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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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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피로,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여 유방암 여성의 갱년기 증상 및 피로 완화를 위한 중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008년 5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소재 3차 의료기관인 I병원의 외래 방문

예정자 및 서울 소재 자매 의료기관인 S병원 유방암 환우회 회원 중에서 유
방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마친 50세 미만의 유방암 환자 140명을 대상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질병과 치료관련 특성 조사는 의무기록을 이용했고,일반적 특

성인 주관적인 갱년기 증상의 정도,피로,삶의 질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
용해서 수집했다.갱년기 증상 정도는 Hilditch등(1996)이 개발하여 박영주
등(2001)이 번안한 갱년기증상 관련 삶의 질 도구(A Menopause-specific
Quality ofLifeQestionaire:MENOQOL)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피로는
Piper가 개발,개정(1998)한 RevisedPiperFatigue척도를 Lee(1999)이 번역
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했으며,삶의 질 도구는 이은현이 개발(2007)한
C-QOL(한국 암 특이형 삶의 질)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통계,ANOVA,

t-test,Scheffetest,Pearson's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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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여성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갱년기
증상은 피로(3.77),전보다 힘이 없음(3.22),전보다 활력이 없음(3.01),기억
력 감소(2.94),불안하고 신경이 예민함(2.95),발한(2.69),안면홍조(2.66),근
관절통(2.78)등의 증상이었다.
2.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여성의 갱년기 증상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대상자의 수술 받은 시기,임파 전이,수술 후 체중변화였다.
3.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여성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피로증상

은 피곤하다(5.22),졸립다(4.94),활력이 없다(4.94),무기력 하다(4.79),피로
가 파괴적이다(4.71),비정상적이다(4.58),피로가 집안일,직장일을 방해한다
(4.64),현재 피로가 괴롭다(4.56),긴장되었다(4.63),기억할 수 없다(4.39),집
중할 수 없다(4.37)등의 증상이었다.
4.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여성의 피로 증상에 영향을 주는 변

수는 대상자의 경제 상태,수술 받은 시기,수술 후 체중 변화였다.
5.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여성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삶의 질

증상은 속이 매스껍다(3.38),두려움(3.23),우울/슬픔(3.21),불안(3.14),암 재
발의 걱정(3.16),암 전이의 걱정(3.15),입맛이 없다(3.14),밤에 깊은 잠을
못 잔다(3.07)등의 증상이었다.
6.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

는 대상자의 교육정도,수술 받은 시기,임파 전이,타목시펜 복용 유무,월
경 양상 변화,수술 후 체중 변화였다.
7.항암화학요법 후 삶의 질은 갱년기 증상,피로와 역상관 관계를 나타냈

으며,갱년기 증상과 피로는 순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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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볼 때,유방암 여성이 호소하는 갱년기 증상과 그중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갱년기 증상인 피로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간호중재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이에 적극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수술 받은지 3년 미만의 여성들에 있어서 체중 증가한 군
이 갱년기 증상과 피로를 더 심하게 느끼고,삶의 질은 낮았는데 이에 대한
시기,운동 및 체중 유지 등을 고려한 통합된 관리와 함께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줌이 필요하다.그리고 유방암 치료 후의
월경양상의 변화에 따른 갱년기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나이,항암화학요법,타목시펜 복용 등의 관련 변수들을 적절히 통제한 반복
연구와 전향적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주요어:유방암 여성,보조항암화학요법,갱년기 증상,피로,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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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유방암은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국내 여성암 중 2005년 이후 발
생 빈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신규 환자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져 여성의
중요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국가 암정보센터,2005).또한 사망률은
다른 암에 비해 낮고 환자의 생존율은 높다.1995년 유방암 환자의 5년 생
존율은 다른 암에 비해 비교적 높은 77.9% 이었고,2005년에는 87.3%로 증
가 되었다(NationalCancerInformationInstitute,2008).따라서 장기 생존
하는 유방암 환자들은 만성질환처럼 치료의 장기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관리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Mols, Vingerhoets, Coebergh & Van de
Poll-Franse,2005)중요한 질환이다.이런 장기적인 후유증의 하나가 항암
화학요법으로 인한 조기 폐경이다(Bines,Oleske & Cobeigh,1996;Del
Mastro,Venturini,Sertoli,& Rosso,1997).
폐경 전 여성이나 폐경에 접어든 여성들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은 난소 부

전과 그에 따른 증상을 유발하거나 가속화하여(Rose& Davis,1997),갱년
기 증상을 일찍부터 심하게 경험하게 되므로(Capenteretal.,1998)삶의 질
에 큰 영향을 준다(Couzi,Helzlsouer,& Fetting,1995;Gans,Rowland,
Desmond,Meyerowitz,& Wyatt,1998;Prichard,2001).뿐만 아니라 조기
폐경은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골다공증 등의 위험성도 높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Richelson,Wahner,
Melton,& Riggs.1984;Rosenberg,Hennekens,Rosner,Rothman,&
Speizer,1982).특히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생은 외국의 경우보다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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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므로 항암치료 후 일찍 부터 에스트로젠 결핍 상태
에서 지내게 되어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는 다양한 신체적 부작용을 경험할

뿐 아니라 피로,우울,불안,인지 기능 저하와 같은 심리,정신적 변화를 경
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dger,Braden,& Mishel,2001,Ganz,
Coscarelli,Fred,Kahn,Polinsky,& Petersen,1996;Kirhbaum,2005).신체
적 부작용을 보면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난소 부전으로 갱년기 증상(Bines
etal.,1996;Ganz,Greendale,Petersen,Kahn,& Bower,2003),피로,불면,
동반된 2차 질환(Bower,Ganz,Desmond,Rowland,Meyerowitz& Belin,
2000;Molsetal.,2005;Shimozumaetal.,1999;Vacek,Winstead-Fry,
Secker-Walker,Hooper,& Plante,2003)등이 중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신체 증상은 정신,심리적 측면,성적 측면,일상 생활 유지하
는 것 등 삶의 질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폐경전 환자의 70-90%가 갱년기 증상을 호

소하고 있으며(McPhail,1999),Guptaetal.(2006)는 유방암 치료를 받는 거
의 대부분의 여성이 약간일지라도 한가지 이상의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경희,2006).안면 홍조,발한,기분 변화,불면,질 건
조 등의 급성적 갱년기증상들은 유방암 환자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증상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윤미라,2004;Guptaetal.,2006),성욕 감소,요실금,
골다공증,심혈관질환,불임 등의 장기적인 증상들은 생존에 영향을 주는 건
강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한국유방암학회,2005;Bineset
al.,1996;Carpenteretal.,2002).또한 우리나라는 서구 유방암 최대 발생
연령이 50대인 것에 비해,이른 40대에 발생 빈도가 높고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미국의 경우 유방암 진단 받은 여성의 약 25%가 폐경 전 여
성인 것으로 보고되는 것에 비해(Binesetal.,1996;Hankey,Miller,Cur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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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ary,1994;Theriault,& Sellin,1994)국내 유방암 환자의 50% 이상
이 폐경 전 환자임을 생각할 때(신명희,2005),조기 폐경과 갱년기 증상이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또한 급성적인 난소 부전은 매우 고통스러운 갱년기 증상을 유
발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심리적 불안
과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McPhail,1999).이러한 조기 폐경 가능성과 갱년
기 증상들은 잘 알고 교육해야 할 유방암 환자의 신체 증상이라고 생각된
다.
암환자의 피로는 정상인과 달리 휴식에 의해 쉽게 완화되지 않고 만성적

으로 지속되므로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1992년의 국제질병분류에서 진단명으로 인정될 만큼(Portenoy
& Itri,1999)암 관련 피로(Cancer-relatedfatigue)는 정상인의 피로 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또한 피로는 유방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
는 증상으로 항암요법을 하는 동안 증가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되며,피
로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Byar,Berger,
Bakken,& Cetak,2006;Broeckel,Jacobsen,Horton,Balducci,& Lyman,
1998).이처럼 피로가 삶의 질의 주요 예측인자(Arndt,Stegmaier,Ziegler,
& Brenner,2006,;Park,2005)라고 보고되고 있다.
위와 같이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유방암 치료 후 발생

하는 갱년기 증상과 피로를 적절히 이해하고 교육,중재하는 것은 추후 발
생할 수 있는 심리정신적 문제를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유방암 치료로 인한 조기 폐경과 월경 양상의 변화에 대

해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Biancoetal.,1991;Goodwin,Ennis,Pritchard,
Trudeau,& Hood,1999;Rose,& Davis,1997),최근에는 유방암 치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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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생존자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들의 갱년기 증상과 관
련 요인에 대한 연구(Couzietal.,1995;Ganzetal.,1998;Stein,Jacobsen,
Hann,Greenberg,& Lyman,2000)와 이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중재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Loprinzi,Barton,Sloanetal.,2002;Loprinzietal.,1994;
Pandyaetal.,2000;Quellaetal.,2000).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김매자,1994;

김영순,2000;채영란,최명애,2001)나 정상 폐경 여성의 갱년기 증상에 대
한 연구들이고(권숙희 등,1996,김남진,2002,김미향,1998,유은광,김명희,
1995),최근 장순복 등(2008)의 연구도 항암화학요법 후 빈발하는 유방암 환
자의 무월경 변화로 인한 갱년기 증상의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월경변화 양
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였다.이와 같은 연구들이 대부분으로,유방암 환자의
갱년기 증상과 피로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갱년기 증상은
국가 및 민족 마다 호소 정도가 다르며(이종화,정연강,박형무,박재순,염
순교,2000),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김정애,1999;임은옥,1994;Groneveldetal.,1993;Hunter,1992),미
국이나 서구 국가의 연구 결과들을 우리 상황에 일반화하여 설명하기는 어
렵다(박영주,구병삼,강현철,천숙희,윤지원,2001).또한 이들 대다수의 연
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항암화학요법 중인 환자까지 포함하여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 발생되는 증상과의 혼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
렵다(이경희,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항암화학요법을 마친 자로 한정하였고,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가 항암화학요법 후에 경험하는 갱년기 증상과 갱년기
증상 중 가장 많이 호소하는 피로 정도와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
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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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의 갱년기 증상과 피로를 파
악하여 유방암 환자의 갱년기 증상 및 피로 완화를 위한 간호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가 지각하는 갱년기 증상과 피로,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2)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의 갱년기 증상,피로,삶의 질의 관계
를 파악한다.

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항항항암암암화화화학학학요요요법법법
악성종양의 성장을 억제,변형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적 치료 방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악성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약물을 구강 또는 정맥

내 주입하는 것으로 두 세 가지 약물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22)))갱갱갱년년년기기기 증증증상상상
폐경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폐경 증상 보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

를 갖고 있으며,난소기능 쇠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육체적,생리적 변화
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요인이 복합된 다양한 증상을 말한다(대한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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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1991;Kistner,1979).
본 연구에서는 Hilditch등(1996)이 개발하여 박영주 등(2001)이 번안한 갱

년기 증상 관련 삶의 질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33)))피피피로로로
피로는 개인이 저항할 수 없는 지속적인 소모감을 경험하거나 또는 휴식

에 의해 완화되지 않는 신체적,정신적 작업의 감소된 능력을 경험하는 자
아인지 상태다(Capenito,1998).
본 연구에서는 Piper가 개발,개정(1998)한 RevisedPiperFatigue척도를

Lee(1999)가 번역하여 수정한 피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
미한다.

444)))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삶의 질은 신체적,사회적 기능,역할 기능,정신적 기능과 활력,통증,

인지 기능 같은 개인이 지각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포함한 말이다
(Wilson,Cleary,1995).
본 연구에서는 이은현이 개발(2007)한 C-QOL(한국암 특이형 삶의 질)도

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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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갱갱갱년년년기기기 증증증상상상

폐경(menopause)은 보통 노화과정의 한 기간을 일컫는 갱년기 기간 중
에 발생하고 난소기능 감소로 나타나는 월경의 중단을 말하며,무월경이 12
개월 이상 지속시 폐경으로 진단한다(Alan,& Lauren,2003;Soares,2003).
폐경의 연령은 지역,인종,출산력 및 사회,경제 상태 등에 의해 약간의 차
이는 있으나 대체로 평균 45-55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며,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48세로 알려져 있고(대한 산부인과학회,1991;대
한폐경학회,2001),이종화 등(2000)의 연구에서는 49.7세,박영주 등(2001)의
연구에서는 49.2세로 보고하였다.
갱년기는 폐경 전 생식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폐경 후 생식능력이 없는 상

태로 변화되는 과도기를 의미하며 난포 호르몬의 분비감소와 더불어 배란,
월경 등 생식기능을 위한 월경현상이 불규칙해지는 내분비적 혼란시기로부
터 폐경이 되어 생식능력을 상실한 후 다시 안정을 찾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한인권,2001).
갱년기 증상(menopausalsymptom)은 이러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호르몬

변화에 의한 신체생리적 증상들과 사회심리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을 말한다(대한산부인과학회,1991).
신체적 요인에 의한 갱년기 증상을 나누어 보면,초기증상으로는 열성홍

조와 야간발한 등의 혈관운동성 증상과 우울증,가슴 두근거림,불안초조,
무력감,집중력장애 등의 정신적 심리적 증상,근육통과 관절통 등의 전신증
상이 있다.대부분 기간 경과와 함께 소실된다.중기증상으로는 비뇨생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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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으로 인한 빈뇨,배뇨 등 성교통,질출혈 등과 신체 각 부위 결합조직의
야교질이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는 피부의 탄력성 감소,유방 처짐 등이 있
다.이러한 중기증상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
다.말기증상으로는 골다공증,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데 이러한 증상은 일상생활에 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매우 심각한 건강문제
도 야기할 수 있다(한국유방암학회,2005).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갱년기 증상은 이종화(2000)의 연구

에서 보듯이 관절의 통증,혈관운동성 증상이다.박영주 등(2001)의 연구에
서는 혈관운동성 증상,김영혜 등(2003)의 연구에서는 피곤함,혈관운동성
증상,신경근육계 증상 등이 나타났다.특히 열성홍조와 야간발한 등의 혈관
운동성 증상은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으로 불면,우울,불안,인지기능 저하
등 정신심리적인 증상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ares,2003).
일반적으로 혈관운동성 증상은 50-88%의 갱년기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으
며,4-5년의 기간 동안에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Alan,2003;
Clemons,2002).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들 중 폐경 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안면홍조,야간발한 등과 같은 혈관운동성 증상과 질건조,
성교통증 등의 성생활 장애와 수면장애 등이며,우울,신경과민,피로,기억
력 감퇴,골관절통,두통 등과 같은 증상들은 폐경 여부 보다는 여러 인구사
회학적 변수,심리사회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
다(윤미라,2004).
다음으로 유방암 여성의 갱년기 증상 및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보조항암화학요법 후의 유방암 여성의 안면홍조를 호소하는 비율은 일반

갱년기 여성보다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Carpenteretal.,1998;Couzi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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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특히 연령과 폐경 여부에 따라 안면홍조의 호소율에 차이가 크게 나
는데,Ganz(1998)등의 연구에서는 50-59세 여성의 호소율이 78%로 가장
높았다.이는 건강한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Kuh등(1997)의 연구
에서 폐경 후 여성은 60%가 안면홍조를 호소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유방암 여성들이 많이 호소하는 갱년기 증상으로 비뇨생식기계 증상이 있

는데,정상 노화과정인 성욕감퇴와 질 건조가 유방암 치료로 인해 더 악화
된 결과로 보인다(Ganz,2001).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해 조기폐경이 된 유방
암 여성의 비뇨생식기계 호소율은 40-50%로 보고된다(Ganzetal.,1998).
항암화학요법은 에스트로젠 부족으로 인한 질건조와 안드로젠의 부족으로
인한 성욕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잠재적인 불임의 가능성 역시 성적존재로서
여성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다.여러 측면에서 유방암은 젊은 여성
의 성기능과 자기존중을 저하시킬 잠재력이 매우 큰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Schover,1994).
조기 폐경된 여성은 장기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현저히 증가한다

(Rosengergetal.,1981;Theriault,& Sellin,1994).일부 연구에 의하면,조
기폐경 여성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일반 여성에 비해 7배나 높다고 한다
(Rosengergetal.,1981).
유방암 여성은 장기적으로 골다공증의 위험도 증가한다.이것은 골밀도를

결정하는 것이 자연연령보다는 폐경 후 경과된 시간에 더 관계가 있기 때문
인데,자연폐경 후 20년이 지난 70세 여성군과 수술적 폐경 후 20년이 지난
50세 여성군의 골밀도를 비교했을 때 골밀도 감소에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가 이를 증명해 준다(Richelsonetal.,1984).Twiss등(2001)은 유방암 치료
를 받은 적이 있는 42-65세의 폐경 후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를
해 본 결과 80%가 정상 이하의 골밀도 감소를 보였고 마른 여성일수록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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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와 골반 뼈의 골 손실이 심했다.이것은 항암제로 인한 난소기능 부전이
젊은 여성의 골다공증을 가속화시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Ganz와 Rowland등(1998)의 유방암 치료 완료 대상자의 갱년기 증상 관

련 삶의 질 연구와 같은 도구를 이용한 건강한 갱년기 여성 대상 연구와 비
교해 볼 때(Ganz,Day,Ware,Redmond,& Fisher,1995),유방암 여성의 갱
년기 증상 호소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Harris,Remington,Trentham-Dietz,Allen,& Newcomb(2002)의 연구에

서도 건강한 일반 여성의 갱년기 증상 호소율은 32%였던 반면,유방암 여
성의 호소율은 75%로 보고됐다.Broeckel,Jacobsen,Horton,Balducci와
Lyman(1998)도 항암화학요법을 받았던 유방암 여성이 건강한 대조군에 비
해 갱년기 증상을 더 심하게 호소했고 수면의 질이 나빴으며,심한 피로와
삶의 질의 저하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유방암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항암화학요법이나 항호르몬 치료 등이 폐경전이나 폐경에 접어든 여성에게
난소 부전을 촉발하거나 가속화하여(Rose,& Davis,1977;Goodwinetal.,
1999)조기폐경을 유발하고,이로 인해 정상 여성보다 더 젊은 나이에 더 심
각한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방암 여성의 치료를 위한 항암화학요법과 항호르몬치료는 현재 유방암

의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특히,젊은 연령의 여성일수록 생존율
의 향상을 위해 이러한 치료를 더 권유하고 있다(Ganz,2005;한국유방암학
회,2005).위의 표준 치료의 발전으로 생존율의 향상을 가져왔으나 유방암
여성들은 조기폐경으로 인한 안면홍조,발한과 같은 혈관운동성증상,기분
변화,불면,질건조증,성교통,실금,체중증가,심혈관 질환,불임,골다공증
등 장단기적 건강문제를 가지게 된다(Bines,1996;Ganz,2005).
특히,항암화학요법은 난소독성이 있어 치료를 받는 여성들이 난포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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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증상을 경험하게 되면 이는 난소 부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증명되어 있
다(최윤정,2004,Ganz,2005).난소 부전의 결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여
성들은 월경양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규칙적인 월경을 보일 수도 있
으나 난소부전의 결과로 일시적인 무월경,불규칙적인 월경양상 또는 폐경
에 이르는 무월경을 보일 수도 있다(이경희,2006).
일반적인 여성은 35세부터 난소기능 감퇴를 시작하고 10-15년 이상 점차

적인 에스트로젠 감소가 진행되어 체내에서는 일부 적응과정을 거쳐 갱년기
증상이 다소 완화되나,유방암 치료를 위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게 되는 경우
에는 갑작스런 난소기능 감퇴를 경험하며 안면 홍조,야간발한,질건조증,
성기능 장애가 심하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최윤정,
2004;Crandail.,Petersen,& Ganz,2004;Ganz,2005).폐경이 발생하는 연
령을 평균 48-49세 전후임을 생각할 때,50세 이하 유방암 여성의 절대빈도
가 미국은 22%인 반면,우리나라는 57%로 월등히 그 비율이 높다(신명희,
2005).이는 국내의 많은 유방암 여성들이 치료와 함께 난소부전에 따른 심
각한 갱년기 증상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유방암 치료를 위한 항암화학요법 후,무월경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는

연구마다 다양한데,무월경 빈도를 보면 30-39세 33%,40-49세 96%,50세
이상에서는 100%로 무월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Bines,1996).
Knobf(2006)의 연구에서는 40세 이하 유방암 여성에서 31-38%가 무월경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며,Goodwin(1999)의 연구에서는 40세 이하는 50%이
하,45세 이상에서는 80% 이상의 무월경 발생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
다. 항암화학요법 후에 타목시펜 치료를 병행할 경우는 그 가능성이 더 증
가하여,40세 이하는 65%,45세 이상에서는 90% 이상에서 무월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Tham 등(2007)의 연구에서는 40세 이상의 여성에
서 발생률이 4.6배 높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6개월 이상 무월경이 지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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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40세 미만의 여성들은 40%에서 월경이 재게된 반면 40세 이상의 여
성들에서는 월경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onieretal.,2005).
국내 윤미라(2004)의 연구에서도 40대 여성의 73%가 항암화학요법 후에

폐경이 되었고 30대 여성의 58%도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무월경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외국 연구들과 일관된 상당히
높은 월경의 변화율을 보였다.무월경이 1년 이상 지속되면 난소기능이 재
게되지 않고 항암화학요법 후 월경이 회복된 여성들이라도 결과적으로는 폐
경이 더 빨리 오기 때문에(Partridgeetal.,2007)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조
기폐경과 이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영향이 유방암 여성들에게 또 다른 건
강 이슈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암과는 달리 부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장순
복 등,2008).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암환자들에게 공통적인 것이지만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급성 난소부전의 문제가 매우
고통스러운 합병증이다(Ganz,Greendal,Petersen,Kahn,& Bower,2003).
노화에 따른 자연 폐경과는 달리 급성 난소기능 부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
기 폐경은 안면홍조를 비롯한 갱년기 증상들과 성기능부전을 더 심하게 일
으키고(Ganz,Rowland,Desmond,Meyerowitz,& Wyatt,1998)장기적으로
는 골다공증,심혈관질환,비뇨생식기능 부전,심리적 건강문제를 야기하여
유방암환자들의 건강상태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Fornier, Modi,
Panageas,Norton,& Hudis,2005;Guptaetal.,2006).
우리나라는 유방암 환자 중 30대,40대 여성의 분포가 각각 17%,41%로
전체 유방암 환자의 58%를 차지하고 있는데(KoreaBreastCancerSociety,
2006),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폐경 연령이 50세 전후임을 고려할 때 조기
폐경과 갱년기 증상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유방암 여성 간호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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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년기 증상의 정도를 살펴보면,Ganz,Rowland,& Meyerowotz(1998)의
연구에서 수술한 후 1-5년 경과한 1098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술 후 치료를 하지 않은 군에 비해 타목시펜 복용군이 안면홍조,발
한,질분비가 더 심했고,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군이 질건조,성교통,체중
증가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Gupta(2006)는 5년 내에 유방암 치료를
받은 29-65세 199명의 대상자를 가지고 횡단적 연구를 했는데,85%가 안면
홍조와 발한을 호소하였고 96%에서 혈관운동성장애를,60%는 성생활장애
를,85%는 우울과 불안,인지기능 저하 등 심리적,성적인 장애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Crandall(2004)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2-10년이 되고,진
단 당시 나이가 50세 이하 476명을 분석하였는데,갱년기 증상은 15-71%의
대상자가 증상을 호소하였고,유방암 수술 후 항암제,호르몬치료제를 복용
한 군이 안면홍조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고 하였으며,일반적인 중년여성
과 비교하여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는 빈도와 정도가 다소 높다고 하였다.
이는 Helen(2005)의 대조실험군 연구와 Carpneter(2002)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 일반 중년여성보다 심한 갱년기 증상을 보이는 것 같다.국
내 연구에서 윤미라(2004)의 연구에서는 기억력 감소,불안 등의 심리사회적
증상과 피로,근관절통 등의 신체적인 증상이 약 80% 이상으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으로 보고하였으며,안면홍조,발한 등이 유방암 여성이 가장
심하게 느끼고 삶의 질을 낮추는 증상으로 분석하였다.이경희(2006)의 연구
에서도 항암화학요법이 완료된 대상자 중 무월경 발생빈도는 88.9%였고,40
세 미만은 50%,40세 이상이 97.5%로 분석되어 연령에 따라 무월경 발생빈
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군에서 갱년
기 증상 호소와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이는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유방암 치료 중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은 대상자의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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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월경을 초래하고 그 연령대가 일반인들보다 젊으며 정도가 더 심한 갱
년기 증상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대부분의 젊은 연령의 유방암 여성에
게 있어 갑작스런 무월경은 급성적인 괴로운 증상들-안면 홍조,발한,우울,
불안,두근거림,근관절통-이 동반되고,중장기 증상들로 이어져 장기적인
건강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유방암 진단 후 수술 및 병행되는 치료는 환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

지만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난소기능 저하와 폐경기 증상들 역시 여성들에
게 중요한 건강문제이다.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젊은 연령층의 유방암 환자
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폐경 전 유방암 여성들의 생식기능 보존 여부와
가족계획을 고려하고 폐경증상 관리 및 호르몬변화로 인한 장기적 건강문제
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그러나 지금까지 유방암 여성들에 있어
무월경 발생률이나 관련요인 또는 폐경 증상 등에 대한 국내의 자료나 관심
은 아직 미비하여 유방암 여성을 위한 교육이나 정보로 활용하기에는 제한
이 있다(장순복 등,2008). 따라서 심리적 안정과 증상 대처를 위해 적절한
교육 및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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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피피피로로로

    일반적으로 피로는 일생 동안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광범
위한 현상으로(Gordon,1995)피로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다.Mosby사전(대
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2002)에 의하면 피로는 강한 육체적 활동 후에 나타
나는 지구력의 소실이나 탈진상태,정상적으로는 근 수축이나 다른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 조직이 반응을 보이는 능력을 소실한 상태,전쟁이나
전투 피로와 같이 정신적 압박감에 극단적으로 노출된 상황과 관련된 정서
적 상태이다. 1988년에 NANDA(North American Nursing Diagnosis
Association)는 피로를 간호진단의 한 분류로 지정했으며,적절한 수면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탈진감과 육체적,정신적 직업 능력이 감소된 상태라고 정
의하였다(Gordon,1995).
이은주(2002)는 피로를 근력의 소모 또는 고갈,감소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압도적이고 탈진된 주관적인 느낌으로 정의하였다.Piper등
(1987)에 의하면 암환자 피로는 어떤 신체적인 구조의 한 부분에 국한되어
나타나기 보다는 몸과 마음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축적되면 휴식과 수면으로 쉽게 완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경희
(2006)는 암환자 피로의 속성을 개인마다 다르게 인지하는 주관적으로 인지
된 느낌과 경험으로서 신체적,정신적,인지적,영적,사회적,행동적,능력
감소를 나타내는 에너지 부족 상태로서 다원인적이고,다차원적이며,만성
적,지속적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암환자의 피로는 암 자체로 인해 암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나타날 수도
있고,수술,방사선요법,항암화학요법,생물요법의 결과로 올 수도 있다.진
행성 암환자의 60-80%가 중등도 내지 극심한 피로를 경험하며(서순림 등,
2000),휴식에 의해 쉽게 완화되지 않고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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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삶의 질과 치료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Curtetal.,2000).이
와 같이 암환자의 피로는 단지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요
인들로 구성된 다차원적인현상(Piper,1992;Winningham etal.,1994)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기준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하다.
특히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피로는 화학요법 체제의 작

용으로 인한 세포의 파괴로 생성된 최종산물에 의해 촉진되는 것으로 추정
되며(Love,Leventhal,Easterling,& Nerenz,1989),항암화학요법시 증가된
에너지 소모,식욕부진,지방 축적물의 파괴는 피로를 더욱 가중시킨다.또
한 다양한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요인 등이 환자의 피로 발생에 복합적으
로 관여한다(손혜경,2006;Piper,1992)고 생각되나 이직까지 암환자의 피로
기전에 대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영국의 NationalHealthService가 암 진단을 받은 성인 환자 576명을 대

상으로 피로가 주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Stone,Richardson,&
Kearney,2000)를 보면 58%의 환자들이 지난달 동안 피로를 ‘약간’,‘꽤’,매
우’로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이는 다른 증상과 비교시 의미 있게 높음을
알 수 있다.또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피로를 그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문
제라고 생각하였고,이러한 피로는 암환자의 삶의 질에 다양한 악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특히 업무 능력,여가 생활과 성생활에 큰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피로 정도는 대상자 마다 차이가 있

지만,Meyerowitz등(1983)의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
96%가 피로를 경험하였으며,Knobf(1986)는 치료중인 유방암 환자 50명과
치료가 끝난 유방암 환자 28명의 두 그룹을 대상으로 항암화학요법 치료로
초래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은 피로였고, Longman, Braden,
Mishel(1996)이 307명의 항암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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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되는 부작용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피로가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부작용으로 보고되었다.이은주(2002)는 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의 피로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가 경험하
는 피로는 휴식이나 수면으로 쉽게 풀리지 않았으며 화학요법 치료 후 3-7
일의 피로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심각한 피로이며 시간이 지나야 해
결된다고 표현하였다.

Caperito(1988)는 암환자의 피로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병리 생리적 요
인,치료와 관련된 요인,상황적 요인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다른 요일
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Piper,Lindsey,& Dodd,1987),신체적,정서적,인
지적,시간적 요인(Schwartz,Mori,& Nail,1999)들이 있다.유방암 환자의
피로는 행위/강도,감정의 의미,감각,인지적 및 정서적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Piperetal.,1998).또한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피로 요
인은 심리적 요인,수면,휴식 및 활동과 관련된 요인,입원치료와 관련된
요인,부작용 요인,사회경제적 요인 및 병원의 물리적 환경요인 등이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으며,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수면,휴식 및 활동과
관련된 요인이다(Song,1992).그 외에 기질적인 요인으로 성별과 연령을 포
함하여 설명하였다(Chun,& Kwon,1994).또한 최인정(1999)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증상과 피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Piper(1992)는 6주기 동안 항암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정신적 변수

(활력,우울,기분장애)와 피로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정신적인 변수가
피로의 강도와 증상을 46-76%까지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Blesch
등(1991)은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피로와 정서 상태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
데,전체적인 정서 상태와 피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국
내 연구를 보면,송미령(1992)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과 피로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정서적 증상을 측정한 김선희(2000),고은(2002)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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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피로와 정서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urt등(2000)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379명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를 보면,91%가 피로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방해 받고 있으며,
88%가 피로가 일상생활의 변화를 야기했다고 보고하였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일상생활로는 사회적 활동과 일반적인 인지적 업무였다.항암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기능적 상태의 변화를 조사한 Meyerowitis등(1983)의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88%의 환자들이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 사회적 활동이 감소했으
며,74%의 환자들이 직장활동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Piper(1992)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질병 단계가 높을수

록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피로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으며,Blesch등(1991)의
연구에서는 유병기간과 피로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또한 Mast(1998)가 유방암 환자 109명을 대상으로 피로의 관련요인을
조사한 결과,치료 기간,질병단계와 특정 약물의 사용이 피로와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암환자의 피로란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요인들로 구성된 다차원

적인 현상으로,암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 중 가장 힘든 증상임에도 불구하
고 많은 환자들은 피로라는 증상이 거의 관리되지 못하고 조절할 수 없다고
호소하며 피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는 아직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암환자의 피로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피

로(이은주,2002;한갑이,2001;최인정,1999),암환자의 피로 관련 요인(고
은,소향숙,2003;이정석,2001;정은자,2003),주기별 피로 변화(김귀남,
2003;김선희,2000),피로와 수면의 질 관계(손수경,2002;손혜경,2006),암
환자의 피로 간호 중재(서은영,이은옥,1997;김희정,2004;이영신,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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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영 등,1997;홍은영,2002;김경미,2003)등 다수가 있었다.
그리고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에게 있어서 피로는 질병 자체

와 치료 과정에 따라 겪게 되는 다양한 증상들과 동시에 경험하는 심각한
증상이며,정서적 요인과 영적,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차원
적 특성을 갖는 개념이다(차순정,2008).

암환자에게 나타나는 피로의 관련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기전과 작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피로 관련 요인 중 선행연구가 많은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는 요인은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증상이며,그 외 질병 특성과 치료 특성 등의 요인과 피로와
의 관계는 선행연구마다 다양하다.이러한 피로와 피로 관련 요인은 암환자
의 다차원적인 기능적 상태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박진희,2002).그리고 일반적인 피로의 요인과 암환자들의 피로의 요인은
신체적,심리적,환경적 및 정신적인 요인들을 포함하여 비슷한 양상을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피로의 특성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수면이
나 휴식으로 쉽게 회복이 되는 데에 반해 암환자의 피로는 잘 회복되지 않
고 지속적으로 환자의 안녕에 영향을 준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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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유유유방방방암암암 여여여성성성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삶의 질의 개념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정의하는 삶의 질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
적 평가 또는 개인의 기대나 준거를 실제적 삶이 충족하는 정도에 대한 주
관적인 인지 평가이며,기능적 상태,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을 포함하는 다
차원적 개념이라는 것이다(김미숙,2005).WHO(1993)에서는 ‘삶의 질은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기대,규
범,관심과 관련하여 자신이 평가하는 개인적인 지각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지난 10년간 암 환자의 삶의 질은 치료 성과들 중에서 점차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고(Murphy,& Rogers,2007),최근 들어 암 치료의 효과를
신체적,심리적,영적,성적 측면들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평가 할 뿐만 아
니라 암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경희,추연화,
2004).의료진 또한 이들의 삶의 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삶의 질의 다차원
적 측면과 영향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고 있으며(Bakken,Berger,
Byar,& Cetak,2006),간호학 분야에서도 삶의 질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김명자,조계회,1997).
유방암 생존자들은 삶의 질을 측정해 보면,부정적인 정서 보다는 긍적적

인 정서를 많이 갖고 있으며,삶의 질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둘 다 높
은 편으로 일반 중년 여성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이고 질병 관련 변수들
보다는 정서적 상태가 삶의 질과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인다(김미숙,2005;Gans,1998;McPhail,1999;Mols,2005;Schultz,Klein,
Beck,Stava,& Sellin,2006).특히 오랫동안 생존하는 유방암 환자 일수록
삶의 목적의식,변화에 대한 긍정적 사고,희망 갖기 등 좀더 좋은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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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을 보고하고 있다(Dow,Ferrell,Leigh,& Gulasekaram,1996;
Vacek,2003).
Gwen과 Colditz(1996)은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신체

적,심리적,사회적,영적 영역을 측정하였는데,신체적 영역은 문제가 최소
한인 반면,심리적,사회적,영적 영역이 두드러진 이슈가 되었으며,장기 생
존자들은 질병과 치료로 인한 신체적 영역의 많은 부분은 해결하였으나,심
리적,사회적,영적 영역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Carlsson과 Hamrin(1994)은 유방암 환자의 심리 사회적 측면에 대한 45편

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유방 절제술과 치료 후의 삶의 질에서 심리,사회적,
성적 장애가 가장 흔히 겪는 반응이라고 하였다.
유방암 환자는 암 진단으로 인한 충격과 함께 다양한 심리적,사회적인

반응을 경험하고(박선영,2004),유방암으로 진단받은 여성들과 그 가족들
모두가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며,유방암에 존재하는 위협이
여성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사실상 신체적 구
속으로부터 오는 문제들과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
(Begnum,& Rustoen,2000).
유방암 환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주로 연령,

종교 유무,항암제 치료 여부,동시에 앓고 있는 질환 여부,가족이나 친구
의 정서적 지지 여부,경제적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김
미숙,2005;Mols,2005;Vacek,2003).Dow(1996)의 삶의 질 연구에서 나타
난 유방암 생존자들의 문제점을 보면,피로,통증,수면 장애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되고,정신적 어려움 즉,경제적 어려움을 중요 관심사로 생각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또한,삶의 질에 자주 언급되는 치료 후 부작용으로
조기 폐경과 갱년기 증상,성적 기능 문제,붓거나 아픈 팔의 문제,불면,피
로를 지적하였다(Bower,2000;Ganz,1996;Mols,2005;Schutz,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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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bf,2006).
유방암 환자들의 신체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은 유방암 치료 후 1년이 경

과하면 일정 부분 해결이 되어 안정화 수준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며,2-3
년 경과하면 비슷한 문제점을 호소하게 된다.즉,심각하지는 않지만 지속되
는 수술 후 불편감(무감각,심하지 않은 간헐적 통증,뻣뻣함 등),감소하는
성욕과 성생활,감소하는 신체이미지,재발 불안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지속
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Ganz,1996).
성일순 등(2007)은 추후 관리 암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과 가족 부담

의 연구에서 피로,오심,구토,통증 및 식욕 부진,가족 부담감 정도,연령,
결혼 상태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서연옥(2007)의 연구에 의
하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은 신체적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교육수
준,수입,직업,진단 단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조계화와 손보경
(2004)의 연구에서도 전문직이 삶의 질이 높았고,학력,교육정도가 삶의 질
에 영향을 주었다.또한 이인숙(2005)은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치료 단계별
삶의 질은 병기 정도에서 수술 후가 삶의 질이 가장 높았다고 하였으며,박
선영(2004)의 연구에서 삶의 질에 영향 주는 요소는 수술전에는 진행정도,
자녀수,월수입으로 나타났고,수술 후에는 우울,진행 정도.직업,보조 치
료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은 여러 개념의 측정 영역에서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측정되고 있어 그 유용성에 있어서는 쟁점이 되고 있으나 그
필요성은 크게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유방암 여성들은 수술
후 1년을 기준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반적으로 높거나 일반인들과 비슷
한 삶의 질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신체적인 영역에서 통
증,부종과 같은 수술 후 불편감,갱년기 증상과 관련된 성욕과 성생활의 감
소,심리적 영역에서의 재발 불안,피로 등은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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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호소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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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의 갱년기 증상과 피로 정도
를 조사하고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을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3차 의료기관인 I병원의 외래 방문 예정
자 및 서울 소재 자매 의료기관인 S병원 유방암 환우회 회원 중에서 유방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마친 50세 미만의 유방암 환자를 다음의 선정 기준
에 근거해 편의 추출한다.

1)50세 미만(유방암 진단시 연령)의 성인 여성
2)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화학요법을 마친 자
3)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4)설문지를 읽고 응답할 수 있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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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11)))갱갱갱년년년기기기 증증증상상상

갱년기 증상은 Hilditch등(1996)이 개발하여 박영주 등(2001)이 번안한 갱
년기 증상 관련 삶의 질 도구(Menopause-specific Quality of Life
Questionaire:MENOQOL)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혈관운동성 증상 영역,신체적 증상 영역,심리사회적 증상 영

역과 성적 증상 영역의 4영역 29문항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묻는 1문항으로
전체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본 연구에서는 윤미라(2004)가 주관적으로
지각한 건강상태를 묻는 1문항을 추가하여 31문항으로 구성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7점 라이커트 척도로서 증상이 전혀 없으면 점수를 주지 않았

고,‘증상이 있으나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1점,‘증상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
다’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또 전반적인 삶의
질과 스스로 지각한 건강상태는 ‘아주 나쁘다’1점,‘아주 좋다’7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좋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윤미라(2004)의 보조 항암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

16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alpha가 혈관운동성 증상 영역
0.81,사회심리적 증상 영역 0.88,신체적 증상 영역 0.8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alpha가 혈관운동성 증상 영역 0.87,사회심리

적 증상 영역 0.93,신체적 증상 영역 0.91,성적 증상 영역 .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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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피피피로로로

대상자의 피로 측정을 위해 Piper가 개발,개정(1998)한 Revised Piper
Fatigue척도를 Lee(1999)가 번역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활동장애 영역,정서적 영역,감각 영역,인지/감정 영역의 4영

역 총 19문항 10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1999)의 수술 후 치료중인 유방암 환자 122명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0.95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alpha가 0.96이었다.

333)))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삶의 질은 이은현이 개발(2007)하고 국내 암환자를 대상으로 타당성이 입
증된 C-QOL(한국 암 특이형 삶의 질)을 사용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은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Schmidt&

Bullinger,2003).따라서 한국이라는 사회적/문화적 환경 내에서 암 환자가
경험하는 삶의 질에 대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한국적 문화가
반영되고,신뢰도 및 타당도 더 나아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도구의 민감성이
수립된 C-QOL(이은현,2007)이 국내 유방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적합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이 도구는 신체적 상태(6문항),정서적 상태(6문항),사회적 상태(3문항),

걱정 상태(2문항)및 대처 기능(4문항)으로 5영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5점 라이커트 척도로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 0점,지각이 ‘조금 그렇
다’는 1점,‘매우 그렇다’인 경우는 4점을 부여하며,각 문항마다 negative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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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부여하는 문항이 있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은현 (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alpha=0.97였고

국내 암환자의 삶의 질 측정에 타당함을 입증하였다.본 연구에서는
Cronbach'salpha가 0.8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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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IRB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승인번호:4-2008-0082).
 

1)외래 방문 유방암 환자 대상 자료수집
경기도 소재 3차 의료기관인 I병원 외래 방문자를 대상으로 2008년 5월부

터 10월까지 자료 수집을 하였다.유방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
자로 추후 경과 관찰 및 치료를 위해 유방암 전문 클리닉 외래에 방문하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연구 코디네이터가 미리 열람하여 연구 대상자로 적합한
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대상자가 외래에 방문날,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
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
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2)유방암 환우회 회원 대상 자료수집
서울 소재 자매 의료기관인 S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자조 집단 교육(2008

년 9월)참여 대상자 중 선정 기준을 문진으로 하여 확인하고,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배
부하여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소요시간은 약 15분이었다.
위의 두가지 방법으로 자료 수집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고,회수 후에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문항의 확인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전화로 확인하였다.

3)피험자 수 산출근거
본 연구의 표본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G Power 3.0.10 (Accessed

4/15/2008)를 이용하여 140명을 자료 수집하였다.



- 29 -

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10.0Win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기
법으로 분석하였다.

1)일반적 특성 및 갱년기 증상의 양상과 정도,피로 증상 정도는 실수,
백분율,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2) 대상자 특성에 따른 갱년기 증상,피로,삶의 질은 t-test 또는

ANOVA로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Scheffe사후검정법으로
분석하였다.
3)갱년기 증상,피로,삶의 질의 관련성은 Pearson's상관계수로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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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1과 같다.평균 연령은 42.3세
(±4.65)였고 범위는 27세에서 49세까지였으며,40세 이상이 77.9% 로 많았
다.학력은 고졸이 46%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도 33.1%를 차지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32.9%였고,직업이 없는 전업 주부가 67.1%이었
다.경제 상태는 중간 소득자 57.1%,저소득자 24.3%,고소득자 18.6% 순으
로 나타났다.83.6%가 기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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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Demographiccharacteristicsoftheparticipants
(N=14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ean(SD)
Age <40

≥40
(Range:27-49)

31(22.1)
109(77.9) 42.3(4.65)

Height 158.3(5.03)
Weight 59.1(7.71)

EducationStatus Below MiddleSchool
HighSchool
AboveCollege

29(20.9)
64(46.0)
46(33.1)

EmploymentStatus No
Yes

94(67.1)
46(32.9)

HouseholdIncome HighLevel
Middlelevel
Low level

26(18.6)
80(57.1)
34(24.3)

MaritalStatus Married
Others

117(83.6)
2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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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질질질병병병과과과 치치치료료료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질병과 치료관련 특성은 Table2와 같다.대상자의 수술 형태를
살펴보면 94.3%가 유방전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2.9%는 유방보존술,나머지
2.9%가 유방재건술을 받았다.수술 연도는 최근 3년내 58.6%로 가장 많았
다.
수술당시 종양병기는 T1이었던 경우가 47.1%,T2가 35.7%로 대부분이 종
양 병기 초,중반기에 수술 받았고,T3,T4까지 진행됐던 경우도 각각 2명
씩 있었다.전이 임파절의 병기를 보면 65.7%의 대상자가 임파선 전이가 없
었고(N0),34.3%는 림프절의 전이가 있었다(N1-N3).보조항암화학요법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는 4.3%에 불과했고,타목시펜을 복용하고 있는 경
우는 75.7%였으며,타목시펜의 시작 시기도 2006년 이후가 84.9%로 많았다.
보조항암요법 프로토콜을 살펴보면,CPF(Cyclophosphamide,Pamorubicin,
5-FU)요법이 52.9%,Taxol단독 요법이 47.1% 를 차지했다.월경 변화는
항암요법 전 규칙적인 군이 55.7%,불규칙군이 25.7%,무월경군이 18.36%였
고,항암요법 후에는 무월경군이 65.7%,불규칙군이 27.9%,규칙적인 군이
6.4%로 역순이었다.수술 후 체중변화는 증가된 경우가 57.6%로 많았고,변
화 없음이 25.9%,감소된 경우가 16.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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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Medicalcharacteristicsoftheparticipants
(N=140)

+의무기록 있는 외래 모집군 (n=7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ean(SD)
Typeofsurgery+ Mastectomy

Lumpectomy
MastectomywithReconstruction

66(94.3)
2(2.9)
2(2.9)

YearofOP 2000-2002
2003-2005
2006-2008

31(22.1)
27(19.3)
82(58.6)

Tumorstage+ T0
T1
T2
T3
T4

8(11.4)
33(47.1)
25(35.7)
2(2.9)
2(2.9)

Nodalstatus+ N0
N1-N3

46(65.7)
24(34.3)

Radiotherapy+ Yes
No

6(4.3)
64(95.7)

TamoxifenUse+ Yes
2003-2005
2006-2008

No

53(75.7)
8(15.4)
45(84.9)
17(24.3)

Adjuvantchemotherapy+ CPF
Taxol

37(52.9)
33(47.1)

Stateofmenstruation
Prechemotherapy

Postchemotherapy

Regular
Irregular
Amenorrhea

Regular
Irregular
Amenorrhea

78(55.7)
36(25.7)
26(18.6)

9(6.4)
39(27.9)
92(65.7)

PostOPWeightChange Nochange
Decrease
Increase

36(25.9)
23(16.5)
8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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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갱갱갱년년년기기기 증증증상상상

111)))갱갱갱년년년기기기 증증증상상상

Hilditch의 갱년기 증상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갱년기 증상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7점까지 분포하였는데,대상자의 전체 갱년기 평균 점수
는 2.50(±1.25)점으로 전체적인 갱년기 증상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하부 영역별로는 심리사회적 증상 영역에서 평균 2.67점으로 가장 높
았고,혈관운동성 증상 영역(2.58),신체적 증상 영역(2.45),성적 영역(2.31)
순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여성들의 각 갱년기 증상의 정도를 살펴보면(Table3),피로하다

(3.77)의 점수가 가장 높고,전보다 힘이 없다(3.22),전보다 활력이 없다
(3.01),전보다 에너지가 없다(3.01)등의 신체적 영역에서 평균 3점 이상의
다소 높은 점수를 보여서 많은 유방암 환자에게 피로와 활력 감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주었다.또 전보다 일의 성취도가 떨어진다(3.06),불안
하고 신경이 예민하다(2.95),기억력이 좋지 않다(2.94)등의 심리 사회적 증
상 점수도 높았다.반면,부부 관계를 피한다(2.39),질 건조(2.29),성욕이 변
했다(2.25)등의 성적 증상 점수는 전체 평균 이하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혈관운동성 증상 영역 중에서 특히 발한(2.69)과 안면 홍조(2.66)호소
가 높았다.근관절통(2.78)이나 우울(2.60)의 점수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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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Menopausalsymptoms (N=140)

*가능 점수 범위 :0-7점

SSSyyymmmppptttooommmsss MMMeeeaaannn(((SSSDDD)))
VVVaaasssooommmoootttooorrrdddooommmaaaiiinnn
Hotflashesorflushes
Nightsweats
Sweating

222...555888(((111...777666)))
2.66(1.97)
2.33(2.02)
2.69(2.06)

PPPsssyyyccchhhooosssoooccciiiaaallldddooommmaaaiiinnn
Beingdissatisfiedwithmypersonallife
Feelinganxiousornervous
Experiencingpoormemory
AccomplishinglessthanIusedto
Feelingdepressed,downorblue
Beingimpatientwithotherpeople
Feelingofwantingtobealone

222...666777(((111...666000)))
2.49(1.96)
2.95(2.02)
2.94(1.88)
3.06(1.87)
2.60(1.90)
2.47(1.84)
2.16(1.92)

PPPhhhyyysssiiicccaaallldddooommmaaaiiinnn
Flatulence(wind)orgaspains
Achinginmusclesandjoints
Feelingtiredorwornout
Difficultysleeping
Achesinbackofneckorhead
Decreaseinphysicalstrength
Decreaseinstamina
Feelingalackofenergy
Dryingskin
Weightgain
Increasedfacialhair
Changesinappearance,textureortoneofskin
Feelingbloated
Low backache
Frequenturination
Involuntaryurinationwhenlaughingorcoughing

222...444555(((111...222222)))
1.86(1.81)
2.78(2.03)
3.77(2.02)
2.29(2.00)
2.62(1.87)
3.22(1.88)
3.01(1.91)
3.01(1.93)
2.56(1.88)
2.29(2.20)
1.14(1.43)
2.25(1.79)
2.25(1.87)
2.08(1.76)
2.21(1.88)
1.76(1.87)

SSSeeexxxuuuaaallldddooommmaaaiiinnn
Changeinyoursexualdesire
Vaginaldrynessduringintercourse
Avoidingintimacy

222...333111(((111...888333)))
2.25(2.04)
2.29(1.99)
2.39(2.11)

TTToootttaaalllmmmeeennnooopppaaauuusssaaalllsssyyymmmppptttooommmsss 222...555000(((111...2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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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갱갱갱년년년기기기 증증증상상상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질병과 치료관련 특성에 따라 갱년기 증상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각 영역별로 분석하였다(Table4).
먼저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40세 이상 대상자가 40세 미만 대상자에 비

해 혈관운동성 증상 영역에서 증상점수가 높았고,심리사회적,신체적,성적
증상 영역에서는 증상점수가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경제 상태별로는 고소득자 일수록 성적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점수

가 낮았고,저소득자 일수록 점수가 대체로 높았으며,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결혼 상태별로는 결혼한 경우가 미혼의 경우보다 혈관운동성 영역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증상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술 받은 시기별로는 수술 시기가 최근 일수록(3년 미만)대부분 모든

영역에서 증상점수가 낮았으며,성적 증상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F=3.30,p=.040)수술 시기별로 사후 검정한 결과 유의한 결과는 없었다.
임파 전이별로는 임파 전이가 있는 경우에서 혈관운동성 증상 영역을 제

외한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고,심리사회적 영역(F=6.70,p=.012)과 신체
적 증상 영역(F=5.94,p=.01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타목시펜의 복용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현재 타목시펜을 복용하고 있는

군의 갱년기 증상이 심리정신적,신체적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고,혈관운동
성,성적증상 영역에서는 점수가 낮았으며,최근 호르몬 복용군 일수록 모든
영역에서 증상점수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항암제 투여 후 월경 양상의 변화를 분석했을 때,폐경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모든 증상 영역에서 증상점수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37 -

수술 후 체중이 증가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으며,혈관운동성 증상(F=11.69,p=.000),신체적 증상(F=9.70,
p=.000),성적 증상(F=3.64,p=.000)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사후 검정 결과 수술 후 체중 증가한 군은 체중 변화 없는 군(p=.002)과 체
중감소군(p=.012)보다 갱년기 증상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혈관 운동 영역
에서도 체중 증가한 군(p=.001)은 체중 변화 없는 군(p=.001)과 체중 감소한
(p=.002)군보다 갱년기 증상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신체적 영역에서도 체
중 증가한 군(p=.001)이 체중 변화 없는 군(p=.001)과 체중 감소한(p=.012)군
보다 갱년기 증상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그러나 성적 영역에서는 유의한
결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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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Severityofmenopausalsymptomsaccordingtoparticipant's
characterisitics (N=140)

Character-
istics Classification

Total Vasomotor
domain

Psychosocial
domain

Physical
domain

Sexual
domain

Mean(SD)t/F(p)Mean(SD)t/F(p)
Mean(SD)t/F(p
) Mean(SD)t/F(p)Mean(SD)t/F(p)

Age
<40(n=31)
≥40(n=109)

2.7(1.30)
2.4(1.23)

1.13
(.260)

2.5(1.69)
2.6(1.79)

-.158
(.875)

3.1(1.76)
2.6(1.54)

1.63
(.107)

2.6(1.17)
2.4(1.23)

.821
(.413)

2.6(2.10)
2.2(1.75)

1.12
(.264)

Household
Income

High(n=26)
Middle(n=80)
Low(n=34)

2.4(1.14)
2.5(1.31)
2.5(1.20)

.104
(.902)

2.9(1.60)
2.4(1.66)
2.9(2.06)

1.49
(.229)

2.5(1.38)
2.6(1.66)
2.9(1.64)

.589
(.556)

2.3(1.12)
2.5(1.27)
2.4(1.18)

.474
(.624)

2.5(1.53)
2.5(2.07)
1.9(1.36)

1.44
(.240)

Marital
Status

Married(n=117)
others(n=23)

2.5(1.28)
2.4(1.07)

.295
(.768)

2.5(1.79)
2.8(1.62)

-.614
(.540)

2.7(1.66)
2.5(1.24)

.615
(.540)

2.46(1.25)
2.43(1.07)

.090
(.928)

2.4(1.89)
1.9(1.47)

1.08
(.284)

YearofOP
2000-2002(n=31)
2003-2005(n=27)
2006-2008(n=82)

2.8(1.13)
2.5(1.49)
2.4(1.19)

1.44
(.241)

2.5(1.92)
2.8(1.73)
2.6(1.72)

.248
(.781)

3.0(1.48)
2.6(1.93)
2.6(1.53)

.727
(.485)

2.9(1.05)
2.3(1.34)
2.4(1.21)

2.25
(.110)

2.7(1.88)
2.9(2.23)
2.0(1.61)

3.30
(.040*)

Nodal
status+

N0(n=46)
N1이상 (n=24)

2.2(1.46)
2.3(2.27)

-.219
(.841)

2.2(1.75)
1.7(1.62)

.382
(.539)

2.5(2.00)
2.6(1.48)

6.70
(.012*)

2.1(1.42)
2.4(1.08)

5.94
(.017*)

2.1(2.03)
2.1(2.10)

.112
(.739)

Tamoxifen
use+

Yes(n=53)
2003-2005(n=8)
2006-2008
(n=45)
No (n=17)

2.2(1.37)
1.9(1.36)
2.3(1.38)

2.2(1.31)

.234
(.816)
-.803

(.425)

2.0(1.76)
1.2(1.04)
2.1(1.83)

2.1(1.62)

-.260
-1.35
(.182)

(.795)

2.6(1.85)
2.4(2.19)
2.7(1.80)

2.9(1.76)

1.07
-.429
(.670)

(.287)

2.2(1.37)
1.9(1.23)
2.3(1.39)

2.1(1.15)

.261
-.744
(.460)

(.795)

2.0(1.85)
1.5(1.71)
2.1(1.88)

2.6(2.55)

-1.17
-.767
(.446)

(.245)
Stateof

menstruation
Prechemo

Postchemo

Regular(n=78)
Irregular(n=36)
Amenorrhea
(n=26)
Regular(n=9)
Irregular(n=39)
Amenorrhea
(n=92)

2.5(1.14)
2.6(1.34)
2.3(1.44)

2.0(.920)
2.5(1.36)
2.5(1.25)

.534
(.588)

.847
(.431)

2.7(1.56)
2.7(1.98)
2.2(1.99)

1.8(1.42)
2.3(1.56)
2.8(1.84)

.845
(.432)

2.28
(.106)

2.5(1.39)
3.0(1.75)
2.7(1.95)

2.4(1.24)
2.7(1.64)
2.7(1.63)

.923
(.400)

.133
(.876)

2.5(1.16)
2.5(1.20)
2.3(1.42)

1.9(.889)
2.5(1.36)
2.5(1.18)

.371
(.691)

.932
(.396)

2.4(1.72)
2.5(1.90)
1.7(2.00)

1.6(1.41)
2.4(1.81)
2.4(1.88)

1.94
(.148)

.814
(.445)

PostOP
Bodyweight
change

No(n=36)
감소(n=23)
증가(n=80)

2.0(1.12)
2.0(1.36)
2.9(1.15)

8.67
(.000**)

1.9(1.35)
1.8(1.74)
3.2(1.72)

11.69
(.000**)

2.4(1.66)
2.3(1.65)
3.0(1.52)

2.55
(.082)

1.9(1.07)
2.0(1.38)
2.8(1.09)

9.70
(.000**)

1.8(1.95)
1.9(1.90)
2.7(1.71)

3.64
(.029*)

+의무기록 유 (n=7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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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피피피로로로

111))) 피피피로로로 정정정도도도

피로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까지 분포하였는데,대상자의 전체
피로 평균 점수는 4.60(±1.83)점으로 전체적인 피로 정도는 보통으로 나타났
다.하부 영역별로 보면 감각 영역이 평균 4.97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정서적 영역(4.82),활동 장애 영역(4.49),인지 감정 영역(4.30)순으로 나타
났다.
유방암 여성들의 피로 증상의 각 문항별 정도를 살펴보면(Table5),경험

하고 있는 피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5.47)가 가장 점수가 높았고,피곤하
다(5.22),피로의 강도는 5.20점으로 모두 평균 이상의 점수로 높게 나타났
다.또 피로가 집안일,직장일 방해한다(4.64),현재 피로가 괴롭다(4.56)의
활동 장애 영역의 점수가 높았으며,정서적 영역인 피로가 파괴적이다(4.71),
비정상적이다(4.58)의 점수도 높았다.피곤하다(5.22),졸립다(4.94),활력이
없다(4.94),무기력 하다(4.79)등의 감각 영역의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반
면,인지 감정 영역인 긴장되었다(4.63),기억할 수 없다(4.39),집중할 수 없
다(4.37)등도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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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Fatigue
(N=140)

*가능 점수 범위 :1-10점

IIIttteeemmm MMMeeeaaannn(((SSSDDD)))

BBBeeehhhaaavvviiiooorrraaalll///SSSeeevvveeerrriiitttyyyFFFaaaccctttooorrr
Fatiguedistress
Interferencewithwork/schoolactivities
Interferencewithsocializingwithfriends
Interferencewithsexualactivity
Overallinterferencewithenjoyableactivities
Fatigueintensity/severity

444...444999(((222...000111)))
5.20(2.26)
4.64(2.47)
3.89(2.19)
4.22(2.64)
4.44(2.25)
4.56(2.50)

AAAffffffeeeccctttiiivvveeeMMMeeeaaannniiinnngggFFFaaaccctttooorrr
Pleasant/unpleasant
Protective/destructive
Positive/negative
Normal/abnormal

444...888222(((222...111555)))
5.47(2.60)
4.71(2.41)
4.46(2.45)
4.58(2.25)

SSSeeennnsssooorrryyyFFFaaaccctttooorrryyy
Awake/sleep
Lively/listless
Refreshed/tired
Energetic/unenergetic

444...999777(((222...222111)))
4.94(2.51)
4.79(2.39)
5.22(2.42)
4.94(2.34)

CCCooogggnnniiitttiiivvveee///MMMoooooodddFFFaaaccctttooorrr
Patient/impatient
Relaxed/tense
Abletoconcentrate
Abletoremember
Abletothinkclearly

444...333000(((111...999888)))
4.00(2.30)
4.63(2.10)
4.37(2.56)
4.39(2.25)
4.15(2.17)

TTToootttaaalllFFFaaatttiiiggguuueee 444...666000(((111...88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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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피피피로로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질병과 치료관련 특성에 따라 피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각 영역별로 분석하였다(Table6).
먼저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40세 미만 대상자가 대체적으로 모든 영역에

서 점수가 높았는데,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육 정도별로는 고학력일수록 대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으

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전업주부에 비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점수가 낮

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 상태별로는 저소득자가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정서적

영역(F=3.64,p=.029)과 감각영역 (F=4.28,p=.01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사후 검정 결과 정서적 영역에서 상위층군이(p=.034)중간층군(p=.034)보다
피로증상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그리고 감각 영역에서도 상위층군이
(p=.019)중간층군(p=.019)보다 피로증상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저소득층
군에서는 정서적 영역,감각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가 없었다.
결혼 상태별로는 미혼의 경우가 감각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으나 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술 받은 시기별로는 수술시기가 최근 일수록(3년 미만)모든 영역의 점

수가 높았으며,감각영역 (F=3.06,p=.050)과 인지 감정영역(F=3.92,p=.022)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사후 검정 결과 감각 영역에서는 유의한 결과
가 없었다.인지 감정 영역에서는 수술시기가 3년미만인 2006-2008년도군
(p=.002)이 2000년-2002년도군 (p=.002)보다 피로증상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
았다.
임파 전이별로는 임파 전이가 있는 경우 활동장애 영역과 정서적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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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점수가 높았으며,임파 전이가 없는 경우는 감각영역과 인지 감정 영역
에서 점수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타목시펜 복용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현재 타목시펜을 복용하고 있는 군

이 피로가 높았고,초근 복용한 군일수록 피로 점수가 높았으나 이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월경 양상의 변화를 분석했을 때,항암화학요법 전,후 모두 무월경인 경

우에서 대체적으로 점수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술 후 체중이 증가한 군이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으며,정서적 영

역(F=4.08,p=.010)과 감각 영역(F=5.76,p=.0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사후 검정 결과 정서적 영역에서 수술 후 체중 증가한 군(p=.018)이 체중 변
화 없는 군(p=.018)보다 피로증상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감각 영역에서는
체중 증가한 군(p=.006)이 체중 변화 없는 군(p=.006)보다 피로증상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체중 감소군은 정서적 영역,감각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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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Severityoffatigueaccordingtoparticipant'scharacteristics
(N=140)

Character
istics Classification Total

Behavioral/
SeverityFactor

Affective
MeaningFactor

SensoryFactory
Cognitive/
MoodFactor

Mean(SD)t/F(p)Mean(SD)t/F(p)Mean(SD)t/F(p)Mean(SD)t/F(p)Mean(SD)t/F(p)
Age 〈40(n=31)

≧40(n=109)
4.7(2.06)
4.5(.1.77)

.370
(.715)

4.7(2.11)
4.4(1.99)

.659
(.511)

4.9(2.35)
4.8(2.10)

.213
(.832)

4.9(.2.22)
5.0(.2.21)

-.279
(.781)

4.5(2.17)
4.3(1.93)

.575
(.566)

Education
status

Bleow Middle
School(n=29)
High
School(n=64)
Above
College(n=46)

4.6(1.72)

4.6(1.85)

4.5(1.84)

.002
(.982)

4.3(1.95)

4.5(1.98)

4.5(2.03)

.072
(.930)

4.7(1.99)

4.8(2.18)

4.8(2.12)

.012
(.988)

5.3(2.41)

4.9(2.17)

4.7(2.09)

.705
(.496)

4.2(1.86)

4.3(.2.17)

4.2(1.77)

.070
(.926)

Employ
ment
Status

No(n=94)
Yes(n=46)

4.6(1.90)
4.5(1.71)

.228
(.820)

4.5(2.05)
4.5(1.94)

.105
(.917)

4.7(2.13)
5.0(2.20)

-.840
(.402)

5.0(2.25)
4.9(2.14)

.262
(.794)

4.4(2.06)
4.0(1.81)

1.10
(.272)

Household
Income

High(n=26)
Middle(n=80)
Low(n=34)

3.8(1.26)
4.8(1.96)
4.8(1.78)

3.36
(.038*)

3.8(1.57)
4.6(2.18)
4.7(1.82)

1.92
(.150)

3.8(1.61)
5.1(2.20)
5.0(2.21)

3.63
(.029*)

3.9(1.48)
5.2(2.30)
5.2(2.25)

4.28
(.016*)

3.7(1.49)
4.4(1.97)
4.5(2.27)

1.73
(.181)

Marital
Status

Married(n=117)
others(n=23)

4.6(.1.87)
4.7(1.70)

-.184
(.855)

4.5(2.02)
4.6(2.00)

-.392
(.696)

4.8(2.16)
5.1(2.15)

-.680
(.498)

5.0(2.30)
4.8(1.76)

.495
(.621)

4.3(2.07)
4.3(1.50)

-.118
(.906)

YearofOP2000-2002(n=31)
2003-2005(n=27)
2006-2008(n=82)

5.3(1.86)
4.7(2.04)
4.3(1.69)

3.72
(.027*)

5.2(2.13)
4.6(2.22)
4.2(1.84)

2.83
(.062)

5.4(2.30)
5.1(2.21)
4.5(2.04)

1.95
(.147)

5.8(1.20)
5.1(2.31)
4.6(2.20)

3.06
(.050*)

5.1(1.90)
4.3(2.00)
4.0(1.94)

3.92
(.022*)

Nodal
status+

N0(n=46)
N1이상(n=24)

4.5(1.99)
4.4(1.62)

.347
(.730)

4.3(2.07)
4.5(1.94)

-.346
(.731)

4.5(2.33)
4.5(1.86)

-.076
(.940)

5.0(2.60)
4.6(2.08)

.682
(.498)

4.4(2.25)
1.05
(.298)

Tamoxifen
use+

Yes(n=53)
2003-2006(n=8)
2006-2008(n=45)
No (n=17)

4.5(1.88)
4.6(2.73)
4.5(1.73)
4.4(1.86)

.166
(.869)
.178
(.863)

4.5(2.05)
4.8(2.89)
4.5(1.90)
3.9(1.88)

1.14
(.259)
.248
(.810)

4.5(2.15)
5.1(3.11)
4.5(1.97)
4.4(2.27)

.207
(.837)
.765
(.448)

4.9(2.50)
4.8(2.91)
4.9(2.46)
5.0(2.25)

-.168
(.867)
-.083
(.934)

4.1(2.13)
4.1(2.37)
4.1(2.12)
4.6(2.12)

-.717
(.476)
-.057
(.955)

Stateof
menstruation
Prechemo

Postchemo

Regular(n=78)
Irregular(n=36)
Amenorrhea
(n=26)
Regular(n=9)
Irregular(n=39)
Amenorrhea
(n=92)

4.3(1.83)
5.0(1.79)
4.8(1.85)

3.4(1.66)
4.7(2.14)
4.7(1.69)

1.72
(.182)

2.02
(.136)

4.2(2.03)
4.8(1.92)
4.8(2.05)

3.3(1.75)
4.6(2.30)
4.5(1.88)

1.35
(.263)

1.69
(.189)

4.6(2.12)
5.5(2.20)
4.6(2.04)

3.6(2.00)
5.0(2.32)
4.8(2.07)

2.74
(.068)

1.60
(.206)

4.6(2.05)
5.5(2.30)
5.4(2.38)

3.4(1.62)
4.9(2.39)
5.1(2.14)

2.82
(.063)

2.57
(.080)

4.2(1.93)
4.4(1.97)
4.6(2.20)

3.4(1.64)
4.5(2.22)
4.3(1.98)

.470
(.626)

1.15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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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유 (n=70) *p<0.05 **p<0.01

PostOP
Body
weight
change

No(n=36)
감소(n=23)
증가(n=80)

4.0(2.03)
4.3(1.99)
4.9(1.63)

4.019
(.020*)

4.0(2.18)
4.2(1.86)
4.8(2.02)

1.999
(.139)

4.1(2.24)
4.4(2.12)
5.3(2.02)

4.796
(.010*)

4.1(2.29)
4.5(1.90)
5.4(2.07)

5.759
(.004*)

3.8(2.12)
4.2(2.46)
4.6(1.74)

1.885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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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111)))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정정정도도도

삶의 질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4점까지 분포하였는데,대상자의 전체
삶의 질 평균 점수는 2.68(±0.36)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삶의 질을
가진 것으로 하위 영역별 삶의 질 점수의 평균값을 보면,정서적 상태(3.18),
걱정 상태(3.15)영역이 높았으며,사회적 기능(1.84)영역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Table 7),두려움(3.23),우울/슬픔(3.21),불안

(3.14)등의 정서적 상태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암 재발의 걱정
(3.16),암 전이의 걱정(3.15)등의 걱정 상태 영역 점수도 높았다.또한 신체
적 상태 영역인 속이 매스껍다(3.38),입맛이 없다(3.14),밤에 깊은 잠을 못
잔다(3.07)등의 점수도 평균 3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대처 기
능 영역은 대체적으로 점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 낮았으며,일/취미 생활에
영향 준다(1.78/1.62)등의 사회기능 영역의 점수도 낮게 나타났다.



- 46 -

Table7.Qualityoflife
(N=140)

*가능 점수 범위 :0-4점

IIIttteeemmm MMMeeeaaannn(((SSSDDD)))

PPPhhhyyysssiiicccaaalllssstttaaatttuuusss(((PPPSSS)))
Nausea
Appetite
Fatigue
Pain
Sleep
Dailyactivity

222...777555(((000...444777)))
3.38(0.70)
3.14(0.74)
1.87(1.19)
2.02(1.22)
3.07(0.76)
2.99(0.79)

EEEmmmoootttiiiooonnnaaalllssstttaaatttuuusss(((EEESSS)))
Depress
Sadness
Fear
Anxiety
Shock
Uncertainty

333...111888(((000...555111)))
3.21(0.67)
3.21(0.73)
3.23(0.73)
3.14(0.77)
3.20(0.68)
3.08(1.72)

SSSoooccciiiaaalllfffuuunnnccctttiiiooonnn(((SSSFFF)))
Work
Hobbies
Familyrole

111...888444(((000...999333)))
1.78(1.17)
1.62(1.02)
2.11(1.13)

CCCooonnnccceeerrrnnnssstttaaatttuuusss(((CCCSSS)))
Worryaboutmetastasis
Worryaboutrecurrence

333...111555(((000...666111)))
3.15(0.62)
3.16(0.65)

CCCooopppiiinnngggfffuuunnnccctttiiiooonnn(((CCCFFF)))
Exercise
Diet
Curemind
Informationseeking

222...222777(((000...888333)))
2.13(1.10)
2.25(1.04)
2.51(1.06)
2.11(0.99)

TTToootttaaalllQQQOOOLLL 222...666888(((000...33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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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질병과 치료관련 특성에 따라 삶의 질 정도에 차
이가 있는지 각 영역별로 분석하였다(Table8).
먼저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40세 이상 대상자가 40세 미만 대상자에 비

해 신체적,정서적 상태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고,사회적 기능,걱정 상태,
대처 기능 영역에서는 점수가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육정도별로는 고학력 일수록 대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고,

특히 대처기능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는데,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F=6.19,p=.003).
사후 검정 결과 대처 기능 영역에서 대졸 이상군(p=.002)이 초졸군(p=.002)
보다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직업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는 전업 주부에 비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점수

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 상태별로는 중상위층의 대상자 일수록 저소득자에 비해 모든 영역

점수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혼 상태별로는 결혼한 경우가 미혼의 경우보다 사회적 기능 영역 외에

모든 영역에서 점수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술 받은 시기별로는 수술 시기가 최근 일수록(3년 미만)대부분의 영역

에서 점수가 높았으며,정서적 상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6.71,
p=.002).
사후 검정 결과 정서적 상태 영역 수술시가가 최초 3년 미만인 2006년-2008
년도군(p=.023)은 2000년-2002년도군(p=.023)과 2003년-2005년도군(p=.012)보
다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임파 전이별로는 임파 전이가 있는 경우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낮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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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상태 영역(F=4.84,p=.031)과 사회적 기능 영역(F=8.90,p=.0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타목시펜의 복용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현재 타목시펜을 복용하고 있는

군의 삶의 질이 정서적 상태,대처 기능에서 점수 높았고,복용한지 오래된
군일수록 대처 기능 점수 높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2.17,
p=.035).반면 미복용군은 정서적 상태 외에 모든 영역에서 점수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월경 양상의 변화를 분석했을 때,항암 요법 전,후 모두 규칙적 월경 상

태군이 대체로 모든 영역에서 점수 높았고,사회적 기능 영역(F=4.24,
p=.016),대처 기능 영역(F=3.14,p=.04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사후 검정 결과 사회적 기능 영역에서 항암화학요법 전 월경 상태가 규칙적
군(p=.042)은 항암화학요법 후 불규칙군(p=.042)보다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
게 높았다.대처 기능 영역에서 항암화학요법 전 월경 상태가 규칙적군
(p=.035)은 항암화학요법 후 폐경군(p=.035)보다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수술 후 체중이 증가한 군이 대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낮았으며,

정서적 상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6.19,p=.003).
사후 검정 결과 정서적 상태 영역 수술 후 체중 증가한 군(p=.012)이 체중
변화 없는 군(p=.012)과 체중 감소한(p=.043)보다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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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8.SeverityofQOLaccordingtosubject'scharacterisitics
(N=140)

Character
istics Classification Total Physical

status
Emotional
status SocialfunctionConcernstatus Coping

function
Mean(SD)t/F(p)Mean(SD)t/F(p)Mean(SD)t/F(p) Mean(SD)t/F(p) Mean(SD)t/F(p)Mean(SD)t/F(p)

Age 〈40(n=31)
≧40(n=109)

2.8(.38)
2.7(.35)

1.32
(.188)

2.7(.50)
2.8(.46)

-.380
(.698)

3.1(.56)
3.2(.50)

-.230
(.818)

2.0(.97)
1.8(.91)

1.41
(.161)

3.3(.51)
3.1(.63)

1.76
(.081)

2.5(.75)
2.2(.85)

1.60
(.113)

Education
status

Bleow Middle
School(n=29)
High
School(n=64)
Above
College(n=46)

2.6(.33)

2.7(.35)

2.7(.36)

1.10
(.337)

1.4(.63)

1.4(.40)

1.3(.71)

.059
(.943)

1.5(.97)

1.4(1.02)

1.6(1.02)

1.47
(.626)

1.8(.81)

1.7(.97)

2.1(.91)

1.89
(.155)

2.1(1.33)

2.7(1.11)

2.4(1.19)

2.07
(.130)

1.8(.78)

2.3(.84)

2.5(.75)

6.19
(.003*)

Employment
Status

No(n=94)
Yes(n=46)

2.7(.37)
2.7(.34)

-.683
(.496)

2.7(.43)
2.9(.53)

-1.29
(.201)

3.2(.48)
3.2(.58)

-.270
(.788)

1.8(.91)
2.0(.97)

-1.05
(.294)

3.2(.60)
3.1(.65)

1.05
(.296)

2.3(.88)
2.2(.73)

.460
(.649)

Household
Income

High(n=26)
Middle(n=80)
Low(n=34)

2.7(.41)
2.7(.37)
2.7(.28)

.609
(.545)

1.1(.70)
1.4(.69)
1.5(.62)

2.29
(.105)

1.2(.89)
1.6(1.00)
1.7(1.00)

1.58
(.209)

2.0(1.0)
1.9(.86)
1.6(.98)

1.86
(.160)

2.5(1.0)
2.4(1.3)
2.0(1.1)

2.11
(.126)

2.3(.84)
2.3(.83)
2.2(.86)

.115
(.891)

Marital
Status

Married(n=117)
others(n=23)

2.7(.36)
2.6(.35)

1.17
(.245)

2.8(.45)
2.6(.52)

1.54
(.126)

3.2(.50)
3.1(.53)

1.32
(.190)

1.8(.97)
2.0(.68)

-.810
(.422)

3.2(.61)
3.0(.60)

1.32
(.189)

2.7(.89)
2.3(.53)

-.020
(.988)

YearofOP2000-2002(n=31)
2003-2005(n=27)
2006-2008(n=82)

2.6(.32)
2.6(.41)
2.7(.34)

3.20
(.044*)

2.7(.41)
2.7(.55)
2.8(.49)

.796
(.453)

3.0(.46)
3.0(.59)
3.3(.46)

6.71
(.002*)

1.9(.93)
1.8(.97)
1.8(.92)

.058
(.944)

3.3(.53)
3.0(.69)
3.2(.61)

1.12
(.330)

2.4(.82)
2.0(.83)
2.3(.83)

2.12
(.124)

Nodal
status+

N0(n=46)
N1이상(n=24)

2.8(.38)
2.8(.36)

.467
(.642)

1.2(.75)
1.4(.67)

1.35
(.250)

1.2(1.12)
1.7(.838)

4.84
(.031*)

1.9(1.25)
2.0(.737)

8.90
(.004**)

2.4(1.40)
2.7(1.23)

3.05
(.085)

2.3(.97)
2.4(.75)

2.55
(.115)

Tamoxifen
use+

Yes(n=53)
2003-2006(n=8)
2006-2008
(n=45)
No (n=17)

2.8(.34)
2.7(.37)
2.8(.34)

2.8(.46)

-.481
(.632)
-.595

(.554)

2.8(.49)
3.0(.52)
2.8(.48)

2.9(.46)

-.340
(.733)
1.03

(.309)

3.4(.44)
3.6(.42)
3.4(.44)

3.0(.53)

1.60
(.113)
1.20

(.237)

1.8(1.07)
1.6(1.42)
1.8(1.52)

2.4(1.08)

-1.86
(.067)
-.630

(.534)

3.3(.63)
3.3(.71)
3.3(.63)

3.4(.52)

-.360
(.722)
-.211

(.839)

2.3(.94)
1.6(.88)
2.4(.91)

2.3(.77)

-.110
(.910)
-2.17

(*.035)
Stateof
menstruation

Prechemo

Postchemo

Regular(n=78)
Irregular(n=36)
Amenorrhea
(n=26)
Regular(n=9)
Irregular(n=39)
Amenorrhea(n=92)

2.7(.36)
2.6(.31)
2.7(.36)

3.0(.36)
2.7(.33)
2.6(.36)

.656
(.521)

3.99
(.021*)

2.8(.47)
2.7(.46)
2.7(.47)

3.1(.52)
2.7(.45)
2.7(.46)

.210
(.810)

2.75
(.068)

3.1(.52)
3.2(.51)
3.3(.49)

3.5(.37)
3.2(.50)
3.2(.52)

1.17
(.313)

2.06
(.132)

2.0(.93)
1.6(.84)
1.6(.93)

2.1(.70)
2.0(.93)
1.7(.94)

4.24
(.016*)

1.59
(.207)

3.1(.64)
3.2(.57)
3.3(.56)

3.1(.63)
3.1(.62)
3.2(.61)

1.49
(.229)

.151
(.861)

2.4(.78)
2.2(.89)
2.1(.91)

2.5(.86)
2.5(.71)
2.1(.86)

1.19
(.309)

3.14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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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유 (n=70) *p<0.05 **p<0.01

PostOP
Body
weight
change

No(n=36)
감소(n=23)
증가(n=80)

2.7(.40)
2.8(.40)
2.6(.31)

2.08
(.129)

2.8(.50)
2.8(.56)
2.7(.42)

.910
(.403)

3.4(0.45)
3.3(0.55)
3.1(0.49)

6.19
(.003**)

1.9(1.01)
2.0(0.90)
1.8(0.90)

.260
(.771)

3.1(0.72)
3.1(0.67)
3.2(0.55)

.520
(.594)

2.2(.93)
2.4(.85)
2.3(.79)

.570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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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갱갱갱년년년기기기 증증증상상상,,,피피피로로로 삶삶삶의의의 질질질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본 연구의 대상자의 삶의 질은 갱년기 증상 (r=-.34,p=.000)과 피로가 각각
역상관 관계(r=-.32,p=.000)를 나타냈으며,갱년기 증상 증가와 피로 증상
증가는 순상관 관계(r=.56,p=.000)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9).

Table9.Relationshipofmenopausalsymptoms,fatigue,andquality of
lifeinbreastcancersurvivors

Menopausalsymptoms Fatigue Qualityoflife

Menopausalsymptoms 1
.56
(.00)

-.34
(.00)

Fatigue 1
-.32
(.00)

Qualityoflif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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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피로를 파
악하여 유방암 여성의 갱년기 증상 및 피로 완화를 위한 간호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인
갱년기 증상,피로,삶의 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11...갱갱갱년년년기기기 증증증상상상

본 연구에서 유방암 여성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갱년기 증상은 피로하다
(3.77),전보다 힘이 없다(3.22),전보다 활력이 없다(3.01),전보다 에너지가
없다(3.01)등의 신체적 영역이었다.이 영역의 호소 점수가 높아서 대부분
의 유방암 여성에게 피로와 활력의 감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주었
다.
또 일의 성취도가 떨어진다(3.06),불안하고 신경이 예민하다(2.95),기억력

이 좋지 않다(2.94)등의 심리 사회적 증상의 호소 정도도 높았다.이상의
결과는 일반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에서 기억력 감퇴,피
로감,근관절 통증,신경 예민 등이 70-80% 정도를 차지하여 공통적으로 주
된 증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김남진,2002;김희은과 김초강,1993;박복희
와 이영숙,2000;이정애 등,2001;이종화 등,2000;임은옥,1994;조현숙 과
이군자,2001;차영남 등,1995)과 일치하는 것으로서,유방암 생존자가 주로
호소하는 갱년기 증상의 빈도는 우리나라 일반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증상의 정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 연구마다 사용한 도구와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다르므로 본 연구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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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기는 어렵다.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를 보면 보조항암요법을 받은 유

방암 생존자의 갱년기 증상을 연구한 윤미라(2004)의 연구에서는 기억력 감
소,피로,불안하고 신경이 예민함,전보다 힘이 없음,전보다 활력이 없음,
근관절통 등이 주된 증상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그러나
이경희(2006)의 유방암 환자의 갱년기 증상 연구에서는 혈관운동성 증상과
성적 증상,관절 증상,심리정서적 증상 등을 비교적 심한 증상으로 호소하
였으며,항암요법이 완료된 대상자가 항암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상자 보
다 좀 더 심한 정도의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는 측정도구
의 차이와 연구대상자의 차이로 인한 가능성이 크다.
유방암 생존자와 일반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비교한 국외의 연구를 보면,

혈관운동성 증상을 가장 고통스럽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이고,질건조증,성
욕감소,성교통 등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증상으로 생각되며,심리정서
적으로 우울,불안,인지기능 저하 등은 발병 관련 치료와 예후 등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즉,혈관운동성 증상,성적 증상,심리정
서적 증상,근관절 증상이 주요 증상으로 분석되고 있다(Ganz,2003;
Knobf,2006).갱년기 증상이 신체생리적 증상들과 사회심리적 요인의 복합
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정의했을 때(대한산부인과학회,
1991;한인권,2001),문화적,인종적으로 다르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은 국
내 유방암 여성들이 호소하는 갱년기 증상의 양상과 정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그러므로 향후 적절한 시기별 제한을 두거나 표본수를 확대한 반
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들과 비교해보면,유방암 환자 대상

으로 연구한 윤미라(2004)의 연구를 보면 전반적인 증상 점수(4.0)는 본 연
구에서 좀 더 낮게(2.5)나타났으나 호소하는 증상 영역은 유사했다.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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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등(2001)의 한국 여성의 갱년기 증상 관련 연구에선 혈관운동성 증
상 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이는 폐경 후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해서 평
균 연령이 55.6세로 본 연구의 42.3세 보다 훨씬 높은 연령대이므로 연구 결
과의 차이를 일반 갱년기 여성과 유방암 생존자의 갱년기 증상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가 10년 이상 젊은데도
불구하고 신체적 증상 영역과 심리사회적 증상 영역 등에서 대체로 증상 점
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유방암 생존자의 갱년기 증상이 일반 여성에 비해
더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국내 유방암 생존자와 일반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향후에 연령과 기타 인구사회학
적 특성 등을 적절히 통제하여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한다고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질병치료 관련적 특성과 관련되어 연령,경제 상태,

결혼상태,호르몬제 복용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
만,유방암 여성의 갱년기 증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로는 대
상자의 수술 받은 시기,임파 전이,수술 후 체중 변화였다.
먼저 연령을 살펴보면,40세 이상 대상자가 40세 미만의 대상자보다 혈관

운동성 증상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호소 점수가 높았
다.혈관운동성 증상은 폐경과 관련된 난소호르몬의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증상으로서(Ganz,2001;Kuhetal.,1997;Schover,1994),이
는 40세 이상의 경우가 40세 미만보다 항암화학요법 후 폐경이 되는 비율이
훨씬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상태별로는 저소득층 대상자가 성적 증상 영역을 제외한 세가지 영

역에서 호소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이
는 국내의 일반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상태가 빈
곤한 여성의 갱년기 증상이 심하다고 보고된 것(박영주 등,2001;백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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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윤선로,1989)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결혼 상태별로 보면,기혼자가 더 낮은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이는 이경희(2006)의 연구와는 동일한
결과이나,다른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더 좋은 갱년기 증상 정도를 나타내거나(윤미라,2004),관련성을 찾지 못하
는 경우(Gupta,2006)가 보고되어 있다.본 연구의 결과는 미혼자의 적은 수
(23)와 미혼자의 대다수가 35세 이하로 젊은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어 무월
경 발생의 빈도가 낮은데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수술 받은 시기별로는 수술 받은 시기가 최근(3년 미만)일수록 모든 영역

의 증상 호소가 낮았고,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이는 Tasmuth et
al.(1996),Ivansetal.(1992)의 연구에서 수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소
증상 감소가 나타나지만 수술 1-2년 후 안정화되어 약 10-20% 정도의 대상
자만이 불편감 호소를 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하
였다.또한 Ganz등(1998)의 연구에서 수술한지 5년 경과한 환자의 경우 모
든 영역의 증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장기간의 항암제 및 호르
몬 치료제 복용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임파 전이별로는 임파 전이가 된 경우에 혈관운동성 증상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유방암 임파 전
이 상태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경희 연구(2006)에서 본 연구결과
와 동일하게 불편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러나 이경희(2006)
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이는 대상자의 조건,보조 치료
의 유무와 방법,측정 기준 및 측정 도구의 차이 등으로 인한 차이 가능성
을 배제하기 어렵다.
타목시펜의 복용 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과,타목시펜을 복용하고 있는 경

우가 복용하지 않는 경우 보다 혈관운동성 증상과 신체적 증상,심리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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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영역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그러나 타목시펜의
복용이 여러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장순복 등,2008;
Couzietal.,1995;Loveetal.,1991;Stearnsetal.,2002)을 고려해 볼 때,
연령,폐경 여부,투여 항암제의 프로토콜 등의 관련 변수들을 적절히 통제
한 좀 더 정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월경 양상의 변화를 보면,항암화학요법 후 폐경이 된 군이 폐경 되지 않

은 군보다 모든 영역 증상에서 호소 점수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그러나 이는 일반 갱년기 여성이나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폐경후의 여성이 폐경전 여성에 비해 갱년기 증상
을 심하게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는 것과(김희은,김초강,1993;한인권 등,
1998;차영남 등,1995;Couzietal.,1995;Ganzetal.,1998;Hunter,1992;
Kuhetal.,1997)일치하는 결과이다.

수술 후 체중이 증가된 대상자의 경우 갱년기 증상의 정도가 더 심하다
고 나타난 것은 박영주 등(2001),이종화 등(2000)의 일반 중년 여성의 결
과와 같으며,Knobf(2006)와 Goodwin(1999)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체중
증가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또한 유방암 환자 대상의 연구인
이경희(2006),장순복 등(200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유방암 환자의 갱년기 증상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연령,chemo전 월경상태에 따른 변화,항암제의 종
류와 기간,치료 후 경과기간 등을 적절히 통제한 후 적절한 측정도구를 통
해 국내 젊은 유방암 환자의 갱년기 증상의 정도를 명확히 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일반 중년 여성과 비교 분석하여 그들과 다른 증
상을 판별하여 좀더 체계적인 교육과 효과적인 중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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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피피피로로로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평균 피로 점수는 4.60(±1.83)이었고,이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Piper(1998)의 연구에서 6회의 항암화학요법 주기 경과
에 따른 평균 피로 점수를 최저 3.23에서 최고 3.94로 보고한 결과 보다는
높았으며,방사선 치료를 받은 암환자 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은(2002)
연구에서 평균 피로 점수 5.59(±1.59)나 외래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30명
의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선희(2000)의 연구에서 평균 피로 점수 5.64
보다 낮았다.본 연구의 결과를 이들 연구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내과적 치
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며,동일한 질환과 치료 과
정에 있는 군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방암 여성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피로 증상은 피곤하

다(5.22),졸립다(4.94),활력이 없다(4.94),무기력 하다(4.79)등의 감각 영역
이었다.이는 앞서 언급했었던 갱년기 증상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하게 이
영역의 호소정도가 높아서 대부분의 유방암 여성에게 피로와 활력 감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결과이다.또 피로가 파괴적이다
(4.71),비정상적이다(4.58)의 정서적 영역의 점수도 높았고,피로가 집안일,
직장일 방해한다(4.64),현재 피로가 괴롭다(4.56)의 활동 장애 영역의 점수
도 높았으며,인지 감정 영역인 긴장되었다(4.63),기억할 수 없다(4.39),집
중할 수 없다(4.37)등도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한 박진희(2002)의 피로 연구에서

활동장애 영역(4.49),정서적 영역(5.06),감각 영역(4.55),인지감정 영역
(3.92),전체 피로 점수 4.47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로 유방암 환자가 주로 호
소하는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증상 정도의
차이는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다르므로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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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Rhodes,Watson,Hansson(1998)의 연구에서도 피로의 결과로서 환자
의 일상생활 활동을 방해 받는다고 보고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듯이 유방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피로는 장기적인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피로를 경험하게 되고 질병에 의하여 피로의 회복력이
감소되어 있으며 피로가 축적됨을 감안하여 피로의 강도뿐만이 아니라 항암
치료 과정 동안의 피로의 경험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사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질병 치료 관련적 특성과 관련되어 연령,교육정도,

직업 유무,결혼 상태,임파 전이,타목시펜 복용 유무,월경 양상 변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경제 상태,수술 받은 시기,수
술 후 체중 변화에 따라서는 삶의 질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연령,교육정도,직업 유무,결혼 상태,임파 전이,월경 양상 변화에

따라 살펴보면,연령,교육 수준,직업 상태,결혼 상태,임파 전이,월경 중
단 여부에 따른 피로의 차이가 없었다는 유방암 환자 대상의 박진희(2002)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경제 상태별로는 저소득자가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으며,특히 정서

적 영역과 감각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이는 가계 월수입이 낮은
대상자가 높은 대상자 보다 피로 정도가 높았다는 차순정(2008),이정석,정
은자(2003)의 항암화학요법 환자의 피로 관련 요인에서의 연구 결과와 일치
했다.이는 경제적인 안정감이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치료비를
포함한 경제적 부담이 심리적,정서적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더 높은 피로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타목시펜 뵥용 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과,타목시펜 복용 군이 피로가 더

높았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이는 타목시펜 복용군이 신체적
갱년기 증상인 피로가 좀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은 있으나 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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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와 피로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는 부재하여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수술 받은 시기별로는 수술 시기가 최근 3년 미만일수록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으며,이는 감각 영역과 인지 감정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그러나 이는 최인정(1999)과 Brewckel등(1998)의 연구에서 진단 후
경과 기간이 피로와 관련 없다는 결과와 다른 결과이다.이는 연구 대상자
를 항암화학요법 중인 대상자를 포함했었던 결과에서 초래되는 결과로 이유
를 찾을 수 있겠다.향후 항암화학요법 기간을 제한하는 연구가 필요한 부
분이다.
수술 후 체중이 증가한 군이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으며,정서적,감

각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이는 박진희(2002)의 연구에서 체중 변화
가 피로와 관련이 없다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인데,박진희의 연구는
방사선 요법 중인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므로 본 연구와 비교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유방암 환자의 피로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항암화학요법의 기간과 진단 및 수술 받은 시기 등을 통
제한 유방암 환자의 피로 정도를 명확히 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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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삶삶삶의의의 질질질

본 연구 대상자들의 삶의 질은 0에서 4점 가능범위에서 2.68(±0.36)점으로
보통 이상의 삶의 질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삶의 질의 하위 영역 중
정서적 상태(3.18),걱정 상태(3.15),신체적 상태 영역(2.75)이 평균 3점 이상
으로 높게 나타났고,대처 기능(2.27)및 사회적 기능 영역(1.84)이 가장 낮
았다.이는 측정도구는 다르지만 FACT-B로 측정한 Avis,Crawford와
Manuel(2005),Holzner등(2001)의 연구와 Ferrell,Dow,Grant(1995)의 도구
를 이용한 Gwen 등(1996)연구와 국내 유방암 환자 연구들(Park,2005;
Shim,& Park,2004)과 FACT-G를 이용한 이경희(2006)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영역이 일치하는 동향을 보였다.이는 신체적 영역에서 삶의 질이 사
회적 영역 보다 높게 나타나 유방암 환자에게 신체적 영역의 문제 보다는
사회적 영역이 문제 된다는 Gwen(1996)의 보고와도 일치된다.
이처럼 유방암 환자들의 경우 진단과 치료를 받은 시점에는 신체적 영역

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만 치료 후 시간이 경과될수록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
되고,심리적 영역이나 사회적 영역의 삶의 질이 더 부정적으로 변화될 가
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질병 치료 관련적 특성과 관련되어 연령,직업 유무,

경제 상태,결혼 상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교육
정도,수술 받은 시기,임파 전이,타목시펜 복용 유무,월경 양상 변화,수
술 후 체중 변화에 따라서는 삶의 질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암 환자들의 삶의 질에 관한 선행 연구들(권영은,1999;오복자,

1997;장혜경,1993;정연,1994;태영숙,1996;한윤복,노유자,김남초,김희
승,1990)에서는 대상자의 연령,직업상태,가정의 경제 상태에 따라 삶의 질
차이가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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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40세 이상 대상자가 신체적,정서적 상태 영
역 점수가 높았고,반면 사회적 기능,걱정 상태,대처 기능 영역의 점수가
낮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이는 연령이 많은 대상자들
은 신체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이 높은 반면,사회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은
낮게 나타났다는 Dubernard등(2003)과 이인숙(2000),김미숙(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연령이 많은 대상자들이 사회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
이 낮은 것은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가족 또는 친구들이 주위에 없는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반면에
연령이 많을수록 신체적 영역의 삶의 질이 낮다고 한 연구(Cimprich,2002)
와는 차이를 보였다.
교육 정도별로는 고학력 일수록 대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이 높

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이는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연구인 김
미숙(2004)연구에서 대졸 이상인 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이는 유방암 환자의 교육 정도가 높으면 환자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지식을 찾는 능력이 부과됨에 따라 적응에 도
움을 받는다고 한 연구 결과들(정복례,1991;Mishel,1988;Northhouse,
1998)에서 보듯이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

다.이는 직업을 가진 직장인 대상자의 삶의 질이 높으며 사회적 영역의 삶
의 질을 높게 하기 위해 직업을 갖도록 제언한 연구(이재숙,2001;Michael,
2000)와 일치된 결과를 보인다.
경제 상태별로는 삶의 질의 Shimozumaetal.(1999),Yen등(2006)의 연

구에서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에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그러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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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는 경제상태와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를 보여(Broeckeletal.,
2000;Shim,& Park,2004)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암환자
의 경우 장기간의 항암요법과 지속적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은 만큼
환자들에게 주는 경제적인 부담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결혼 상태별로 보면,기혼자가 사회적 기능 영역 외에 모든 영역에서 점

수가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이는 김미숙(2004)과 윤수정(2001)
의 연구 결과인 가족의 지지가 많을수록 그리고 결혼한 경우가 삶의 질이
높았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수술 받은 시기별로는 수술시기가 최근 3년 미만일수록 삶의 질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이는 Avis,Crawford와 Manuel(2003)의 연구
에서 대상자들의 진단 후 경과기간이 평균 23개월,서연옥(2007)연구는 18
개월로 진단과 수술을 경험한 후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 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또한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은 진단 후 1-2년 사
이에 특히,사회적,정서적 영역이 감소되며,2-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상태
를 유지하였고,5년 이상된 경우에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Holzner
etal.,2001),경과 기간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 결
과와 일치했다.
임파 전이별로는 임파 전이가 된 경우에 모든 영역의 삶의 질이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이는 임파 전이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Ferrell,1996)와 일치된 결과이다.
  타목시펜의 복용 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과,타목시펜 복용군이 삶의 질의
정서적 상태,대처 기능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이는 타
목시펜 복용하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신체적 갱년기 증상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은 있으나 유방암 환자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는 부재하여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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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 양상의 변화를 보면,항암요법 전,후 모두 규칙적인 군이 모든 영역
의 점수가 높았고 폐경군 삶의 질이 모든 영역에서 낮았는데,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했다.그러나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월경이 규칙적인 군보다 폐경군에 있어서 갱년기 증상이나 피로 등의 신체
적 증상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후 체중이 증가한 군이 대체로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이 또한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비교 하기는 어렵
다.그러나 수술 후 체중의 증가가 갱년기 증상과 피로 증상을 더 심하게
하므로 체중 감소 군과 변화가 없는 군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생
각된다.



- 64 -

444...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갱갱갱년년년기기기 증증증상상상,,,피피피로로로와와와 삶삶삶의의의 질질질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피로와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면,피로는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피로정도가 높으면 삶의 질이 저하되며(Byaretal.,
2006),피로가 삶의 질의 주요 예측인자(Arndt,Stegmaier,Ziegler,&
Brenner,2006;Park,2005)라고 보고되어,본 연구에서와 같이 삶의 질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피로는 생리적인 기전만으로 설
명이 되지 않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항암보조요법을 하는 동안에도 높아지지
만 치료 후에도 지속되며,불안과 우울에도 영향을 주는 삶의 질에 직접적
인 영향요인(Broeckeletal.,1998;Park,2005)이므로,피로완화를 위한 적극
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그러나 피로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운동과 같이 활동
을 증진시키는 중재를 권장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어 있
어(Markes,Brockow,& Resch,2006),피로중재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
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과 삶의 질의 관계를 보면,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Délo등(2005)과 최지원(2006),이경희(2006)연구에서의 갱년기 증상이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갱년기 증상과 피로의 관계를 살펴보면,본 연구에서 갱년기 증상과 피로

는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갱년기 증상
과 피로가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분석되었다.항암화학요법 후에 발생하
는 갱년기 증상이 삶의 질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성생활,수면과 관련성이
있음을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최운정,2004;Bines,1996;
Carpente,2002;Clemons,2002).그러나 삶의 질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되고 있어,유방암 수술 후 발생하는 신체적 증



- 65 -

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정서적 접근,사회적 지지
체계적 접근,영적인 접근 등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접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재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66 -

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피로,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여 유방암 여성의 갱년기 증상 및 피로 완화를 위
한 중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
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3차 의료기관인 I병원의 외래 방문 예정

자 및 서울 소재 자매 의료기관인 S병원 유방암 환우회 회원 중에서 유방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마친 50세 미만의 유방암 환자 140명 이었으며,자
료수집기간은 2008년 5월부터 10월까지였다.자료수집 방법은 Hilditch등
(1996)이 개발하여 박영주 등(2001)이 번안한 갱년기증상 관련 삶의 질 도구
와 Piper가 개발,개정 (1998)한 RevisedPiperFatigue척도를 Lee(1999)가
번역하여 수정한 피로 도구와 이은현이 개발(2007)한 C-QOL(한국 암 특이
형 삶의 질)도구를 이용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질병관련 특성
을 위해 본 연구자가 의무기록과 병원 전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여성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갱년기
증상은 피로(3.77),전보다 힘이 없음(3.22),전보다 활력이 없음(3.01),기억
력 감소(2.94),불안하고 신경이 예민함(2.95),발한(2.69),안면홍조(2.66),근
관절통(2.78)등의 증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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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여성의 갱년기 증상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대상자의 수술 받은 시기,임파 전이,수술 후 체중변화였다.수술받
은 시기가 최근 일수록(3년 미만)모든 영역의 증상 호소가 낮았다.임파 전
이가 된 경우에 혈관운동성 증상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
으며 수술 후 체중 증가된 대상자의 경우 갱년기 증상의 정도가 더 심하다
고 나타났다.
3.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여성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피로증상

은 피곤하다(5.22),졸립다(4.94),활력이 없다(4.94),무기력 하다(4.79),피로
가 파괴적이다(4.71),비정상적이다(4.58),피로가 집안일,직장일을 방해한다
(4.64),현재 피로가 괴롭다(4.56),긴장되었다(4.63),기억할 수 없다(4.39),집
중할 수 없다(4.37)등의 증상이었다.
4.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여성의 피로 증상에 영향을 주는 변

수는 경제 상태,수술 받은 시기,수술 후 체중 변화였다.경제 상태가 낮을
경우 모든 영역 점수가 높았다.수술 받은 시기가 최근일수록(3년 미만)모
든 영역의 증상 호소가 높았다.수술 후 체중 증가된 대상자의 경우 피로
증상의 정도가 더 심하다고 나타났다.
5.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여성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삶의 질

증상은 속이 매스껍다(3.38),두려움(3.23),우울/슬픔(3.21),불안(3.14),암 재
발의 걱정(3.16),암 전이의 걱정(3.15),입맛이 없다(3.14),밤에 깊은 잠을
못 잔다(3.07)등의 증상이었다.
6.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

는 대상자의 교육정도,수술 받은 시기,임파 전이,타목시펜 복용 유무,월
경 양상 변화,수술 후 체중 변화였다.교육 정도별로는 고학력 일수록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의 증상 점수가 높았고,수술 받은 시기별로는 수술시기가
최근 3년 미만일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임파 전이가 된 경우에 모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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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의 질이 낮았으며,타목시펜 복용군이 삶의 질의 정서적 상태,대처 기
능에서 점수가 높았다.월경 양상의 변화를 보면,항암요법 전,후 모두 규
칙적인 군이 모든 영역의 점수가 높았고 폐경군 삶의 질이 모든 영역에서
낮았다.수술 후 체중의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군이 대체로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이 높았다.
7.항암화학요법 후 삶의 질은 갱년기 증상,피로와 역상관 관계를 나타냈

으며,갱년기 증상과 피로는 순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갱년기 증상
및 피로 증상들을 완화시켜야 하고,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중
재가 필요하다.

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전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 후 유방암 환자의 갱년기증상,피로,삶의 질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연령,폐경여부,항암제투여 프로토콜,기간 등의 관련 변수들을
적절히 통제한 좀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2.갱년기 증상,피로 증상 정도를 명확화 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비교 분석하여 그들과 다른 증상을 판별하여
좀 더 체계적인 교육과 효과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유방암 여성이 호소하는 갱년기 증상과 그 중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갱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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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인 피로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간호중재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4.유방암 여성의 갱년기 증상 및 피로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

어야 한다.
5.수술 받은 지 3년 미만의 여성들에 있어서 체중 증가한 군이 갱년기 증상과

피로를 더 심하게 느끼고,삶의 질은 낮았는데 이에 대한 시기,운동 및 체중
유지 등을 고려한 통합된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6.유방암 치료 방법에 따른 갱년기 증상과 월경양상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항암화학요법을 받지 않는 대상자도 포함하여 나이,항암화학요법,타목시펜 복용
등을 통제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7.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였으므로 유방암 치료 후의 월경양상의 변화에 따른

갱년기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반복연구와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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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가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것입니다.지난 1달간 아래 증상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 증상 없음에,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심한 정도에 대해
O표시를 해주십시오.

증 상
없음

증상 있으나
전혀 고통스럽
지 않다

증상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다

1.얼굴이 화끈거린다 1 2 3 4 5 6 7

2.잠잘 때 땀이 난다 1 2 3 4 5 6 7

3.땀이 난다 1 2 3 4 5 6 7
4.생활이 불만족스럽
다

1 2 3 4 5 6 7

5.불안하고 신경이
예민하다

1 2 3 4 5 6 7

6.기억력이 좋지 않
다

1 2 3 4 5 6 7

7.전보다 일의 성취
도가 떨어진다

1 2 3 4 5 6 7

8.우울하다 1 2 3 4 5 6 7
9.전보다 참을성이
없다

1 2 3 4 5 6 7

10.혼자 있고 싶다 1 2 3 4 5 6 7

11.배에 가스가 찬다 1 2 3 4 5 6 7
12.근육이나 관절이
아프다

1 2 3 4 5 6 7

13.피로하다 1 2 3 4 5 6 7

14.불면증이 있다 1 2 3 4 5 6 7

15.뒷목,머리가 아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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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다
16.전보다 힘이 없다 1 2 3 4 5 6 7
17.전보다 활력이 없
다

1 2 3 4 5 6 7

18.전보다 에너지가
없다

1 2 3 4 5 6 7

19.피부가 건조하다 1 2 3 4 5 6 7

20.체중이 늘었다 1 2 3 4 5 6 7
21.얼굴에 털이 많아
진다

1 2 3 4 5 6 7

22.외모,피부 조직,
피부 탄력성이 변했
다

1 2 3 4 5 6 7

23.몸이 붓는 것 같
다

1 2 3 4 5 6 7

24.허리가 아프다 1 2 3 4 5 6 7
25.소변이 자주 마렵
다

1 2 3 4 5 6 7

26.웃거나 기침할
때, 소변이 저절로
나온다

1 2 3 4 5 6 7

27.성욕이 변했다 1 2 3 4 5 6 7
28.성교시 분비물이
잘 안나온다

1 2 3 4 5 6 7

29.부부관계(잠자리)
를 피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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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삶의 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지지지난난난 111달달달 동안 귀하의 상태
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해당하는 곳에 O표시를 해주십시오.

아주 나쁘다 아주 좋다
30.귀하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
까?

1 2 3 4 5 6 7

31.현재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1 2 3 4 5 6 7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꽤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속이 매스껍다 0 1 2 3 4

2.입맛이 없다 0 1 2 3 4

3.피로하다 0 1 2 3 4

4.신체부위에 통증이 있다 0 1 2 3 4

5.밤에 깊은 잠을 못 잔다 0 1 2 3 4

6.일상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0 1 2 3 4

7.우울하다 0 1 2 3 4

8.슬프다 0 1 2 3 4

9.죽음이 두렵다 0 1 2 3 4

10.불안하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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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내가 이병에 걸린 것이 충격적이다 0 1 2 3 4
12.내 병이 나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0 1 2 3 4

13.일(직장,가사,또는 학교에서)을 평소와
같이
할 수 있다

0 1 2 3 4

14.나는 평소와 같이 취미 생활을 하고 있
다

0 1 2 3 4

15.가족으로서의 내가 해야 할 역할(부모,
배우자,또는 자식으로서)을 수행하고 있다

0 1 2 3 4

16.암이 다른 부위로 퍼질까봐 걱정이 된다 0 1 2 3 4

17.암 재발에 대해 걱정스럽다 0 1 2 3 4

18.나는 병을 이기기 위해 운동을 한다 0 1 2 3 4
19.나는 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
는다

0 1 2 3 4

20.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21.나는 병 치료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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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항은 피로에 관한 것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0부터 10까지 정도 표시를 나타내는 번호 중 귀하의 의견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O표시를 해주십시오.

1.현재 귀하가 경험하고 있는 피로의 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가볍다 심하다

2.귀하께서 느끼는 피로가 집안일(또는 직장일)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방
해하고 있습니까?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 아주 많이 방해한다

3.귀하께서느끼는 피로가 친구를 방문하거나 어울리는데 어느 정도로 방해
하고 있습니까?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 아주 많이 방해한다

4.귀하께서경험하는 피로가 성생활을 어느 정도로 방해하고 있습니까?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 아주 많이 방해한다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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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반적으로,귀하가 경험하고 있는 피로가 귀하가 즐겨서 하는 활동을 하
는데 얼마나 방해하고 있습니까?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 아주 많이 방해한다

6.현재 귀하께서 느끼는 피로가 어느 정도로 괴롭습니까?
전혀 괴롭지 않다 아주 많이 괴롭다

**귀하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피로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7.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8.보호적이다 파괴적이다

9.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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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피로를 표현해주십시오

10.정상이다 비정상이다

11.깨어 있다 활력이 없다

15.인내심이 있다 인내심이 없다

16.이완되었다 긴장되었다

17.집중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없다

18.기억할 수 있다 기억할 수 없다

19.명확히 생각할 수 있다 명확히 생각할 수 없다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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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유방암 진단 시 연령:만 ( )세
2.유방암 수술 시기: ( )년 ( )월
3.현재 키: ( )cm 몸무게: ( )kg
4.결혼 상태: ① 기혼 ② 미혼 ③ 별거 ④ 이혼 ⑤ 사별
5.교육 정도: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대졸 이상
6.현재 직업 상태: ① 전업주부 ② 자영업 ③ 전문/사무직 ④ 노동직/농업

⑤ 기타 (기록해주세요: )
7.현재 경제 상태:
① 생활이 넉넉하다 ② 생활이 넉넉하진 않아도 어려움이 없다
③ 생활이 다소 어렵다 ④ 생활이 매우 어렵다
8.생리 상태:
8-1)치료 전: ① 규칙적으로 매달 ② 불규칙적

③ 12개월 이상 생리 없었음 (폐경)
8-2)현재: ① 규칙적으로 매달 ② 불규칙적:약 ( )개월 간격

③ 12개월 이상 생리 없음
9.수술 후 체중변화:
① 변화 없었음 ② 체중 감소:( )kg ③체중 증가:( )kg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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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무기록지> (설문지 번호: )

1.등록 번호:

2.이름:

3.병기(stage):

4.수술명:① 유방 절제술 ② 유방 보존술 ③ 유방 절제술 +유방 재건술

5.수술 시기:

6.항암 요법
6-1)투여된 항암제 종류:①cyclophosphamide+pamorubicin+5Fu

②Taxol단독
6-2)항암제 종료 시기:

7.RT 종료 시기:

8.호르몬 치료
8-1-1)Tamoxifen복용 여부: yes / no

8-1-2)시작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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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444...피피피험험험자자자 수수수 산산산출출출 근근근거거거>>>

본 연구의 표본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G Power 3.0.10 (Accessed
4/15/2008)를 이용하였다.
[1]--Tuesday,April15,2008--10:22:11
ttests-Correlation:Pointbiserialmodel
Analysis:A priori:Computerequiredsamplesize
Input: Tail(s)=Two

Effectsize|r|=0.3[Medium]
α errprob=0.05
Power(1-β errprob)=0.95

Output:Noncentralityparameterδ =3.640432
Criticalt=1.978099
Df=132
Totalsamplesize=134
Actualpower=0.950922

G*Power3.0.10
Available online at
http://www.psycho.uni-duesseldorf.de/abteilungen/aap/gpower3/

Faul,F.,Erdfelder,E.,Lang,A.-G.,& Buchner,A.(2007).G*Power3:A
flexiblestatisticalpoweranalysisprogram forthesocial,behavioral,and
biomedicalsciences.BehaviorResearchMethods,39,175-191.

위의 표본수 측정 방법에 의해 140명의 대상자를 자료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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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MMMeeennnooopppaaauuussseeesssyyymmmppptttooommmsss,,,fffaaatttiiiggguuueee,,,aaannndddqqquuuaaallliiitttyyyooofffllliiifffeee
iiinnnpppooosssttt---ccchhheeemmmooottthhheeerrraaapppyyybbbrrreeeaaassstttcccaaannnccceeerrrsssuuurrrvvviiivvvooorrrsss

JaMinMoon
Dep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 research is a descriptive investigative study on breastcancer
survivors who have had supportive chemotherapy concerning their
menopausalsymptoms,degreeof fatigueandqualityoflife(QOL).The
researchwascarriedoutwiththepurposeofcollectingessentialdatafor
designing ways to address menopausalsymptoms and fatigue among
breastcancersurvivors.
A totalof140breastcancersurvivorswhohadcompletedpost-surgery
chemotherapy andwereyoungerthanage50wererecruitedfrom the
outpatientdepartmentofIhospital,Gyeonggiprovince(n=70),and a
breastcancersupportgroupfrom Shospital,Seoul(n=70).
The follow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ssess
respondent'sself-report. Fordegreeofmenopausalsymptoms,Park's
(2001) adapted version of the Menopause-specific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MENOQOL,Hilditch etal,1996) was used,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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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edPiperFatigueMeasure(Piper,1998)translatedbyLee(1999)was
used to measure fatigue.For QOL,Lee's (2007) C-QOL (Korean
cancer-specific QOL)toolwas used.Diseases and treatmentrelated
informationwerecollectedfrom themedicalrecords.
Collecteddatawereanalyzedby descriptivestatistics,ANOVA,t-test,
ScheffetestandPearson'scorrelationusingSPSS10.0.

Theresultswereasfollows.
1.The most common five menopausalsymptoms in breast cancer
survivorswerefeeling tired orworn out(3.77),decreasein physical
strength (3.22),decreasein stamina (3.01),experiencing poormemory
(2.94),andfeelinganxiousornervous(2.95).
2.Thevariablesthatinfluencedmenopausalsymptomsinbreastcancer
survivorswereyearofOP,nodalstatus,andpostOPweightchange.
3.Themostcommonfivefatiguesymptomsinbreastcancersurvivors
werefeeling tired(5.22),sleepy (4.94),unenergetic(4.94),listless(4.79),
andfeelingdestructive(4.71).
4.The variables thatinfluenced fatigue symptoms in breastcancer
survivors were household income,yearofOP,and postOP weight
change.
5.ThemostcommonQOL symptomsinbreastcancersurvivorswere
nausea(3.38),followed by fear(3.23),depression/sadness(3.21),and wory
aboutrecurrence(3.16).
6.The variables that influenced QOL symptoms in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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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orswereeducationstatus,yearofOP,nodalstatus,tamoxifenuse,
changeofmenstruation,andpostOPweightchange.
7.Menopausalsymptoms and fatigu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achotherandbothnegativelycorrelatedwithQOL.

In conclusions,most of the breast cancer survivors who received
chemotherapy experienced menopausal symptoms and fatigue,
emphasizing the need for nursing approaches to help such women
accordingly.Repeated studies and prospective research methods are
recommend to investigate otherrelated variables thatmay influence
menopausalsymptomsandmenstrualchangesaftertreatmentforbreast
cancer.

Keyword:Breastcancersurvivors,Chemotherapy,
Menopausalsymptoms,Fatigue,Qualityof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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