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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및연구목적 : 유방암은 조기 진단 및 근치적 절제술뿐만

아니라 수술 후 보조요법과 추적관리가 그 어떤 다른 고형암에서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떠한

규칙과 검사법으로 추적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해서는 몇몇 국

내외적 권고안이 있기는 하지만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개별 의사마

다 서로 다른 추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방암 암환자의 부분을 치료하고

있는 한국유방암학회 회원을 상으로 수술 후 치료전략 및 추적

관리에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방법 :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49개의 종합병원 급

이상의 기관에서 환자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유방암학회 회원

307명을 상으로 e-mail과 우편을 통해 동시에 설문지를 발송

하 으며 설문지를 회수하고 분석하 다. 설문은 응답자의 개인

적인 사항과 추적검사를 시행하는 주체, 치료결정시 참고하는 권

고안, 추적일정 등에 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응답

자들은 30 부터 50 에 고른 연령분포를 보 으며 부분 500

병상 이상의 형병원에 근무하고 5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외과의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수술 후 추적관리 주

체는 항암치료 여부, 호르몬 치료 여부에 상관없이 부분의 경우

외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요법 결정 시에는 응답자 별로 다

양한 권고안을 비슷한 비율로 참고하고 있었다. 또한, 추적검사

일정은 수술 후부터 5년 사이에는 6개월 마다, 5년 후에는 1년 마

다 한다는 응답이 다수 고, 검사 항목으로는 단순유방촬 술,

유방초음파, 골스캔을 필수적으로 시행하며 PET CT와 MRI가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CA 15-3, CEA 등의 종양표지자와 몇 가

지 혈액화학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국내 유방암 환자의 부분을 진료하고 있는 유방암학회 정

회원을 상으로 하여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 결정 및 추적관리

현황에 한 현황을 조사하여 몇몇 국내의 특징적인 현황들을 발

견하 으며 이를 토 로 향후 필요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

재의 국내 권고안을 넘어선 추적관리 및 전반적인 치료법의 표준

화를 이루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단어:유방암, 설문, 추적관리

서 론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중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기

유방암이고 액와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도 재발의 위험성이

10~15년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따라서, 유방암

은 조기 진단 및 근치적 절제술뿐만 아니라 수술 후 보조요법과 추

적관리가 그 어떤 다른 고형암에서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떠한 규칙과 검사법으로 추적관리

를 해야 하는지에 해서는 몇몇 국내외적 권고안이 있기는 하지

만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개별 의사마다 서로 다른 추적관리가 이루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유방암 추적관리 권고안에 따르면 이상

적인 추적관리 지침의 요건은 첫째, 생존률 또는 무병 생존률을

향상시킬수 있어야하고 둘째,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셋째,

치료의 부작용 또는 독성을 감소시켜야하고 넷째, 비용면에서 효

과적이어야 한다고 기술하 다.2) 표적인 국제 지침으로 미국임

상종양학회 권고안과 국제 종합 암 네트워크(National Cancer

Comprehensive Network; NCCN) 권고안3)이 있고 국내에는

2008년 개정된 3차 진료권고안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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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국내에서의 적절한 수술 후 보조요법 선택기준과

추적관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현황에 한 보고자

료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방암암환자의 부분을 치료하고 있는 한국유방암학회 회원을

상으로 수술 후 치료전략 및 추적관리에 한 설문조사를 통하

여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 다.

방 법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49개의 종합병원 급 이상

의 기관에서 환자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유방암학회 회원

307명을 상으로 e-mail과 우편을 통해 동시에 설문지를 발송

하 으며 설문지를 회수하고 분석하 다. 설문은 응답자의 개인

적인 사항과 추적검사를 시행하는 주체, 치료결정시 참고하는 권

고안, 추적일정 등에 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결 과

1) 회신율과응답자특성

설문지를 발송한 307명의 회원들 중 65명이 설문조사에 응답

해서 응답률은 21.2% 다. 기관별로는 94개 기관들 중 49기관에

서 응답을 해서 52.1%의 기관 응답률을 보 으며 응답을 한 기관

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응답자 부분은 남자 으며 나이는

주로 30 에서 50 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 다. 근무지는

병상규모는 부분 500 병상 이상의 병원 이었다(83%). 임상과

별로는 57명의 응답자(88%)가 외과소속이었으며 내과는 1명이었

으며 7명이 기타 임상과 소속이었다. 또한 48명의 응답자(75%)

가 5년 이상의 유방암진료경험을 가지고 있었다(Table 2).

2) 수술후환자관리주체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 여부에 따른 관리 주체에 한 질문에

하여 항암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95%의 응답자가 외과에서 추

적관리를 한다고 답하 고 3명(5%)만이 초진과에서 추적관리

한다고 답하 다(Table 3). 항암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45명

(76%)의 응답자가 외과에서 항암치료 후 외과에서 추적관리 한다

고 답하 으며 5명(9%)은 내과에서 항암치료 후 외과에서 추적관

리 한다고 응답하여 총 85%의 응답자가 외과에서 최종 추적관리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호르몬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57명(95%)의 절 다수가 외과에서 처방 관리한다고 답하 다. 

3) 진료권고안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떠한 진료 권고

안을 참고하는지에 한 질문에 해서 36명(35%)이 NCCN 권

고안을 24명(23%)이 St. Gallen 권고안을 참고한다고 답하 으

� 가톨릭 학교 전성모병원 � 가톨릭 학교 서울성모병원 � 가톨릭 학교 성가병원 � 가톨릭 학교 성빈센트병원

� 가톨릭 학교 인천성모병원 � 가톨릭 학교 청주성모병원 � 강남차병원 � 강북삼성병원

� 강원 학교병원 � 건국 학교병원 � 경상 학교병원 � 계명 학교병원

� 동산의료원 � 고려 학교 구로병원 � 고려 학교 안암의료원 � 고신 학교 복음병원

� 관동 학교 제일병원 � 구미차병원 � 국립의료원 � 단국 학교병원

� 구 가톨릭 학교병원 � 구파티마병원 � 동국 학교 일산병원 � 마산삼성병원

� 보라매병원 � 삼성서울병원 � 삼육의료원 서울병원 � 서울 학교 서울병원

� 서울아산병원 � 서울의료원 � 신촌세브란스병원 � 순천향 부천병원

� 순천향 천안병원 � 아주 학교병원 � 연세의료원 � 남 학교병원

� 왈례스기념 침례병원 � 울산중앙병원 � 원광 학교병원 � 원자력병원

� 을지 학교병원 � 인하 학교병원 � 전남 학교병원 � 전북 학교병원

� 충남 학교병원 � 한림 학교 평촌성심병원 � 한림 학교성심병원 병원 � 한림 학교 춘천성심병원

� 화순전남 학교병원

Table 1. Institutions participated in this survey. 

Characters n 

Age 31 - 40 24

41 - 50 17

51 - 60 19

61 - 5

Gender Male 48

Female 17

Hospital < 500 beds 11

volume 500 - 1000 beds 38

> 1000 beds 16

Affiliation Surgeon 57

Medical oncologist 1

Other 7

Experience of gastric cancer - 5 years 16

5 - 10 years 17

10 - 15 years 8

15 - years 23

No answer 1

New patients per year < 100 32

100-200 17

200-400 8

> 400 4

No answer 3

Table 2. Characters of respo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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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42명(41%)의 응답자가 한국유방암학회 진료권고안을 참고한

다고 답하 다(Table 5). 어떠한 상황에서 진료 권고안을 주로 이

용하는가에 한 질문에서는 53명(73%)의 응답자가‘치료법을

결정할 때’라고 답하 으며 12명(16%)에서‘환자에게 설명할

때’, 6명(8%)이‘학생 교육 목적’이라고 답하 다. 한편 조기 유

방암 환자에서 수술 후 항암치료 유무를 결정할 때 있어서는

NCCN 권고안을 참고한다는 답이 35명(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6명(29%)이 St. Gallen 권고안을 참고한다고 하

으며, 22명(25%)이 한국유방암학회 권고안을 참고한다고 답하

다. 그 외 4명이 Adjuvant Online을 참고한다고 답하 고, 2명

이 mammaprint를 참고한다고 답하 다. 

4) 추적검사일정

유방암 수술 후 추적검사 일정을 묻는 질문에서는 수술 후 첫 1

년 내에는 6개월에 추적검사 한다는 답이 39명(72%)로 가장 많

았으며 3개월 마다 한다는 답이 15명(27.8%) 다. 수술 후 1년

뒤부터 5년 사이에도 6개월 마다 검사한다는 답이 46명(85.2%)

로 가장 많았으며 6명(11.1.%)이 12개월 마다 검사한다고 답하

다. 수술 후 5년 이후에는 50명(92.6%)의 응답자가 1년 마다 추

적검사 한다고 답하 다. 기타 의견으로 종양표지자 수치에 따라

추적검사를 한다는 의견과 수술 후 2년 또는 3년을 기준으로 검

사 일정을 다르게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Table 6). 

5) 추적검사항목

추적검사 시 검사 항목을 묻는 질문에서는 상학적 필수 검사

법으로 단순유방촬 술과 유방초음파, 골스캔, 유방 MRI를 시행

한다는 답이 각각 50명, 62명, 38명, 25명으로 나타났고 PET

CT를 필수적으로 시행한다는 답도 12명이 있었으며 39명이 선택

적으로 시행한다고 답하 다(Fig. 1). 실험실검사 항목에서는 종

Department n %

Department of Surgery 57 (87.7)

Department of Medical oncology 3 (4.6)

Department of initial visit 0 (0)

No response 5 (7.7)

Table 3. Subject of follow up management for patients
without chemotherapy. (n=65)

Department n %

Oncology → Oncology 2 (3.1)

Surgery → Oncology 6 (9.2)

Oncology → Surgery 5 (7.7)

Surgery → Surgery 45 (69.2)

Department of initial visit 2 (3.1)

No response 5 (7.7)

Table 4. Subject of follow up management for patients with
chemotherapy. (chemotherapy → follow up) (n=65)

Department n %

KBCS 42 (41)

NCCN 36 (35)

St. Gallen 24 (23)

Others 1 (1)

Table 5. Guideline for the decision of adjuvant therapy.
(possible plural answer)

Postoperative period

Less than 1yr 1-5yr Over 5yr

12 month 0 (0)1 16 (11.1) 50 (92.6)

6 month 39 (72.2) 46 (85.2) 4 (7.4)

3 month 15 (27.8) 2 (3.7) 0 (0).4

Total 54 (27.8) 54 (85.2) 54 (92.6)

Table 6. Follow up schedule (n=54)

Fig. 1. Follow up contents: Imaging study Fig. 2. Follow up contents: Lab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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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표지자로 CA 15-3과 CEA를 필수로 시행한다는 답이 각각 52

명, 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혈액화학검사로는 부분의 응

답자가 AST/ALT와 알카라인 포스파타제, 칼슘/인, 콜레스테롤

등을 필수적으로 검사한다고 응답하 다(Fig. 2). 

고 찰

한국유방암학회에서는 1996년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한국인

유방암의 기초자료를 구축하 으며5)이후로도 2년마다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한국인 유방암의 특성들과 변화추세를 조사하여 보

가하고 있으며,6,7) 특히, 2001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유방암등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국유방암등록사업을 시작하여 각 병원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방암 환자자료를 입력하여 좀 더 쉽고 빠르

게 한국인 유방암의 전국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이루어 지고 있

다.8) 하지만,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 및 추적관리에 해서는

1998년 남 등이9) 유방암 일차 치료 후 추적검사 항목 및 빈도 등

을 보고한 이후 전국적인 조사자료가 없는 실정으로 본 연구는 빠

르게 변화하고 있는 유방암 치료에 있어 현재 국내에서 유방암 수

술 후 보조요법 및 추적관리에 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장기적

으로는 전국적인 추적관리 표준화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설문조사의 경우 부분의 유방암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종

합병원 이상에 근무하는 한국유방암학회 회원을 상으로 했으

며, 주로 외과의사가 상이었지만 내과와 병리과, 방사선 종양학

과 등 다학제적 임상과가 포함 되었다. 회신 증례 수는 많지 않았

지만 비교적 높은 기관응답률(52.1%)을 나타내었으며 국내 주요

의료기관 부분이 설문에 참여 하 다(Table 1).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응답자들은 30 부터 50 에

고른 연령분포를 보 으며 부분 500병상 이상의 형병원에 근

무하고 5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외과의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수술 후 추적관리 주체는 항암치료 여부, 호르

몬 치료 여부에 상관없이 부분의 경우 외과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보조요법 결정 시에는 응답자 별로 다양한 권고안을 비슷한 비

율로 참고하고 있었다. 또한, 추적검사 일정은 수술 후부터 5년

사이에는 6개월 마다, 5년 후에는 1년 마다 한다는 응답이 다수

고, 검사 항목으로는 단순유방촬 술, 유방초음파, 골스캔을 필

수적으로 시행하며 PET CT와 MRI가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CA

15-3, CEA 등의 종양표지자와 몇 가지 혈액화학검사를 필수적

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적관리 현황을 주요 권고안과 비교해 보면 미국임상

종양학회 2006년 권고안2)에서는 임상진찰을 첫 3년 동안에는 매

3~6개월 간 시행하고 4~5년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 5

년 이후에는 매년 마다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권장하는 검

사법으로 단순 유방촬 술, 부인과 검진, 자가검진 이 있었고, 기

타 상검사법 또는 혈액검사 등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

다. NCCN 권고안3)서도 유사한 추적 일정과 함께 매년 단순유방

촬 과 타목시펜 복용하는 환자에서의 매년 부인과 검진, 아로마

타제 저해제 복용 환자에서의 골 도 검사 등을 권유하 고, 한국

유방암학회 권고안4)에서도 체로 유사하여 골스캔, 초음파,

PET CT등의 검사는 증상 있거나 재발 의심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부분의 임상의가

권고안에 비해 많은 상검사 및 종양표지자, 혈액검사를 필수적

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단 서구와 국내 환

자의 이학적 차이에도 기인하지만 환자들의 정서와 문화의 차이,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비용 등의 사회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

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사법들의 유용

성 및 필요성에 한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

로 전국적인 추적관리 일정을 표준화 하는 데 장애요소가 될 것으

로 보여진다. 

특징적인 결과들은 분석해 보면, 국내에서는 유방암 수술 후 보

조항암화학요법 또는 재발시의 항암화학요법을 기관별로 종양내

과에서 시행하기도 하고 외과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 수술 후

보조요법 및 추적관리 주체가 어떤 임상과인지를 설문한 결과

부분의 경우 외과에서 수술 및 보조요법 추적관리를 담당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참고하는 진료권고안에 있어 NCCN

권고안이나 St. Gallen 권고안보다 2008년에 개정된 한국유방

암학회 권고안을 더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이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역시 국내 환자와 상황에 맞는 지

역적인 진료지침 및 표준화된 권고안의 필요성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설문 조사는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얻었다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방암 환자의 부분을 진료하고 있는 유방암학

회 정회원을 상으로 하여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 결정 및 추

적관리 현황에 한 현황을 조사하여 몇몇 국내의 특징적인 현황

들을 발견하 으며 이를 토 로 향후 필요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

하고 현재의 국내 권고안을 넘어선 추적관리 및 전반적인 치료법

의 표준화를 이루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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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 The risk for recurrence of breast cancer continues over 15 years. So, adjuvant therapy and follow up exami-

nation in breast cancer are very important after surgery. We investigated current practice of post operative follow up management

for breast cancer after curative resection through nationwide survey in Korea. Method : From December 2008 to February 2009,

a questionnaire was sent out to 307 members of Korean Breast Cancer Society (KBCS). A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cover

letter, general information and main questionnaire about follow-up schedules and contents. Results : 21.2% (65/307) of the

members of the KBCS returned the survey. Most common responders described that subject of follow up was department of

surgery with or without adjuvant chemotherapy. Reference guidelines for decision of adjuvant therapy were similar in distri-

bution among NCCN, ASCO and KBCS guidelines. Most common follow up schedule was every 6months exam for first 5 years

after primary surgery and then annually exam. Mammogram, sonogram, bone scan were tend to consider essentially and PET

CT, MRI were considered alternatively. CA15-3, CEA and some of blood chemistry were also essential orders in most responders.

Conclusions : It seems that clinicians treating breast cancer in Korea showed some different trend with international guide-

lines. Therefore, a multicenter randomized trial is needed to confirm the different modality for follow up and our results could

give an aid to design such study..

Key Words : Breast cancer, survey, follow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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