실천’으로 분류하였고, ‘예’, ‘아니오’로 요약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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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경계 위험

공복혈당 100mg/dL 미만 100-125mg/dL 126mg/dL 이상

당화혈색소 5.6% 이하 5.7~6.4% 6.5% 이상

총 콜레스테롤 200mg/dL 미만 200-239mg/dL 240mg/dL 이상

중성지방 150mg/dL 미만 155-199mg/dL 200-499mg/dL

LDL-콜레스테롤 130mg/dL 미만 130-159mg/dL 160mg/dL 이상

헤모글로빈
남 : 14-17.5g/dL

여 : 12.3-15.3g/dL

헤마토크릿
남 : 41-51%

여 : 36-45%

Table 2. Blood test reference figures

3)건강상태

  건강상태는 검진조사에서 키, 몸무게, 허리둘레, BMI와 혈액검사를 통

해 알 수 있는 공복혈당, 당화혈색소(HbA1c),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을 조사하였다. 키, 몸무게, 허

리둘레, BMI는 남, 녀로 나누어 평균을 비교 분석하였고, 혈액검사를 통

해 알 수 있는 항목들은 평균으로 분석하였다. 혈액검사 항목 중 남, 녀

의 정상 기준이 다른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은 성별을 나누어 평균을 

비교 분석하였다. 혈액검사 항목들은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KCDC)의 기준치[11]를 참고하였고,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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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양상태

  영양상태는 영양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1주 동안 아침식사 빈도&점

심식사 빈도&저녁식사 빈도, 외식횟수,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식이보

충제 복용여부, 식생활형편, 영양교육여부, 영양표시 인지 여부 및 이용

여부 및 영양소 섭취를 조사하였다. 

  최근 1년 동안 1주 동안 아침식사 빈도는 ‘주 5~7회’, ‘주 3~4회’, ‘주 

1~2회’, ‘주 0회’로 분류하였고, 점식식사 빈도, 저녁식사 빈도와 동일하

다. 외식횟수는 ‘모름, 무응답’을 제외하고 ‘하루 2회 이상’, ‘하루 1회’, 

‘주 5~6회’, ‘주 3~4회’, ‘주 1~2회’, ‘월 1~3회’, ‘월 1회 미만’으로 분

류하였다.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식이보충제 복용여부는 ‘모름, 무응

답’을 제외하고 ‘예’, ‘아니오’로 분류하였고, 식생활 형편은 ‘모름, 무응

답’을 제외하고 ‘충분한 양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충분한 양

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음식은 먹지 못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로 분류하였다. 영양교육여부는 ‘모름, 무응답’을 제외하고 ‘예’, 

‘아니오’로 분류하였고, 영양표시 인지 여부는 ‘모름, 무응답’을 제외하고 

‘예’, ‘아니오’로 분류, 영양표시 이용여부는 ‘모름, 무응답’을 제외하고 영

양표시 인지여부 항목에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를 ‘인지하지 못함’으로 

보았고, ‘예’, ‘아니오’, ‘인지 못함’으로 재분류하였다.

  영양소 섭취는 조사 하루 전 식품 섭취 내용을 24시간 회상법을 이용

하여 조사하였고,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을  

이용[12]하였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 비교하기 위해 남/녀로 구분

하고, 연령을 30~49세, 50~64세, 6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에너지, 

단백질,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A(RAE), 비타민B1,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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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섭취량
x 100

영양소의 권장섭취량

9가지 영양소에 대한 섭취량 %의 합

영양소의 수

B2, 나이아신, 비타민C의 평균 섭취량을 조사하였다. 또한 한국인 영양

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KDRIs)을 이용하

여 각 영양소별 섭취 비율(RDA, Recommended Daily Allowance)을 백

분율로 나타내었다. Total(%)는 에너지와 나트륨, 칼륨을 제외한, 단백

질, 칼슘, 인, 철, 비타민A(RAE), 비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 비타민

C 9가지로 구하였다.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

은 table 3과 같다. 

       

  

        RDA(%) = 

        To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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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RIs

Male Female

Age Age

19-29 30-49 50-64 ≥65 19-29 30-49 50-64 ≥65

Energy(kcal/d) EER¹⁾ 2600 2400 2200 2000 2100 1900 1800 1600

Protein(g/d) RNI²⁾ 65 60 60 55 55 50 50 45

Calcium(mg/d) RNI 800 800 750 700 700 700 800 800

Phosphrous(mg/d) RNI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Iron(mg/d) RNI 10 10 10 9 14 14 8 8

Sodium(mg/d) AI³⁾ 1500 1500 1500 1300 1500 1500 1500 1300

Potassium(mg/d) AI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Vitamin A(µg RAE/d) RNI 800 750 750 700 650 650 600 550

Thiamine(mg/d) RNI 1.2 1.2 1.2 1.2 1.1 1.1 1.1 1.1

Riboflavin(mg/d) RNI 1.5 1.5 1.5 1.5 1.2 1.2 1.2 1.2

Niacin(mg NE4)/d) RNI 16 16 16 16 14 14 14 14

Vitamin C(mg/d) RNI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EER :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2)RNI : Recommended Nutrient Intake 3)AI : Adequate Intake 4)1mg NE(니아신 당량)=1mg 니아신 =60mg 트립토판

Table 3. 2015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KD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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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1.0 ver을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암 진

단 유무, 암 유병 유무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건강행태(흡연, 음주, 비

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신체활동), 영양상태(식사빈도, 외식, 식이보

충제 복용, 영양교육, 식생활 형편, 영양표시 인지 및 이용여부)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χ²-test를 실시하였다. 건강상태(키, 몸무게, 허리둘

레, BMI, 공복혈당, 당화혈색소(HbA1c),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및 영양소 섭취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p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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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 8513명을 대상으로 CT군(Cancer Treatment group) 

(n=202)과 CTC군(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n=295), 암 

진단을 받은 경험이 없는 Normal군(n=8016)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 분

석하고, Table 4, 5, 6과 같다.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CT군에서 남성 40.6%, 여성 59.4%였고, CTC군은 남성 

38.0%, 여성 62.0%, Normal군은 남성 42.0%, 여성 58.0%로 세군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CT군에서 30-39세는 5%, 40-49세는 16.8%, 

50-59세는 24.8%, 60-69세는 26.7%, 70-79세는 21.3%, 80세 이상

은 5.4%이며, CTC군에서 30-39세는 3.7%, 40-49세는 8.8%, 50-59

세는 21.1%, 60-69세는 24.1%, 70-79세는 34.2%, 80세 이상은 

8.1%였다. Normal군은 CT군, CTC군보다 8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고

른 분포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185.676, 

p<0.001) CT군의 평균 나이는 60.3 ± 12.15세이고, CTC군의 평균 나

이는 64.5 ± 11.65세, Normal군의 평균 나이는 54.4 ± 14.28로 CTC

군이 가장 평균 나이가 많았으며, CT군, Normal군 순이었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value=86.911, p<0.001) CTC군의 평균 

나이가 가장 많은 이유는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완료하기까지의 시간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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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상태는 CT군은 결혼한 상태가 97.5%, 싱글 상태가 2.5%이며, 

CTC군, Normal군 모두 결혼한 상태가 더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χ²=19.259, p<0.001)

  소득은 CT군에서 ‘하’는 24.7%, ‘중하’는 24.3%, ‘중상’은 22.3%, ‘상’

은 28.7%였고, CTC군, Normal군 모두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수준은 CT군에서 ‘초졸 이하’는 26.2%, ‘중졸’은 12.9%, ‘고졸’은 

30.7%, ‘대졸 이상’은 30.2%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χ²=43.029, p<0.001)

  직업은 CT군에서 ‘있음’이 43.1%, ‘없음’이 56.9%이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62.403, p<0.001) CT군과 CTC군은 ‘없음’의 

응답 비율이 높았고, Normal군은 ‘있음’의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암 치

료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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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ables CT group CTC group Normal group χ²

Gender
Male 82(40.6) 112(38.0) 3366(42.0) 

2.022 
Female 120(59.4) 183(62.0) 4650(58.0) 

Age

30-39 10(5.0) 11(3.7) 1549(19.3)

185.676***

40-49 34(16.8) 26(8.8) 1733(21.5)

50-59 50(24.8) 62(21.1) 1688(21.1)

60-69 54(26.7) 71(24.1) 1594(19.9)

70-79 43(21.3) 101(34.2) 1119(14.0)

≥80 11(5.4) 24(8.1) 333(4.2)

Marital 

status

Married 197(97.5) 292(99.0) 7501(93.6)
19.259***

Single 5(2.5) 3(1.0) 515(6.4)

Income

Low 50(24.7) 72(24.4) 1940(24.2)

1.764
Middle Low 49(24.3) 76(25.8) 1991(24.8)

Middle High 45(22.3) 74(25.1) 2035(25.4)

High 58(28.7) 73(24.7) 2050(25.6)

Total 202(100.0) 295(100.0) 8016(100.0)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ncer group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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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ables CT group CTC group Normal group χ²

Level of 

education

≤Primary School 53(26.2) 113(38.3) 1871(23.4)

43.029***

Middle School 26(12.9) 30(10.2) 909(11.3)

High School 62(30.7) 80(27.1) 2269(28.3) 

≥College 61(30.2) 72(24.4) 2967(37.0)

Occupational

status

Yes 87(43.1) 126(42.7) 4871(60.8)
62.403***

No 115(56.9) 169(57.3) 3145(39.2)

Total 202(100.0) 295(100.0) 8016(100.0)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Virables CT group CTC group Normal group F-value

Age 60.3±12.15b 64.5±11.65c 54.4±14.28a 86.911***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Table 5. Age average of cancer group                                                            Mean±S.D

Table 6. Education and job of cancer group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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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의 유형 및 유병 기간

  본 연구 대상자 중 암 진단을 받은 497명의 암 유형은 위암, 간암, 대

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갑상선암, 기타암이다. 이 중 2개의 암

을 진단받은 사람은 26명, 3개의 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4명으로 총 30

명이 2가지 이상의 암을 진단받았다.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은 남성이 

많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고, 여성에게 나타나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제외하고 갑상선암이 여성이 많이 걸리는 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암

을 진단받은 케이스를 보면 갑상선암 106건, 위암 86건, 유방암 63건, 

자궁경부암 60건, 대장암 52건, 폐암 25건, 간암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암은 신장암, 전립선암, 담도암 등이 있다. CT군이 CTC군보다 높은 

비율을 가진 암은 간암, 폐암, 갑상선암이 있다. 성별에 따른 CT군과 

CTC군의 암 유형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T군(Cancer 

Treatment group)과 CTC군(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의 

남/녀 암 유형을 정리한 표는 Table 7과 같다.

  암 유병 기간의 경우 남성의 경우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CTC군의 유

병 기간이 길고, 갑상선암의 경우 CT군의 유병 기간이 8.0±8.51년으로 

CTC군의 유병 기간인 6.8±3.11보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위암과 기타암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여성의 경우 대장암을 제외하고 CTC군의 유병 기간이 길고, 대장암

의 경우 CT군의 유병 기간이 8.3±10.21년으로 CTC군의 유병 기간인 

7.9±3.53보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기타암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C군과 CTC군의 남/녀 암 유병 기간을 정리한 표는 Tabl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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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type

Male Female

χ²

CT group CTC group CT group CTC group

Stomach 15(16.0) 39(33.3) 8(6.2) 24(12.6) 0.079

Liver 8(8.5) 2(1.7) 3(2.3) 0(0.0) 0.709

Colon 10(10.6) 23(19.7) 3(2.3) 16(8.4) 1.355

Breast 0(0.0) 0(0.0) 28(21.7) 35(18.3) -

Cervix 0(0.0) 0(0.0) 13(10.1) 47(24.6) -

Lung 11(11.7) 8(6.8) 5(3.9) 1(0.5) 1.281

Thyroid 10(10.6) 8(6.8) 49(38.0) 39(20.4) 0.000

others1 39(41.5) 36(30.8) 20(15.5) 29(15.2) 1.486

others2 1(1.1) 1(0.9) 0(0.0) 0(0.0) -

Total 94(100.0) 117(100.0) 129(100.0) 191(100.0)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others : 신장, 전립선, 담낭, 후두암 등.

Table 7. Cancer type of cancer group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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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type

Male Female

CT group

(N=94)

CTC group

(N=117)
t-value

CT group

(N=129)

CTC group

(N=191)
t-value

Stomach 3.7±3.09 10.0±6.29 3.715*** 2.0±1.07 14.3±9.83 6.042***

Liver 5.0±5.13 10.5±2.12 1.433 2.0±1.00 - -

Colon 4.8±4.44 7.9±7.61 1.201 8.3±10.21 7.9±3.53 -0.066

Breast - - - 4.7±4.26 13.0±7.32 5.634***

Cervix - - - 2.9±2.06 14.8±9.26 8.120***

Lung 5.9±4.68 7.3±5.18 0.590 1.8±2.17 7.0±0.00 2.190

Thyroid 8.0±8.51 6.8±3.11 -0.393 6.0±4.23 10.2±7.89 3.168**

others1 3.8±5.34 9.1±7.16 3.610** 4.6±4.55 14.1±10.38 4.346***

others2 4.0±0.00 6.0±0.00 - - - -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others : 신장, 전립선, 담낭, 후두암 등.

Table 8. Prevalence Period of cancer group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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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행태

1) 흡연 및 음주

  암 진단 여부 및 유병 여부에 따른 ‘현재 흡연 여부’ 차이를 비교 분

석하였고, 결과는 Table 9와 같다. CT군에서 ‘피운 적 없음’은 62.9%,  

‘과거 흡연자’는 29.7%, ‘현재 흡연자’는 7.4%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40.170, p<0.001) CT군, CTC군, Normal군 

모두 ‘피운 적 없음’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CT군과 CTC군 모두 

‘과거흡연자’가 Normal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현재 흡연자’가 낮게 나타

났다. 이는 CT군과 CTC군이 치료를 위한 금연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밝혀진 암의 원인은 흡연이 32%를 차지[2]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Normal군의 현재 흡연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담배를 금연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암 진단 여부 및 유병 여부에 따른 ‘1년간 음주 빈도’ 차이를 비교 분

석하였고,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CT군에서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17.3%, ‘한 달에 1번 미만’은 52.0%, ‘한 달에 1번 이상’은 

30.7%로 거의 마시지 않는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60.601, p<0.001) CT군과 CTC군의 경우 ‘한 달에 

1번 미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Normal군의 경우 ‘한 달에 1번 

이상’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07 WCRF(세계 암 연구기금)에 따

르면 알코올은 섭취량에 따라 구강암, 후두암, 인두암, 식도암, 유방암, 

대장암의 위험률을 높이고 간암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21]. 음

주와 유방암 발생에 관한 일반 환자 대조연구에서 폐경 후 여성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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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에 4회 이상 음주인 경우 유방암 발생률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22]. 선행연구들을 보면 술은 암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이면서 개선

해야 할 습관으로 알려져[23]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CTC

군이 음주를 ‘한 달에 1번 이상’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CT군보다 높았

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적극적인 치료 중인 암환자시기에 금주하였

다가 다시 음주하는 암생존자의 비율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8]되어 

CT군 뿐만 아니라 CTC군에 대해서도 적절한 음주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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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ables CT group CTC group Normal group χ²

Smoking

Never 127(62.9) 183(62.0) 4906(61.2)

40.170***Former 60(29.7) 91(30.9) 1773(22.1)

Current 15(7.4) 21(7.1) 1337(16.7)

Total 202(100.0) 295(100.0) 8016(100.0)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Table 9. Current smoking status of cancer group                                                               N(%)

Virables CT group CTC group Normal group χ²

Alcohol 

consumption

Not at all 35(17.3) 46(15.6) 981(12.2)

60.601***＜once/month 105(52.0) 136(46.1) 2806(35.0) 

≥once/month 62(30.7) 113(38.3) 4229(52.8)

Total 202(100.0) 295(100.0) 8016(100.0)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Table 10. Frequency of drinking for one year of cancer group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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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만 및 체중조절

  암 진단 여부 및 유병 여부에 따라 비만 및 체중조절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고, Table 11과 같다. 1년간 체중 변화 여부와 주관적 건강상태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MI에서 CT군은 ‘＜18.5kg/m²(저체중)’에서 2.0%, ‘18.5~22.9kg/m²

(정상)’에서 44.1%, ‘23~24.9kg/m²(과체중)’에서 26.2%, ‘≥25kg/m²(비

만)’에서 27.7%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T군, CTC

군, Normal군 모두에서 ‘정상’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두 번째

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 ‘비만’이다. CT군이 CTC군 보다 ‘정상’ 응

답률이 높은데 이는 치료 중인 CT군이 체중조절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

으로 보인다. 최근 연구에서 오히려 CTC군의 체중증가로 인해 대사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25] 과다 체중과 같은 체중 변화

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년간 체중 변화 여부에서 CT군은 ‘변화 없음’은 61.9%, ‘체중감소’는 

19.3%, ‘체중증가’는 18.8%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χ²=15.235, p<0.01) CT군이 CTC군보다 ‘체중감소’에 응답한 비

율이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8]에서 CTC군이 체중감소가 더 적게 나

타난 결과와 일치하였고, 암환자는 암세포 자체와 항암화학요법과 방사

선 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에 따라 체중이 감소되므로[24] CTC군에 비

해 CT군이 체중감소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CT군은 ‘매우 좋음’에서 2.5%, ‘좋음’에서 

18.3%, ‘보통’에서 37.6%, ‘나쁨’에서 28.7%, ‘매우 나쁨’에서 12.9%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94.796, p<0.001) CD

군, CTC과 Normal군 모두 ‘보통’이 가장 응답률이 높았지만, 현재 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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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중인 CD군과 현재 암 유병중이진 않지만 암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CTC군은 ‘나쁨’이, 암진단을 받은 경험이 없는 Normal군은 ‘좋음’이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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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ables CT group CTC group Normal group χ²

BMI

＜18.5 4(2.0) 12(4.1) 244(3.1)

10.800
18.5-22.9 89(44.1) 116(39.3) 2937(36.6) 

23-24.9 53(26.2) 70(23.7) 1908(23.8)

≥25 56(27.7) 97(32.9) 2927(36.5)

A year's weight 

change

No change 125(61.9) 212(71.9) 5274(65.8)

15.235**Weight loss 39(19.3) 29(9.8) 957(11.9)

Weight gain 38(18.8) 54(18.3) 1785(22.3)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good 5(2.5) 7(2.4) 339(4.2)

94.796***

Good 37(18.3) 51(17.3) 1846(23.0) 

Normal 76(37.6) 143(48.5) 4258(53.1)

Bad 58(28.7) 72(24.4) 1247(15.6)

Very Bad 26(12.9) 22(7.4) 326(4.1)

Total 202(100.0) 295(100.0) 8016(100.0)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Table 11. Obesity and weight control of cancer group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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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건강

  암 진단 여부 및 유병 여부에 따라 정신건강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

고, Table 12, 13, 14와 같다. EuroQoL에서 운동능력, 일상활동, 통증/

불편, EQ-5D index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에서 CT군은 ‘대단히 많이 느낀다’는 4.4%, 

‘많이 느끼는 편이다’는 18.3%, ‘조금 느끼는 편이다’는 54.0%, ‘거의 느

끼지 않는다’는 23.3%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Normal

군이 CT군과 CTC군 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

트레스 해소 정도는 암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하지 않은 경우에서 암에 걸릴 확률이 4.48배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 

연구[15]가 있으나,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16, 17],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 건강한 상태를, 실패하

면 부적응을 가져오므로 성공적인 대처방식이 중요하다[18]는 연구를 

보아 스트레스가 암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고,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Normal군에게도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1년간 정신문제 상담은 CT군에서 ‘예’는 3.5%, ‘아니오’는 96.5%로 

나타났고, CT군, CTC군과 Nomal군 모두 ‘아니오’가 가장 높은 응답률

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T군이 CTC군 보다 정신문제 

상담을 받은 응답률이 조금 더 높았다. 

  EuroQoL:운동능력에서 CT군은 ‘문제없음’은 79.2%, ‘약간의 문제’는 

19.3%, ‘많은 문제’는 1.5%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χ²=19.012, p<0.01) ‘많은 문제’에 응답한 비율은 CT군이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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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 여러 치료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약간의 문제’에 응답한 비

율은 CTC군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를 보아 유병이 끝나도 남을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uroQoL:자기관리에서 

CT군은 ‘문제없음’은 94.6%, ‘약간의 문제’는 5.4%, ‘많은 문제’는 0%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uroQoL:일상활동에서 CT군은 

‘문제없음’은 88.1%, ‘약간의 문제’는 10.9%, ‘많은 문제’는 1.0%로 나타났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15.672, p<0.01) CT군과 

CTC군 모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Normal군보다 높았다. 

EuroQoL:통증/불편에서 CT군은 ‘문제없음’은 70.3%, ‘약간의 문제’는 

24.7%, ‘많은 문제’는 5.0%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χ²=14.184, p<0.01) EuroQoL:불안/우울에서 CT군은 ‘문제없음’은 

88.6%, ‘약간의 문제’는 10.4%, ‘많은 문제’는 1.0%로 나타났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EQ-5D index 점수는 CT군은 0.92 ± 0.139점이

고, CTC군은 0.92 ± 0.127점, Normal군은 0.94 ± 0.113점으로 CT군

과 CTC군은 점수가 비슷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F-value=7.604, p<0.01) Normal군이 두 군보다 점수가 높아 삶의 

질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암에 걸린 경우는 암 치료 중이거나 암 치

료를 완료하였거나 Normal군보다 조금씩 더 삶에 불편감을 느끼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EQ-5D를 사용한 연구[46]에서 보면 삶의 질이 일반인에게서는 0.94, 

CTC군에서는 0.89, CT군에서는 0.82로 보고되었고, 암환자들이 일반인

보다 점수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차이는 있지

만, 암환자군이 일반인보다 점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CT군

과 CTC군의 차이는 백소영(2018)연구[8]와 일치하게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암환자에게 삶의 질은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평가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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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47]. CTC군의 삶의 질이 CT군의 삶의 질보다 

개선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CTC군이 암 치료과정을 

끝내고 암으로부터 생존하였다는 것만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8]. 반면,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 연구에서

[48] CTC군의 삶의 질이 낮았지만, CT군보다는 높았다. 조혈모이식 후 

생존기간에 따른 삶의 질을 확인한 결과 1년 미만 생존자에 비해 3년 

이상 생존자의 삶의 질이 높았다[49]. 따라서 암 진단 후 생존기간이 어

느 정도 지난 후부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정확한 

시기는 암의 종류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암생존자의 생존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생존기간에 따른 차이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생존기간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 연구와 함께 암 종류에 따른 삶의 질 차이에 대한 

추후 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선행연구[8]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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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ables CT group CTC group Normal group χ²

Stress

Very high 9(4.4) 8(2.7) 334(4.2)

12.086 
High 37(18.3) 50(17.0) 1722(21.4) 

A little bit 109(54.0) 177(60.0) 4599(57.4)

Nothing much 47(23.3) 60(20.3) 1361(17.0)

1 year mental 

problems 

consultations

Yes 7(3.5) 7(2.4) 266(3.3)

0.820
No 195(96.5) 288(97.6) 7750(96.7) 

Total 202(100.0) 295(100.0) 8016(100.0)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Table 12. Mental health of cancer group                                                                      N(%)

Virables CT group CTC group Normal group F-value

EQ-5D index 0.92±0.139a 0.92±0.127a 0.94±0.113b 7.604**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Table 13. EQ-5D index of cancer group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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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ables CT group CTC group Normal group χ²

EuroQoL : 

Ability to exercise

No problem 160(79.2) 226(76.6) 6786(84.7)

19.012**In some problems 39(19.3) 66(22.4) 1179(14.7)

A lot of problems 3(1.5) 3(1.0) 51(0.6)

EuroQoL : 

self care

No problem 191(94.6) 282(95.6) 7683(95.8)

2.895In some problems 11(5.4) 13(4.4) 310(3.9)

A lot of problems 0(0.0) 0(0.0) 23(0.3)

EuroQoL : 

Daily activities

No problem 178(88.1) 256(86.8) 7350(91.7)

15.672**In some problems 22(10.9) 39(13.2) 631(7.9)

A lot of problems 2(1.0) 0(0.0) 35(0.4)

EuroQoL : 

pain/trouble

No problem 142(70.3) 221(74.9) 6073(75.8)

14.184**In some problems 50(24.7) 60(20.3) 1759(21.9)

A lot of problems 10(5.0) 14(4.8) 184(2.3)

EuroQoL : 

unrest/depressed

No problem 179(88.6) 262(88.8) 7264(90.6)

2.384In some problems 21(10.4) 30(10.2) 701(8.8)

A lot of problems 2(1.0) 3(1.0) 51(0.6)

Total 202(100.0) 295(100.0) 8016(100.0)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Table 14. EuroQoL of cancer group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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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활동

  암 진단 여부 및 진단여부에 따른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고, 결과는 Table 15와 같다. CT군에서 ‘아니오’(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고강도와 중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응하는 시간을 실천하지 않음)는 54.0%, ‘예’(일주일에 중강

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고강도와 중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

동에 상응하는 시간을 실천)는 46.0%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CTC군보다 CT군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치료 중인 CT군이 건강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 CT군, CTC군 Normal군 모두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에서 

‘아니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에 

비해 하지 않는 경우에 위암에 걸릴 확률이 1.95배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 

연구[15]와 더불어 신체 활동은 호르몬, 면역, 대사 등 몸에서 일어나는 여

러 메커니즘을 통해 암 발생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며[19], 자신에게 맞게 

체중을 조절하면서 신체활동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이야말로 암 발생 위

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생활습관 행위[20]로 보고 있다. 이에 

암 발생 위험을 줄이고, 건강상태 회복을 위해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

고, 다양한 운동법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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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ables CT group CTC group Normal group χ²

Aerobic physical 

activity

No 109(54.0) 184(62.4) 4706(58.7)
3.512

Yes 93(46.0) 111(37.6) 3310(41.3)

Total 202(100.0) 295(100.0) 8016(100.0)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Table 15. Physical activity of cancer group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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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상태

1) 신체계측

  암 진단 여부 및 유병 여부에 따른 성별 신체계측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

였고, 결과는 table 16과 같다. 남성의 경우 키, 몸무게, 허리둘레, BMI수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군의 평균 키는 167.7 ± 6.44cm, CTC군의 평균 키는 166.6 ± 

6.34cm Normal군의 평균 키는 169.4 ± 6.65cm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value=11.761, p<0.001) Normal군이 CT군과 CTC

군보다 키가 더 큰 큰 것을 알 수 있다. CT군의 평균 몸무게는 67.8 ± 

10.76kg, CTC군의 평균 몸무게는 64.6 ± 9.73kg, Normal군의 평균 몸

무게는 70.4 ± 11.32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value=16.303, p<0.001) 몸무게는 CTC군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CT군의 평균 허리둘레는 87.6 ± 7.94cm, CTC군의 평균 허리둘레는 

84.4 ± 9.01cm, Normal군의 평균 허리둘레는 86.8 ± 8.66cm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value=4.742, p<0.01) 남성의 경우 

평균 허리둘레가 90cm 이상일 경우 복부비만으로 보는데, 모든 군이 

90cm 이하였고, CTC군의 허리둘레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CT군의 평

균 BMI(Kg/m²)는 24.0 ± 2.83, CTC군의 평균 BMI(Kg/m²)는 23.2 ± 

3.01, Normal군의 BMI(Kg/m²)는 24.5 ± 3.20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value=8.868, p<0.001) CT군, CTC군, 

Normal군 모두 과체중에 해당하였고, CTC군의 BMI가 가장 낮게 나타

났다. 몸무게, 허리둘레, BMI에서 모두 CTC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유병 후 몸관리를 더 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유병 중일 때 감소한 

몸무게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복에 더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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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의 경우 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군의 평균 키는 157.1 ± 6.19cm, CTC군의 평균 키는 155.2 ± 

5.87cm Normal군의 평균 키는 156.8 ± 6.54cm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value=5.561, p<0.01) CTC군이 CT군, Normal군 보

다 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CT군의 평균 몸무게는 57.8 ± 8.50kg, 

CTC군의 평균 몸무게는 57.6 ± 8.98kg, Normal군의 평균 몸무게는 

58.4 ± 9.34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T군의 평균 허리둘

레는 79.6 ± 8.32cm, CTC군의 평균 허리둘레는 81.4 ± 10.08cm, 

Normal군의 평균 허리둘레는 80.2 ± 9.74cm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85cm 이상일 경우 복부비만으로 보는

데 세 군 모두 85cm 이하로 나타났다. CT군의 평균 BMI(Kg/m²)는 

23.4 ± 3.32, CTC군의 평균 BMI(Kg/m²)는 23.9 ± 3.60, Normal군의 

BMI(Kg/m²)는 23.8 ± 3.60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MI는 모두 과체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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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ables

Male Female

CT group

(N=82)

CTC group

(N=112)

Normal group

(N=3366)
F-value

CT group

(N=120)

CTC group

(N=183)

Normal 

group

(N=4650)

F-value

Height

(cm)
167.7±6.44a 166.6±6.34a 169.4±6.65b 11.761*** 157.1±6.19b 155.2±5.87a 156.8±6.54b 5.561**

Weight

(Kg)
67.8±10.76b 64.6±9.73a 70.4±11.32b 16.303*** 57.8±8.50 57.6±8.98 58.4±9.34 0.860 

W/C1)

(cm)
87.6±7.94b 84.4±9.01a 86.8±8.66b 4.742** 79.6±8.32 81.4±10.08 80.2±9.74 1.547

BMI2)

(Kg/m²)
24.0±2.83b 23.2±3.01a 24.5±3.20b 8.868*** 23.4±3.32 23.9±3.60 23.8±3.60 0.700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1) 허리둘레 : 남 90cm 이상, 여 85cm 이상 (복부비만), 2) 저체중 :　＜18.49Kg/m², 정상 : 18.5-22.99Kg/m², 과체중 : 23.0-24.99Kg/m²

   비만 : ≥25.0Kg/m²

Table 16. Anthropometry of cancer group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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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액성상

  암 진단 여부 및 유병 여부에 따른 혈액성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고, 

결과는 table 17, 18과 같다.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은 남성과 여성의 정

상 수치가 달라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남성의 경우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군의 공복혈당 평균은 104.1 ± 19.37mg/dL, CTC군의 공복혈당 평

균은 104.5 ± 23.39mg/dL, Normal군의 공복혈당 평균은 102.5 ± 

26.10mg/dL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T군, CTC군, Normal군 

모두 정상수치 보다 높게 나타났고, 경계에 해당하는 수준을 보였다. CT

군의 당화혈색소 평균은 5.9 ± 0.75%, CTC군의 당화혈색소 평균은 

6.0 ± 0.91%, Normal군의 당화혈색소 평균은 5.8 ± 0.83%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value=12.258, p<0.001) CT군, CTC

군, Normal군 모두 정상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Normal군이 가장 낮

은 수치를 보였지만, 경계 수치에 해당하였다. Tsilidis 등은 당뇨가 대

장직장선종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하였고[69-70], 또 다른 선행 연구

에서도 남성에서 공복혈당 126mg/dL이상인 경우 암 발생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70].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특징

을 가지는 당뇨가 제2형 당뇨병인데, 이런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 내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나 호르몬 대사와도 관련하여 대장직장암 유발에 관

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71, 72]. 세군 모두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가 

경계 수치이기 때문에 당뇨가 발병되기 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CT군의 총콜레스테롤의 평균은 185.6 ± 37.16mg/dL, CTC군의 총콜

레스테롤의 평균은 191.6 ± 39.27mg/dL, Normal군의 총콜레스테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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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은 194.3 ± 38.14mg/dL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value=5.740, p<0.01) CT군이 총콜레스테롤이 가장 낮았으나, 세

군 모두 정상 범위에 속하였다. CT군의 평균 중성지방은 138.7 ± 

100.89mg/dL, CTC군의 평균 중성지방은 130.2 ± 83.07mg/dL, Normal

군 평균 중성지방은 139.6 ± 114.94mg/dL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중성지방 수치는 세군 모두 정상 수치에 속하였다. CT군의 평균 

LDL-콜레스테롤은 94.6 ± 35.22mg/dL, CTC군의 평균 LDL-콜레스테

롤은 107.1 ± 36.22mg/dL, Normal군의 평균 LDL-콜레스테롤은 117.8 

± 36.77mg/dL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value=7.960, 

p<0.001) CT군이 LDL-콜레스테롤이 가장 낮았고, Normal군이 LDL-

콜레스테롤이 가장 높았지만, 세군 모두 정상 수치에 속하였다. 대사증

후군과 그 구성요소들이 전립선암, 대상직장암, 췌장암, 간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 발생 및 사망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발표

[50-60]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적절한 지질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남성의 경우 CT군의 평균 헤모글로빈은 14.1 ± 1.84g/dL, CTC군의 

평균 헤모글로빈은 14.4 ± 1.57g/dL, Normal군의 평균 헤모글로빈은 

15.1 ± 1.28g/dL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value=42.633, p<0.001) Normal군이 CT군, CTC군보다 헤모글로

빈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CT군의 평균 헤마토크릿은 43.4 ± 5.17%, 

CTC군의 평균 헤마토크릿은 44.2 ± 4.38%, Normal군의 평균 헤마토크

릿은 46.1 ± 3.72%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value=34.563, p<0.001) Normal군이 CT군, CTC군보다 헤마토크

릿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CT군의 평균 헤모글로빈은 13.0 

± 1.23g/dL, CTC군의 평균 헤모글로빈은 13.2 ± 1.12g/dL, Normal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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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헤모글로빈은 13.1 ± 1.17g/dL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T군의 평균 헤마토크릿은 40.4 ± 3.66%, CTC군의 평균 헤마토크릿

은 40.9 ± 3.16%, Normal군의 평균 헤마토크릿은 40.7 ± 3.23%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은 남/녀 모든 군이 

정상 수치에 해당하였다. 이는 최정임(2005) 연구[61] 환자군은 

hematocrit이 정상 보다 낮고, hemoglobin도 정상 범위의 하한선에 가까

워 빈혈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많은 연

구[62-64]에서 암환자는 빈혈의 증상을 보이며 영양상태가 나쁘다고 

보고하였던 결과들이 있고, 혈당, 지질대사 등이 관련된 대사증후군이 

암 발생 및 사망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혈액검사 

결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개인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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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ables

CT group

(N=202)

CTC group

(N=295)

Normal group

(N=8016)
F-value

Fasting blood sugar1) 104.1±19.37 104.5±23.39 102.5±26.10 1.232 

Glycated hemoglobin2) 5.9±0.75b 6.0±0.91b 5.8±0.83a 12.258***

Total cholesterol3) 185.6±37.16a 191.6±39.27b 194.3±38.14b 5.740**

Triglyceride4) 138.7±100.89 130.2±83.07 139.6±114.94 0.978

LDL-cholesterol5) 94.6±35.22a 107.1±36.22ab 117.8±36.77b 7.960***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정상수치 :　1) 100mg/dL 미만, 2) 5.6% 이하, 3) 200mg/dL 미만, 4) 150mg/dL 미만, 5) 130mg/dL 미만

Table 17. Hematology of cancer group                                                                          Mean±S.D

Virables

Male Female

CT group

(N=82)

CTC group

(N=112)

Normal 

group

(N=3366)

F-value

CT group

(N=120)

CTC 

group

(N=183)

Normal 

group

(N=4650)

F-value

hemoglobin1) 14.1±1.84a 14.4±1.57b 15.1±1.28c 42.633*** 13.0±1.23 13.2±1.12 13.1±1.17 0.819

Hematocrit2) 43.4±5.17a 44.2±4.38a 46.1±3.72b 34.563*** 40.4±3.66 40.9±3.16 40.7±3.23 0.871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정상수치 : 1) 남 14-17.5g/dL, 여 12.3-15.3g/dL 2) 남 41-51%, 여 36-45%

Table 18. Hematology of cancer group by gender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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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양상태

1) 식생활

  암 진단 여부 및 유병 여부에 따른 식생활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고,  

결과는 Table 19, 20, 21과 같다. 최근 1년 동안 1주 동안 아침 식사 

빈도, 외식횟수, 영양교육, 영양표시 인지 여부 및 이용 여부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1주 동안 아침식사 빈도에서 CT군은 ‘5-7times/week’

는 80.7%, ‘3-4times/week’는 9.4%, ‘1-2times/week’는 5.4%, 

‘0times/week’는 4.5%로 나타났고, Normal군의 ‘0times/week’ 응답률이 

CT군, CTC군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

²=43.046, p<0.001) 최근 1년 동안 1주 동안 점심식사 빈도에서 CT군

은 ‘5-7times/week’는 87.6%, ‘3-4times/week’는 7.9%, 

‘1-2times/week’는 1.5%, ‘0times/week’는 3.0%로 나타났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근 1년 동안 1주 동안 저녁식사 빈도에서 CT군

은 ‘5-7times/week’는 91.1%, ‘3-4times/week’는 5.4%, 

‘1-2times/week’는 2.5%, ‘0times/week’는 1.0%로 나타났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외식횟수에서 CT군은 ‘≥2times/day’는 2.5%, ‘1times/day’는 7.9%, 

‘5-6times/week’는 10.9%, ‘3-4times/week’는 7.4%, ‘1-2times/week’

는 32.7%, ‘1-3times/month’는 26.7%, ‘＜1times/week’는 11.9%로 나

타났고, Normal군이 CT군, CTC보다 외식횟수가 잦은 것을 알 수 있었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55.641, p<0.001)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식이보충제 복용 여부에서 CT군은 ‘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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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아니오’는 46.5%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러나 CT군, CTC군이 Normal군보다 식이보충제 섭취 한다의 비율이 다

소 높았는데, 최근 조사된 연구에 의하면 한국 성인 암환자의 50-60%

가 대체요법 또는 민간요법을 하고 있으며 암환자의 75%가 병원치료와 

병행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보고가 있었다[26].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환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심리적인 요인과 환자의 가

족들이 할 수 잇는 애정 표현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27]. 그러나 민간

요법 및 대체요법은 상대적으로 임상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부작용도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중인 암환자들에게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을 권

장한다[28]는 연구가 있으므로 보충제 섭취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양교육 여부에서 CT군은 ‘예’는 10.9%, ‘아니오’는 89.1%로 나타났

고, CTC군, Normal군보다 영양교육 여부에 ‘예’의 응답률이 높았고,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8.549, p<0.05) 그러나 영양교육 

여부에 ‘아니오’에 응답한 CT군이 대다수 였는데,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이 암환자들의 영양상태 개선에 유의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한 선행 연구

들이 많다[28, 29, 30]. 그러므로 암환자들에게 더 많은 영양교육이 이

루어져야 하며, 개별적인 영양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

다고 사료된다. 

  영양표시 인지 여부에서 CT군은 ‘예’는 63.9%, ‘아니오’는 36.1%로 

나타났고, Normal군이 CT군, CTC군 보다 영양표시를 더 인지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22.940, 

p<0.001) 영양표시 사용 여부에서 CT군은 ‘예’는 28.7%, ‘아니오’는 

35.1%, ‘인지 못함’은 36.1%로 나타났고, Normal군이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가 더 잘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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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29.113, p<0.001) 

  식생활 형편에서 CT군은 ‘충분한 양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는 54.0%,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음식은 먹지 

못했다’는 42.1%,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3.5%,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0.5%로 나타났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먹을 것이 부족했

다에 응답한 CTC군이 CT군, Normal군 보다 더 많았는데, CTC군이 직

업 여부에서도 다른 두군 보다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것

과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암생존자가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자리를 잡는 것에 대한 도움 혹은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들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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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ables CT group CTC group Normal group χ²

Breakfast 

5-7times/week 163(80.7) 252(85.4) 5656(70.5)

43.046***
3-4times/week 19(9.4) 17(5.8) 796(9.9)

1-2times/week 11(5.4) 13(4.4) 710(8.9)

0times/week 9(4.5) 13(4.4) 854(10.7)

Lunch

5-7times/week 177(87.6) 273(92.5) 7224(90.2)

4.609

3-4times/week 16(7.9) 13(4.4) 507(6.3)

1-2times/week 3(1.5) 4(1.4) 139(1.7)

0times/week 6(3.0) 5(1.7) 146(1.8)

Dinner

5-7times/week 184(91.1) 273(92.5) 7319(91.3)

6.303

3-4times/week 11(5.4) 15(5.1) 558(7.0)

1-2times/week 5(2.5) 5(1.7) 107(1.3)

0times/week 2(1.0) 2(0.7) 32(0.4)

Total 202(100.0) 295(100.0) 8016(100.0)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Table 19. Frequency of meals of cancer group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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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ables CT group CTC group Normal group χ²

Eating Out

≥2times/day 5(2.5) 10(3.4) 461(5.8)

55.641***

1times/day 16(7.9) 21(7.1) 1183(14.8)

5-6times/week 22(10.9) 28(9.5) 1158(14.4)

3-4times/week 15(7.4) 28(9.5) 829(10.3)

1-2times/week 66(32.7) 88(29.8) 1964(24.5)

1-3times/month 54(26.7) 88(29.8) 1698(21.2)

＜1times/month 24(11.9) 32(10.9) 723(9.0)

Dietary 

supplement

Yes 108(53.5) 158(53.6) 4168(52.0)

0.437

No 94(46.5) 137(46.4) 3848(48.0)

Nutritional 

education

Yes 22(10.9) 17(5.8) 476(5.9)

8.549*

No 180(89.1) 278(94.2) 7540(94.1)

Total 202(100.0) 295(100.0) 8016(100.0)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Table 20. Dietary life of cancer group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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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ables CT group CTC group Normal group χ²

Awareness of 

nutrition 

labelling

Yes 129(63.9) 182(61.7) 5809(72.5)

22.940***

No 73(36.1) 113(38.3) 2207(27.5)

Use of nutrition 

labelling

Yes 58(28.7) 59(20.0) 1978(24.7)

29.113***No 71(35.1) 123(41.7) 3831(47.8)

awareness × 73(36.1) 113(38.3) 2207(27.5)

Dietary life 

conditions

A sufficient amount/

various food
109(54.0) 164(55.6) 4322(53.9)

6.586

A sufficient amount/ 

none various food
85(42.1) 116(39.3) 3445(43.0)

Sometimes 

lack of food
7(3.5) 11(3.7) 207(2.6)

often Lack of food 1(0.5) 4(1.4) 42(0.5)

Total 202(100.0) 295(100.0) 8016(100.0)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Table 21. Eating behavior of cancer group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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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양소 섭취

  암 진단 여부 및 유병 여부에 따른 성별, 연령별 영양소 섭취의 차이

를 비교 분석하였고, 결과는 Table 22, 23, 24, 25, 26, 27과 같다. 남

성의 영양소 섭취에서는 30-49세에서 칼슘, 나트륨, 칼륨섭취량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영양소섭취에서는 30-49세

에서 비타민C 섭취량에서, 50-64세는 철 섭취량에서, 65세 이상에서는 

철, 칼륨 섭취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영양소 섭취를 살펴보면, 30-49세에서는 CTC군이 CT군, 

Normal군 보다 총 영양소(%)에서 평균적으로 더 잘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에너지섭취의 경우 CT

군은 90%로 에너지필요추정량인 2400Kcal/d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칼

슘의 경우 권장섭취량이 800mg/d인데, CT군은 72%, Normal군은 70%

로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F-value=3.907, p<0.05) 반면 나트륨의 충분 섭취량(AI)은 1500mg/d

인데 CT군은 232%, CTC군은 558%, Normal군은 324%로 세군 모두 충분 섭취

량보다 많이 섭취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F-value=7.427, p<0.01) 칼륨의 충분 섭취량(AI)은 3500mg/d인데 CT

군은 84%, Normal군은 95%로 충분섭취량보다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고,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value=4.339, p<0.05) 비타민A의 경우 

권장섭취량(RNI)은 750µg RAE/d인데, CT군 54%, CTC군 85%, Normal군 

57%로 모두 권장섭취량보다 작게 섭취하고 있었다. 비타민C의 경우 권장섭취량

(RNI)은 100mg/d인데, CT군은 52%, Normal군은 82%로 권장섭취량보다 작게 

섭취하고 있었다. 칼슘, 비타민A, C의 급원식품 섭취 필요성에 대한 교육, 나트

륨은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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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4세에서도 CTC군이 CT군, Normal군 보다 총 영양소(%)에서 평

균적으로 더 잘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에너지섭취의 경우에도 CT군이 92%로 에너지필요추정량인 

2200Kcal/d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칼슘의 경우 권장섭취량이 

750mg/d인데, CT군은 79%, CTC군은 81%, Normal군은 76%로 권장량

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나트륨의 충분 

섭취량(AI)은 1500mg/d인데 CT군은 251%, CTC군은 294%, Normal군은 

292%로 세군 모두 충분 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칼륨의 충분 섭취량(AI)은 3500mg/d인데 CT군은 94%, Normal군은 99%로 

충분섭취량보다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비타민

A의 경우 권장섭취량(RNI)은 750µg RAE/d인데, CT군 68%, CTC군 61%, 

Normal군 57%로 모두 권장섭취량보다 작게 섭취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비타민B2의 경우 권장섭취량(RNI)는 1.5mg/d인데, CT군의 경우 

97%로 권장섭취량보다 다소 적게 섭취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비타민C의 경우 권장섭취량(RNI)은 100mg/d인데, Normal군은 92%로 권

장섭취량보다 작게 섭취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칼슘, 비타

민A, B2, C의 급원식품 섭취 필요성에 대한 교육, 나트륨은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65세 이상에서는 CT군이 CTC군, Normal군 보다 총 영양소(%)에서 평

균적으로 더 잘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에너지섭취의 경우에는 CT군 95%, CTC군은 90%, Normal

군은 95%로 세군 모두 에너지필요추정량인 2000Kcal/d보다 적게 섭취

하고 있었다. 칼슘의 경우 권장섭취량이 700mg/d인데, CT군은 67%, 

CTC군은 63%, Normal군은 68%로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나트륨의 충분 섭취량(AI)은 1300mg/d인데 



55

CT군은 263%, CTC군은 261%, Normal군은 281%로 세군 모두 충분 섭취량보

다 많이 섭취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칼륨의 충분 섭취량(AI)은 

3500mg/d인데 CT군은 86%, CTC군은 79%, Normal군은 86%로 충분섭취량보

다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비타민A의 경우 

권장섭취량(RNI)은 700µg RAE/d인데, CT군 57%, CTC군 48%, Normal군 

49%로 모두 권장섭취량보다 작게 섭취하고 있었다. 비타민B2의 경우 권장섭취량

(RNI)는 1.5mg/d인데, CT군은 88%, CTC군은 81%, Normal군은 84%로 권장섭

취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나이아신의 경우 권장섭취량(RNI)은 16mg 

NE/d인데, CT군 83%, CTC군 81%, Normal군 83%로 모두 권장섭취량보다 작

게 섭취하고 있었다. 비타민C의 경우 권장섭취량(RNI)은 100mg/d인데, CT군은 

79%, CTC군은 85%, Normal군은 84%로 권장섭취량보다 작게 섭취하고 있었다. 

칼슘, 비타민A, B2, 나이아신, 비타민C의 급원식품 섭취 필요성에 대한 교육, 나

트륨은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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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trient intake

Male

30-49 years

CT group

(N=10)

CTC group

(N=7)

Normal group

(N=1315)
F-value

Energy (Kcal) 2153.5±531.33a (90) 3182.3±1146.02b (133) 2494.1±1010.86ab (104) 2.197 

Protein (g) 85.4±32.46a (142) 130.8±50.96b (218) 93.2±51.10ab (155) 2.021 

Calcium (mg) 575.0±239.60a (72) 884.9±321.16b (111) 557.2±310.27a (70) 3.907*

Phosphrous (mg) 1236.2±441.34a (177) 1811.3±606.67b (259) 1307.9±619.21a (187) 2.381 

Iron (mg) 15.6±5.66a (156) 25.8±9.61b (258) 18.0±11.98ab (180) 1.676 

Sodium (mg) 3485.3±1266.71a (232) 8365.0±3044.66b (558) 4858.2±2661.77a (324) 7.427**

Potassium (mg) 2935.1±982.26a (84) 4930.6±2131.51b (141) 3309.9±1507.94a (95) 4.339*

Vitamin A (㎍RAE) 404.6±184.87 (54) 635.0±350.28 (85) 426.1±398.59 (57) 0.978 

Vitamin B1 (mg) 2.1±1.01 (173) 2.6±1.16 (219) 2.1±1.14 (175) 0.777 

Vitamin B2 (mg) 1.5±0.48a (102) 2.5±0.84b (164) 1.8±0.94ab (119) 2.135 

Niacin (mg) 19.9±9.58 (125) 24.3±13.66 (152) 19.7±12.81 (123) 0.450 

Vitamin C (mg) 51.9±48.13 (52) 103.5±77.64 (104) 81.8±87.65 (82) 0.802 

Total (%) 117a 174b 128a 2.411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Table 22. Nutrient intake of male cancer group by age 30-49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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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trient intake

Male

50-64 years

CT group

(N=23)

CTC group

(N=24)

Normal group

(N=1064)
F-value

Energy (Kcal) 2031.2±680.83 (92) 2406.8±1159.77 (109) 2271.3±859.89 (103) 1.180

Protein (g) 78.2±40.91 (130) 91.9±52.40 (153) 81.7±43.41 (136) 0.726

Calcium (mg) 590.5±421.63 (79) 609.2±345.70 (81) 572.9±310.85 (76) 0.189

Phosphrous (mg) 1183.4±484.05 (169) 1390.3±724.90 (199) 1237.2±535.88 (177) 1.072 

Iron (mg) 17.1±8.78 (171) 17.7±9.24 (177) 17.6±11.93 (175) 0.020 

Sodium (mg) 3765.9±2220.43 (251) 4406.2±2692.96 (294) 4374.3±2456.59 (292) 0.694 

Potassium (mg) 3293.4±1212.19 (94) 3665.9±1549.34 (105) 3460.5±1555.54 (99) 0.344 

Vitamin A (㎍RAE) 513.0±357.10 (68) 457.3±292.75 (61) 430.5±586.66 (57) 0.251 

Vitamin B1 (mg) 1.7±0.72a (139) 2.2±1.34b (180) 1.9±0.96ab (161) 1.504 

Vitamin B2 (mg) 1.5±0.65 (97) 1.7±0.92 (114) 1.6±0.86 (109) 0.555 

Niacin (mg) 17.2±9.05 (108) 21.2±17.17 (132) 16.7±8.78 (105) 2.827 

Vitamin C (mg) 100.4±106.02 (100) 111.1±129.26 (111) 91.8±100.89 (92) 0.498 

Total (%) 118 134 121 0.762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Table 23. Nutrient intake of male cancer group by age 50-64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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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trient intake

Male

≥ 65 years

CT group

(N=49)

CTC group

(N=81)

Normal group

(N=987)
F-value

Energy (Kcal) 1897.6±682.19 (95) 1798.3±621.30 (90) 1891.2±688.95 (95) 0.698 

Protein (g) 66.5±32.55 (121) 59.9±26.12 (109) 63.9±30.13 (116) 0.865 

Calcium (mg) 469.3±295.47 (67) 443.2±273.91 (63) 478.9±297.52 (68) 0.560 

Phosphrous (mg) 1053.6±517.03 (151) 958.7±407.36 (137) 1021.3±459.06 (146) 0.851 

Iron (mg) 14.6±8.11 (162) 14.7±6.95 (163) 15.4±9.35 (171) 0.338 

Sodium (mg) 3416.9±1714.64 (263) 3399.5±2073.61 (261) 3648.5±2350.51 (281) 0.635 

Potassium (mg) 3008.5±1578.57 (86) 2775.0±1332.12 (79) 2993.7±1492.91 (86) 0.821 

Vitamin A (㎍RAE) 401.2±504.91 (57) 334.5±349.76 (48) 344.9±422.06 (49) 0.453

Vitamin B1 (mg) 1.7±0.95 (141) 1.6±0.80 (131) 1.6±0.82 (137) 0.420 

Vitamin B2 (mg) 1.3±1.00 (88) 1.2±0.60 (81) 1.3±0.74 (84) 0.370 

Niacin (mg) 13.3±7.58 (83) 13.0±6.99 (81) 13.3±7.26 (83) 0.059 

Vitamin C (mg) 79.2±86.69 (79) 85.2±94.55 (85) 84.5±94.94 (84) 0.076 

Total (%) 105 100 104 0.366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Table 24. Nutrient intake of male cancer group by age more than 65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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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영양소 섭취를 살펴보면, 30-49세에서는 CT군이 CTC군, 

Normal군 보다 총 영양소(%)에서 평균적으로 더 잘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에너지섭취의 경우 CT

군은 92%, CTC군은 93%, Normal군은 92%로 에너지필요추정량인 

1900Kcal/d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칼슘의 경우 권장섭취량이 

700mg/d인데, CT군은 65%, CTC군은 80%, Normal군은 66%로 권장량

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철의 경우 권

장섭취량(RNI)이 14mg/d인데 CTC군은 93%, Normal군은 98%로 권장

량보다 작게 섭취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나트륨

의 충분 섭취량(AI)은 1500mg/d인데 CT군은 244%, CTC군은 208%, Normal군

은 224%로 세군 모두 충분 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칼륨의 충분 섭취량(AI)은 3500mg/d인데 CT군은 78%, CTC군은 

86%, Normal군은 77%로 충분섭취량보다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비타민A의 경우 권장섭취량(RNI)은 650µg RAE/d

인데, CT군 57%, CTC군 59%, Normal군 56%로 모두 권장섭취량보다 작게 섭

취하고 있었다. 비타민C의 경우 권장섭취량(RNI)은 100mg/d인데, CTC군은 

96%, Normal군은 82%로 권장섭취량보다 작게 섭취하고 있었다. 칼슘, 철, 비타

민A, C의 급원식품 섭취 필요성에 대한 교육, 나트륨은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0-64세에서는 CTC군과 Normal군이 CT군보다 총 영양소(%)에서 평

균적으로 더 잘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에너지섭취의 경우에는 CT군이 84%, CTC군 89%, Normal

군은 91%로 에너지필요추정량인 1800Kcal/d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

다. 칼슘의 경우 권장섭취량이 800mg/d인데, CT군은 56%, CTC군은 

58%, Normal군은 60%로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고,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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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지 않았다. 철의 경우 권장섭취량(RNI)이 8mg/d인데 CT군, 

CTC군, Normal군 모두 권장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였고, CTC군이 두 

군 보다 더 많이 섭취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F-value=4.744, p<0.01) 나트륨의 충분 섭취량(AI)은 1500mg/d인데 

CT군은 197%, CTC군은 182%, Normal군은 204%로 세군 모두 충분 섭취량보

다 많이 섭취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칼륨의 충분 섭취량(AI)은 

3500mg/d인데 CT군은 83%, CTC군은 82%, Normal군은 85%로 충분섭취량보

다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비타민A의 경우 

권장섭취량(RNI)은 600µg RAE/d인데, CT군 50%, CTC군 54%, Normal군 

63%로 모두 권장섭취량보다 작게 섭취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나이아신의 경우 권장섭취량(RNI)은 14mg NE/d인데, CT군 85%, CTC군 

86%, Normal군 91%로 모두 권장섭취량보다 작게 섭취하고 있었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비타민C의 경우 권장섭취량(RNI)은 100mg/d인데, CT군

은 95%로 권장섭취량보다 작게 섭취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칼슘, 비타민A, 나이아신, 비타민C의 급원식품 섭취 필요성에 대한 교육, 나

트륨은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65세 이상에서는 CT군이 CTC군, Normal군 보다 총 영양소(%)에서 평

균적으로 더 잘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CTC군과 Normal군은 각 

80%, 89%로 100%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에너지섭취의 경우에는 CT군 89%, CTC군은 85%, 

Normal군은 89%로 세군 모두 에너지필요추정량인 1600Kcal/d보다 적

게 섭취하고 있었다. 단백질의 경우 권장섭취량(RNI)이 45g/d인데, 

CTC군은 98%로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칼슘의 경우 권장섭

취량이 800mg/d인데, CT군은 53%, CTC군은 44%, Normal군은 47%로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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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권장섭취량(RNI)이 8mg/d인데 CT군, CTC군, Normal군 모두 권

장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였고, CT군이 두 군 보다 더 많이 섭취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value=3.042, p<0.05) 나트륨의 충분 

섭취량(AI)은 1300mg/d인데 CT군은 193%, CTC군은 183%, Normal군은 

192%로 세군 모두 충분 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칼륨의 충분 섭취량(AI)은 3500mg/d인데 CT군은 85%, CTC군은 65%, 

Normal군은 68%로 충분섭취량보다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F-value=3.618, p<0.05) 비타민A의 경우 권장섭취량

(RNI)은 550µg RAE/d인데, CT군 47%, CTC군 39%, Normal군 49%로 모두 

권장섭취량보다 작게 섭취하고 있었다. 비타민B2의 경우 권장섭취량(RNI)는 

1.2mg/d인데, CT군은 98%, CTC군은 74%, Normal군은 80%로 권장섭취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나이아신의 경우 권장섭취량(RNI)은 14mg NE/d인데, 

CT군 79%, CTC군 66%, Normal군 69%로 모두 권장섭취량보다 작게 섭취하고 

있었다. 비타민C의 경우 권장섭취량(RNI)은 100mg/d인데, CTC군은 62%, 

Normal군은 79%로 권장섭취량보다 작게 섭취하고 있었다. 단백질, 칼슘, 비타민

A, B2, 나이아신, 비타민C의 급원식품 섭취 필요성에 대한 교육, 나트륨의 경우

는 적게 먹어야 하는 이유와 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또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남성에서는 30-49세, 50-64세에서, 여성에서는 50-64세에서 CTC군이 CT

군보다 Total(%)이 더 높아 균형적으로 챙겨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성

의 경우 30-49세에서 CT군과 CTC군의 Total(%)이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CTC군이 CT군 보다 균형적으로 식사하는 것에서는 더 잘 챙겨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의 경우 65세 이상에서 CT군을 제외하고 Total(%)이 

100%보다 적은 80%대로 식사를 균형적으로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

었고, 고령일수록 권장섭취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영양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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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trient intake

Female

30-49 years

CT group

(N=34)

CTC group

(N=30)

Normal group

(N=1967)
F-value

Energy (Kcal) 1742.7±493.21 (92) 1759.0±582.42 (93) 1756.7±712.74 (92) 0.007

Protein (g) 65.7±23.55 (131) 69.0±42.14 (138) 65.6±33.15 (131) 0.157 

Calcium (mg) 452.6±178.96 (65) 559.1±267.70 (80) 461.0±272.86 (66) 1.952 

Phosphrous (mg) 1001.1±345.17 (143) 1085.0±578.83 (155) 984.7±439.42 (141) 0.785 

Iron (mg) 15.2±8.49 (109) 13.1±5.73 (93) 13.7±8.23 (98) 0.679 

Sodium (mg) 3661.0±2629.46 (244) 3126.5±2713.14 (208) 3354.8±2155.31 (224) 0.503 

Potassium (mg) 2744.1±1389.79 (78) 2997.4±1869.35 (86) 2684.8±1315.58 (77) 0.849 

Vitamin A (㎍RAE) 372.5±266.45 (57) 382.9±221.20 (59) 364.9±467.65 (56) 0.026 

Vitamin B1 (mg) 1.6±0.75 (142) 1.5±0.72 (132) 1.6±0.86 (141) 0.227 

Vitamin B2 (mg) 1.4±0.62 (116) 1.4±0.65 (119) 1.4±0.72 (115) 0.100 

Niacin (mg) 14.0±5.81 (100) 15.5±13.44 (110) 14.3±7.85 (102) 0.338 

Vitamin C (mg) 124.0±142.66b (124) 96.1±81.33ab (96) 82.4±97.19a (82) 3.275*

Total (%) 110 109 104 0.485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Table 25. Nutrient intake of female cancer group by age 30-49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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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trient intake

Female

50-64 years

CT group

(N=49)

CTC group

(N=72)

Normal group

(N=1442)
F-value

Energy (Kcal) 1594.4±691.88 (84) 1514.3±545.62 (89) 1640.5±645.06 (91) 1.416 

Protein (g) 56.4±26.0 (113) 54.1±22.04 (108) 58.9±28.82 (118) 1.153 

Calcium (mg) 449.0±251.22 (56) 466.2±252.00 (58) 483.1±293.23 (60) 0.431 

Phosphrous (mg) 917.1±450.30 (131) 927.5±375.06 (133) 963.5±422.30 (138) 0.516 

Iron (mg) 13.8±8.31a (173) 17.7±29.44b (222) 14.0±7.87a (175) 4.744**

Sodium (mg) 2962.5±2110.01 (197) 2723.6±1607.88 (182) 3062.8±1954.03 (204) 1.087 

Potassium (mg) 2894.7±1764.28 (83) 2874.2±1328.88 (82) 2961.1±1522.94 (85) 0.151 

Vitamin A (㎍RAE) 298.8±242.23 (50) 324.8±231.37 (54) 377.4±590.41 (63) 0.712 

Vitamin B1 (mg) 1.3±0.70 (121) 1.3±0.60 (122) 1.5±0.74 (133) 1.752 

Vitamin B2 (mg) 1.2±0.66 (103) 1.3±0.63 (105) 1.3±0.67 (107) 0.144 

Niacin (mg) 11.9±7.08 (85) 12.1±5.83 (86) 12.8±6.76 (91) 0.810 

Vitamin C (mg) 95.4±101.77 (95) 103.0±93.86 (103) 104.8±162.12 (105) 0.088 

Total (%) 103 110 110 0.427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Table 26. Nutrient intake of female cancer group by age 50-64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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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trient intake

Female

≥ 65 years

CT group

(N=37)

CTC group

(N=81)

Normal group

(N=1241)
F-value

Energy (Kcal) 1421.18±644.522 (89) 1354.6±572.21 (85) 1419.9±608.69 (89) 0.440

Protein (g) 48.51±20.089 (108) 44.1±21.09 (98) 46.5±24.07 (103) 0.552 

Calcium (mg) 420.90±245.036 (53) 351.1±203.58 (44) 376.9±255.66 (47) 0.984 

Phosphrous (mg) 858.05±370.910 (123) 728.3±350.11 (104) 772.4±387.09 (110) 1.450 

Iron (mg) 13.90±9.716b (174) 10.3±5.63a (129) 11.7±7.52ab (147) 3.042*

Sodium (mg) 2512.90±1777.879 (193) 2374.2±1578.06 (183) 2493.0±1791.63 (192) 0.174 

Potassium (mg) 2512.90±1750.509b (85) 2281.7±1559.90a (65) 2364.4±1408.82a (68) 3.618*

Vitamin A (㎍RAE) 255.84±209.205 (47) 215.1±226.06 (39) 268.9±320.28 (49) 1.140 

Vitamin B1 (mg) 1.36±0.717 (124) 1.1±0.66 (104) 1.2±0.66 (113) 1.530 

Vitamin B2 (mg) 1.18±0.846b (98) 0.9±0.54a (74) 1.0±0.61a (80) 2.861 

Niacin (mg) 1.18±0.846b (79) 9.2±5.35a (66) 9.7±5.37ab (69) 1.520 

Vitamin C (mg) 105.65±116.892b (106) 61.7±73.46a (62) 79.1±102.19ab (79) 2.468 

Total (%) 101b 80a 89ab 2.882

*p<0.05, **p<0.01, ***p<0.001    ※CT :　Cancer Treatment group, CTC : 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Table 27. Nutrient intake of female cancer group by age more than 65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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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16, 2017년도에 조사한 제 7기 1, 2차년도(2016-17)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자료를 이용하였고, 30세 이상 성인 

8,513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현재 암 유병

여부 항목에서 ‘있음’에 응답한 ‘암환자’군=CT군(Cancer Treatment 

group) 202명, ‘없음’에 응답한 ‘암생존자’군=CTC군(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295명, 암 진단을 받지 않은 ‘대조군’=Normal군

(Normal group) 80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 여부, 소득 사분위수(개인), 교육수준, 직업), 암의 유형 및 유병기

간, 건강행태(흡연, 음주,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신체활동), 건강

상태(신체계측, 혈액성상), 영양상태(식생활, 영양소섭취)를 비교 분석 

하였다.

  1. 성별은 CT군에서 남성 40.6%, 여성 59.4%였고, CTC군은 남성 

38.0%, 여성 62.0%, Normal군은 남성 42.0%, 여성 58.0%로 세군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CT군에서 30-39세는 5%, 40-49세는 16.8%, 

50-59세는 24.8%, 60-69세는 26.7%, 70-79세는 21.3%, 80세 이상

은 5.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185.676, 

p<0.001) CT군의 평균 나이는 60.3 ± 12.15세이고, CTC군의 평균 나

이는 64.5 ± 11.65세, Normal군의 평균 나이는 54.4 ± 14.28로 CTC

군이 가장 평균 나이가 많았으며, CT군, Normal군 순이었다. 결혼상태

는 CT군은 결혼한 상태가 97.5%, 싱글 상태가 2.5%이며, CTC군, 

Normal군 모두 결혼한 상태가 더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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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χ²=19.259, p<0.001) 소득은 CT군에서 ‘하’는 24.7%, ‘중하’는 

24.3%, ‘중상’은 22.3%, ‘상’은 28.7%였고, CTC군, Normal군 모두 차이

가 크게 나지 않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수준은 CT군에

서 ‘초졸 이하’는 26.2%, ‘중졸’은 12.9%, ‘고졸’은 30.7%, ‘대졸 이상’은 

30.2%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43.029, p<0.001) 

직업은 CT군에서 ‘있음’이 43.1%, ‘없음’이 56.9%이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χ²=62.403, p<0.001)

  2. 본 연구 대상자 중 암 진단을 받은 497명의 암 유형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갑상선암, 기타암이다. 이 중 2개의 

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26명, 3개의 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4명으로 총 

30명이 2가지 이상의 암을 진단받았다. 암을 진단받은 케이스를 보면 

갑상선암 106건, 위암 86건, 유방암 63건, 자궁경부암 60건, 대장암 52

건, 폐암 25건, 간암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암 유병 기간의 경우 남성

의 경우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CTC군의 유병 기간이 길고, 여성의 경우 

대장암을 제외하고 CTC군의 유병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3. 흡연은 현재 흡연 여부에서 CT군은 ‘피운 적 없음’은 62.9%, ‘과거 

흡연자’는 29.7%, ‘현재 흡연자’는 7.4%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40.170, p<0.001) CT군, CTC군, Normal군 모두 

‘피운 적 없음’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CT군과 CTC군 모두 ‘과

거흡연자’가 Normal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현재 흡연자’가 낮게 나타났

다. 음주는 1년간 음주 빈도에서 CT군은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

다’는 17.3%, ‘한 달에 1번 미만’은 52.0%, ‘한 달에 1번 이상’은 30.7%

로 거의 마시지 않는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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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χ²=60.601, p<0.001) CT군과 CTC군의 경우 ‘한 달에 1번 

미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Normal군의 경우 ‘한 달에 1번 이

상’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4. 비만 및 체중조절은 BMI에서 CT군은 ‘＜18.5kg/m²(저체중)’에서 

2.0%, ‘18.5~22.9kg/m²(정상)’에서 44.1%, ‘23~24.9kg/m²(과체중)’에

서 26.2%, ‘≥25kg/m²(비만)’에서 27.7%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CT군, CTC군, Normal군 모두에서 ‘정상’이 가장 높은 응

답률을 보였지만,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 ‘비만’이다. 1년간 

체중 변화 여부에서 CT군은 ‘변화 없음’은 61.9%, ‘체중감소’는 19.3%, 

‘체중증가’는 18.8%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

²=15.235, p<0.01)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CT군은 ‘매우 좋음’에서 

2.5%, ‘좋음’에서 18.3%, ‘보통’에서 37.6%, ‘나쁨’에서 28.7%, ‘매우 나

쁨’에서 12.9%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

²=94.796, p<0.001) CD군, CTC과 Normal군 모두 ‘보통’이 가장 응답

률이 높았지만, CD군과 CTC군은 ‘나쁨’이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았다.

  5. 정신건강은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에서 CT군은 ‘대단히 많이 느

낀다’는 4.4%, ‘많이 느끼는 편이다’는 18.3%, ‘조금 느끼는 편이다’는 

54.0%,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23.3%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년간 정신문제 상담은 CT군에서 ‘예’는 3.5%, ‘아니오’는 

96.5%로 나타났고, CT군, CTC군과 Nomal군 모두 ‘아니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uroQoL:운동능력에서 

CT군은 ‘문제없음’은 79.2%, ‘약간의 문제’는 19.3%, ‘많은 문제’는 1.5%

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χ²=19.01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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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QoL:자기관리에서 CT군은 ‘문제없음’은 94.6%, ‘약간의 문제’는 

5.4%, ‘많은 문제’는 0%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uroQoL:일상활동에서 CT군은 ‘문제없음’은 88.1%, ‘약간의 문제’는 

10.9%, ‘많은 문제’는 1.0%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χ²=15.672, p<0.01) EuroQoL:통증/불편에서 CT군은 ‘문제없음’은 

70.3%, ‘약간의 문제’는 24.7%, ‘많은 문제’는 5.0%로 나타났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14.184, p<0.01) EuroQoL:불안/우울에서 

CT군은 ‘문제없음’은 88.6%, ‘약간의 문제’는 10.4%, ‘많은 문제’는 1.0%

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Q-5D index 점수는 CT군은 

0.92 ± 0.139점이고, CTC군은 0.92 ± 0.127점, Normal군은 0.94 ± 

0.113점으로 나타났다. 

  

  6. 신체활동은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에서 CT군에서 ‘아니오’(일주일

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

분 이상 또는 고강도와 중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

분) 각 활동에 상응하는 시간을 실천하지 않음)는 54.0%, ‘예’(일주일에 중

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

상 또는 고강도와 중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응하는 시간을 실천)는 46.0%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7. 신체계측은 남성의 경우 키에서 CT군의 평균 키는 167.7 ± 6.44cm, 

CTC군의 평균 키는 166.6 ± 6.34cm Normal군의 평균 키는 169.4 ± 

6.65cm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value=11.761, 

p<0.001) 몸무게에서 CT군의 평균 몸무게는 67.8 ± 10.76kg, CTC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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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몸무게는 64.6 ± 9.73kg, Normal군의 평균 몸무게는 70.4 ± 

11.32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value=16.303, 

p<0.001) 남성의 경우 평균 허리둘레가 90cm 이상일 경우 복부비만으

로 보는데, 모든 군이 90cm 이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F-value=4.742, p<0.01) CT군, CTC군, Normal군 모두 과체중

(23.0~24.99Kg/m²)에 해당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F-value=8.868, p<0.001) 여성의 경우 키에서 CT군의 평균 키는 

157.1 ± 6.19cm, CTC군의 평균 키는 155.2 ± 5.87cm Normal군의 평

균 키는 156.8 ± 6.54cm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F-value=5.561, p<0.01) CT군의 평균 몸무게는 57.8 ± 8.50kg, 

CTC군의 평균 몸무게는 57.6 ± 8.98kg, Normal군의 평균 몸무게는 

58.4 ± 9.34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허리둘레

가 85cm 이상일 경우 복부비만으로 보는데 세 군 모두 85cm 이하로 나

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MI는 모두 과체중

(23.0~24.99Kg/m²)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8. 혈액검사에서 공복혈당은 CT군, CTC군, Normal군 모두 정상수치

(100mg/dL) 미만 보다 높게 나타났고, 경계에 해당하는 수준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당화혈색소는 CT군, CTC군, Normal군 모

두 정상 수치(5.6%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value=12.258, p<0.001) 총콜레스테롤은 CT군이 평균 185.6 ± 

37.16mg/dL로 가장 낮았으나, 세군 모두 정상 범위 (200mg/dL 미만)에 

속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value=5.740, 

p<0.01) 중성지방 수치는 세군 모두 정상 수치(150mg/dL 미만)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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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LDL-콜레스테롤은 세군 모두 정

상 수치(130mg/dL 미만)에 속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F-value=7.960, p<0.001) 남성의 경우 헤모글로빈은 세군 모두 

정상수치(14~17.5g/dL)에 속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value=42.633, p<0.001) 헤마토크릿은 세군 모두 정상수치

(41~51%)에 속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value=34.563, p<0.001) 여성의 경우 헤모글로빈은 세군 모두 정

상수치(12.3~15.3g/dL)에 속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헤마

토크릿은 세군 모두 정상수치(36~45%)에 속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9. 식생활 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1주 동안 아침식사 빈도에서 CT군

은 ‘5-7times/week’는 80.7%, ‘3-4times/week’는 9.4%, 

‘1-2times/week’는 5.4%, ‘0times/week’는 4.5%로 나타났고, Normal군

의 ‘0times/week’ 응답률이 CT군, CTC군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χ²=43.046, p<0.001) 점심식사, 저녁식사 빈도에서 

‘0times/week’ 응답률은 아침식사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외식횟

수에서 Normal군이 CT군, CTC보다 외식횟수가 잦은 것을 알 수 있었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55.641, p<0.001)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식이보충제 복용 여부에서 CT군은 ‘예’는 53.5%, ‘아니

오’는 46.5%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영양교육 여부에

서 CT군은 ‘예’는 10.9%, ‘아니오’는 89.1%로 나타났고, CTC군, 

Normal군보다 영양교육 여부에 ‘예’의 응답률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8.549, p<0.05)  영양표시 인지 여부에서 

Normal군이 CT군, CTC군 보다 영양표시를 더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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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22.940, p<0.001) 영

양표시 사용 여부에서 Normal군이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

가 더 잘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29.113, p<0.001) 식생활 형편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먹을 

것이 부족했다에 응답한 CTC군이 CT군, Normal군 보다 더 많았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0. 남성의 영양소 섭취에서는 30-49세에서 칼슘, 나트륨, 칼륨섭취

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9세, 50-64세에서 

CTC군이 CT군, Normal군 보다 총 영양소(%)에서 평균적으로 더 잘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에서는 CT군이 CTC군, Normal군 

보다 총 영양소(%)에서 평균적으로 더 잘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섭취의 경우 30-49세, 50-64세에서는 CT군이, 65세 이상에서는 

세군 모두 각 에너지필요추정량인 2400Kcal/d, 2200Kcal/d, 2000Kcal/d

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칼슘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각 800mg/d, 

750mg/d, 700mg/d 권장섭취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고, 비타민A의 

경우 30-49세, 50-64세의 권장섭취량 750µg RAE/d, 65세 이상의 권장섭

취량 700µg RAE/d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고, 비타민C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권장섭취량 100mg/d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50-64세, 65세 이상에서는 비

타민B2(리보플라빈)에서 권장섭취량인 1.5mg/d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65세 

이상에서는 나이아신에서도 권장섭취량인 16mg NE/d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영양섭취에서는 30-49세에서 비타민C 섭취량에서, 50-64세는 

철 섭취량에서, 65세 이상에서는 철, 칼륨 섭취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9세, 65세 이상에서는 CT군이 CTC군, 



72

Normal군 보다 총 영양소(%)에서 평균적으로 더 잘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64세에서는 CTC군과 Normal군이 CT군보다 총 영양소(%)

에서 평균적으로 더 잘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섭취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세군 모두 각 에너지필요추정량인 1900Kcal/d, 

1800Kcal/d, 1600Kcal/d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칼슘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30-49세 권장섭취량인 700mg/d, 50-64세, 65세 이상 권

장섭취량인 800mg/d 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고, 비타민A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각 650µg RAE/d, 600µg RAE/d, 550µg RAE/d 권장섭취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고, 비타민C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100mg/d 권장섭취량보

다 적게 섭취 하고 있었다. 30-49세의 경우 철의 권장섭취량인 14mg/d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50-64세의 경우 나이아신의 권장섭취량인 14mg 

NE/d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65세의 경우 CTC군이 단백질 권장섭취량인 

45g/d 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고, 비타민B2는 권장섭취량인 1.2mg/d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고, 나이아신은 권장섭취량인 14mg NE/d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남성, 여성 모든 연령대 CT군, CTC군, Normal군 모두 나트륨의 경우 

30-49세, 50-64세 권장섭취량 1500mg/d, 65세 이상 권장섭취량 1300mg/d보

다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 나트륨의 경우는 적게 

먹어야 하는 이유와 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또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남성에서는 30-49세, 50-64세에서, 여성에서는 50-64세에서 CTC군이 CT

군보다 Total(%)이 더 높아 균형적으로 챙겨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성

의 경우 30-49세에서 CT군과 CTC군의 Total(%)이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CTC군이 CT군 보다 균형적으로 식사하는 것에서는 더 잘 챙겨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TC군은 암 치료가 끝낸 암생존자로 균형 있는 식사가 바탕이 되

어 암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CT군에게도 좀 더 권장섭취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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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먹는 영양소들이 없도록 신경 써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 여성 모두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권장섭취량보다 부족하게 섭

취하는 영양소가 더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 65세 이상에서 총 영양소

(%)에서 섭취가 100%보다 부족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

령의 여성일수록 영양섭취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집중관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이며 영양소에 대한 급원 식품과 섭취 필요성에 대한 교육 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단면연구로 인과관계를 제시

할 수 없었던 제한점이 있다. 향후 암환자와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 조사 연구를 통해 한국 성인에서 성별, 연령별 암환자와 암생존자

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할 필

요가 있다. 국내에는 암 생존자에 대한 연구의 대상자나 주제가 다양하

지 않은 편이며 특정 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생존자에 대한 연구로 집

중되어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암과 다양한 연령대 암 생존자의 

삶과 그들의 건강관리 현황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암환자와 암생존자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건강행태와 식생활 및 영양소 섭취에 대해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암환자 뿐만 아니라 암생존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체 또는 식생활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

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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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Health Behavior and Nutritional Status of Cancer Patients and 

Cancer Survivors : using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17

Backgound

  Cancer is the second leading cause of death worldwide and is estimated 

to reach 9.6 million in 2018. According to OECD data, the cancer mortality 

rate in men is 279.6 per 100,000 population (2013), which is higher than 

the average 268.5 in OECD countries, while the cancer mortality rate in 

women is 116.3 (2013). Mortality rate was lower than that of 160.4. In 

all OECD countries, the cancer mortality rate of men was higher than that 

of women, and in particular, the male and female differences in cancer 

mortality rate in Korea was 2.4 times (2013). Looking at the mortality 

rates of major cancers in 2015 by age, cancer mortality rates increased 

with age. Accordingly, this study is based on data from the 2016-17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targeting Korean adults over 30 

years old. The subjects were among diagnosed with cancer, those were 

Cancer Patients(prevalence with cancer), those were  Cancer Survivors(not 

prevalence cancer) and those who were not diagnosed with canc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general health status, dietary status and nutrient intake 

status, and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help improve the health of cancer 

patients and manage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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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and methods

  This study used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data for the 

1st and 2nd year (2016-17), and selected 8,513 adults over 30 years of 

age. The subjects were Among the persons diagnosed with cancer, 202 

cancer patients responded to yes in the prevalence of cancer, 295 cancer 

survivors responded to No in the prevalence of cancer, and 8016 people 

who were not diagnosed with cancer. In this study, 'cancer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cancer and responded to yes in the prevalence of cancer, 

and they were defined as the CT group(Cancer Treatment group). The 

cancer survivor, who was diagnosed with a cancer and responded to No in 

the prevalence of cancer and they were defined as the CTC group(Cancer 

Treatment Completed group). 'Control' is a person who answered 'no' to 

diagnosis of cancer, and was defined as a normal group. The current 

smoking status, alcohol frequency for 1 year, obesity and weight control, 

mental health, physical activity, physical measurement, blood test, dietary 

survey, and nutrient intake through food intake frequency survey was 

compared.

Research Results and Conclusions

The genders were 82 males and 120 females in the CT group, 112 males 

and 183 females in the CTC group. The most common age group was in 

the 60s in the CT group and the 70s in the CTC group. Job status was 

higher in the CT group and the CTC group in 'None', and in the Normal 

group, the 'Yes' was higher. In Smoking, the rate of current smoking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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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in the Normal group than in the CT and CTC groups. In alcohol 

drinking, the rate of drinking more than once a month was higher in the 

normal group than in the CT and CTC groups. BMI was higher in the CTC 

and Normal groups than in the CT group. In the weight change, the CT 

group reported more weight loss than the CTC group and the Normal 

group, the Normal group responded that they had a lot of weight gain. In 

the subjective state of health,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reported 

that the CT group was very bad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TC and 

Normal groups, and that of the Normal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two groups. In the case of stress,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answered that they were very high was highest in the CT group, and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received less stress were higher in the 

Normal group. In the five items of EuroQoL,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reported a problem was higher in the CT and CTC groups than in the 

Normal group. In the physical activity,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said 'do' was higher in the order of CT group, Normal group, and CTC 

group. In the case of waist circumference, both men and women did not 

belong to abdominal obesity, but in BMI, both men and women were in the 

overweight range. In the fasting glucose and glycated hemoglobin levels, all 

three groups were 'boundary'.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and 

LDL-cholesterol were all normal levels, and these three items were higher 

in the Normal group than in the CT and CTC groups. Hemoglobin and 

hematocrit levels were normal in both male and female groups, and in men, 

the Normal group was higher than the CT and CTC groups. In the case of 

breakfast frequency for one week, CT and CTC groups were better ea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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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normal group. In the case of eating out frequency, the CT group had 

the highest rate of never eating once a week. Nutrient intakes showed that 

CTC group eat better in a balanced diet than in a CT group. In addition, as 

the age group increased in both male and female groups, the nutrients 

consumed less than the recommended intake increased, and in women aged 

65 and older, the total nutrient intake was less than 100%. As age 

increases, older women tend to have poor nutritional status, which may 

require intensive care. Calcium, vitamin A, vitamin C, protein, iron, vitamin 

B2 and niacin were consumed less than the recommended intake. It is 

thought that education on the source of food and the need for intake is 

needed. In addition, sodium intake was higher than recommended intake in 

all ages and genders, and training on cooking and eating methods to reduce 

sodium intake is also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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