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지(2021), 제 38 권 제 2 호
J. Kor. Soc. Health-syst. Pharm., Vol. 38, No. 2, 171 ~ 184 (2021)
https://doi.org/10.32429/jkshp.2021.38.2.002

Original Article

비전이성 유방암 수술환자의 보조화학요법 현황
구민희a,b, 제남경a†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약물사용연구실a,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약제실b

Utilization of Adjuvant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Non-Metastatic Breast Cancer after Surgery
Minhee Kua,b and Nam Kyung Jea,†

College of Pharmacy, Pusan National University,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46241, Republic of Koreaa
Department of Pharmacy, Dongnam Institute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40 Jwadong-gil, Jangan-eup, Gijang-gun, 46033, Republic of Koreab

Background : In July 2017, breast cancer surgery codes have been revised to more accurately describe a procedure of breast cancer surger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practice patterns of breast cancer surgery and the subsequent adjuvant chemotherapy after the
revision of breast cancer surgery codes.

Methods : We analyzed the 2018 inpatient datasets provid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NIS-2018-0047). Female patients with non-metastatic breast
cancer who underwent breast cancer surgery and adjuvant chemotherapy were selecte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regarding the selection of adjuvant chemotherapy relative to the doxorubicin and cyclophosphamide (AC) regimen.

Results : Breast-conserving surgery was performed more frequently than mastectomy (70.2%
vs. 29.8%) in 2018. For study subjects who underwent axillary lymph node dissection, the odds
ratio for selecting sequential anthracycline-cyclophosphamide and taxane (AC-T) as adjuvant
투고일자 2021.1.8; 심사완료일자 2021.2.15; 게재확정일자 2021.3.11
†교신저자 제남경 Tel:051-510-280 E-mail:jenk@pusan.ac.kr

- 171 -

JKSHP, VOL.38, NO.2 (2021)

chemotherapy over AC was 23.27 (95% confidence interval [CI]=8.61-62.91). For patients aged
65 years or older, the odds ratio for selecting cyclophosphamide, methotrexate, and 5-Fluorouracil (CMF) as adjuvant chemotherapy over AC was 12.16 (95% CI=3.22-46.00).

Conclusion : Factors influencing the choice of adjuvant chemotherapy were associated with
age and presence of positive lymph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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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은 한국인 여성 전체 암 발생의 약 20%를 차

료한 군에서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유사하게 나

지하는 암으로 발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

타났다.15) Anthracycline 계열의 또 다른 약물인

비전이성 유방암의 1차 치료는 수술로 유방 전체를

epirubicin을 기반으로 한 FEC (5-fluoroura-

제거하는 유방 전절제술(mastectomy)과 종양을

cil, epirubicin, cyclophosphamide) 6주기와

포함한 주변 조직 일부분을 제거하는 유방 부분절제

CMF 6주기를 비교한 연구에서 림프절 전이 여부에

술(lumpectomy or breast-conserving sur-

상관없이 FEC가 전체생존율과 무병생존율에서 우월

gery, BCS)로 나눌 수 있다.

다수의 무작위 임

함을 보여주었다.16),17) 1990년대부터 전이성 유방암

상시험에서 유방 부분절제술이 안전하며 초기 유방암

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인 taxane계열의 약제들이 보

에서 방사선요법을 병행하는 경우 유방 전절제술과

조화학요법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Taxane을 사용

동등한 생존결과를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었고, 조기

한 최초의 임상시험에서 림프절 양성 유방암 환자를

진단율이 높아짐에 따라 유방 부분절제술 시행이 증

대상으로 AC 4주기와 AC 4주기 이후 paclitaxel 4

가하는 추세다.4)-8)

주기를 비교하였을 때 paclitaxel을 추가한 군에

2),3)

유방암 수술 후 잠재적인 미세전이(micrometas-

서 무병생존율과 전체생존율이 개선되었다.18) 림프

tases)를 제거하기 위해 보조화학요법(adjuvant

절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AC 4주기와 TC

chemotherapy)을 시행한다. 보조화학요법은 일

(docetaxel, cyclophosphamide) 4주기를 비교

반적으로 수술 후 4~6주 이내에 시작하고 3개월 이

한 연구에서 TC 투여군에서 AC 투여군과 비교하여

상 지연 시 전체생존율이 감소할 수 있다.

1970

무병생존율과 전체생존율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19)

년대 CMF (cyclophosphamide, methotrex-

2017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유방암 수술

ate, 5-fluorouracil)를 사용한 보조화학요법이

코드를 개정하였는데 이전의 수술 코드와 비교했을

림프절 전이가 있는 유방암 환자의 재발을 감소시킨

때 양성종양과 악성종양 수술로 그 분류를 더 명확히

다는 연구 이후로 유방암의 표준 보조화학요법으로

하였고, 악성의 경우 액와림프절청소술 유무를 구분

사용되었다.11) Anthracycline을 기반으로 하는 보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방암 수술 코드 개정 이

조화학요법 등장 이후 CMF 사용률이 감소하였으나

후인 2018년을 대상으로 유방암 수술 환자의 수술

고령의 환자, 심질환 등이 있는 환자에서 여전히 사용

및 보조화학요법 사용현황을 살펴보고 보조화학요법

되고 있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9),10)

12)

1990년 이후 림프절 전이 여부에 상관

없이 AC (doxorubicine, cyclophosphamide)

한다.

4주기와 CMF 6주기를 비교했을 때 전체생존율과 무
병생존율에서 차이가 없음이 보고된 이후 anthra-

연구방법

cycline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보조화학요법이 시
도되었다.13),14) 메타분석에 의하면 CMF와 AC로 치

1.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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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2018년 입원환자
데이터셋(HIRA-NIS-2018-0047)을 이용하여 분

점수를 산출하였다(Appendix I). CCI 점수를 2점
이하와 3점 이상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석하였다. 입원환자데이터셋은 입원환자 추출 비율
10% (약 70만 명), 외래환자 추출 비율 1% (약 40

4. 통계방법

만 명)로 명세서일반내역(200)에는 보험자종별구분
코드, 성별구분, 연령군, 요양기관식별대체키, 주상

연구대상자를 유방암 수술 종류에 따라 크게 유방

병코드, 부상병코드, 진료과목코드, 요양개시일자

부분절제술과 유방 전절제술로 나누고 보험 종류, 연

및 종료일자, 최초입원일자, 수술일자 등이 기재되어

령군, 요양기관의 지역별 분포, 요양기관의 종류, 액

있다.20) 진료내역(300)에는 분류코드, 단가, 금액,

와림프절청소술 유무, 유방재건술 여부, trastu-

주성분코드 등이 기재되어 있다. 상병내역(400)에는

zumab 사용 여부, CCI 점수를 그룹화하여 절대 수

상병 일련번호, 진료과목코드, 상병코드 등의 항목이

치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연속형 변수인 요양기관

있다.

재원일수와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까지 소요일수는 평

20)

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범주형 변수의 경우 카이제곱 분석을 시행하였고,

2. 연구대상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이면 Fisher
2018년 입원환자데이터셋에서 명세서일반내역

의 정확검정을 시행하였다. Fisher의 정확검정 시행

(200)에 주상병코드 중 유방암(C50) 코드가 있는 환

시 범주형 변수가 4 이상이면 계산상의 한계로 Fish-

자를 추출하였다. 이 중 진료내역(300)에 유방암 수

er의 정확검정 대신 Monte Carlo method (신뢰수

술코드를 가진 환자를 선별하였다(Appendix I). 남

준 99%의 케이스 추출, 표본 수 10,000)를 사용하

성 환자, 전이암 환자, 보조화학요법을 실시하지 않

였다. 연속형 변수의 경우 비교 대상이 두 그룹인 경

은 환자는 제외하였다. 수술 전 화학요법 환자를 제외

우 독립표본 t 검정을 시행하였다. 연속형 변수가 세

하기 위해 수술 전 화학요법 환자의 이전 2개월간 자

그룹 이상인 경우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료를 볼 수 없는 1~2월 수술 환자를 제외하였다. 수

보조화학요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보

술일과 최초 항암 시작일을 비교하여 최초 항암 시작

험 종류, 연령군, 요양기관의 지역별분포, 요양기관

일이 수술일 이전인 경우 수술 전 화학요법으로 판단

의 종류, 수술의 종류(유방 부분절제술, 유방 전절제

하였다. 유방암에 사용되는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 중

술), 액와림프절청소술 유무, trastuzumab 사용

다빈도로 사용되는 AC, AC-T, CMF, TC를 투여

여부, CCI 점수를 독립변수로 보조화학요법을 종속

받은 환자만 포함했다. 보조화학요법 중 AC 요법과

변수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

AC-T 요법을 구분하기 위해 10월 이후 항암요법을

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

시작한 환자는 제외하였다. 데이터 추출에 사용된 상

계분석에는 SPSS ver. 21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

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7이다(Ap-

준은 5%로 하였다.

pendix I).
5.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3.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면제를
상병내역(400)은 환자의 모든 진단명이 기록된 자

승인받았다(PNU IRB/2020_47_HR).

료로 이를 통해 환자의 동반질환을 분석하였다.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는 동반질

연구결과

환 측정 도구 중 하나로 19개의 질환에 대하여 1~6
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뒤 합을 구한 것으로,21) CCI에

1. 연구대상자 특징

해당하는 질환을 KCD-7 상병코드로 전환하여 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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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se extraction diagram of study subjects
BCS, breast conserving surgery;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NIS, National Inpatient Sample.

입원환자데이터셋에서 2018년 유방암을 주상병으

다. 연구대상자 중 액와림프절청소술을 시행한 경우

로 하는 유방암 수술환자는 2,227명이었고 이 중 유

가 107명(28.9%)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263명,

방 부분절제술 환자는 1,420명, 유방 전절제술 환

71.1%) 보다 적었고 이러한 경향은 유방부분절제술

자는 807명이었다. 이 중 남자환자(12명), 수술 시

의 경우 더 두드러졌다. 유방재건술은 유방 전절제술

전이암 코드를 가진 환자(165명), 보조화학요법을

환자에서만 시행되었고 37명(32.7%)이었다. 전체

시행하지 않은 환자(933명)를 제외하였다. 수술 전

수술 환자의 81명(21.9%)이 trastuzumab을 사

화학요법(neoadjuvant therapy)을 시행한 환자

용하였는데 이 중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연구대상자

(257명), AC, AC-T, CMF, TC 이외의 화학요법

는 33명(29.2%),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은 연구대상

을 받은 환자(37명)를 제외한 연구대상자는 총 370

자는 48명(18.7%)으로 유방 전절제술에서 tras-

명으로 이중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257명,

tuzumab 사용 환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CCI 점수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113명이었다(Fig. 1).

의 경우 3점 이상인 환자가 54명(14.6%)으로 유방

연구대상자의 보험유형은 국민건강보험이 359명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26명(23%), 유방 부분절제

(97%), 의료급여는 11명(3%)으로 건강보험 환자

술을 받은 환자 중 28명(10.9%)으로 유방 전절제술

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49

에서 비율이 더 높았다.

세 이하가 163명(44.1%), 50세 이상에서 64세 이

재원일수는 유방 전절제술의 경우 평균 10.6일이었

하가 161명(43.5%), 65세 이상은 46명(12.4%)

고, 유방 부분절제술은 평균 7일이었다. 수술 후 보

이었다. 요양기관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이 158명

조화학요법 시행 시까지 소요일수는 유방 전절제술의

(42.7%)으로 가장 많았고 6대 광역시는 65명

경우 평균 30.2일 유방 부분절제술의 경우 26.9일

(17.6%),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은 147

이었다. 재원일수와 보조화학요법 시행 시까지 소요

명(39.7%)이었다. 유방암 수술이 이루어진 요양기

일수 둘 다 유방 전절제술에서 더 길게 나타났다(Ta-

관은 3차 병원이 248명(67%)으로 다수를 차지했

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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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절청소술을 시행한 그룹이 시행하지 않은 그룹에

2.보조화학요법 현황

비해 AC 보다 AC-T를 선택할 오즈비가 23.27(95%
49세 이하 그룹과 50세 이상 64세 이하 그룹에서는
AC-T가 각각 63명(38.7%)과 56명(34.8%)로 가
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어서 TC, AC, CMF 순으로
사용되었다. 65세 이상 그룹에서는 이와 달리 CMF
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어서
TC, AC-T, AC 순으로 사용되었다. 서울과 6대 광

CI 8.61-62.91)로 높게 나타났다. Trastuzumab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사용한 그룹이
AC에 비해 TC를 선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OR=0.44, 95% CI 0.22-0.88). 그 외 보험
종류와 요양기관의 종별과 CCI 점수에 대해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able 3).

역시에서는 AC-T가 각각 53명(33.5%)과 31명
(47.7%)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기타지역에서

고찰

는 TC가 62명(42.2%)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유방 전절제술은 받은 연구대상자에서는 AC-T가
47명(41.6%)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은 연구대상자의 경우 AC-T, TC가 각각 82명
(31.9%)으로 동일한 빈도로 사용되었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액와림프절청소술을 시행
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TC가 103명(39.2%)으로 가
장 많았고, 액와림프절청소술을 시행한 그룹에서는
AC-T가 77명(72.0%)으로 가장 많았다. Trastuzumab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AC-T가 102
명(35.3%), TC가 101명(34.9%)으로 비슷한 빈도
로 사용되었고 이어서 AC, CMF 순으로 사용되었
다. Trastuzumab을 사용한 그룹에서는 AC가 28
명(34.6%)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어서 AC-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370명 중 유방 부분절제술
을 받은 연구대상자가 257명으로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연구대상자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수술의 경우 여성의 삶의 질 부분과 관련하여 전절제
술보다 부분절제술이 증가하는 추세인데22) 본 연구에
서도 전절제술에 비해 부분절제술이 많이 시행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 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에서는 유방암 수술 후 보
조화학요법을 HER-2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수용체 발현여부에 따라
효과, 부작용, 항암주기를 고려하여 “선호(preferred)요법”과 “그 외(others)요법”으로 추천하고

T, TC, CMF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Table 2).

있다.23) HER-2 음성의 경우 본 연구에 포함된 4가

3. 보조화학요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요인

CMF는 그 외 요법에 속한다. HER-2 양성의 경우

분석

본 연구에 포함된 4가지 요법 중 AC-T만이 선호요

지 요법 중 AC-T와 TC가 선호요법에 속하고 AC와

법에 속하고 나머지는 그 외 요법에 속한다. 건강보
49세 이하의 연령군에 비해 65세 이상의 연령군에
서 AC에 비해 CMF를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
(odds ratio [OR]=12.16, 95% confidence
interval [CI]=3.22-46.00). 서울에 비해 6대
광역시의 경우 AC에 비해 AC-T를 선택할 오즈비가
2.61(95% CI 1.04-6.54), AC에 비해 CMF를 선
택할 오즈비가 4.30(95% CI 1.16-15.99)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서울보다 기타지역에서 AC에 비해
TC를 선택할 오즈비가 3.04(95% CI 1.58-5.87)
로 나타났다. 유방 부분절제술보다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연구대상자가 AC에 비해 TC를 선택할 오즈비
가 2.18(95% CI 1.08-4.40)로 나타났다. 액와림

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 특성상 유방암의 면역조
직학적 검사 시행여부는 알 수 있어도 검사결과는 알
지 못한다. 하지만 trastuzumab사용 여부로 HER2 수용체 발현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 Trastuzumab 사용하지 않은 그룹을 HER-2 음성으로 생각하
면 가장 많이 처방된 보조화학요법은 AC-T이고 그
다음이 TC로 289명의 연구대상자 중 약 70%인 203
명이 선호요법에 해당하는 AC-T 또는 TC를 보조화
학요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Trastuzumab을 사용한 그룹을 HER-2 양성으로 간주하면 제
일 많이 사용된 보조화학요법은 AC로 AC-T, TC 순
으로 나타났다. HER-2 양성에서는 그 외 요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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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BCS
(n=257)

Mastectomy
(n=113)

Total
(n=370)

P-value

251 (97.7%)

108 (95.6%)

359 (97.0%)

0.322**

6 (2.3%)

5 (4.4%)

11 (3.0%)

≤49 years

113 (44.0%)

50 (44.2%)

163 (44.1%)

50~64 years

114 (44.4%)

47 (41.6%)

161 (43.5%)

≥65 years

30 (11.7%)

16 (14.2%)

46 (12.4%)

Seoul

117 (45.5%)

41 (36.3%)

158 (42.7%)

Metropolitan

37 (14.4%)

28 (24.8%)

65 (17.6%)

Non-metropolitan

103 (40.1%)

44 (38.9%)

147 (39.7%)

Tertiary hospital

175 (68.1%)

73 (64.6%)

248 (67.0%)

Secondary hospital

82 (31.9%)

40 (35.4%)

122 (33.0%)

No

196 (76.3%)

67 (59.3%)

263 (71.1%)

Yes

61 (23.7%)

46 (40.7%)

107 (28.9%)

No

257 (100.0%)

76 (67.3%)

333 (90.0%)

Yes

0 (0.0%)

37 (32.7%)

37 (10.0%)

No

209 (81.3%)

80 (70.8%)

289 (78.1%)

Yes

48 (18.7%)

33 (29.2%)

81 (21.9%)

≤2

229 (89.1%)

87 (77.0%)

316 (85.4%)

≥3

28 (10.9%)

26 (23.0%)

Variables
Insurance type
NHI
Med Aid
Age group

0.767*

Region of healthcare facility
0.041*

Type of healthcare facility
0.511*

Axillary lymph node dissection
0.001*

Breast Reconstruction
<0.001*

Trastuzumab use
0.024*

CCI score

Length of hospital stay

7.00±3.379

Time from surgery to chemotherapy

26.94±8.597‡

‡

10.60±4.665

‡

mean±SD (standard deviation); BCS, breast-conserving surgery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Med Aid, medical aid;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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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4.6%)
‡

30.23±10.186‡

*Chi-square test; **Fisher exact test; ***Independent-sample t-test

0.002*

8.10±4.158‡

<0.001***

27.94±9.2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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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djuvant chemotherapy regimens in breast cancer patients
AC
(n=87)

AC-T
(n=129)

TC
(n=123)

CMF
(n=31)

Total
(n=370)

85 (97.7%)

126 (97.7%)

119 (96.7%)

29 (93.5%)

359 (97.0%)

2 (2.3%)

3 (2.3%)

4 (3.3%)

2 (6.5%)

11 (3.0%)

≤49 years

36 (41.4%)

63 (48.8%)

57 (46.3%)

7 (22.6%)

163 (44.1%)

50~64 years

43 (49.4%)

56 (43.4%)

53 (43.1%)

9 (29%)

161 (43.5%)

8 (9.2%)

10 (7.8%)

13 (10.6%)

15 (48.4%)

46 (12.4%)

Seoul

51 (58.6%)

53 (41.1%)

43 (35%)

11 (35.5%)

158 (42.7%)

Metropolitan

10 (11.5%)

31 (24%)

18 (14.6%)

6 (19.4%)

65 (17.6%)

Non-metropolitan

26 (29.9%)

45 (34.9%)

62 (50.4%)

14 (45.2%)

147 (39.7%)

Tertiary hospital

57 (65.5%)

93 (72.1%)

83 (67.5%)

15 (48.4%)

248 (67.0%)

Secondary hospital

30 (34.5%)

36 (27.9%)

40 (32.5%)

16 (51.6%)

122 (33.0%)

Mastectomy

17 (19.5%)

47 (36.4%)

41 (33.3%)

8 (25.8%)

113 (30.5%)

BCS

70 (80.5%)

82 (63.6%)

82 (66.7%)

23 (74.2%)

257 (69.5%)

82 (94.3%)

52 (40.3%)

103 (83.7%)

26 (83.9%)

263 (71.1%)

5 (5.7%)

77 (59.7%)

20 (16.3%)

5 (16.1%)

107 (28.9%)

No

59 (67.8%)

102 (79.1%)

101 (82.1%)

27 (87.1%)

289 (78.1%)

Yes

28 (32.2%)

27 (20.9%)

22 (17.9%)

4 (12.9%)

81 (21.9%)

≤2

75 (86.2%)

112 (86.8%)

103 (83.7%)

26 (83.9%)

316 (85.4%)

≥3

12 (13.8%)

17 (13.2%)

20 (16.3%)

5 (16.1%)

54 (14.6%)

Variables

P-value

Insurance type
NHI
Med Aid

0.562**

Age group

≥65 years

<0.001*

Region of healthcare facility
0.003*

Type of healthcare facility
0.091*

Type of surgery
0.049*

Axillary lymph node dissection
No
Yes

<0.001*

Trastuzumab use
0.044*

CCI score

*Chi-square test; **Fisher exact test; AC, doxorubicin+cyclophosphamide
AC-T, doxorubicin+cyclophosphamide->docetaxel or paclitaxel; BCS, breast-conserving surgery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CMF, cyclophosphamide+methotrexate+5-fluorouracil
Med Aid, medical aid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TC, docetaxel+cyclophosph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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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related to adjuvant chemotherapy regimens selection
AC-T vs. AC
Variables

OR
(95% CI)

TC vs. AC

Pvalue

OR
(95% CI)

CMF vs. AC

Pvalue

OR
(95% CI)

Pvalue

Insurance type
NHI
Med Aid

1		
0.50 (0.06-4.46)

1		

0.537

0.88 (0.14-5.53)

1

0.888 1.40 (0.15-12.87)

0.764

Age group
≤49 years

1		

1		

1

50~64 years

0.70 (0.36-1.36)

0.290

0.67 (0.36-1.25)

0.207

1.14 (0.37-3.50)

0.821

≥65 years

0.59 (0.17-2.05)

0.405

0.91 (0.31-2.71)

0.871 12.16 (3.22-46.00) <0.001

Region of healthcare facility
Seoul

1		

1		

1

Metropolitan

2.61 (1.04-6.54)

0.040

2.11 (0.86-5.22)

0.105 4.30 (1.16-15.99)

0.029

Non- metropolitan

1.51 (0.72-3.17)

0.276

3.04 (1.58-5.87)

0.001

0.134

2.23 (0.78-6.35)

Type of healthcare facility
Tertiary hospital
Secondary hospital

1		
0.52 (0.25-1.06)

1		

0.073

0.64 (0.34-1.22)

0.176

1
1.42 (0.55-3.67)

0.467

Type of surgery
BCS
Mastectomy

1		
1.73 (0.81-3.70)

1		

0.159

2.18 (1.08-4.40)

0.030

1
1.43 (0.49-4.17)

0.515

Axillary lymph node dissection
No
Yes

1		

1		

23.27 (8.61-62.91) <0.001 2.40 (0.84-6.87)

0.103

1
1.77 (0.42-7.43)

0.433

Trastuzumab use
No
Yes

1		
0.68 (0.32-1.42)

1		

0.300

0.44 (0.22-0.88)

0.020

1
0.35 (0.10-1.22)

0.100

CCI score
≤2
≥3

1		
0.81 (0.30-2.24)

1		

0.691

1.15 (0.47-2.82)

0.765

AC, doxorubicin+cyclophosphamide; AC-T, doxorubicin+cyclophosphamide->docetaxel or paclitaxel
BCS, breast-conserving surgery;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CMF, cyclophosphamide+methotrexate+5-fluorouracil
Med Aid, medical aid;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TC, docetaxel+cyclophosph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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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49 (0.12-1.9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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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가 선호요법인 AC-T와 유사하게 많이 사용되었

TC요법의 경우도 taxane 투여 시 알레르기 반응이

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화학요법의 선택에

나 다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요법이

있어 의료급여 적용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필요하다.27) 고연령환자의 경우 보조화학요법에 대

때문이다. <암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한 연구가 많지 않고, anthracycline을 포함한 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조화학요법의 경우 심장 독성 위험이 크고, TC의 경

항암요법을 “1군 항암제”와 “2군 항암제”로 나누고

우 스테로이드 치료 및 말초 신경 병증 위험을 고려하

있다.24) 1군 항암제의 경우에는 진료 의사의 의학적

여 CMF가 선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판단에 따라 사용하고 용법과 용량을 의사 재량에 따

보조화학요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인 액와

라 사용하더라도 급여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본 연구

림프절청소술 여부도 AC에 비해 AC-T를 선택할 확

에 포함된 1군 항암제는 AC와 CMF다.24) 2군 항암

률이 23배나 높았다. AC-T는 다른 보조화학요법에

제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항암제를 투여해야만 급여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림프

청구가 가능한데 본 연구에 포함된 항암요법 중 2군

절 양성환자에서만 급여가 가능하여24) 액와림프절청

항암제는 TC와 AC-T다.24) TC의 적용대상은 수술

소술을 시행한 그룹에서 많이 처방되는 것으로 추측

가능한 유방암 환자로 원발 종양의 크기가 1 cm 이상

된다.

7 cm 미만인 경우다. AC-T의 경우는 림프절 양성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

유방암 환자만 사용할 수 있다. AC-T 요법 중 tax-

분석에서 trastuzumab을 사용한 환자들이 사용하

ane 계열의 약품이 paclitaxel인 경우에 한해서 림

지 않은 환자에 비해 전체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은 증

24)

프절 음성 stage 2 유방암에 사용할 수 있다.

가하였으나 울혈성 심부전의 위험, 좌심실 박출률 감

AC-T 요법이나 TC 요법의 경우 2군 항암제로 의료

소의 위험은 증가하였다.28) 보조화학요법 별 심장 부

급여 적용에 제한이 있어 여전히 AC 요법이 많이 처

작용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AC 이후 trastuzumab

방됨을 알 수 있었다.

단독 투여군에서는 심장 독성 부작용이 3~7%, AC

액와림프절청소술을 시행한 연구대상자는 대부분

이후 paclitaxel과 trastuzumab 투여 시는 13%,

림프절 양성 유방암 환자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

AC와 trastuzumab 동시 투여 시는 27%로 높게

과 72%인 77명이 AC-T 요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나타났다.29) NCC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C-T는

<암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본 연구에 포함된 화학항암요법 중 HER-2 양성에서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나타난 사

유일한 선호요법이지만 AC에 비해 선택할 확률이 낮

용기준에 따라 약물요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었다. 액와림프절청소술을 시행하지 않은 그룹에서

가지지는 못했다(p=0.300). Trastuzumab 병용

TC가 전체 263명 중 103명(39.2%)으로 가장 많이

그룹이 병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TC보다 AC를 선

사용되었다. TC의 경우 ER 양성의 림프절 음성환자

택할 확률이 2.3배 높게 나타났는데 TC가 AC에 비

에서 AC에 비해 TC를 더 추천한다.25) 액와림프절청

해 HER-2 음성뿐 아니라 HER-2 양성에도 우수하

소술을 시행하지 않은 그룹은 림프절 음성일 경우가

다는 연구의 결과와 다른 결과다.19) 국내 HER-2 양

대부분이고 따라서 AC-T 보다는 TC가 더 선호됨을

성의 보조화학요법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생각된다.

보조화학요법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요인을 알아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

보기 위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AC를 기준으

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청구자료의 특성

로 분석하였을 때, 49세 이하의 연령에 비해 65세 이

상 암 환자의 기본 정보인 암병기에 대한 정보와 조직

상에서 AC에 비해 CMF를 처방될 확률이 12배나 높

의 등급(grade)이 포함되지 않아 분석에 포함하지

았다. 고연령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an-

못했다. 대신 연구대상자 선정 시 유방암 수술을 시행

thracycline을 사용한 화학요법이 CMF요법에 비

한 환자 중 수술 전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 및 전이암

해 심장 독성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또한,

환자는 제외하여 가능한 임상적 예후가 유사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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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유방암 환자

감사의 말씀

의 경우 수술, 화학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항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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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 Disease, Medication, and Surgery Codes
Disease code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21, I22, I25.2

Congestive heart failure

I09.9, I11.0, I13.0, I13.2, I25.5, I42.0, I42.5-I42.9, I43, I50, P29.0

Peripheral vascular disease

I79.2, K55.1, K55.8, K55.9, Z95.8, Z95.9

Cerebral vascular accident

G45, G46, H34.0, I60-I69

Dementia

F00-F03, F05.1, G30, G31.1

Pulmonary disease

I27.8, I27.9, J40-J47, J60-J67, J68.4, J70.1, J70.3

Connective tissue disorder

M05, M06, M31.5, M32-M34, M35.1, M35.3, M36.0

Peptic ulcer

K25-K28

Liver disease	B18, K70.0-K70.3, K70.9, K71.3-K71.5, K71.7, K73, K74, K76.0,
K76.2-K76.4, K76.8, K76.9, Z94.4
Diabetes

E10.0, E10.1, E10.6, E10.8, E10.9, E11.0, E11.1, E11.6, E11.8,
E11.9, E12.0, E12.1, E12.6, E12.8, E12.9, E13.0, E13.1, E13.6,
E13.8, E13.9, E14.0, E14.1, E14.6, E14.8, E14.9

Diabetes complications

E10.2-E10.5, E10.7, E11.2-E11.5, E11.7, E12.2, E12.5, E12.7,
E13.2-E13.5, E13.7, E14.2-E14.5, E14.7

Paraplegia

G04.1, G11.4, G80.1, G80.2, G81, G82, G83.0, G83.4, G83.9

Renal disease

I12.0, I13.1, N03.2-N03.7, N05.2-N05.7, N18, N19, N25.0, Z49.0Z94.0, Z99.2

Cancer

C00-C26, C30-C34, C37-C41, C43, C45-C58, C60-C76, C81-C85,
C88, C90-C97

Severe liver disease

I85.0, I85.9, I86.4, I98.2, K70.4, K71.1, K72.1, K72.9, K76.5, K76.6,
K76.7

Metastatic cancer

C77.x-C80.x

Medication code
5-FU

161401BIJ, 161402BIJ, 161404BIJ, 161430BIJ, 161431BIJ, 161432BIJ

Cyclophosphamide

139005BIJ, 139003BIJ, 139004BIJ, 139001ATB

Docetaxel

148301BIJ, 148302BIJ, 148303BIJ, 148304BIJ, 148305BIJ, 148342BIJ,
148344BIJ, 148345BIJ, 148346BIJ, 148348BIJ, 148349BIJ, 148350BIJ,
148351BIJ, 148306BIJ, 148339BIJ

Doxorubicin

149401BIJ, 149402BIJ, 149430BIJ, 149432BIJ, 149403BIJ, 149404BIJ,
149405BIJ, 149406BIJ, 149431BIJ, 149433BIJ, 149434BIJ, 149435B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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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tion code
Methotrexate

192102BIJ, 192103BIJ, 192104BIJ, 192105BIJ, 192107BIJ, 192108BIJ,
192109BIJ, 192110BIJ, 192111BIJ, 192132BIJ, 192134BIJ, 192136BIJ,
192138BIJ, 192139BIJ, 192140BIJ, 192141BIJ, 192142BIJ, 192143BIJ,
192144BIJ

Paclitaxel

207801BIJ, 207802BIJ, 207830BIJ, 207831BIJ, 207803BIJ, 207804BIJ,
207805BIJ, 207806BIJ, 207832BIJ, 207833BIJ, 207834BIJ, 207835BIJ,
207836BIJ

Trastuzumab

242802BIJ, 242801BIJ, 242830BIJ, 242803BIJ

Surgery code
N7121

Excision of Benign Breast Tumor

N7122

Excision of Benign Breast Tumor-Multiple

N7133

Mastectomy-Benign (Partial)

N7134

Mastectomy-Benign (Excision of Accessory Breast)

N7136

Mastectomy-Malignant (Partial with ALND)

N7137

Mastectomy-Malignant (Partial)

N7131

Mastectomy-Benign (Simple)

N7132

Mastectomy-Benign (Subcutaneous)

N7138

Mastectomy-Malignant (Total with ALND)

N7139

Mastectomy-Malignant (Total)

ALND, axillary lymph node dissection; BCS, breast-conserving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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