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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론: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은 유방보존수술의 가능성을 높이고 수
술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진행성 유방암의 치료에서 추천되
고 있다. 암환자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동안 시기에 따라 다양한
암 관련 증상을 경험한다. 이러한 증상은 오심 및 구토, 저린 증상
등의 항암제 부작용과 불안 및 우울 등의 정신적 디스트레스를 포
함한다. 암 관련 증상은 항암치료 기간 동안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유방암이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고 생존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항암치료 동안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회복탄력성은 삶의
역경에 적응하기 위한 내적 보호 요인으로 암 환자에서 암 관련 증
상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
에서 1 년간의 전향적 관찰 연구를 통해 암 관련 증상과 삶의 질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항암화학요법 전의 회복탄력성이 항암화학요
업 동안의 암 관련 증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기관에서 이루어진 전향적 관찰연구로 첫 항암제 투
여 전과 두 번째 항암제 투여 전, 마지막 항암제 투여 전, 항암화학
요법 시작 후 1 년 시점을 평가하였다. 회복탄력성, 항암제 부작용
및 정신적 디스트레스를 포함한 암 관련 증상, 삶의 질을 평가하였
고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사회적 지지, 일주기 유형, 수면의 질을
평가하였다. 회복탄력성은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로
평가하였고 전반적인 암 관련 증상은 M.D. Anderson Symp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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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 로 평가하였다. 항암제 부작용 중 항암제로 인한 오심 및
구토는 Multinational Association of Supportive Care in Cancer
Antiemesis Tool 로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였고 정신적 디스트레
스는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로 추가적으로 평가
하였다. 삶의 질은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 Breast 로 평가하였으며, 그밖에 사회적 지지는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일주기유형은

Munich

Chronotype Questionnaire, 수면의 질은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로 평가하였다. 항암화학요법 동안 평가항목의 변화 정도는
대응표본 t-검정으로, 상호 연관성은 상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회
복탄력성과 암 관련 증상, 삶의 질과의 관계는 상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과: 총 143 명의 환자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첫 번째 항암제 투
여 후 9 명이 중도 탈락하여 총 134 명으로 항암제로 인한 오심 및
구토에 대한 1 차 분석을 하였다. 이후 연구 종료시점까지 32 명이
추가로 탈락하여 총 111 명으로 최종분석을 하였다. 암 관련 증상의
변화를 항암화학요법 직전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1 차 항암제 투여
이후에는 오심과 식욕부진, 입 마름 증상이 유의하게 악화되고 괴로
움이 유의하게 호전되었다. 항암화학요법 종료 시점에는 통증, 피로,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식욕부진, 졸음, 입 마름, 저림 증상이 유의
하게 악화되었고 괴로움과 슬픔이 유의하게 호전되었다. 항암화학요
법 종료 후에는 대부분의 증상이 항암화학요법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되었지만 저림 증상이 유의하게 지속되었고 괴로움과 슬픔은 보다
유의하게 호전되었다. 항암화학요법 동안의 삶의 질은 항암화학요법
직전에 비해 항암치료 종료시점에 유의하게 악화되었으나 종료 이
ii

후에는 시작 시점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회복탄력성과 암 관련 증상
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항암화학요법 전의 전반적인 암 관련
증상 정도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이후의 암 관련 증상 정도
와는 유의하지 않았다. 주요 항암제 부작용으로 오심 및 구토나 저
린 증상도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관련된 추가적인
분석으로 항암제로 인한 오심 및 구토는 다변량 분석에서 항암치료
이전의 늦은 일주기유형(OR, 3.53; 95% CI, 1.27 - 9.79; p =
0.015)과 오심 및 구토의 과거력(OR, 2.83; 95% CI, 1.31 - 6.13;
p = 0.008)이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저린 증상은 평가 시기별 다변량 분석에서
항암화학요법 전의 불안(OR, 4.01; 95% CI, 1.25 - 12.87; p =
0.020)과 항암화학요법 종료 시점의 수면의 질 저하(OR, 3.87; 95%
CI, 1.34 - 11.17; p = 0.012)가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과 정신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낮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은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보다 항암화학요법 직전(OR, 3.91;
95% CI, 1.28– - 11.94; p = 0.017)과 1 차 항암제 투여 이후(OR,
6.10; 95% CI, 1.56– - 23.81; p = 0.009), 항암화학요법 종료
(OR, 3.80; 95% CI, 1.27– - 11.38; p = 0.017), 항암화학요법 종
료 이후(OR, 6.35; 95% CI, 1.73– - 23.26; p = 0.005)에서 나이
와 사회적 지지, 암 관련 증상을 보정한 이후에도 유의하게 정신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위험이 높았다. 회복탄력성과 삶의 질 간의 관
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나이와 사회적 지지, 각 시점의 전반적인 암
관련 증상 정도를 보정한 이후에도 항암화학요법 직전(β = 0.18,
p = 0.033)과 항암화학요법 종료시점(β = 0.19, p = 0.020), 항
암화학요법 종료 이후(β = 0.26, p = 0.001)의 삶의 질에 있어 유
iii

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결론: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는 암 관련 증상을
시기별로 다르게 경험한다. 대부분의 암 관련 신체증상은 항암화학
요법 동안 악화되었다가 종료 이후에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만
저린 증상은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반면 괴로움
과 슬픔은 항암화학요법 전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후 점차 호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항암치료로 인한 오심 및 구토
나 저린 증상과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항암제로 인한 오심 및 구
토는 항암치료 전의 늦은 일주기 유형에서 발생 위험이 높았고, 항
암치료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저린 증상은 항암치료 전의 불안과
항암화학요법 종료시점의 수면의 질 저하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항암화학요법 전후 기간 동안 정신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삶의 질과도 유의
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는 환자
에서 회복탄력성이 암 관련 증상에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
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으나 정신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여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을 높여주는 심리사회적 중재요법은 암 환자의 정신적
디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주요어: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 유방암, 회복탄력성, 암 관련 증상,
정신적 디스트레스, 삶의 질
학번: 2015-3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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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neoadjuvant chemotherapy)은 보조항암
화학요법(adjuvant chemotherapy)과 달리 항암화학요법을 수술보
다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흔히 시행된다(1,
2).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은 유방암의 크기를 줄여 유방보전수술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수준의 유방암을 수술이 가능하
도록 하고 수술 전에 유전자검사 및 유방재건수술 계획을 위한 시
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3).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으로는
anthracycline 계열의 병합요법을 4 차례 반복 투여한 후 taxan 계
열의 항암제를 4 차례 반복 투여하는 스케줄이 추천된다(4).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동안 유방암 환자는 통증, 피로, 오심 및
구토, 저림, 불면, 우울 등 다양한 암 관련 증상(cancer-related
symptoms)을 경험하고 이러한 증상은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5, 6). 특히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는
유방암을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와 항암화학요법 동안 암 관련 증
상 및 삶의 질의 양상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7).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동안의 시기에 따른 암 관련 증상의 변화를 확인하고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전향
적 관찰연구(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가 필수적이지만 아
직까지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에서 이러한 연구
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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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 관련 증상과 삶의 질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동안 유방암 환자가 경험하는 다양
한 암 관련 증상은 신체증상 위주의 항암제 부작용(adverse drug
reaction)과

불안,

우울

등

정신적

디스트레스(psychological

distress)로 구분할 수 있고 항암제의 종류와 투여시기에 따라 차이
를 보이며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동안 변화의 추이가 있다(5).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의 초반에 주로 사용하는 anthracyclin 병합요법은
항암제로 인한 오심 및 구토(chemotherapy induced nausea and
vomiting, CINV)가 흔한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다(8). 예방적 항구
토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동안
30-45% 가량이 유의한 수준의 CINV 을 경험하며 구토보다는 주
로 오심 증상이 흔하다(9). CINV 의 위험요인으로는 젊은 연령, 여
성, 낮은 음주 섭취, 임신 중 입덧의 과거력, 잦은 멀미 등이 언급되
었다(10-13).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의 후반에 주로 사용하는
taxane

계열의

항암제는

항암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증

(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CIPN)이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약 40%이상에서 항암제 투여
이후 통증 및 저린 증상, 둔한 감각, 운동 및 감각 이상 등의 말초
신경병증을 호소하고 이러한 증상은 수 개월에서 수 년 동안 지속
될 수 있다(15). CIPN 의 위험요인으로는 누적된 항암제의 용량이
주로 언급되며 그밖에 이전 말초신경병증의 과거력, 나이, 흡연, 신
기능장애가 언급되었다(14, 16). 이러한 항암제 부작용은 생물학적
인 요인이 주요 원인이지만 CINV 의 위험요인으로 불안 및 수면의
질 저하가 제시된 바 있으며 CIPN 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불안과 우
울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19). 결국 항암화학요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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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항암제로 인한 신체적 부작용과 정신적 디스트레스는 상호간에
영향을 주며 삶의 질을 저해한다(6). 우리나라 유방암의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서 호발하며 높은 생
존율을 보이는 만큼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항암제 관련 부작용 및 정신적 디스트레스
를 포함하는 암 관련 증상의 예측 및 치료적 관리가 필요하다(20).

3. 회복탄력성
암 환자는 암이라는 삶의 역경에서 개인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적응 정도를 보인다(21). 이러한 적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환
경적 영향인 외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인 내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22). 대표적인 외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와
안정된 환경은 암 환자에서 심리적 완충 효과가 확인되었다(23).
내적

요인으로는

긍정심리(optimism),

자기효능감(self-

coherence), 긍정적 정서(positive emotion) 및 영성(spirituality)
등이 있으나 암 환자에서의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24, 25). 회복탄
력성(resilience)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적응을 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능력으로 암환자에서 암의 발병 및 치료과정에서
암을 극복하고 이후의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는 내적 요인으로 주목
받고 있다(26). 회복탄력성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 삶의 질 등의
정신적 영역뿐 아니라, 건강상태, 신체활동, 건강증진행위에도 긍정
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구마다 일관되지 않았
다 (24).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가진 암 환자는 정신적 디스트
레스를 겪을 위험성이 더 낮으며 불안, 우울, 행복, 부정적 감정에서
더 나은 심리적 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5, 27). 또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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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피로 정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28). 회복탄력성이 낮은 환자는 항암화학요법 동안 항
암제 부작용 등 신체증상에 대한 주관적인 호소가 더 심할 수 있고
이러한 증상으로 인한 정신적 디스트레스에 더 취약할 수 있다. 회
복탄력성을 개인의 비교적 일관된 특성이라고 할 때, 암 진단 시점
에서의 회복탄력성 정도는 암 치료를 받는 과정 동안의 암 관련 증
상의 발생 정도와 삶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에서 항암요
법치료를 받기 직전부터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동안,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까지 총 1 년간의 기간 동안 전향적 관찰 연구를 통해 항
암제 부작용 및 정신적 디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암 관련 증상과 삶
의 질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항암치료 전의 회복탄
력성과 항암치료 동안의 암 관련 증상,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확인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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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전향적 관찰 연구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13 년 3 월
부터 2017 년 4 월까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은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을 받을 예정으로 종양내과 외래
를 방문한 유방암 환자로 연구진이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
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이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의 대상자는 18 세에서 70 세의 여성으로 유방암을 진단받고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으로 받을 예정으로 있는 환자로 규정했다. 일차 분
석으로 초기 항암제 부작용인 CINV 분석을 위해 수술 전 항암화학
요법은 anthracycline 계열의 항암제와 표준적인 항구토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항암제와 항구토제의 사용은 <표 1>
에

제시하였다.

최종분석은

anthracycline

계열과

cyclophosphamide 병합요법 4 차례 이후 taxane 계열의 항암제 4
차례 투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각 항암제 투여는 3 주
간격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에서 다른 종류의 암 및 신경학적,
내분비적, 이비인후과적 질환을 포함한 다른 주요 의학적 질병이 있
는 경우는 배제하였다. 항암화학요법 투약 시점에서 최근 1 달 이내
에 정신과 치료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도 기분 및 수면 상태의 영향
을 고려하여 배제하였다. 또한 최근 6 개월 이내에 야간교대근무를
한 경우에도 단기간의 일주기리듬의 분열을 고려하여 배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IRB No. H-1308-03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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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iemetic regimens used for each chemotherapy
Agent

Dose on day of
Dose on subsequent days
chemotherapy

AC, aprepitant, ondansetron
Aprepitant

125 mg oral

80 mg oral daily; days 2 and 3

Ondansetron

16 mg IV

Dexamethasone

10 mg IV

8 mg oral daily; days 2–5

Famotidine

20 mg IV

40 mg oral daily; days 2–5

Metoclopramide

15 mg oral

15 mg oral daily; days 2–7

AC, aprepitant, granisetron
Aprepitant

125 mg oral

80 mg oral daily; days 2 and 3

Granisetron

3 mg oral

Dexamethasone

10 mg IV

8 mg oral daily; days 2–5

Famotidine

20 mg IV

40 mg oral daily; days 2–5

Metoclopramide

15 mg oral

15 mg oral daily; days 2–7

AC, aprepitant, palonosetron
Aprepitant

125 mg oral

Palonosetron

0.25 mg IV

Dexamethasone

12 mg IV

80 mg oral daily; days 2 and 3
8 mg oral daily; days 2–4
40 mg oral daily; days 2–5

Famotidine
Metoclopramide

30 mg oral daily; days 2–5

30 mg oral

TA, palonosetron
Aprepitant

None

Palonosetron

0. 25 mg IV

Dexamethasone

20 mg IV

16 mg oral daily; days 2–3
40 mg oral daily; days 2–6

Famotidine
Metoclopramide

30mg oral daily; days 2–7

30 mg oral

AC, doxorubicin(60 mg/m2 per day, IV) and cyclophosphamide (600 mg/m2
per day, IV); TA, docetaxel (80 mg/m2 per day, IV) and doxorubicin (55
mg/m2 per day,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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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는 회복탄력성, 항암제 부작용 및 정신
적 디스트레스를 포함한 암 관련 증상, 삶의 질을 평가하였고 추가
적인 분석을 위해 사회적 지지, 일주기 유형, 수면의 질을 평가하였
다. 첫 항암화학요법 투여 전에 사회인구학적 문항과 회복탄력성과
암 관련 증상, 삶의 질, 사회적 지지, 일주기 유형, 수면의 질에 대
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후 두 번째 항암화학요법 투여 전과 마지
막 항암화학요법 투여 전, 항암화학요법 시작 후 1 년 시점에 암 관
련 증상, 삶의 질, 수면의 질에 관한 평가를 반복해서 평가하였다.
암 병기와 치료에 관한 임상정보는 의무기록을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도구에 대한 구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회복탄력성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유방암 환자의 회복탄력
성을 평가하기 위해 Connor-Davison Resilience Scale(CDRS)를
사용하였다. CDRS 는 환경의 변화 및 난관에서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25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자가 설문지로 0(해당되
지 않는다)에서 4(해당한다)까지 5 단계의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29). 높은 총점은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반영한다. CDRS 는
민족과 문화, 환경적 영향에 따라 점수의 다른 분포를 보이므로 회
복탄력성 정도를 구분하기 위한 절삭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
만 이전 여러 연구에서 연구집단 내에서 분할을 통한 구분으로 분
석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서 CDRS 점수
분포를 삼등분 하여 회복탄력성이 높은 군과 중간 군, 낮은 군으로
7

구분하였다(30).
2.2. 암 관련 증상
유방암 환자의 다양한 암 관련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M. D.
Anderson Symptom Inventory(MDASI)를 사용하였다. MDASI 는
암 관련 증상을 통증, 피로, 메스꺼움, 수면장애, 괴로움(당혹감),
숨가쁨, 건망증, 식욕부진, 졸음, 입마름, 슬픔, 구토, 무감각하거나
저린 느낌의 13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다(31). 각 증
상의 정도는 0(증상이 없음)부터 10(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증상)의 등급 척도로 평가하며 각 증상 항목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심한 수준의 증상을 의미한다. MDASI 의 총점은 환자가 지각하는
전반적인 암 관련 증상의 정도를 반영하며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
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암 관련 증상 정도를 보
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2.2.1. 항암제로 인한 오심 및 구토
초기 항암제 부작용으로 첫 번째 항암제 투여 이후 CINV 를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Multinational

Association

of

Supportive Care in Cancer Antiemesis Tool (MAT)를 사용하였
다. 총 8 문항으로 구성되며 급성과 지연성 오심 및 구토를 구분하
여 증상 유무와 심한 정도를 평가하고 매 항암화학요법 회기마다 1
번의 평가로 해당 회기의 전반적인 CINV 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32). MAT 는 CINV 의 발생 시점을 나누어 “급성 CINV”, “지
연성 CINV”, “종합적 CINV”로 구분해 평가한다. 급성 CINV 는
적어도 항암치료 이후 24 시간 이내에 1 번 이상의 구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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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증상 없음)에서 10(가장 심한 오심 증상)까지의 척도 중 3 이상
의 오심 증상이 있는 경우이고, 지연성 CINV 는 항암치료 24 시간
이후 1 회 이상의 구토 경험 및 3 이상의 오심 증상이 있는 경우이
며, 종합적 CINV 는 급성 또는 지연성 CINV 가 있는 경우로 정의
한다(33).
또한 과거의 유의한 수준의 오심 및 구토의 경험은 "예/아니오"
형식의 단답형 질문지를 통해 임신 또는 전정기관 이상에 따른 오
심 및 구토의 경험을 확인하였다. 임신 경험이 없는 여성에서는 임
신으로 인한 오심 및 구토 증상이 없는 상태로 두었다. 임신과 전정
기관 이상에 따른 증상 중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를 유의미한 오심
및 구토 과거력으로 규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33).
2.2.2. 항암제로 인한 저린 증상
후기 항암제 부작용으로 CIPN 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 종료 시점과 종료 이후에 항암제로 인한
저린 증상을 평가하였다. MDASI 항목 중 저린 느낌에 대한 0 에서
10 점의 등급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유사한 연구에서 0 에서 10 점으
로 구성된 저린 증상의 등급 척도에서 3 점 이상이 유의한 저린 증
상으로 제시되었다(34). 본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의 종료시점에
평가된 MDASI 의 저린 느낌 항목에서 3 점 이상인 경우를 항암화
학요법 중의 유의한 저린 증상으로 구분하였고 항암화학요법 시작
1 년 후 시점에 평가된 MDASI 의 저린 느낌 항목에서 3 점 이상인
경우를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에 동반되는 유의한 저린 증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항암화학요법의 종료시점과 항암화학요법 시작 1
년 후 시점 모두에서 MDASI 의 저린 느낌 항목에서 3 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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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유의한 저린 증상
(persistent chemotherapy induced numbness)으로 구분하였다.
2.2.3. 정신적 디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암 관련 증상 중 정신적 디스트레스에 대해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를 통해 평가하였다. HADS 는 신체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정신심리적 증상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불
안평가목록과 우울평가목록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7 개의 문항씩 번
갈아 가며 구성되어 있다. 신체질환으로 인한 증상과의 중복현상을
줄이기 위해 어지러움, 두통, 불면, 의욕저하, 피로 등과 같이 신체
증상과 관련 있는 불안 및 우울 증상은 제외되었다(35). 이전 연구
에서 불안과 우울항목에서 각각 8 점 이상인 경우를 민감도와 특이
도에서 적합한 유의한 증상 수준의 절삭점으로 제시되었다(36). 또
한 불안과 우울항목을 모두 합한 HADS 총점이 암 환자에서 전반
적인 정신적 디스트레스를 선별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HADS 총점이 13 점 이상인 경우에 유의한 수준의 정신적 디스트
레스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37).
2.3. 삶의 질
항암화학요법 동안의 삶의 질은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 –

Breast(FACT-B)로 평가하였다. FACT-B

는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44 항목의 자가보고식
설문으로 0(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척도
로 되어 있다. 삶의 질은 신체상태, 사회/가족상태, 정서상태, 기능
상태, 유방암 관련 상태의 5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38).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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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서의 높은 삶의 질 수준을 의
미하며 전체 항목의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의미한다.
2.4. 사회적 지지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기 전에 연구대상자 느끼는 사회적 지지
의

정도는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로 평가하였다. MSPSS 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
느 정도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의 인식 정도를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평가도구로 배우자/파트너, 그 외의 가족 및
친구의 3 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각각 4 개의 하위문항씩 총 12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0(항상 그렇지 않다)에서 7(항상 그렇다)
로 구성된 숫자 등급 척도로 평가하고 총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사
회적 지지 수준을 반영한다(39).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정신
적 디스트레스,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 정도를 보정하기 위해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2.5. 일주기 유형
일주기유형은 아침형(morning type)부터 저녁형(evening type)
사이에 분포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생체시계의 유형이다(40). 아침
형은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선호하고, 저녁
형은 더 늦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선호한다. 저녁
형은 개인의 사회 활동 시간과 일주기시간 사이에 불일치가 흔히
생겨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41).
또한 저녁형은 아침형에 비해 피로, 섬유근육통, 생리적 흥분,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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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우울증 등 전반적인 불건강과 연관성이 있었다(42-50). 본
연구에서

일주기유형은

Munich

Chronotype

Questionnaire

(MCTQ)로 평가하였다. MCTQ 는 29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설문지
로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구분하여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기록한다. 일주기유형은 수면 및 각성의 시기를 sleep-corrected
mid-sleep on free days (MSFsc)으로 평가하며, 쉬는 날의 수면
의 중간 시점을 일하는 날 동안 축적된 수면의 부채(sleep debt)를
보정하여 측정한다(41). MSFsc 는 실제 수면 행동을 반영하여 일
주기유형을 평가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41). MCTQ 에서 일주기
유형은 시간대로 제시되며 낮은 값은 이른 일주기유형을 나타내며
높은 값은 늦은 일주기유형을 나타낸다. MCTQ 를 통해 사회적 시
간과 내부 일주기 시간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는 사회적 시차증
(social jetlag)을 계산할 수 있다. 사회적 시차증은 쉬는 날과 일하
는 날의 중간 수면 시간의 차이로 구한다(41). 본 연구에서 일주기
유형은 “이른 일주기유형”, “중간의 일주기유형”, “늦은 일주
기유형 ” 으로 구분하였다. 각 구분은 MSFsc 수치를 연구 참여자
군에서 5 등분으로 나누어 하위 20%를 이른 일주기유형으로, 상위
20%를 늦은 일주기유형으로, 그 외 60%를 중간의 일주기유형으로
구분하였다(51, 52). 본 연구에서는 6.5 시간 미만의 수면시간을 유
의한 수면 부족으로 구분했고 1 시간 이상의 시차를 유의한 사회적
시차증으로 구분하였다(53).
2.6. 수면의 질
수면의 질과 수면장애는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로 평가하였다. PSQI 는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선별도구로 총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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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점로 분포된다. 총점이 높을수록 나쁜 수면의 질을 나타내고
총점이 낮을수록 좋은 수면의 질을 나타낸다. 일반인구집단에서
PSQI 5 점 초과에서 수면의 질이 저하된 상태라는 기존의 타당도
연구가 있다(54). 다만 유방암 환자에서는 PSQI 8 점 초과에서 수
면의 질 저하를 보다 적합하게 구분했다(55) 이에 본 연구에서는
PSQI 총점이 8 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수면의 질이 저하된 상태로
규정하였다.

3. 통계분석
일차 분석으로 초기 항암제 부작용인 CINV 에 대한 분석은
anthracyclin 계열의 병합요법으로 두 번째 항암제 투여 직전 평가
까지 참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분석은 anthracyclin 계
열과 cyclophosphamide 병합요법 4 차례 투여 이후 taxane 계열의
항암제 4 차례를 받고 항암화학요법 시작 후 1 년 시점에 평가를 완
료한 환자로 한정하여 비교적 동일한 용법과 기간의 항암화학요법
을 받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평가 시점의 암 관련
증상 및 삶의 질의 변화는 항암화학요법 시작 직전의 수준을 기준
으로 대응표본 t-test 로 서로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회복탄력성
과 암 관련 증상, 삶의 질 간의 전반적인 확인하기 위하여 CDRS 와
각 평가 시점의 MDASI 총점 및 각 항목, HADS 총점과 불안 및
우울 항목, FACT-B 간에 이변량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초기 항
암제 부작용인 CINV 의 분석을 위해 CINV 발생을 종합적, 급성, 지
연성 CINV 로 각각 구분하여 회복탄력성을 포함한 각 변수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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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독립적인 위
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p < 0.1 로 나온 변수를
공변량으로 포함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후기
항암제 부작용으로 저린 증상은 항암화학요법 종료시점의 저린 증
상과 항암화학요법 이후의 저린 증상, 항암화학요법 이후까지 지속
되는 저린 증상으로 구분하여 관련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
복탄력성 및 각 평가시점의 변수와의 연관성을 단변량 로지스틱 회
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각각의 평가시점의 단변량 분석에서 p
< 0.1 로 나온 변수를 공변량으로 포함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시행하였다. 다변량 분석에서 변수간의 공선성이 고려되는 경
우 단계적 전진 선택(stepwise forward selection)을 추가로 시행
하였다. 회복탄력성과 정신적 디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항암화학요법 전의 회복탄력성 분류와 각 평가시점의 정신적
디스트레스 유무를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나이와 사회적 지지 수준, 암 관련 증상을 보정한 이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변수를 포함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연속형 변수에 대해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복탄력성과 삶의 질과의 관계는 항암화학요법 전의
회복탄력성과 각 평가시점의 삶의 질을 나이, 전반적인 암 관련 증
상,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여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
든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 윈도우용 SPSS 통계프로그램 버전
22.0(SPSS, Inc, an IBM Company, Chicago, IL)을 사용하였다. 모
든 통계분석은 5%의 유의수준으로 양측검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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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연구참여자의 특성
1.1. 연구참여자의 모집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 예정인 총 328 명의 환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였다. 이중 24 명이 암 전이, 9 명이 치료계획의
변경, 9 명이 정신과 진료의 과거력, 10 명이 야간교대근무 경험, 3
명이 문맹, 8 명이 기타 신체질환이 있어 총 63 명이 연구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남은 265 명 중 122 명은 연구 참여를 거부하였다. 총
143 명이 초기평가에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7 명이 연구 참
여를 중도에 거절하였으며 2 명이 첫 항암치료 이후 치료계획이 변
경되어 총 9 명이 중도 탈락하였다. 총 134 명 참여자의 자료가 초
기 항암부작용인 CINV 분석을 위한 1 차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후
항암화학요법 시작 후 1 년까지의 평가까지 7 명이 anthracyclin 계
열과 cyclophosphamide 병합요법 이후 taxane 계열의 항암제 이외
의 항암화학요법 사용으로 배제되고 16 명이 연구 참여를 도중에
거절하여 총 23 명이 추가로 탈락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총 111 명
참여자의 자료가 포함되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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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chart summarizing enrollment of participants. * Written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participants at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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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항암제로 인한 오심 및 구토 관련 분석에서 연구참여자의 특성
초기 항암제 부작용인 CINV 에 관한 1 차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
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정보와 임상적 정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전체 대상자와 종합적 CINV 를 경험한 대상자간의 대부분의 요인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종합적 CINV 를 경험한 대상자와 CINV 를 경
험하지 않은 대상자 간에도 사회적 시차증(t = -2.13, p = 0.036)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요인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대
상자의 평균 나이는 44.48 ± 7.48 세(범위, 26-60 세)였고 진단시
점의 암 병기는 2 기가 41%(55/134)이고 3 기가 59.0% (79/134)
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가 doxorubicin 과 cyclophosphamide
병합요법을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으로 투여 받았고 예방적 항구토
제로

aprepitant(NK1

receptor

ondansetron/granisetron/palonosetron(5-HT

antagonist),
subtype

3

receptor antagonist)와 dexamethasone 를 투여 받았다(표 1). 일
주기유형을 집단 내의 비율로 구분할 때 해당되는 MSFsc 점수는
이른 일주기유형(20.1%)이 1.44 - 2.58 (1:26 - 1:35 a.m.), 중간
일주기유형(59.0%)이 2.62 - 4.42 (2:37 - 4:25 a.m.), 늦은 일주
기유형(20.9%)이 4.50 - 8.75 (4:30 - 8:45 a.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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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before initial chemotherapy according to CINV (n=134)
Total (n=134)

Overall CINV (n=65)

No CINV (n=69)

Mean ± SD or N (%)

Mean ± SD or N (%)

Mean ± SD or N (%)

44.48 ± 7.48

45.00 ±7.40

43.99 ± 7.57

26-49 years

100 (74.6)

48 (73.8)

52 (75.4)

50-60 years

34 (25.4)

17 (26.2)

17 (24.6)

Workinga

66 (49.3)

29 (44.6)

37 (53.6)

Not currently working

68 (50.7)

36 (55.4)

32 (46.4)

II

55 (41.0)

23 (35.4)

32 (46.4)

III

79 (59.0)

42 (64.6)

37 (53.6)

AC, aprepitant, ondansetron

58 (43.3)

25 (38.5)

33 (47.8)

AC, aprepitant , granisetron

41 (30.6)

21 (32.3)

20 (29.0)

AC, aprepitant , palonosetron

28 (20.9)

14 (21.5)

14 (20.3)

7 (5.2)

5 (7.7)

2 (2.9)

65 (48.5)

38 (58.5)

27 (39.1)

56/112 (50.0)

32/112 (59.3)

24/112 (41.4)

17 (12.8)

9 (14.1)

8 (11.6)

3.61 ± 1.13

3.76 ± 1.18

3.48 ± 1.07

Intermediate

79 (59.0)

33 (50.8)

46 (66.7)

Early

27 (20.1)

12 (18.5)

15 (21.7)

Late

28 (20.9)

20 (30.8)

8 (11.6)

6.97 ± 1.36

6.87 ± 1.36

7.05 ± 1.37

≥ 6.5 hours

92 (68.7)

45 (69.2)

47 (68.1)

< 6.5 hours

42 (31.3)

20 (30.8)

22 (31.9)

0.57 ± 0.68

0.71 ± 0.72

0.46 ± 0.62

< 1 hour

97 (72.4)

42 (64.6)

55 (79.7)

≥ 1 hour

37 (27.6)

23 (35.4)

14 (20.3)

Sleep quality

5.59 ± 2.90

5.46 ± 2.64

5.71 ± 3.14

Good

112 (83.6)

57 (87.7)

55 (79.7)

Poor

22 (16.4)

8 (12.3)

14 (20.3)

6.66 ± 3.58

7.28 ± 3.49

6.09 ± 3.62

Not anxious

94 (70.1)

40 (61.5)

54 (78.3)

Anxious

40 (29.9)

25 (38.5)

15 (21.7)

Depression

6.60 ± 4.15

6.81 ± 3.34

6.41 ± 4.82

Not depressed

85 (63.4)

38 (58.5)

47 (68.1)

Depressed

49 (36.6)

27 (41.5)

22 (31.9)

Characteristic
Age at initial diagnosis

Working status

Stage at initial diagnosis

Chemotherapy and antiemetics

TA, palonosetron
History of nausea/vomiting b
Pregnancy-related
Due to vestibular dysfunction
Chronotypes

Sleep duration

Social jetlag

Anxiety

CINV, chemotherapy-induced nausea and vomiting; AC, doxorubicin/cyclophosphamide; TA,
docetaxel/doxorubicin; SD, standard deviation.
a

Working including employed, self-employed, student and housewife

b

Variable showing if patients had history of pregnancy-related nausea/ vomiting or nausea/vomiting due to
vestibular dys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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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종분석에서 연구참여자의 특성
Anthracycline 계열의 병합요법 이후 taxane 계열의 항암제로
비교적 동일한 용법과 기간의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항암치료 시작
1 년 후까지 평가를 마쳐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의 사회인
구학적 정보와 임상적 정보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평균 연령은
44.17 ± 7.25 세였으며 결혼한 상태가 79.3%(88/111), 대학졸업
이상이 51.4%(57/111)였다. 암 병기는 2 기가 44.1%(49/111), 3
기가 55.9%(62/111)였다. 사회적 지지를 평가한 MSPSS 의 평균
점수는 5.62 ± 1.11 점이었고 회복탄력성을 평가한 CDRS 의 평균
점수는 70.35 ± 13.07 점 이었다.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연구집단
내에서 삼등분 하였을 때,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에 해당하는
CDRS 점수는 77 - 98 점이었고, 중간 수준의 회복탄력성에 해당하
는 CDRS 점수는 66 - 76 점이었고, 낮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에 해
당하는 CDRS 점수는 25 - 65 점이었다.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수술의 종류로 유방보존수술은 55.9%(62/111)였으며 유방전절제
술은 44.1% (49/111)였다. 방사선치료는 84.7%(94/111), 호르몬
치료는 72.1%(80/111)에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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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during neoadjuvant
chemotherapy (n=111)
Characteristics

Mean (SD)

Age

44.17 (7.25)

Age>50

25 (22.5)

Married

88 (79.3)

College graduates or higher
Currently working

n (%)

57 (51.4)

a

52 (46.8)

Disease stage
II

49 (44.1)

III

62 (55.9)

Surgery type
BCS

62 (55.9)

SSM

18 (16.2)

TM

31 (27.9)

RT

94 (84.7)

HT

80 (72.1)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Resilience (CDRS)

5.62 (1.11)
70.35 (13.07)

Highest

33 (29.7)

Middle

43 (38.7)

Lowest

35 (31.5)

SD, Standard deviation; 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CDRS,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BCS, breast conserving
surgery; SSM, skin sparing mastectory; TM, total mastectomy; RT, raditation
therapy; HT, hormonal therapy.
a

Working including employed, self-employed, student and housew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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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 관련 증상과 삶의 질의 변화
2.1. 암 관련 증상의 변화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 전후 동안 평가 시점에 따른 암 관련 신체
증상과 정신적 디스트레스 증상, 삶의 질의 변화를 <표 4>에 제시하
였다. PSQI 로 평가한 수면의 질은 항암화학요법 종료 시험에 유의
하게 악화되나 항암화학요법 후에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그
림 2). 정신적 디스트레스 전반을 반영하는 HADS 총점은 항암화학
요법 직전에 가장 높았으며 1 차 항암제 투여 직후와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유의하게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HADS 의
세부항목으로 불안 및 우울도 유사한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항암화
학요법 종료 시점에 불안은 초기에 비해 유의하게 호전된 상태이나
우울은 초기 수준까지 다시 악화되었다. 불안은 항암화학요법 시작
전에 가장 높은 수준의 증상을 보였고 우울은 항암화학요법 종료
시점에 가장 높은 수준의 증상을 보였다. 전반적인 암 관련 증상을
나타내는 MDASI 총점은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며 유의하게 증가하
여 항암화학요법 종료시점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이후 항암화
학요법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그림 4). 구체적인 항목을 보았을
때 메스꺼움 증상이 1 차 항암제 투여 이후 유의하게 악화되지만 이
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통증, 피로, 수면장애, 숨가쁨, 건망증,
식욕부진, 졸음, 입 마름 등의 증상도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며 유의
하게 악화되지만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에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되었다. 다만 저린 증상은 항암화학요법 동안 유의하게 악화되어 항
암화학요법 종료시점에 가장 높은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항암화학
요법 종료 이후에도 초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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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었다. MDASI 에 포함되어 있는 괴로움, 슬픔 증상은 항암화
학요법 직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괴로움은 1 차 항암제 투여 이후부
터 유의하게 호전되며 슬픔은 점차 감소하여 항암화학요법 종료 시
점부터 유의하게 호전하였다. FACT-B 로 평가한 유방암 환자에서
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항암화학요법 종료 시점에 유의하게 저하되
었다가 이후에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세부항목에서 신체상태, 사회/가족상태, 기능상태는 전반적인 삶의
질과 동일한 양상의 변화를 보였고 유방암 관련 상태는 1 차 항암제
투여 이후 항암화학요법 종료시점까지 유의하게 저하되었다가 이후
호전되었다. 정서상태는 항암화학요법 이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
이고 1 차 항암제 투여 이후 유의하게 증진되어 항암화학요법 종료
시기에 악화되었다가 종료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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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ariables trajectories during neoadjuvant chemotherapy (n=111)
Before CTx

After 1st CTx

End of CTx

After CTx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PSQI

5.62 (2.97)

5.79 (2.725)

6.83 (3.41)**

5.50 (2.58)

HADS

13.35 (6.72)

10.39 (5.37)**

12.57 (5.03)

11.03 (5.79)**

6.83 (3.66)

5.10 (3.02)**

5.84 (3.04)**

5.47 (3.32)**

Anxiety
Depression

6.79 (4.35)

5.29 (2.88)**

6.82 (2.73)

5.56 (3.09)**

19.75 (18.91)

23.95 (20.17)*

25.66 (20.55)**

18.34 (21.21)

Pain

1.09 (1.67)

1.37 (2.18)

1.78 (2.31)*

1.33 (2.21)

Fatigue (tiredness)

2.78 (2.37)

3.15 (2.33)

3.30 (2.51)*

2.22 (2.43)*

Nausea

0.76 (1.73)

1.91 (2.59)**

0.57 (1.19)

0.71 (1.81)

Disturbed sleep

1.80 (2.40)

2.39 (2.46)

3.14 (2.87)**

2.19 (2.64)

Distressed (upset)

2.00 (2.83)

1.35 (2.23)*

1.41 (2.15)*

1.23 (2.35)*

Shortness of breath

0.88 (1.75)

0.96 (1.82)

1.30 (2.18)

0.56 (1.60)

Remember things

1.32 (2.00)

1.47 (1.87)

2.15 (2.24)**

1.67 (2.20)

Lack of appetite

1.40 (2.00)

2.27 (2.45)**

2.21 (2.32)**

1.59 (2.59)

Drowsy (sleepy)

2.05 (2.41)

2.37 (2.14)

2.73 (2.33)*

1.65 (2.04)

Dry mouth

1.72 (2.18)

2.36 (2.40)*

2.24 (2.44)*

1.29 (1.85)

Sad

2.66 (3.12)

2.23 (2.75)

1.87 (2.53)*

1.68 (2.59)**

Vomiting

0.36 (1.37)

0.73 (1.65)

0.29 (0.90)

0.37 (1.46)

Numbness or tingling

0.91 (1.65)

1.34 (1.96)*

2.64 (2.50)**

1.86 (2.31)**

MDASI

FACT-B

103.77 (18.75)

103.15 (16.74)

92.85 (16.68)**

104.07 (18.92)

Physical well-being

22.94 (4.24)

22.73 (4.62)

19.86 (4.98)**

23.43 (4.32)

Social/family well-being

20.05 (6.32)

19.40 (5.95)

18.33 (5.64)**

19.00 (5.41)

Emotional well-being

16.43 (4.90)

18.81 (3.42)**

17.34 (4.17)*

18.23 (4.25)**

Functional well-being

18.10 (5.42)

17.54 (4.84)

15.79 (4.77)**

18.23 (5.20)

Breast cancer specific
concerns

26.25 (5.23)

24.67 (5.85)**

21.60 (6.21)**

25.17 (6.21)

CTx, Chemotherapy; SD, Standard deviation;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HAD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MDASI, M.D. Anderson symptom inventory; FACT-B,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 - Breast.
Paired t-test were perfomed to access mean group differences.
* p < 0.05, indicating a significant change relative to the period before chemotherapy.
** p < 0.01, indicating a significant change relative to the period before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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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rajectory

of

sleep

quality

during

neoadjuvant

chemotherapy. * p < 0.05, indicating a significant change relative to
the period before chemotherapy.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CTx, chemotherapy.

Figure 3. Trajectories of psychological distress during neoadjuvant
chemotherapy. * p < 0.05, indicating a significant change relative to
the period before chemotherapy in total score of HADS. HAD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A, Anxiety subscale of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D, Depression subscale
of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CTx,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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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rajectories of cancer-related symptoms during
neoadjuvant chemotherapy. * p < 0.05, indicating a significant change
relative to the period before chemotherapy in total score of MDASI.
MDASI, M.D. Anderson symptom inventory; CTx,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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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rajectories of quality of life during neoadjuvant
chemotherapy. * p < 0.05, indicating a significant change relative to
the period before chemotherapy in total score of FACT-B. FACT-B,
Functional assessment
chemotherapy.

of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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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y

-

Breast;

CTx,

2.2. 항암제 부작용 및 정신적 디스트레스의 발생 정도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의 초기 항암제 부작용으로 CINV 의 발생
정도는 각 시기별(종합적, 급성, 지연성) 및 CINV 의 증상별(오심
및 구토, 오심, 구토)로 구분하여 <그림 6>에 제시하였다. 종합적
CINV 의 발생 빈도는 전체시기에 있어서 CINV 가 48.5%(65/134)
였고 오심만 있었던 경우가 45.5%(61/134), 구토만 있었던 경우가
9.0%(12/134)로

나타났다.

39.6%(53/134)이었고

급성

지연성

CINV
CINV

의
의

발생빈도는
발생빈도는

42.5%(57/134)였다(56).
후기 항암제 부작용으로 항암제로 인한 저린 증상을 경험한 암환
자의 비율은 <표 5>에 제시하였다. 항암화학요법 이전에 유의한 저
린 증상이 동반한 비율은 13.5%(15/111)였고 anthracyclin 계열
과 cyclophosphamide 병합요법을 1 차례 투여한 이후 유의한 저린
증상이 있는 경우는 20.7%(23/111)이었다. Taxane 계열의 4 차
항암제 투여 시점인 항암화학요법 종료 시점에 유의한 저린 증상이
있는 경우는 45%(50/111)이었고 항암화학요법 이후에 유의한 저
린 증상이 있는 경우는 34.2%(38/111)이었다. 항암화학요법 종료
시점과

이후

모두

유의한

저린

증상이

동반된

경우는

18.9%(21/111)이었다. Taxane 계열의 항암제를 사용할 때 CIPN
이 호발하고 항암화학요법 이후에도 말초신경병증이 지속된다는 점
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항암제로 인한 저린
증상은 항암화학요법 종료 시점에 34.2% 발생하였고 항암화학요법
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저린 증상은 18.9%에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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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 불안, 우울 등 정신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한 암환자의 비율
은 <표 5>에 제시하였다. 유의한 수면의 질 저하는 항암화학요법의
종료 시점에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 25.2%(28/111)의 환자에서
동반되었다. 유의한 불안과 우울은 항암화학요법 직전에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31.5%(35/111)와 39.6%(44/111)에서 동반되
었다. HADS 총점으로 반영된 유의한 정신적 디스트레스는 항암화
학요법

직전에는

51.4%(57/111),

1

차

항암제

투여

이후

32.4%(36/111), 항암화학요법 종료 시점에는 46.8%(52/111), 종
료 이후에는 38.7%(43/111)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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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cidence of significant nausea and any vomiting according
to the CINV phase. CINV was defined as patients having at least one
emetic episode or reporting nausea ≥ 3 on a scale of 0– 10 using the
Multinational Association of Supportive Care in Cancer Antiemesis
Tool (MAT). CINV, chemotherapy-induced nausea and vomiting.

Table 5. Cancer related symptoms during neoadjuvant chemotherapy (n=111)
Before CTx

After 1st CTx

End of CTx

After CTx

n (%)

n (%)

n (%)

n (%)

Psychological distress

57 (51.4)

36 (32.4)

52 (46.8)

43 (38.7)

Anxiety

35 (31.5)

18 (16.2)

30 (27.0)

28 (25.2)

Depression

44 (39.6)

26 (23.4)

43 (38.7)

29 (26.1)

Poor sleep quality

18 (16.2)

18 (16.2)

28 (25.2)

13 (11.7)

Numbness

15 (13.5)

23 (20.7)

50 (45.0)

38 (34.2)

Persistent numbness after CTx

21 (18.9)

CTx,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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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복탄력성과 암 관련 증상, 삶의 질 간의 관계
3.1. 회복탄력성과 전반적인 암 관련 증상 정도, 삶의 질 간의 관계
이변량 상관관계로 분석한 회복탄력성과 전반적인 암 관련 증상,
정신적 디스트레스, 삶의 질과의 관계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회복
탄력성과 전반적인 암 관련 증상과의 관계는 항암화학요법 직전에
는 유의한 수준의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이후에는 유의하지 않
았다. 반면 회복탄력성은 모든 시점의 정신적 디스트레스 및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암
관련 증상과 정신적 디스트레스, 삶의 질은 모든 시점에서 서로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변량

상관관계로

회복탄력성과

각

시점의

암

관련

증상

(MDASI) 세부항목 간의 관계를 <표 7> 에 제시하였다. 항암화학
요법 이전의 암 관련 증상 중 수면장애, 괴로움, 건망증, 슬픔은 회
복탄력성과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이후의 평가 시점
에는 슬픔만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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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5 (16.74)

92.85 (16.68)

104.07 (18.92)

13. FACT-B at T1

14. FACT-B at T2

15. FACT-B at T3

1

.219*

2

1

-.140

.155

3

1

-.167

-.048

-.276**

4

1.000

.400***

.103

-.007

-.035

5

1.000

.506***

.457***

-.088

-.122

-.038

6

1

.348***

.197*

.330***

-.099

-.044

-.097

7

1

.223*

.401***

.262**

.423***

-.057

-.153

-.376***

8

1

.710***

.287**

.353***

.467***

.355***

.010

-.097

-.251**

9

1

.629***

.600***

.426***

.384***

.361***

.358***

-.130

-.113

-.320**

10

1

.665***

.572***

.573***

.406***

.326***

.298**

.326***

-.150

-.076

-.422***

11

1

-.487***

-.472***

-.469***

-.639***

-.263**

-.415***

-.313**

-.476***

.058

.333***

.307**

12

1

.606***

-.484***

-.525***

-.676***

-.591***

-.334***

-.421***

-.461***

-.380***

-.058

.325**

.222*

13

1

.596***

.593***

-.522***

-.634***

-.467***

-.548***

-.353***

-.492***

-.429***

-.488***

.016

.204*

.203*

14

1

.581***

.579***

.576***

-.791***

-.578***

-.462***

-.539***

-.501***

-.328***

-.262**

-.392***

.129

.258**

.383***

15

SD, Standard deviation; T0, before chemotherapy; T1, after 1st cycle of chemotherapy; T2, end of chemotherapy; T3, after chemotherapy
CDRS, Connor-Davison resilience scale; 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DASI, M. D. Anderson symptom inventory; HAD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FACT-B,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breast.
The table presents the Spearman's rho coefficients for regression variables.
* p < 0.05, ** p < 0.01, and *** p<0.001.

103.77 (18.75)

12. FACT-B at T0

13.35 (6.72)

8. HADS at T0

11.03 (5.79)

18.34 (21.21)

7. MDASI at T3

11. HADS at T3

25.66 (20.55)

6. MDASI at T2

12.57 (5.03)

23.95 (20.17)

5. MDASI at T1

10. HADS at T2

19.75 (18.91)

4. MDASI at T0

10.39 (5.37)

44.17 (7.25)

3. Age

9. HADS at T1

1.86 (2.31)

2. MSPSS

1

70.35 (13.07) 1

1. CDRS

Mean (SD)

Table 6.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related with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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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052

.015
.027

-.204*
-.206*

.060
.053
-.081

-.049
-.002

.041
-.008
-.069

-.038
-.053
-.058

-.007
.004

-.073
-.084
-.124

-.020
.026
-.057

.032
-.097
.029

.035

-.064

-.086

-.035

-.082

T2 with CDRS

T3 with CDRS

T0, before chemotherapy; T1, after 1st cycle of chemotherapy; T2, end of chemotherapy; T3, after chemotherapy; CDRS, Connor-Davison resilience scale.
The table presents the Spearman's rho coefficients for regression variables.
* p < 0.05, ** p < 0.01, and *** p<0.001.

-.094
-.015

-.077
-.099

-.222*
-.206*

-.082

-.182
-.132

-.158

-.211*

-.170
-.020

-.296**

-.279**

-.094

-.175

-.073

-.026

Numbess
or tingling
Vomiting
Sad

Dry mouth

Drowsy
(sleepy)

Lack of
appetite

T1 with CDRS

Disturbed Distressed Shortness Remember
things
of breath
(upset)
sleep

T0 with CDRS

Nausea

Fatigue
(tiredness)

Pain

Table 7. Correlations between resilience and cancer related symptoms

3.2. 회복탄력성과 항암제 부작용과의 관계
3.2.1. 항암제로 인한 오심 및 구토
이변량 상관분석을 통한 오심 및 구토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
서 지연된 구토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외의 오심 및 구
토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일주기 유형을 시사하는 MSFsc 와
HADS 의 불안과 우울항목이 각 시점의 오심 또는 구토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오심 및 구토의 과거
력(odds ratio [OR], 2.19; 95% confidence interval [CI], 1.104.37; p = 0.026)과 늦은 일주기유형(OR, 3.49; 95% CI, 1.378.87; p = 0.009), 불안증상(OR, 2.25; 95% CI, 1.05– 4.81; p =
0.036)이 종합적 CINV 의 독립적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표 9)
(56). 급성 CINV 와 지연성 CINV 를 각각 분석하였을 때, 종합적
CINV 에서의 분석과 대부분 동일한 변수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
지만 급성 CINV 에서 사회적 시차증(OR, 2.67; 95% CI, 1.235.79; p = 0.013)이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나타났고 지연성 CINV
에서는 오심 및 구토의 과거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변
량 분석에서 회복탄력성, 항암제 및 항구토제의 종류, 수면시간, 수
면의 질, 우울증상은 CINV 의 발생과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p < 0.1 에 해당하는 변수를 공변
량으로 두고 시행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늦은 일주기유
형(OR, 3.53; 95% CI, 1.27-9.79; p = 0.015)과 오심 및 구토의
과거력(OR, 2.83; 95% CI, 1.31– 6.13; p = 0.008)이 종합적
33

CINV 발생의 유의한 수준의 독립적인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표
10)(56). 급성 CINV 와 지연성 CINV 에서도 동일하게 늦은 일주
기유형과, 오심 및 구토의 과거력이 CINV 의 발생과 유의하게 연관
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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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2.92)

2. Acute nausea

70.21 (12.91)

3.61 (1.13)

6.97 (1.36)

0.57 (0.68)

5.59 (2.90)

6.66 (3.58)

6.66 (3.58)

5. CDRS

6. MSFsc

7. Sleep duration

8. Social jetlag

9. PSQI

10. HADS-A

11. HADS-D

1

1
1

0.200**

2

1

0.157*

0.736***

3

1

0.148*

0.821**

0.159*

4

1

0

-0.225**

-0.086

-0.126

5

1

-0.034

0.150*

0.170**

0.157*

0.115

6

1

-0.113

-0.047

-0.072

0.099

-0.118

0.051

7

1

0.079

0.404***

0.059

0.106

0.077

0.084

0.034

8

0.272***

0.059

0.219**

-0.007

10

0.183**

0.085

0.157*

-0.038

11

0.188**

1

-0.023

1

0.393***

0.103

-0.419*** -0.100

0.157*

1

0.662***

0.272***

0.021

-0.156*

0.195**

-0.302*** -0.298*** -0.388***

0.006

-0.069

0.004

-0.023

9

SD, Standard deviation; CDRS, Connor-Davison resilience scale; MSFsc, Sleep corrected mid-sleep on free days;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HADS-A, Anxiety
subscale of hospital anxiaty and depression scale; HADS-D, Depression subscale of hospital anxiaty and depression scale.
The table presents the Spearman's rho coefficients for regression variables.
* p < 0.1, ** p < 0.05, and *** p < 0.01.

2.40 (2.79)

4. Delayed nausea

3. Delayed vomiting 0.22 (1.11)

0.40 (1.70)

1. Acute vomiting

Mean (SD)

Table 8.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related with nausea and vomiting

Table 9.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associated factors for CINV
Factors

For overall CINV
OR (95%CI)

For acute CINV

P value

OR (95%CI)

For delayed CINV

P value

OR (95%CI)

P value

Chemotherapy
regimens
AC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TA

2.79 (0.52-14.93)

0.23

0.24 (0.03-2.06)

0.193

3.61 (0.67-19.30)

0.134

Antiemetics

0.532

0.565

0.236

Ondansetron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Granisetron

1.39 (0.62-3.09)

0.426

1.52 (0.67-3.44)

0.312

1.64 (0.72-3.72)

0.236

Palonosetron

1.57 (0.67-3.65)

0.297

1.04 (0.44-2.49)

0.928

2.01 (0.86-4.74)

0.109

2.19 (1.10-4.37)

0.026

2.22 (1.09-4.49)

0.027

1.93 (0.97-3.87)

0.063

History of
nausea/vomitinga
Resilience

0.318

0.091

0.462

Highest tertile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Middle tertle

0.67 (0.27-1.64)

0.377

0.44 (0.17-1.16)

0.096

0.69 (0.28-1.72)

0.426

Lowest tertile

1.31 (0.52-3.29)

0.568

1.20 (0.48-3.02)

0.699

1.20 (0.48-3.02)

0.699

Chronotypes

0.03

0.013

0.035

Intermediate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Early

1.12 (0.46-2.69)

0.808

0.81 (0.31-2.09)

0.665

1.25 (0.51-3.07)

0.622

Late

3.49 (1.37-8.87)

0.009

3.47 (1.41-8.54)

0.007

3.28 (1.33-8.06)

0.01

≥ 6.5 hours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 6.5 hours

0.95 (0.46-1.97)

0.889

0.92 (0.43-1.94)

0.816

1.02 (0.49-2.13)

0.96

Sleep duration

Social jetlag
< 1 hour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 1 hour

2.15 (0.99-4.68)

0.053

2.67 (1.23-5.79)

0.013

1.91 (0.89-4.10)

0.098

Poor sleep quality 0.55 (0.21-1.42)

0.217

0.85 (0.33-2.19)

0.738

0.74 (0.29-1.89)

0.523

Anxiety

2.25 (1.05-4.81)

0.036

2.14 (1.01-4.55)

0.047

2.06 (0.97-4.36)

0.059

Depression

1.52 (0.75-3.08)

0.247

1.85 (0.91-3.80)

0.092

1.33 (0.65-2.70)

0.434

CINV, chemotherapy-induced nausea and vomiting; AC, doxorubicin/cyclophosphamide; TA,
docetaxel/doxorubicin;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

Variable showing if patients had history of pregnancy-related nausea/vomiting or nausea/vomiting due to
vestibular dys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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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associated factors for CINV
Factors
History of
nausea/vomitinga

For overall CINV

For acute CINV

For delayed CINV

OR (95%CI)

P value

OR (95%CI)

P value

OR (95%CI)

P value

2.83 (1.31-6.13)

0.008

3.15 (1.39-7.13)

0.006

2.41 (1.12-5.20)

0.025

Chronotypes

0.053

0.033

0.057

Intermediate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Early

1.11 (0.42-2.92)

0.836

0.84 (0.30-2.38)

0.743

1.23 (0.47-3.25)

0.675

Late

3.53 (1.27-9.79)

0.015

3.62 (1.33-9.86)

0.012

3.30 (1.24-8.77)

0.017

Social jetlag
< 1 hour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 1 hour

1.72 (0.71-4.17)

0.228

2.14 (0.89-5.17)

0.091

1.53 (0.65-3.65)

0.334

Anxiety

1.87 (0.73-4.80)

0.192

1.42 (0.55-3.67)

0.472

1.85 (0.73-4.72)

0.198

Depression

0.98 (0.40-2.38)

0.959

1.34 (0.54-3.33)

0.531

0.85 (0.34-2.09)

0.718

CINV, chemotherapy-induced nausea and vomiting;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

Variable showing if patients had history of pregnancy-related nausea/vomiting or nausea/vomiting due to
vestibular dys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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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항암제로 인한 저린 증상
이변량 상관분석을 하였을 때 항암화학요법 종료 시기의 저린 증
상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는 항암화학요법의 모든 시점에
서 없었지만 항암화학요법 이후의 저린 증상의 정도는 항암화학요
법의 모든 시점에서의 불안 정도와 항암화학요법 종료 시점 및 이
후의 우울 정도와 일관되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11).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했을 때, 항암화학요법 종료 시
점의 저린 증상은 이전 시점의 저린 증상 경험과 항암화학요법 종
료시점의 수면의 질(OR, 2.87; 95% CI, 1.18 – 6.99; p = 0.020)
과 유의한 수준의 연관된 요인이었지만 다른 유의한 위험요인은 확
인되지 않았다(표 12). 항암화학요법 이후의 저린 증상은 50 세 이
상의 고령(OR, 2.64; 95% CI, 1.06 - 6.58; p = 0.037), 항암치료
이전의 불안(OR, 2.47; 95% CI, 1.08 - 5.68; p = 0.033), 1 차 항
암제 투여 후 수면의 질 저하(OR, 3.84; 95% CI, 1.35 -– 10.96;
p = 0.012)와 불안(OR, 2.90; 95% CI, 1.04 - 8.13; p = 0.043),
항암치료 종료시점에 불안(OR, 3.74; 95% CI, 1.56 - 8.98; p =
0.003) 및 우울(OR, 3.41; 95% CI, 1.50 - 7.73; p = 0.003), 항
암화학요법 이후의 불안(OR, 2.26; 95% CI, 1.85 - 11.29; p =
0.001)이 있는 경우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
암화학요법 이후까지 지속되는 저린 증상은 모든 시점의 불안과 항
암화학요법 종료 시점의 수면의 질 저하(OR, 4.72; 95% CI, 1.73
- 12.92; p = 0.002) 및 우울(OR, 4.21; 95% CI, 1.53 - 11.54; p
= 0.005),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의 우울(OR, 3.40; 95% CI,
1.26 - 9.19; p = 0.016)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단변량 로지
38

스틱 분석에서 회복탄력성은 모든 종류의 항암제로 인한 저린 증상
과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항암제로 인한 저린 증상
에 대하여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p < 0.1 에 해당하는 변수
를 공변량으로 두고 시행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항암치
료 전의 불안(OR, 4.01; 95% CI, 1.25 - 12.87; p = 0.020)과 항
암치료 종료시점의 수면의 질 저하(OR, 3.87; 95% CI, 1.34 11.17; p = 0.012)이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표 13). 우울
과 불안 변수 사이의 공선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전진선택법을 시행
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항암치료 전의 불안(OR, 5.02;
95% CI, 1.84 - 13.70; p = 0.002), 1 차 항암제 투여 후의 불안
(OR, 3.59; 95% CI, 1.19– - 10.84; p = 0.023), 항암치료 종료시
점의 수면의 질 저하(OR, 4.04; 95% CI, 1.42– - 11.48; p =
0.009)와 우울(OR, 3.61; 95% CI, 1.27 - 10.28; p = 0.016)이 유
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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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111
.212*
.289**

.228*
.072

.326*** .261**
.265**

.287**

.526*** .417*** .452*** .379*** .208*
.237*

5.79 (2.72)

6.83 (3.41)

5.50 (2.58)

6.83 (3.66)

5.10 (3.02)

5.84 (3.04)

5.47 (3.32)

6.79 (4.35)

5.29 (2.88)

6.82 (2.73)

5.56 (3.10)

6. PSQI at T1

7. PSQI at T2

8. PSQI at T3

9. HADS-A at T0

10. HADS-A at T1

11. HADS-A at T2

12. HADS-A at T3

13. HADS-D at T0

14. HADS-D at T1

15. HADS-D at T2

16. HADS-D at T3

.659*** .522*** .586*** .642*** .527*** .458*** .430***

1

1

1

1

1

1

1

.579***

.556*** .431***

.593*** .535*** .504***

.410*** .459*** .506*** .622***

.624*** .460*** .471*** .526*** .473***

.606*** .529*** .504*** .623*** .462*** .407***

.225*
.060
.095
.337*** .046
.321**

.155

.201*
1

.030
.124
.088
.042
.233*

.231*

.156

.374*** .160

1
1

.104
.165

.276**

.319**

.278**

-.302** -.391***

SD, Standard deviation; T0, before chemotherapy; T1, after 1st cycle of chemotherapy; T2, end of chemotherapy; T3, after chemotherapy
CDRS, Connor-Davison resilience scale;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HADS-A, Anxiety subscale of hospital anxiaty and depression scale; HADS-D, Depression subscale of
hospital anxiaty and depression scale.
The table presents the Spearman's rho coefficients for regression variables.
* p < 0.05, ** p < 0.01, and *** p<0.001.

5.62 (2.97)

5. PSQI at T0
1.000

-.274** -.374*** -.405*** -.182

-.299** -.212*

-.140

-.008

-.322** -.195*

1.000

70.35 (13.17)

4. CDRS
1.000

.085

-.299** .007

-.200*

-.096

-.065

-.173

-.226*

.072

.036

.155

1

44.17 (7.25)

3. Age

.045

.337*** .298**
.178

.165

.314**

.274**

.190*

.243*

.058

.088

.159

.058

-.052

.145

1

.006

.150
.094
.143

.214*

.161

.137

.165

.180

2. Numbness at T3 1.86 (2.31)

16
15

14

13

12

11

10

9

.426*** .136

-.017

-.006

.071

-.084

.198*

1

8

7

6

5

4

3

2

1

Mean (SD)

1. Numbness at T2 2.64 (2.50)

Table 11.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related with numbness

Table 12.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associated factors for numbness
Factors

For numbness
at end of chemotherapy
OR (95%CI)

For numbness
after chemotherapy

P value

OR (95%CI)

P value

For persistent numbness
after chemotherapy
OR (95%CI)

P value

Age at initial diagnosis
26-49 years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50-60 years

0.77 (0.31-1.90)

0.565

2.64 (1.06-6.58)

0.037

1.495 (0.51-4.37)

0.463

Stage at initial diagnosis
II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III

0.75 (0.35-1.60)

0.459

1.58 (0.71-3.53)

0.265

0.84 (0.33-2.18)

0.722

Resilience

0.888

0.821

0.906

Highest tertile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Middle tertle

0.84 (0.34-2.10)

0.709

1.36 (0.52-3.58)

0.530

1.19 (0.38-3.76)

0.766

Lowest tertile

0.80 (0.31-2.07)

0.642

1.20 (0.43-3.32)

0.730

0.93 (0.27-3.24)

0.911

Before chemotherapy
Numbness

4.02 (1.19-13.54)

0.025

1.84 (0.61-5.52)

0.280

3.60 (1.12-11.61)

0.032

Poor sleep quality

0.74 (0.26-2.08)

0.567

0.70 (0.23-2.13)

0.530

1.28 (0.37-4.37)

0.700

Anxiety

1.46 (0.65-3.25)

0.360

2.47 (1.08-5.68)

0.033

5.02 (1.84-13.70)

0.002

Depression

1.89 (0.88-4.09)

0.105

1.17 (0.53-2.60)

0.702

2.42 (0.92-6.35)

0.073

After 1st cycle of chemotherapy
Numbness

2.84 (1.09-7.40)

0.033

1.31 (0.51-3.38)

0.579

2.31 (0.80-6.65)

0.120

Poor sleep quality

0.74 (0.26-2.08)

0.567

3.84 (1.35-10.96)

0.012

2.60 (0.84-8.01)

0.096

Anxiety

2.18 (0.77-6.12)

0.140

2.90 (1.04-8.13)

0.043

3.59 (1.19-10.84)

0.023

Depression

1.30 (0.54-3.13)

0.562

1.95 (0.79-4.78)

0.147

2.46 (0.89-6.83)

0.084

End of chemotherapy
Numbness

-

-

1.87 (0.85-4.14)

0.120

-

-

Poor sleep quality

2.87 (1.18-6.99)

0.020

2.01 (0.84-4.84)

0.119

4.72 (1.73-12.92)

0.002

Anxiety

1.58 (0.68-3.67)

0.287

3.74 (1.56-8.98)

0.003

4.11 (1.52-11.12)

0.005

Depression

1.10 (0.51-2.37)

0.805

3.41 (1.50-7.73)

0.003

4.21 (1.53-11.54)

0.005

Poor sleep quality

-

-

1.23 (0.37-4.06)

0.733

2.12 (0.58-7.68)

0.254

Anxiety

-

-

4.56 (1.85-11.29)

0.001

4.72 (1.73-12.92)

0.002

Depression

-

-

2.26 (0.95-5.38)

0.067

3.40 (1.26-9.19)

0.016

After chemotherapy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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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associated factors for persistent numbness
Factors

For persistent numbness
after chemotherapy
OR (95%CI)

P value

For persistent numbness
after chemotherapy*
OR (95%CI)

P value

5.02 (1.84-13.70)

0.002

3.59 (1.19-10.84)

0.023

4.04 (1.42-11.48)

0.009

Before chemotherapy
Numbness

2.77 (0.80-9.67)

0.109

Anxiety

4.01 (1.25-12.87)

0.020

Depression

1.25 (0.39-4.00)

0.705

Poor sleep quality

2.10 (0.64-6.84)

0.219

Anxiety

2.52 (0.55-11.50)

0.232

Depression

1.35 (0.33-5.51)

0.677

Poor sleep quality

3.87 (1.34-11.17)

0.012

Anxiety

2.15 (0.60-7.73)

0.241

Depression

2.36 (0.66-8.49)

0.189

3.61 (1.27-10.28)

0.016

Anxiety

3.51 (1.14-10.85)

0.029

4.72 (1.73-12.92)

0.002

Depression

1.94 (0.62-6.07)

0.255

After 1st cycle of chemotherapy

End of chemotherapy

After chemotherapy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 Variables are selected by stepwise forward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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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회복탄력성과 정신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회복탄력성과 정신적 디스트레스 단변량 로지스틱 분석에서 항암
치료 이전에 낮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가진 군은 높은 수준의 회
복탄력성을 가진 군보다 항암치료 직전(OR, 5.78; 95% CI, 2.03 16.48; p = 0.001)과 1 차 항암제 투여 이후(OR, 6.11; 95% CI,
1.77 - 21.08; p = 0.004), 항암화학요법 종료시점(OR, 3.83; 95%
CI, 1.40 - 10.48; p = 0.009),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OR, 5.34;
95% CI, 1.77 - 16.16; p = 0.003)에서 유의하게 정신적 디스트레
스를 경험할 위험이 높았다(표 14).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나이와 사회적 지지, 암 관련 증상을 보정한 상황에서 항암치료 이
전에 낮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가진 군은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
을 가진 군보다 항암화학요법 직전(OR, 3.91; 95% CI, 1.28 11.94; p = 0.017)과 1 차 항암제 투여 이후(OR, 6.10; 95% CI,
1.56 - 23.81; p = 0.009), 항암화학요법 종료(OR, 3.80; 95% CI,
1.27 - 11.38; p = 0.017),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OR, 6.35; 95%
CI, 1.73 - 23.26; p = 0.005)에서 유의하게 정신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위험이 높았다.
다변량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나이와 사회적 지지, 각 시점의 전
반적인 암 관련 증상 및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시행된 수술의 종
류,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를 보정한 이후에도 회복탄력성은 항
암화학요법 직전(β = -0.27, p = 0.003)과 1 차 항암제 투여 이
후(β = -0.18, p = 0.052), 항암화학요법 종료시점(β = -0.33,
p < 0.001),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β = -0.37, p < 0.001)의 정
신적 디스트레스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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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0.68-4.45)
5.78 (2.03-16.48)

Lowest tertile
0.004

0.001

0.248

1.82 (0.69-4.75)
4.88 (1.66-14.34)

Middle tertile

Lowest tertile
0.015

0.004

0.224

-

1.00 (reference)

-

P for trend

6.09 (1.65-22.50)

5.24 (1.48-18.48)
0.017

0.007

0.010

-

0.015

P for trend
1.00 (reference)

0.004

0.019

6.11 (1.77-21.08)

4.30 (1.28-14.47)

1.70 (0.62-4.63)
3.91 (1.28-11.94)

Middle tertile

Lowest tertile

-

0.056

0.017

0.301

1.00 (reference)

P for trend

6.10 (1.56-23.81)

5.53 (1.47-20.82)

CTx, chemotherapy;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 for trend

1.00 (reference)

Highest tertile

0.020

0.009

0.011

-

Adjusting for age,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ncer related symptoms

P for trend

1.00 (reference)

Highest tertile

Adjusting for ag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P for trend

1.00 (reference)

Middle tertile

-

P value

OR (95%CI)

P value

OR (95%CI)

For psychological distress
after 1st cycle of CTx

For psychological distress
before CTx

Highest tertile

Unadjusted

Resilience group

Table 14. Association between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distress

P for trend

3.80 (1.27-11.38)

1.73 (0.62-4.83)

1.00 (reference)

P for trend

3.12 (1.11-8.80)

1.44 (0.55-3.77)

1.00 (reference)

P for trend

3.83 (1.40-10.48)

1.44 (0.56-3.70)

1.00 (reference)

OR (95%CI)

0.055

0.017

0.294

-

0.086

0.031

0.461

-

0.023

0.009

0.449

-

P value

For psychological distress
at end of CTx

P for trend

6.35 (1.73-23.26)

4.44 (1.23-15.97)

1.00 (reference)

P for trend

4.74 (1.52-14.79)

3.11 (1.04-9.25)

1.00 (reference)

P for trend

5.34 (1.77-16.16)

3.24 (1.11-9.47)

1.00 (reference)

OR (95%CI)

0.017

0.005

0.023

-

0.026

0.007

0.042

-

0.012

0.003

0.032

-

P value

For psychological distress
after CTx

Table 15.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distress during
neoadjuvant chemotherapy
HADS
B

SE

β

t

P value

-0.01

0.08

-0.01

-0.14

0.891

MDASI

0.14

0.03

0.39

4.62

<0.001

MSPSS

-0.30

0.54

-0.05

-0.55

0.584

CDRS

-0.14

0.05

-0.27

-3.00

0.003

Before chemotherapy
Age

F(4, 105)=10.531, p<0.001, R 2=0.29, Adjusted R 2=0.26

Model

After 1st cycle of chemotherapy
Age

-0.02

0.07

-0.03

-0.32

0.747

MDASI

0.11

0.02

0.42

4.90

<0.001

MSPSS

-0.52

0.44

-0.11

-1.17

0.243

CDRS

-0.07

0.04

-0.18

-1.97

2

Model

0.052
2

F(4, 105)=8.188, p<0.001, R =0.24, Adjusted R =0.21

End of chemotherapy
Age

-0.01

0.06

-0.01

-0.15

0.879

MDASI

0.11

0.02

0.46

5.53

<0.001

MSPSS

0.30

0.40

0.07

0.74

0.461

CDRS

-0.13

0.03

-0.33

-3.81

<0.001

F(4, 105)=11.335, p=<0.001, R 2=0.30, Adjusted R 2=0.28

Model
After chemotherapy
Age
a

-0.04

0.07

-0.05

-0.64

0.526

0.22

1.04

0.02

0.22

0.830

RT

-0.73

1.27

-0.04

-0.57

0.567

HT

0.38

1.00

0.03

0.38

0.705

MDASI

0.13

0.02

0.46

6.04

<0.001

MSPSS

-0.35

0.42

-0.07

-0.83

0.410

CDRS

-0.16

0.04

-0.37

-4.59

<0.001

Surgery types

Model

F(7, 102)=11.180, p<0.001, R 2=0.43, Adjusted R 2=0.40

B, parameter estimate; SE, standard error; β, standardized coefficient;
HAD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DASI, M. D. Anderson symptom inventory; CDRS,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RT, radiation therapy; HT, hormonal therapy.
a

Surgery types consists of "breast conserving surgery or skin sparing mastectomy" and
"total mastectomy"

45

3.4. 회복탄력성과 삶의 질과의 관계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을 통한 회복탄력성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암치료 전의 회복탄력성은 나이와 사회적 지지, 각 시점의
암 관련 증상 및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시행된 수술의 종류, 방사
선 치료, 호르몬 치료를 보정한 이후에도 항암치료 직전(β = 0.18,
p = 0.033)과 항암치료 종료시점(β = 0.19, p = 0.020), 항암치
료 시작 1 년 후 시점(β = 0.26, p = 0.001)의 삶의 질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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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during neoadjuvant
chemotherapy
FACT-B
B

SE

β

t

P value

Age

0.09

0.21

0.04

0.44

0.662

MDASI

-0.43

0.08

-0.43

-5.45

<0.001

MSPSS

4.50

1.41

0.27

3.19

0.002

CDRS

0.26

0.12

0.18

2.16

Before chemotherapy

2

Model

0.033
2

F(4, 105)=15.713, p<0.001, R =0.37, Adjusted R =0.35

After 1st cycle of chemotherapy
Age

0.07

0.19

0.03

0.38

0.706

MDASI

-0.40

0.06

-0.48

-6.18

<0.001

MSPSS

5.10

1.25

0.34

4.07

<0.001

CDRS

0.15

0.10

0.11

1.40

0.165

F(4, 105)=16.072, p<0.001, R 2=0.38, Adjusted R 2=0.36

Model
End of chemotherapy
Age

-0.10

0.18

-0.05

-0.56

0.574

MDASI

-0.46

0.06

-0.57

-7.30

<0.001

MSPSS

1.74

1.25

0.12

1.39

0.166

CDRS

0.24

0.10

0.19

2.35
2

Model

0.020
2

F(4, 105)=16.973, p=<0.001, R =0.39, Adjusted R =0.37

After chemotherapy
Age

0.30

0.21

0.11

1.42

0.159

-1.87

3.27

-0.04

-0.57

0.569

RT

7.05

3.99

0.13

1.76

0.081

HT

0.23

3.14

0.01

0.07

0.941

MDASI

-0.43

0.07

-0.49

-6.58

<0.001

MSPSS

3.79

1.32

0.22

2.86

0.005

CDRS

0.38

0.11

0.26

3.38

0.001

Surgery types

Model

a

F(7, 102)=13.318, p<0.001, R 2=0.48, Adjusted R 2=0.44

B, parameter estimate; SE, standard error; β, standardized coefficient;
FACT-B,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breast; 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DASI, M. D. Anderson symptom inventory; CDRS, Connor–
Davidson resilience scale; RT, radiation therapy; HT, hormonal therapy.
a

Surgery types consists of "breast conserving surgery or skin sparing mastectomy" and
"total mast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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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방암 환자에서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 동안의
항암제 부작용 및 정신적 디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암 관련 증상과
삶의 질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항암치료 전의 회복탄력성과 항암
치료 동안의 암 관련 증상,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에서의 1 년간
의 전향적 관찰 연구라는 점에 더욱 의미가 있다. 본 연구 결과 통
증, 피로, 메스꺼움, 수면장애, 숨 가쁨, 기억력 저하, 식욕저하, 졸
음, 입 마름, 구토, 저린 느낌의 암 관련 증상은 항암화학요법 이전
보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동안 악화되었다가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저린 증상을 제외하고 모두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및 우울은 항암화학요법 직전에 높은 수준에서 1 차
항암제 투여 이후 완화되었다가 항암화학요법 종료 시점에 다시 악
화되었고 종료 이후 다시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다. 항암제의 주요
부작용으로 항암화학요법 초반의 오심 및 구토와 항암화학요법 이
후에도 지속되는 저린 증상을 고려할 수 있다. 항암제 부작용의 위
험요인으로 회복탄력성은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으나 항암제로 인한
오심 및 구토의 위험요인으로 늦은 일주기 유형이 유의하였고 항암
화학요법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항암제로 인한 저린 증상은 항암
화학요법 이전의 불안이 유의하였다. 낮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은 항
암화학요법 전후의 정신적 디스트레스 발생의 유의한 위험요인이었
고 항암화학요법 이전의 회복탄력성의 정도는 항암화학요법 전후의
삶의 질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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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항암제 부작용의 위험요인
암 관련 증상은 신체증상 위주의 항암제 부작용과 정신적 디스
트레스로 구분할 수 있고 항암제의 종류와 투여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5). 항암화학요법 초반의 anthracyclin 병합요법은 예방적
항구토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약 절반 가량의 환자에서 첫 번째 항
암화학요법 이후 항암제 부작용으로 오심 및 구토 증상이 나타났다.
구토보다는 오심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났으며, 급성 증상보다 지연
성 증상이 더 흔했다. 이러한 결과는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에서
의 이전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본 연구대상자에서 CINV
의 발생빈도가 조금 더 높았다(17, 33).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수
술 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 군이 여성이고 더 젊은 연령대이
고 보다 진행된 암 병기를 가지는 특성 때문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기존 연구에서 알려진 CINV 의 위험요인이다(12, 33). 본
연구에서 늦은 일주기 유형이 CINV 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냈다. 수
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에서 수면의 질이 저하
된 환자는 CINV 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수면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일주기유형도 CINV 와 연관성
을 고려할 수 있다 (17). 일주기유형은 위장관 기능에도 영향을 주
며 과민성 대장 증후군 및 위-식도 역류, 위궤양 등의 위장관 질환
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7, 58). 신체 중에서 위장관
계는 melatonin 의 순환밀도가 높은 기관이며, 특히 낮 시간에 위장
관계의 melatonin 은 자가분비 호르몬으로 위장관 근육의 긴장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59). 본 연구결과는 동일한 시간대에 투여된
항암화학요법이 개인별로 서로 다른 내적 일주기 리듬에 대응하여
일주기유형의 차이에 따라 위장관계 부작용의 발생 빈도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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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임상동물연구에서
항암제를 서로 다른 시간대에 투여함에 따라 위장관계, 골수, 신장
및 다른 신체기관에서 항암제 독성의 발생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60). 암 환자에서 일주기 시간에 따른 항암화학요
법의 투여가 항암치료의 전반적인 반응 비율을 높이고 CINV, 혈액
학적 부작용(hematologic suppression) 및 신장독성과 같은 항암
제 독성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61-64). 비록 일주기에 따른
항암화학요법의 효과가 암의 종류 및 항암화학요법의 종류에 따라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주기시간에 따른 항암화
학요법 투약이 항암효과를 높이고 항암제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음
을 시사한다.
항암화학요법 후반에 투여되는 taxane 계열은 항암제로 인한 저린
증상이 항암제 부작용으로 흔히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항암제로 인
한 저린 증상은 화학요법 종료 시점에 약 절반 미만에서 증상이 동
반되었고 약 20% 미만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까지 증상이 지
속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taxane 계열의 항암제로 인한 말초신경

병증의 발생빈도는 paclitaxel 의 경우 57 - 83%이고 docetaxel 의
경우 11 - 64%로 알려져 있다(65). 이러한 CIPN 은 항암제 투여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며 docetaxel 을 투여 받은 환
자의 23 - 32% 가량이 3 년 가량의 시점에도 관련 증상을 호소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6). 다만 본 연구에서는 CIPN 을 위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발생빈도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주
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 이후까지 지속되는 항암
제로 인한 저린 증상은 모든 평가 시점의 불안 증상과 유의한 연관
성을 보였다. Taxane 계열의 항암제에서 CIPN 의 위험인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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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14). 그나
마 항암제의 누적용량과 나이, 이전의 신경병증이 위험요인으로 언
급되었다(67-69). CIPN 의 치료에 대한 기존의 임상시험에서
amitriptyline 과 duloxetine 과 같은 항우울제는 CIPN 의 증상 호전
에 효과가 있었다(34, 70). 이러한 효과의 기전으로 관련 약물로 인
한 serotonin 과 norepinephrine 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이 척수의 배
측각에서 말초의 통증자극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1). 불
안 및 우울과 CIPN 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 연구에서 말초신경병증
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불안과 우울을 보다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19).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항암화학요법 이전과 치료 동
안 불안 및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는 이후 CIPN 이 발생하는데
있어 더 취약하고 CIPN 의 영향에 더 예민할 수 있다. 특히 본 연
구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시점에 동반된 저린 증상은 이전의 불안
증상이 위험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에
도 지속되는 저린 증상은 이전의 불안 증상이 유의한 위험요인이었
다. 이는 항암화학요법 동안의 발생하는 CIPN 이 항암제로 인한 신
경독성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하지만 항암화학요법 이후에 지속되는
CIPN 증상에는 정신신체의학적으로 불안의 성향을 가진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 동안 경험한 CIPN 증상을 이후에도 신체화하여 지속
하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불안의 민감도가 높은 경우는 통
증에 대한 파국적 사고로 이어져 두통과 같은 만성 통증에 대한 발
생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72).
다만 본 연구의 초기 가설로 회복탄력성이 낮은 환자는 항암화학
요법 동안 항암제 부작용 등 신체증상에 대한 주관적인 호소가 더
심할 수 있으며 회복탄력성이 예측요인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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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연구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항암화학요법 이전 시기에 회
복탄력성이 전반적인 암 관련 증상과 수면장애, 건망증과 상관성이
있었지만 이는 항암제 부작용으로 볼 수 없으며 암 진단 직후 항암
치료 전에 동반된 불안 증상으로 인한 이차적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주요 항암제 부작용에 대한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회복탄력성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항암화학요법
동안 신체적인 증상에 대해서는 회복탄력성 등 심리적 요인보다 생
물학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3. 회복탄력성과 정신적 디스트레스 및 삶의 질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 전후의 기간 동안 유방암 환자는 30 - 50%
의 정신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
는 기존의 연구와도 유사한 수준이었다(73). 항암화학요법 시작 전
과 종료 시점에 특히 정신적 디스트레스를 높은 빈도로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암 진단 직후의 심리적 부담과 항암화학요법 치료
지속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해당 시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항암화학요법 시작 전에 낮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은 항암화학
요법 전 후 기간 전체에 걸쳐 정신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위험요
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 및 사회적 지지 수준, 암 관
련 증상을 보정한 이후에도 유의하였다. 여러 종류의 암 환자를 대
상으로 한 기존의 단면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동일한 시점의 정신
적 디스트레스를 반영한다는 결과가 있었으며 환자 대조군 단면연
구에서 유방암 환자와 일반 인구군 모두에서 회복탄력성이 정신적
디스트레스 수준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25, 27). 본 연구
는 전향적 연구를 통해 암 진단 시점의 회복탄력성이 해당 시점과
52

1 년 후의 정신적 디스트레스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
복탄력성의 요소로 희망, 현실 검증력, 부정적 감정의 저항력, 자기
반성, 적절한 방법을 통한 자기조절 등이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는 암 치료과정 중의 적응을 도모하고 정신적 디스트레스를 줄
여주는데 역할을 한다(74). 정신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사회적 지지와 암 관련 증상을 보정한 이후에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복탄력성은 암 환자에서 치료 과정과
이후 생존기간 동안 정신적 디스트레스를 예상할 수 있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정신적 디스트레스 및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증상은 암 환자에서 삶의 질을 낮추는 주요 원
인이다(6).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 전후의 삶의 질은 항암화학요법
종료 시점에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외의 기간은 비교적 비슷하게 유
지되었다. 항암화학요법 전의 회복탄력성은 항암화학요법 전후의 모
든 기간에서 삶의 질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 정도와 각 시점의 전반적인 암 관련 증상을 보정한 이
후에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결국 암 진단 당시의 회복탄력성이
향후 장기적인 암 치료 과정 동안 환자의 정신적 디스트레스와 삶
의 질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비교적 일관된 특성이지만 인지행동치료나 수용전념치료, 역
동정신치료, 생활습관조절 등의 치료적 개입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75). 암 치료 초기 시점에 회복탄력성이 낮은 평
가된 암 환자를 중심으로 정신적 디스트레스 증상의 보다 적극적인
평가와 관리를 하면서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암 치료 동안과 이후의 삶의 질 증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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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수를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로지스틱 및 선형
회귀분석 나타난 유의한 결과는 해당 연속형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서도 유의한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CINV 분석에서
첫 항암투약 이후 CINV 의 평가가 두 번째 항암투약 직전에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다만 이전 연구에서 항암투약 이후 3 주까지도
CINV 경험을 충분히 회상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32). 또한 본
연구는 첫 항암투약 이후의 CINV 만 평가하였고 이후의 항암투약
기간에는 CINV 를 평가하지 않았다. 이전 연구에서 CINV 는 다른
투약 회기 보다 첫 투약시기에 발생빈도가 가장 높으며 관련 요인
과의 연관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76). 세 번째로 항암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의 진단에 맞춰진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기
존 연구에서 CIPN 의 평가는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또는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의 기준을 흔히 사용하며 운동신경,
감각신경의 이상, 심부건반사의 소실, 자율신경계 증상 등의 정도에
따라 Grade 1 (경증)부터 Grade 4(중증)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근
전도검사나 신경전도검사에서의 이상소견은 CIPN 증상의 발생보다
뒤늦게 나타나 평가적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5).
평가 시점의 저린 증상의 정도로만 말초신경병증을 평가한 부분은
증상의 지속 정도나 말초신경병증의 다른 증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말초신경병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마
비되거나 저린 느낌이며 3 점 이상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저린 증상으로 본 기존 연구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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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저린 증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34). 네 번째로 anthracycline 병합요법 이후 taxane 계 항암제
기반의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유방암 환자 만을 대상
으로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다른 암 종류나 다른
항암제에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 대상이 되는 환자 중 54%만이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
여 연구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본 편중(selection bias)
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강점이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에서 수술 전 항암화학요
법을 받는 동안 암 관련 증상과 삶의 질의 변화를 관찰한 첫 번째
전향적 연구이다. 기존 연구에는 난소암 환자에서 수술 전 항암화학
요법 동안 삶의 질을 본 1 년간의 전향적 연구가 있었지만 불안 및
우울 증상은 관찰하지 않았다(77). 본 연구는 암 진단 직후의 회복
탄력성이 해당 시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신적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기존 연구에서는 단면
조사를 통해 회복탄력성과 정신적 디스트레스간에 동일한 시점에서
의 연관성은 언급된 바 있으나 종단적 연관성에 대한 발표는 없었
다(25, 27). 추가적으로 항암제 부작용 중 오심 및 구토가 항암화학
요법 전의 늦은 일주기 유형과 연관성이 있으며, 항암화학요법 이후
에도 지속되는 저린 증상이 항암화학요법 전의 불안과 연관성이 있
다는 결과도 기존에 발표된 바 없는 항암제 부작용의 새로운 위험
요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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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비교적 균일한 유방암
환자 집단에서 항암제 부작용과 정신적 디스트레스를 포함한 암 관
련 증상과 삶의 질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주요 항암제 부작용에서
회복탄력성은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오심 및 구토는 이전의 늦
은 일주기 유형이 유의한 위험요인이었고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에도 지속되는 저린 증상은 이전의 불안이 유의한 위험요인이었다.
이러한 항암제 부작용이 암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위험요인과 병태생리 간의 생물학적 연
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항암화학요법 초
기부터 관련 요인에 대한 평가와 조절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치
료 초기의 회복탄력성은 항암화학요법 전후 동안 사회적 지지 및
암 관련 증상을 보정한 후에도 정신적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을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회복
탄력성은 암 관련 증상에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 정도에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고 정신적 디스트레스에 있어 완충 역할을 하여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회복탄력성
을 높여주는 심리사회적 중재요법은 암 환자의 정신적 디스트레스
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진시켜주는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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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itudinal association of resilience with
cancer-related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undergoing
neoadjuvant chemotherapy

Kwang-Min Lee
Medicine, Psychia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Neoadjuvant chemotherapy has been commonly
recommended for locally advanced breast cancer to improve
surgical outcomes and increase the opportunity for breastconserving therapy. Anthracyclines and cyclophosphamide,
followed by taxanes, are widely used chemotherapeutic agents
in

neoadjuvant

chemotherapy

anthracycline-based

reg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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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s

breast

cancer.

associated

An
with

chemotherapy-induced nausea and vomiting (CINV) and a
taxane-based regimen is associated with 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CIPN). During neoadjuvant
chemotherapy, patients with breast cancer could experience
several cancer-related symptoms, including chemotherapyinduced adverse reactions and psychological distress, which
may have an impact on their quality of life. Resilience has been
suggested as a predictive factor for the capacity to cope with
adversities such as cancer.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trajectories of cancer-related symptoms and
the quality of life, an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among
resilience, cancer-related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receiving

neoadjuvant

chemotherapy.
Methods: In this single-institution,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conducted at an outpatient cancer center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November 2013 to April 2017, we analyzed
women with breast cancer who were scheduled to be treated
with

neoadjuvant

completed

chemotherapy

questionnaires

were

before

surgery.

administered

Self-

immediately

before the first cycle of chemotherapy (baseline), second cycle
of chemotherapy, and last cycle of chemotherapy, and 1 year
after baseline evaluation. Measurement scales comprised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the

M.

D.

Anderson

Symptom Inventory, the Multinational Association of Suppor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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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in Cancer Antiemesis Tool, the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the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Breast,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the Munich Chronotype Questionnaire, and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The changes in variables over
time were evaluated using paired t-tests. Bivariate correl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We perform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exploring the risk factors of CINV and CIP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evels of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distress
were evaluat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nd linear regression
analyses. The associations between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were evaluated using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a total of 143 participants, 134 patients after the
first cycle of chemotherapy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for
CINV, and 111 patients at the 1st year after baseline evaluation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Almost all cancer-related
symptoms,

except

the

symptom

of

numbness,

were

exacerbated significantly during chemotherapy compared with
those at baseline and were recovered to the level at baseline
after

chemotherapy.

The

symptom

of

numbness

was

exacerbated significantly during chemotherapy, especially at
the end of chemotherapy, and sustained after the termination of
chemotherapy. Overall, 48.5% of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CINV. On multivariate analysis, late chronotypes and a history
69

of nausea/vomiting remaine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INV.
For

chemotherapy-induced

numbness,

45.0%

of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numbness or tingling at the end of
chemotherapy, and 18.9% experienced persistent numbness
after the termination of chemotherapy. For chemotherapyinduced

persistent

numbness

after

the

termination

of

chemotherapy, anxiety at baseline and poor sleep quality at the
termination of chemotherapy were significant risk factors on
multivariate analysis. The low level of resilience at baseline
was associated with the risk for psychological distress during
the chemotherapy after controlling age, social support, and
cancer-related symptoms. Furthermore, the level of resilience
at baseline was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during
chemotherapy after controlling for age, social support, and
cancer-related symptoms.
Conclusion:

In

women

with

breast

cancer

undergoing

neoadjuvant chemotherapy before surgery, late chronotypes
were found to have an increased risk of CINV, and anxiety was
found to have an increased risk of persistent chemotherapyinduced numbness. Patients experienced several cancerrelated symptoms, and most symptoms except numbness
recovered after chemotherapy. Resilience at the beginning of
chemotherapy could be considered a predictive factor for
psychological

distress

and

interventions to enhance

quality

of

life.

Psychosocial

resilience might provide
70

useful

approaches to prevent psychological distress and maintain
quality of life during neoadjuvant chemotherapy.

Keywords: neoadjuvant chemotherapy, breast cancer, resilience,
cancer-related symptoms, psychological distress,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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