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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들의

증상클러스터와 영향요인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들의 증상 클러스터와 각 증상클러스

터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다차원적인 증상관리를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였는데, 증상경험 측정도구는 암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인 EORTC

QLQ-C30의 신체적 증상 8문항과 정서적 증상 5문항 그리고 유방암 환자 특이도구인

EORTC QLQ-BR23의 신체적 증상 2문항을 포함하여 총 15개 문항의 도구를 빈도와

강도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심리사회적 측정도구는 Herschbach 등(2004)이 개

발한 QSC-R23를 한국어로 번안한 총 23개 문항의 도구를, 가족지지 측정도구는 태영

숙(1986)이 개발한 8개 문항의 도구를, 의료인지지 측정도구는 태영숙(1986)이 개발한

8개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을 측정

하는 도구는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한 총 19개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S 특별시 2개 대학병원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 90명

중에서 설문조사에서 불성실한 응답자와 연구목적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응답자

를 제외한 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4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약 7개월이었으며, 자료수

집 방법은 해당병원 IRB 승인을 받고, 간호부, 해당부서 파트장, 해당센터의 센터장을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방법 및 IRB 승인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받

은 후 시행하였다. 본 연구가 직접 여성외과와 혈액종양내과 외래 및 병동 그리고 주

사실을 방문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대상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후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거나 기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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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면접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18.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

t-test, ANOVA와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Factor analysis

및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은 40∼50대의 중년층이 64.5%로 과반

수이상을 차지했고, 결혼 상태는 74.7%가 기혼이었고, 46.8%는 미혼자녀와 살고

있었다. 교육정도는 70.9%의 대상자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발병 전

직업이 없는 경우가 69.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구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으

로, 73.4%가 질병을 진단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84.8%의 대다수가 수술

을 시행한 뒤였으며, 그 중 38.0%는 변형 근치절제술을 받았다. 연구대상자의

46.8%는 AC regimen(Adriamycin+ Cyclophosphamide)을 받고 있었고, 89.9%의

대부분은 현재 다른 치료 없이 항암화학요법만 받고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58.2%

가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지 5회 미만인 상태였고, 대상자 67.1%의 TNM 분류법에

따른 암의 병기는 1기와 2기에 해당했으며, 19%는 뼈, 간, 폐, 난소 등 타 장기에

전이가 된 4기였다. 연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고통은 최소 0점에서 최대 115점까

지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최소 3점에서 최대 85점까지 측정되었고, 평균 42.72

점으로 보통이었다. 연구대상자가 인지하는 가족지지 정도는 8점에서 40점까지 가

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10점에서 40점으로 측정되었고, 평균 33.99점으로 가족지지

정도가 높았으며, 연구대상자가 인지하는 의료인지지 정도도 8점에서 40점까지 가

능한데, 본 연구에서 15점에서 40점까지 측정되었고, 평균 32.05점으로 의료인지지

정도가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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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가지 증상은 빈도에 따라서 3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되었다. 기억력감퇴, 우울, 짜

증, 변비, 긴장감, 호흡곤란이 “정서장애 클러스터”로, 유방통증, 팔/어깨 통증, 오

심, 전신통증이 “통증 클러스터”로, 피로, 수면장애, 식욕감퇴, 집중력 장애가 “피로

클러스터”로 분류되었다. 강도에 따라서는 4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되었다. 피로, 식

욕감퇴, 오심, 수면장애가 “피로 클러스터”로, 긴장감, 짜증, 우울함이 “정서장애 클

러스터”로, 기억력 감퇴, 집중력 장애, 호흡곤란, 변비가 “인지장애 클러스터”로 그

리고 팔/어깨 통증, 전신통증, 유방통증이 ”통증 클러스터“로 분류되었다.

2. 증상빈도 클러스터의 관련요인은 정서적 장애 클러스터의 경우 동거가족(F=3.224,

p=.017)과 수술시행 여부(t=-3.011, p=.004), 타 장기전이 유무(t=-2.589, p=.018), 심

리사회적 고통(r=.604, p=.000) 이었고, 통증 클러스터의 경우 수술시행 여부

(t=-3.101, p=.003), 항암화학요법 외에 과거 받았던 치료(F=4.019, p=.022), 타 장기

전이 유무(t=-2.603, p=.032) 그리고 심리사회적 고통(r=.434, p=.000)이었으며, 피로

클러스터의 경우는 타 장기전이 유무(t=-2.183, p=.032)와 심리사회적 고통(r=.548,

p=.000) 그리고 가족지지 정도(r=-.233, p.039) 이었다.

3. 증상강도 클러스터의 관련요인으로는 피로 클러스터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장소(t=-2.336, p=.022), 타 장기전이 유무(t=-2.392, p=.019), 심리사회적 고통

(r=.581, p=.000), 가족지지 정도(r=-.255 p=.023) 이었고, 정서장애 클러스터의 경우

는 수술시행여부(t=-3.195, p=.022), 타 장기전이 유무(t=-2.618, p=.011), 심리사회

적 고통(t=.599, p=.000)이 유의한 관련변수로 나타났다. 인지장애 클러스터의 관련

요인은 타 장기전이(t=-2.211, p=.030)와 심리사회적 고통(r=.484, p=.000)이었고, 통

증 클러스터의 관련요인은 연령(F=3.465, p.020), 진단 후 직업변동(t=-2.400,

p=.019), 수술명(F=4.074, p=.022), 타 장기전이(t=-3.522, p=.001), 심리사회적 고통

(r=.339, p=.0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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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상클러스터의 영향요인의 경우, 증상빈도 클러스터 중 정서장애 클러스터는 심

리사회적 고통(β=.589, p=.000)과 동거가족(β=-.225, p=.013)에 의해 40.0% 설명되

었으며, 통증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β=.278, p=.010), 수술시행여부(β.196,

p=.049), 항암화학요법 외에 과거 받았던 치료(β=.276, p=.008), 타 장기전이 유무(β

=-.236, p=.030)에 의해 29.1% 설명되었으며, 피로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β

=.548, p=.000)에 의해 29.2% 설명되었다. 증상강도 클러스터 중 피로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β=.558, p=.000)과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장소(β=.189, p=.042)에

의해 35.7% 설명되었고, 정서장애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β=.546, p=.000)과

수술시행여부(β=201, p=.034)에 의해 38.0% 설명되었다. 인지장애 클러스터는 심리

사회적 고통(β=.484, p=.000)에 의해 22.4% 설명되었고, 통증 클러스터는 심리사회

적 고통(β=.480, p=.000)과 연령(β=-.228, p=.035)에 의해 25.9% 설명되었다.

결론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증상클러스터는 빈도의 경우 정서

장애, 통증, 피로의 3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되고, 강도의 경우에는 이 세 개의 클러스

터에 인지장애 클러스터의 4개로 분류되었다. 이 증상빈도와 강도 클러스터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리사회적 고통이었다. 추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

자를 위한 중재방안 개발 시 심리사회적 고통을 완화하고, 가족지지와 의료인지지를

강화시켜주어 효과적으로 증상관리를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 항암화학요법, 유방암, 증상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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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달에도 불구하고, 암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

리나라 3대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0). 그 중 특히 유방암은 미

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 국가에서는 여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세계 전체 여성암의

22.9%를 차지하며 여성암 중 최다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Globocan, 2008).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여성 암환자 중 유방암 환자는 갑상선

(26.4%)에 이어 14.7%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약 4,000건 이상의 유방암 환자

가 새로 발생하여 1996년 3,801명으로 집계된 유방암 환자가 2010년에는 16,398명으로

15년 사이에 약 4.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유방암백서, 2012),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윤호성, 2002). 특히 구미 여성의 경우에는 50세 이후부터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방암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60∼7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National

Health Institute, 2007), 국내 여성의 경우에는 서구사회와 달리 40대에 가장 많이 발

생하는 양상을 보이고(강순범, 2006), 30대 여성에서의 발생률도 높아 전체 유방암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유방암백서, 2012).

이런 유방암에 대하여 지난 몇 십 년간 수술과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 등을 포

함한 다양한 치료 형태들이 암환자들의 예후를 향상시켜왔다. 그 중, 항암화학요법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정용식, 2008), 종양에 따라 1

차 선택요법 또는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전후의 보조 요법으로 암환자의 60∼75%에게

사용되어 질병 완화율을 증가시켜왔다(김민영, 2009; Yabro, Wujcik & Gobe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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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암화학요법은 단기간 종료되는 치료법이 아니라 수술 후 2∼3주 후부터

시작하여 보통 2주 간격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반복적이고 장기간의 치료로 광범

위한 세포파괴를 유발하고, 정상세포에도 생화학적 영향을 미쳐 세포 독성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암환자들은 질병과정 자체뿐만 아니라 치료에 따르는 여러 증상들로 인

해 고통 받게 된다. 즉, 구토, 전신쇠약, 식욕부진, 탈모, 신경증 등이 대표적인 항암제

부작용이며, 항암제 투여로 인해 무월경 및 얼굴이 화끈거리는 등의 폐경 증상이 초

래되기도 한다. 또한 합병증으로 골수기능이 억제되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림프구

등의 수가 감소하기도 한다(유방암백서, 2012).

이렇게 암환자들이 겪는 질병과 치료과정 중의 여러 증상들은 각각 독립적이 아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증상 클러스터(symptom cluster)라고 부른다

(Jamie, 2009; Dodd, Miaskowski & Paul, 2001; Kim, McGuire, Tulman, &

Barsevick, 2005). 실제 김경덕, 김경혜(2011)의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피로, 수면장애, 우울, 통증 등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

고, 이주은(2005)의 연구에서도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들이 수면장애,

배변양상의 변화, 집중력 저하, 오심, 식욕저하 등을 동시에 경험했다. 위의 선행연구

의 경우 클러스터링을 하여 연관성이 있는 증상들끼리 분류하지는 않았으나, 하나의

증상은 다른 증상에 영향을 미쳐 하나의 새로운 클러스터가 생성되기 때문에 단독 증

상이 아닌 증상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Bender, Ergun, Rosenzweig, Cohen & Sereika(2005)는 유방암 초기단계, 1기∼3기

그리고 전이성 4기의 세 집단으로 환자들을 분류하여 각 집단의 유방암 환자들이 경

험하는 증상을 조사하여 클러스터링을 하였으며, 세 집단 모두 피로, 에너지부족, 우

울, 불안, 집중력저하, 기억력감퇴가 ‘피로-에너지 부족의 신체증상 클러스터’, ‘우울-

불안의 심리증상 클러스터’, ‘집중력 저하-기억력 감퇴를 포함하는 인지증상 클러스터’

로 분류하였다. 유방암 환자 302명을 대상으로 한 김수현, 이란, 이건숙(2009)의 연구

에서는 식욕부진, 오심/구토, 피로, 호흡곤란, 수면장애, 변비, 설사가 “위장관-피로 클

러스터”를 형성하였고, 유방통증, 팔/어깨통증, 전신통증이 “통증 클러스터”를 형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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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암화학요법과 관련된 유방암 환자들의 증상경험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단일 증상, 특히 통증이나 피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Dodd, 2001; 양영

희, 2003; 김민영, 2009). 게다가 증상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이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

지만 실제 국내에서 행해진 유방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에 관한 연구는 정서적 증상

을 제외한 신체적 증상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고(김수현 등, 2009), 정서적 증상을

포함한 연구도 증상들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김경덕, 김경혜, 2011), 유방암

환자들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증

상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는 환자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치료법을 단일화시

키지 않아(김수현 등, 2009) 증상 클러스터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 클러스터를

빈도와 강도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각 클러스터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다

차원적으로 증상관리를 할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와 각 증상클

러스터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다차원적 증상관리를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1.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의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2.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증상경험과 증상 클러스터를 파악한다.

3.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증상클러스터와 관련요인과의 관계를 파악

한다.

4.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증상클러스터의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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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1. 증상 클러스터(symptom clusters)

증상 클러스터란 환자들이 질병과 관련하여 서로 관련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증

상들을 함께 경험하는 것을 뜻하며(Jamie, 2009; Dodd, et al, 2001; Kim,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인 European

Organization of Research and Treatment for Cancer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Core 30 items(EORTC QLQ-C30)(Aaronson, et al, 1993)와 유방암

환자 특이도구(breast cancer module) EORTC QLQ-BR23(Sprangers, et al, 1996)

의 증상 하부척도 일부를 빈도와 강도 측면으로 나누어 요인분석을 하여 나온 증

상들의 집단을 말한다.

2.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영향요인이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들의 증상 클러스터

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요소들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

인, 일반적 특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은 심리사회적 고통을, 환경

적 요인은 가족 지지와 의료인 지지를, 일반적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관

련 특성을 의미한다.

1) 심리사회적 고통

심리사회적 고통이란 심리적, 신체적인 원인으로 야기되어 일상생활과 사회생

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긴장, 불안 및 고통을 말하며(Herschbach,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Herschbach, et al(2004)이 개발한 심리사회적 고통 측정도구

QSC-R23 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고통 정도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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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2) 가족 지지

가족지지란 가족(배우자, 형제, 자매, 자식, 부모, 기타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를 뜻하며(태영숙, 1986), 본 연구에서는 태영숙(1986)이 개발한 가족

지지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지지가 높음을 의

미한다.

3) 의료인 지지

의료인 지지란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지를 뜻하며(태영숙,

1986), 본 연구에서는 태영숙(1986)이 개발한 의료인 지지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

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인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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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유방암과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요법은 종양에 따라 1차 선택요법 또는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전후의 보조

요법으로 암환자의 60∼75%에게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이다(김민영, 2009;

Yabro, et al. 2010).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전에 종양의 크기를 줄이거나, 수술 후에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들 또는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

게 되는데, 수술 전에 이루어지는 항암화학요법(neoadjuvant therapy)은 병기 하강을

통해 수술이 불가능했던 유방암을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 외

에도 미세전이 병소를 조기에 치료하고 항암제에 대한 반응을 미리 평가해 보는 등

의 목적으로 사용된다(홍영선, 2003). 또 수술 후에 이루어지는 보조항암화학요법

(adjuvant therapy)은 암 재발률을 낮추고 재발하기까지의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

며, 특히 액와 림프절이 4개 이상 양성인 경우 10년 재발률이 60% 정도로 보고되고

있어 그 역할이 실로 크다고 볼 수 있다(박연희, 2009). 이러한 항암화학요법의 우수

성은 Early Breast Cancer Trialists' Collaborative Group (EBCTCG)에서 10만 명

이상의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을 통해 입증되었는데, 50세 이하의 유

방암 환자에서 15년 동안 재발을 낮추고, 생존율을 향상시키는데 항암화학요법이 크

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EBCTCG, 2005).

유방암 환자에게 적용되는 항암화학요법에는 다양한 약제가 사용되는데,

Doxorubicin 을 비롯한 anthracyclines과 docetaxel, paclitaxel 등의 taxanes이 단일

약제로 혹은 다른 약제와 병용하여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인 세포독성 항암제로 널리

쓰여 온 대표적 약제로 볼 수 있다(박연희, 2009;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web site, 2009; Colozza, M. et al, 2007; Estevez, L.G. et al, 2007). 특히

EBCTCG(2005)에서 시행한 메타분석의 결과를 보면 두 가지 이상의 항암제를 같이

쓰는 것이 단일 제제를 쓰는 것보다 우월하여, anthracycline을 포함하는 경우가 생존



- 7 -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장된다고 보고되어 그에 따라 전통적인

CMF(cyclophosphamide+methotrexate+5-FU) 복합요법에 비해 doxorubicin 혹은

epirubicin과 같은 anthracycline을 기본제제로 한 AC(doxorubicin + cyclophos

phamide)요법 등이 최근 유방암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다(강순범, 2006).

특히, 수술 후 이루어지는 보조적 항암화학요법(Adjuvant chemotherapy)의 경우 림

프절 양성 여부에 관계없이 anthracycline을 포함하는 요법이 표준요법으로 권장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regimen이 4회의 AC 그리고 6회의 CAF

(Cyclophosphamide+doxorubicin+5-FU)이다(박연희, 2009). 그리고 수술 전 선행요법

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경우(Neoadjuvant chemotherapy)도 수술 후의 항암화학요

법과 같은 약제가 많이 쓰이고 있고, AC 후 Docetaxel을 쓰거나 AD를 쓰는 3상 시

험의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독성과 효과를 견주어 순차적 요법으로 AC 후 Docetaxel

을 쓰는 요법이 권장되고 있다(Swain, et al, 2008)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Web Site(NCCN, 2009)에서는 액와 림프

절이 음성인 경우에는 CMF, AC등의 항암화학요법을 권장하고, 액와 림프절이 양성

인 경우에는 재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박연희, 2009), Anthracycline 투여 후 CMF

를 투여하는 병합요법 혹은 AC요법을 4주기 시행하고 이후 paclitaxel을 4주기 시행

하는 요법 등의 병행 항암화학요법을 권장한다. 또한 NCCN(2009)은 국소 진행 유방

암의 경우에는 AD(Adriamycin+Docetaxel)를 3주마다 6주기 반복 투여하는

Anthracycline+taxane 요법을 권장하여 현재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항암화학요법은 반복적인 장기간의 치료로 광범위한 세포파괴를 일으키게

되어 환자들은 치료를 받는 동안이나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전신적인 부작용을 경험하

게 된다(김민영, 2009). 대표적인 부작용은 구토, 전신쇠약, 식욕부진, 탈모, 신경증, 인

지장애 등이며, 항암제 투여로 인해 무월경 및 얼굴이 화끈거리는 등 폐경 증상이 초

래되기도 한다(유방암백서, 2012). 그밖에도 피로, 우울, 수면장애(김경덕, 김경혜,

2011), 에너지 소진, 허약감(Bender, et al, 2005) 등의 정서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

다. Byer, Berger, Bakken & Cetak(2006)의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들이 항암화학요

법을 시행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수면장애와 통증, 집중력 장애를 가장 빈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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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했고, 오심, 구토와 같은 위장장애는 항암화학요법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

였다고 하였다. AC regimen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

로 한 이주은(2005)의 연구에서도 항암화학요법 치료기간 중 발현 빈도가 가장 높았

던 것은 수면장애, 배변양상의 변화, 집중력 저하 등이었고, 치료가 진행될수록 오심,

식욕저하, 수면장애, 외모의 변화 등의 강도가 점점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항암화

학요법에 의한 외모의 변화, 즉 탈모(chemotherapy induced alopecia; CIA)는 약 65

∼70%에서 발생하며,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부작용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윤현조, 정성후, 2011; Trueb, 2010; Carelle, et al, 2002). 실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인 AC와 paclitaxel, docetaxel과 같은 taxane 제제는 공통적으

로 골수억제, 심장독성, 오심/구토, 식욕저하, 탈모를 일으키며, 일부 anthracycline 제

제와 taxane 제제는 설사, 알러지 반응 등을 일으킨다(Harrison, T.R. et al. 2005).

또한 항암화학요법은 보통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며, 치료 횟수가 거듭되어

가면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환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주은, 2005). Byer

등(2006)의 연구에서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피로가 삶의 질

과 강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이는 치료 후 60일, 1년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

고,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Chung, Kim, Rhee & Do(2005)

의 연구에서도 첫 약물 투여 개시일부터 3일째까지 기능상태가 70% 이하로 급감하여

자가 간호를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2차 치료 후에도 치료

전의 80% 수준에 머물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차 항암화학요법 후 기능

상태가 3차 치료 종료 후 상태의 30.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들은 약제에 따른 신체적 부작용 뿐

아니라 신체적 증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정서적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증상들은 장기간 반복되는 치료과정으로 인해 더 증폭되게 된다. 따라서 유방암 환자

들이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면서 겪는 증상들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원인분석과 더불

어 증상개선을 위한 중재방안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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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유방암 환자들의 증상 클러스터

증상이란 대상자에 의해 경험된 정상 기능의 변화를 나타내는 인지된 지표로서 건

강의 위협을 알리는 적신호이자(김창희, 2005), 정상적인 기능, 감각 또는 외관

(appearance) 으로부터 이탈하는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감정 또는 감각이다

(Rhodes, Watson, & Johnson, 1984). 암 환자들은 진단과 함께 이미 많은 신체적, 정

서적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과 호르몬요법 등의 치료

가 진행됨에 따라 더 가중되어 많은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독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집락군

(cluster)을 이룬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관심을 모았으며 증상 클러스터, 즉, 환자들이

질병과 관련하여 서로 관련성이 있는 여러 증상들을 함께 경험한다는 관점에서 증상

에 대한 이해와 규명을 촉진하였다(Jamie, 2009; Dodd, et al, 2001; Kim, et al, 2005).

Dodd 등(2001)은 증상 클러스터를 “동시에 발생하는 세 개 이상의 증상들”로 정의하

였고, Kim 등(2005)은 이를 좀 더 정련화하여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두 개 이상의

증상이 함께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증상 클러스터가 종양학 관련 분야에서 이슈화된 것은 2001년에 미국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서 주최한 암환자 증상관리 학회(State of the

Science Conference on Symptom Management in Cancer)에서 비롯되었다. 이 때 다

루어진 주제는 암환자의 주요 증상인 통증, 우울, 피로였고, 암환자들은 흔히 이 증상

을 동시에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은 모두 단일 증상에 초점이 맞춰

져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증상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다(김

수현 등, 2009; Barsevick, 2007). 즉, 단일 증상이 아닌 증상 클러스터에 대한 접근에

따라 다차원적 통합적 중재가 필요하며 이로써 한 가지 증상이 아닌 관련된 여러 증

상관리까지 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유방암 환자들을 암 병기 단계에 따라 세 분류로 나누어 각 군의 증상들이 어떻게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지를 조사한 Bender 등(2005)의 연구에서는 각 군에서 공통

적으로 경험하는 주요 증상들이 피로, 에너지부족, 우울, 불안, 집중력저하, 기억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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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로 나타났고, 이를 상관관계에 의해 클러스터링을 한 결과 피로-에너지 부족의 신

체증상 클러스터, 우울-불안의 심리증상 클러스터, 집중력 저하-기억력 감퇴를 포함

하는 인지증상 클러스터로 분류되었다. Beck, Dudley & Barsevick(2005)와 Kirkova,

Walsh, Aktas와 Davis(2010)는 통증-피로-수면장애, 통증-우울-피로, 통증-수면장애

-우울-피로 클러스터와 같이 하나의 증상이 각기 다른 증상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형태의 클러스터가 생성된다고 하였다. 유방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에 관한 국내 연

구 중, 김경덕, 김경혜(2011)의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들

이 기본적으로 피로, 수면장애, 우울, 통증을 겪고 있었고, 이 중 통증-수면장애를 제

외한 나머지 증상들은 서로 클러스터를 이루어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했으나, 유방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를 이차 분석한 김수현 등(2009)의 연구에서는 10가지 증상이

요인분석을 통해 2가지 클러스터(위장관-피로, 통증 클러스터)로 분류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증상클러스터를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위 선행연구 중, Bender 등(2005)의 연구는 심리적인 면과 인지적인 측면의

증상을 위주로 측정하였고, 신체적인 증상은 다루지 않았으며, 반대로 김수현 등

(2009)의 연구는 신체적 증상만 다루어 정서적 증상에 대한 클러스터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통증, 피로, 수면장애, 우울의 네 가지 증상만을 다루는 등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여러 증상들 중 일부 특히, 통증이나 피로에 초점이 맞추

어져 진행되었다(Beck et al, 2005; Kirkova, et al, 2010; 김경덕, 깅겸혜, 2011). 또한

위 선행연구 중 김경덕, 김경혜(2011)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암의 종류와 치료형

태를 단일화하지 않아 유방암 환자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적

이다. 게다가 Bender 등(2005)의 연구와 김수현 등(2009)의 연구처럼 많은 선행연구

들이 유방암 환자로 암의 종류를 단일화시켰어도 대상자들의 치료형태에 제한을 두

지 않고 분석하였다. 한편, 암환자의 증상 클러스터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증

상빈도나 강도 중 하나의 측면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는데, 김수현 등(2009)의 연구에

서는 증상빈도만 측정하였고, 유방암 환자들의 증상 클러스터를 이차 분석한 Kim,

Barsevick, Tulman & McDermott(2008)의 연구에서는 증상강도만 측정하였다.

따라서 치료법과 질병 형태를 통제하여 환자들의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증상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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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킨 증상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증상에 대하여 다각도로 접근하여 증

상빈도와 증상강도 그리고 증상고통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게 클러스터가 형성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증상관리를 위한 노

력이 필요한 바이다.

C. 암환자들의 증상 영향요인

암환자가 경험하는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증상에 대하여 병태 생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외에 총체적이고 다차원적

으로 바라보고 그 요인들과 증상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

다. 실제 증상은 근본적으로 다차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증상을 중심으로 그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과 그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유발되게 된다(Lenz, Pugh,

Milligan, Gift & Suppe, 1997).

Lenz 등(1997)은 불쾌증상 이론(The Unpleasant Symptom Theory)를 통해 증상은

하나의 증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고, 그 증상들 간

에는 서로 공통적인 속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증상들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나

타나게 되고, 그 요인들은 서로 상호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재가 여러 증

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증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Lenz 등(1997)은 생

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으로 보았다. 생리적 요인(physiologic factors)은 정상적으

로 기능하는 신체 시스템, 외상을 포함한 병리적 소견, 개인의 에너지 수준 등을 의

미한다. 심리적 요인(psychologic factors)은 개인의 정신 상태나 기분, 질병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 증상과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불확실성과 지식 등이 포함된다.

상황적 요인(situational factors)은 개인의 경험과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 측면이 모두 해당된다. 사회적 환경이란 고용상태, 결혼과 가족상태, 사

회적 지지, 건강관련 자원이용 가능성, 식사와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 등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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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인 환경이란 온도, 습도, 소음, 빛 그리고 공기의 질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Lenz 등(1997)은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증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증상의 강도, 빈

도, 고통감, 질 등 다양한 속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인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증상경험의 영향요인 중 생리적 요인에 관해서 Armstrong(2003)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증상경험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실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혈액종양 환자의 피로와 우울의 영향요인을 조사한 손혜경, 김상희, 손수경(2007)의

연구에서도 직업유무나 나이 그리고 치료비 부담자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피로와 우울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갑상선암 환자 120명을 대상

으로 증상경험 및 영향요인을 분석한 김창희(2005)의 연구에서는 최종 수술 후 기간

과 같은 질병관련 특성이 증상빈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증상경험의 영향요인 중 심리적 요인에 관해서는 Kolk, Hanewald, Schagen &

Wijk(2003)가 감정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따라 환자가 느끼는 증상경험 정도도 달라

진다고 하였는데, 유방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들의 불확실성과 불안과 대처기전을

분석한 Cho(2000)의 연구에서는 환자가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불안이나

우울 등의 증상을 더 많이 보여 증상경험에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증상경험의 영향요인 중 상황적 요인에 관해서는 Arora, Finney, Gustafson, Moser

& Hawkins(2007)가 유방암 환자들의 불안, 우울, 좌절감들의 부정적 증상을 경감시

켜 주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이며 일차적인 체계가 가족지지라고 하였

는데, 김희정, 권정혜, 김종남, 이란, 이건숙(2008)는 수술이나 보조치료를 마친 유방

암 환자들의 정서적 증상 완화에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였고, 이은현, 문성미, 송영숙 & 전미선(2010)은 신체적, 정서적 증상은

가족지지와 의료인지지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증상경험의 중요한 영향요인

으로 가족과 의료인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를 꼽았다.

이상과 같이 암환자들의 증상경험과 관련된 요인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

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요인으로 크게 생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으로 요약되어진다. 이렇게 환자들이 경험하는 여러 증상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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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에 대한 분석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포괄적으로 증상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나아가 환자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항암화학요법과 유방

암 환자로 치료형태와 질병형태를 통제하여 환자들이 치료 중에 겪는 신체적, 정서적

증상들이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게 클러스터를 이루는지를 파악하고 각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다차원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중재 개

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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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요인

심리사회적 고통

상황적 요인

가족지지

의료인지지

증상 클러스터

신체적 증상

정서적 증상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 클러스터와 영

향요인을 규명하고자 <그림1>과 같은 개념적 기틀을 도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빈번하게 호소하는 신체적 증상 10가지(호흡곤란, 통증, 수면장애, 식욕부진, 오심, 변

비, 설사, 피로, 팔/어깨 통증, 유방통증)와 심리적 증상 5가지(집중력 장애, 긴장감,

짜증, 우울감, 기억력 감퇴)를 증상 클러스터 분석에 포함시켰다. 증상 클러스터와 관

련이 있는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을 포함하

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8가지(연령, 종교, 교육 정도, 결혼 상태, 동거 가족, 직업 유무,

진단 이후 직업의 변동사항, 경제 상태)와 질병관련 특성 10가지(질병진단 시기, 수술

시행 여부, 현재 병행하고 있는 치료와 과거에 받았던 치료 종류, 항암화학요법을 받

은 횟수, 항암화학요법 투여방법, 병기와 타 장기로의 전이, 항암제 종류, 항암치료

장소-외래/병동) 그리고 심리적 요인으로 심리사회적 고통, 환경적 요인으로 가족 지

지와 의료인 지지를 포함하였다.

<그림1>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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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들의 증상 클러스터와 영향요인을 파악

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들을 표적 모집단으로, 서울에 소

재한 2개의 종합병원(K1병원, K2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표출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방암으로 진단 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

2) 최근 2∼3주 이내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자

3) 만 20세 이상인 자

4)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

본 연구의 대상자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구약으로만 항암화학요법 중인 자

2) 조사 당시, 항암화학요법을 처음 받는 자

3) 임산부

연구대상자 수는 Cohen(1987)의 대상자 수 결정공식에 따라 독립변수 3개, 검정력

0.80, 유의수준 0.05, 중간 효과크기 t
2
=.15 일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집 크기는

77명으로 확인되었다.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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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성하였고, K2병원의 경우 책임연구자에게 한차례 더 확인 작업을 받은 후 자료

수집을 하였고, 90명이 조사에 응하였으나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3명과 다른 암에

대한 치료약을 함께 투여하고 있는 1명 그리고 현재 항암화학요법 종료 후 표적치료

중이나 항암화학요법이 종료된 지 1개월 이상 경과된 7명을 제외하여 79명이 연구 대

상이었다.

C. 연구도구

본 연구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증상측정과 관련된 15개

문항과 심리적 요인으로 심리사회적 고통 도구 23개 문항, 상황적 요인 측정을 위한

가족 지지 측정도구 8개 문항, 의료인 지지 측정도구 8개 문항 및 일반적 특성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과 관련된 15개 문항의 총 69개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1. 증상 측정도구

증상 여부는 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인 European Organization of

Research and Treatment for Cancer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Core 30

items(EORTC QLQ-C30)(Aaronson, et al, 1993)와 유방암 환자 특이도구(breast

cancer module) EORTC QLQ-BR23(Sprangers, et al, 1996)의 증상 하부척도로 측정

하였다. 구체적으로 QLQ-C30에 속하는 신체적 증상 8가지(호흡곤란, 통증, 수면장애,

식욕부진, 오심, 변비, 설사, 피로)와 정서적 증상 5가지(집중력 장애, 긴장감, 짜증, 우

울감, 기억력 감퇴) 그리고 QLQ-BR23의 2가지 증상(팔/어깨 통증, 유방통증)을 포함

하여 총 15가지 증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암환자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Yun

등(2004)이 타당화한 한국어버전을 사용하였다. 이 15가지 증상의 측정은 Samarel,

Leddy, Greco, Cooley & Torres(1996)의 The Symptom Experience Scale(SE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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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정척도 중 빈도와 강도에 해당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빈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0점(전혀 경험하지 않았다)에서 3점(거의 항상 경험했다)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강도를 측정하는 문항 역시 0점(전혀 심하지 않았다)에서 3점(매우 심했다)까지

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점수범위는 0∼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

경험 빈도와 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증상빈도는

Cronbach's ɑ=.89, 증상강도는 Cronbach's ɑ=.88이었다.

2. 심리사회적 고통 측정도구

심리사회적 고통은 Herschbach 등(2004)이 개발한 심리사회적 고통 측정도구

QSC-R23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암환자에게 심리적인 긴장, 불안,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공포(fear), 심리신체적인 호소(psychosomatic complaints), 일상생활의 제한

점(everyday life restrictions), 정보의 부족(information deficits), 사회적인 긴장(social

strains) 등 5개 하위 영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런 문제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0점(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되면 1점(거의 그렇지 않다)부

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6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점수범위는 0∼115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고통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ɑ = .8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ɑ=.90이었다.

3. 가족지지 측정도구

가족 지지 측정은 태영숙(1986)이 개발한 가족 지지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8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전혀 안 해주었다)에서 5점(항상 해주었다)까지의 5점 척

도로 측정하고 있다. 점수 범위는 8∼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ɑ = .8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ɑ=.9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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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인지지 측정도구

의료인 지지 측정은 태영숙(1986)의 의료인 지지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경청(Listening), 기술적 인정(Technical Appreciation), 기술적 도전(Technical

Challenge),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정서적 도전(Emotional Challenge), 사

회적 현실의 분담(Sharing Social Reality)등 6개 하위 영역의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안 해주었다)에서 5점(항상 해주었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

정하고 있다. 점수 범위는 8∼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인 지지가 높음을 의미

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ɑ = .8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ɑ=.85 이었다.

5. 일반적 특성 측정도구

일반적 특성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으로 구성되었고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종교, 교육 정도, 결

혼 상태, 동거 가족, 직업 유무, 진단 이후 직업의 변동사항, 경제 상태의 8개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고 질병관련 특성은 질병진단 시기, 수술 시행 여부, 현재 병행하고 있

는 치료와 과거에 받았던 치료 종류,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횟수, 항암화학요법 투여방

법, 수술명과 병기, 타 장기로의 전이, 항암제 종류 그리고 항암치료 장소(외래/병동)

의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된 항목의 타당도는 의학교수 1명, 간호학교수

2명에게 검증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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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4월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약 7개월간이었다. 자료수

집 방법은 서울시 소재의 대학병원 2곳(K1, K2병원)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간호부, 해당부서 파트장, 해당센터의 센터장을 연구자가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방법 및 IRB의 승인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받은 후 시행

하였다.

K1병원과 K2병원 모두 본 연구자가 여성외과와 혈액종양내과 외래 및 병동 그리

고 주사실을 방문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

구 참여로 인한 유익성과 중단 가능성, 자료의 작성 방법과 소요시간에 대해 설명하

고 모든 대상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대상자가 직접 기

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일대일 면접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작성

완료 후 즉시 회수하였으며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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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자의 증상의 빈도와 강도, 심리사회적 고통 정도, 가족과 의료인의 지

지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산출하였다.

3. 연구 대상자의 증상의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의 증상 클러스터 규명은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중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한 뒤, 사각회전 방법인

Varimax rot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4.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증상 클러스터의 차이는 t-test, ANOVA를 통해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5. 연구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고통 정도, 가족과 의료인의 지지 정도와 증상 클러스

터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다.

6. 연구 증상 클러스터의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test)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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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A. 연구대상자의 증상 클러스터의 관련요인 파악

연구대상자의 증상 클러스터의 관련요인으로 일반적 특성, 심리적 요인으로 심리

사회적 고통, 상황적 요인으로 가족지지와 의료인 지지를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총 79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1>와 같았다. 연령은 평균 50.01세이었

고, 40∼50대가 64.5%로 과반수이상 중년층이었다. 종교에는 대상자 중 35.4%가 종교

가 없었고, 그 다음이 34.2%로 기독교였다. 학력은 고졸이 4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졸이 25.3% 이었으며, 대상자의 70.9%가 고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대상자 중 75.9%는 기혼이었고, 그 중 46.8%는 미혼자녀와 살

고 있었으며, 26.6%는 부부만 산다고 답하였다.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69.6%가 직업

이 없는 상태였고, 이 중 유방암을 진단 받은 이후에 휴직이나 사직한 경우가 20.3%

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 평균 총 수입은 100∼200만원 경우와 200∼300만원인 경우가

29.1%로 가장 많아, 대상자의 58.1%의 경제 수준이 중간 정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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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연령 20∼29세 2(2.5) 50.01±10.80세

30∼39세 12(15.2)

40∼49세 23(29.1)

50∼59세 28(35.4)

60∼69세 14(17.7)

종교 무 28(35.4)

기독교 27(34.2)

천주교 7(8.9)

불교 17(21.5)

학력 초졸 11(13.9)

중졸 12(15.2)

고졸 33(41.8)

대졸 20(25.3)

대학원 이상 3(3.8)

결혼상태 미혼 6(7.6)

기혼 60(75.9)

이혼, 별거, 사망 13(16.5)

동거가족 미혼 자녀와 산다 37(46.8)

결혼한 자녀와 산다 10(12.7)

혼자 산다 8(10.1)

부부만 산다 21(26.6)

부모님과 산다 3(3.8)

직업 유무 유 24(30.4)

무 55(69.6)

진단 후

직업변동

유 16(20.3)

무 63(79.7)

월수입 ∼100만원 5(6.3)

100∼200만원 23(29.1)

200∼300만원 23(29.1)

300∼400만원 20(25.3)

400∼500만원 2(2.5)

500만원∼ 6(7.6)

표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분포 (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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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표2>과 같았다. 질병을 진단 받은 시기는 평균

19.62개월로 대상자의 73.4%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대상자

의 84.8%가 수술을 선행하고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었고, 대상자의 89.9%는 현재 방

사선치료나 호르몬요법 없이 항암화학요법만 단독으로 치료 중 이었다. 이는 대상자

의 67.1%가 1기와 2기였던 결과와도 연관된다. 즉, 연구대상자 대다수가 암 진행정도

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술을 받은 대상자의 38%는 변형 근치 절제술을, 34.2%는 유방보존술을 받은 상

태였다. 대상자들의 46.8%는 AC regimen (Adriamycin+Docetaxol)을 받고 있었고, 전

체 대상자 중 30.2%(24명)가 기타 약제로 Gemzar, FAC(5-FU+Doxorubicin+Cyclo

phosphamide), Perclitaxel, Navelbin+Xeloda, CMF (Cyclophosphamide+Methotrexate

+5-FU), Herceptin 으로 치료받고 있었다. 이 중, 9명은 조사 당시에는 Herceptin 으

로 치료받고 있었으나 항암화학요법이 완료 된지 한 달이 경과되지 않아 자료 분석에

포함시켰다.

항암화학요법 외에 과거 받았던 치료는 없는 경우가 70.9%로 대부분이었고, 대상

자의 58.2%가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지 5회 미만인 상태로 과반수이상이 조사당시 항

암화학요법 주기 중 초기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횟수는 평균 7.78회였다. 대상자의 92.4%는 정맥주사만을 이용하여 항암화학요법을 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1.0%는 병동에 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었다.

대상자의 45.6%는 TNM 분류법에 따른 병기가 2기였고, 1기가 21.5%로 나타나 대상

자의 67.1%가 1기와 2기에 해당하였고, 32.9%는 3기와 4기였으며, 19%는 뼈, 간, 폐,

난소 등 타 장기에 전이가 있는 4기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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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질병진단
시기

1년 미만 58(73.4) 19.62±47.11개월

1∼2년 미만 9(11.4) (최소1-최대280)

2년 이상 12(15.2)

수술시행
여부

시행함 67(84.8)

시행하지 않음 12(15.2)

수술명 유방보존술 27(34.2)

변형 근치 절제술 30(38.0)

유방절제술 10(12.7)

항암제명 Genexol 13(16.5)

AC(Adriamycin+Cyclophosphamide) 37(46.8)

AD(Adriamycin+Docetaxel) 5(6.3)

기타 24(30.4)

현재
항암화학요법에
병행하고 있는
치료

없음 71(89.9)

방사선치료 5(6.3)

Tamoxifen 1(1.3)

기타 2(2.5)

항암화학요법 외
과거 받았던 치료

없음 56(70.9)

방사선치료 19(24.1)

방사선+호르몬 4(5.1)

항암화학요법
받은 횟수

5회 미만 46(58.2) 7.78±9.12회

5회∼9회 14(17.7) (최소1-최대36)

10회 이상 17(21.5)

항암제 투여 방법 정맥주사 단독 73(92.4)

정맥주사 + 경구 6(7.6)

항암화학요법
받는 장소

외래 15(19.0)

병동 64(81.0)

병기 1기 17(21.5) 2.23±0.92기

2기 36(45.6)

3기 11(13.9)

4기 15(19.0)

타 장기전이 유무 유 15(19.0)

무 64(81.0)

표2. 연구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분포 (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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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가능한 

점수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평점± 

표준편차

전체 0∼115 3∼85 42.72±19.67 1.86±0.86

공포 0∼15 0∼15 6.59±3.87 2.20±1.29

심리신체적인 호소 0∼40 0∼32 14.49±8.11 1.81±1.01

일상생활의 제한점 0∼20 0∼18 9.03±4.74 2.26±1.19

정보의 부족 0∼10 0∼10 5.23±3.05 2.61±1.53

사회적인 긴장 0∼30 0∼21 7.37±5.51 1.23±0.92

2. 연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고통

연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고통 정도는 <표3>과 같았다. 심리적 요인으로 심리사

회적 고통(QSC-R23)을 측정한 결과, 최소 0점부터 최대 115점까지 가능한데 본 연구

에서는 최소 3점부터 최대 85점까지 측정되었고, 평균 42.72점으로 심리사회적 고통은

보통이었다. 심리사회적 고통을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공포는 15점 만점에 평

균 6.59점(평균평점 2.20점)으로 보통이었고, 심리신체적인 호소는 40점 만점에 평균

14.49점(평균평점 1.81점)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제한점은 20점 만점에

평균 9.03점(평균평점 2.26점)으로 역시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정보의 부족은 10점 만

점에 평균 5.23점(평균평점 2.61점)으로 보통이었으며, 사회적인 긴장은 30점 만점에

평균 7.37점(평균평점 1.2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고통 23개 문항 각각의 점수(평균±표준편차)는 <부록 표1>과 같다. 심

리사회적 고통 23개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전문가와 나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다(2.76±1.74)이었고, 그 외에 종종 잠을 잘

못 잔다(2.73±1.77), 질병이 심해질 까봐 겁이 난다(2.68±1.55), 자주 피곤하고 약해진

것 같다(2.68±1.36), 전문가와 나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

다(2.57±1.82) 순이었다. 즉, 정보 및 정서적 지지의 부족, 수면장애, 질병 진행에 대한

두려움, 허약함 등에서 심리사회적 문제가 있었다.

표3. 연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고통정도 (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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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가능한 

점수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평점±

표준편차

가족 지지 8∼40점 10∼40점 33.99±6.14 4.25±0.76

의료인 지지 8∼40점 15∼40점 32.05±6.20 4.01±0.77

3. 연구대상자의 가족지지와 의료인지지

연구대상자의 가족지지와 의료인지지는 <표4>와 같았다. 대상자가 인지하는 가족

지지 정도는 최소 8점부터 최대 40점까지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최소 10점부터 최

대 40점까지 측정되었고, 평균 33.99점으로 가족지지 정도는 높았다. 의료인지지 정도

는 최소 8점부터 최대 40점까지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최소 15점부터 최대 40점까

지 측정되었고, 평균 32.05점으로 의료인지지도 높았다. 하지만 8가지 항목 중 ‘내가

불평을 할 때 비판 없이 귀를 기울여 주었다’가 평균 4.57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나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만나보

도록 주선해 주었다’는 평균 2.48점으로 가장 낮았다(부록 표2).

표4. 연구대상자의 가족지지와 의료인지지 정도 (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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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요인 가능한
점수 범위

Range
(min∼max)

M±SD

증상 빈도 신체적 증상 0∼30점 1∼23점 11.57±5.28

정서적 증상 0∼15점 0∼14점 5.43±3.71

증상 강도 신체적 증상 0∼30점 1∼23점 11.11±5.28

정서적 증상 0∼15점 0∼14점 4.96±3.30

B. 연구대상자의 증상경험과 증상클러스터 파악

1. 연구대상자의 증상경험

연구대상자의 증상경험을 각 증상에 대한 빈도와 강도로 측정하여 평균±표준편차

를 산출한 결과는 <표5>와 같았다. 대상자의 증상경험을 신체적 증상 10문항과 정서

적 증상 5문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신체적 증상빈도는 최소 0점부터 최대 30점

까지 가능한데,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는 최소 1점부터 최대 23점까지 분포하였고, 평

균은 11.57점이었다. 정서적 증상빈도는 최소 0점부터 최대 15점까지 가능한데, 본 연

구의 대상자에서는 최소 0점부터 최대 14점까지 분포하였고, 평균은 5.43점이었다. 증

상강도의 경우,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의 신체적 증상강도는 최소 1점부터 최대 23점

까지 분포하였고, 평균은 11.11점이었으며, 정서적 증상강도는 최소 0점부터 최대 14

점까지 분포하였고 평균은 4.96점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증상경험 각각의 빈도와 강도

에 대한 평균±표준편차는 <부록 표3>과 같았다. 증상빈도 점수가 가장 높은 증상은

피로(2.18±0.93)였고, 다음으로 식욕감퇴(1.58±1.09), 수면장애(1.56±1.04) 순이었다. 증

상강도 점수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증상은 피로(1.81±0.88)였으나, 그 다음은 증상빈

도와 반대로 수면장애(1.54±1.07), 식욕감퇴(1.44±1.00) 순이었다. 증상빈도에서 설사

(0.43±0.67)와 호흡곤란(0.61±0.76), 변비(0.70±0.82)는 가끔 경험하였고, 증상강도에서도

설사(0.44±0.71), 호흡곤란(0.61±0.82), 그리고 변비(0.75±0.88)는 거의 심하지 않았다.

표5.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증상빈도와 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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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증상클러스터

1) 연구대상자의 증상빈도에 따른 증상클러스터

유방암 환자가 주로 경험하고 있는 증상 클러스터를 규명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증상빈도 면에서 크게 3가지 클러스터로 나타났고 한 가지 증상은 클러스터

링이 되지 않아 단독으로 분류되었다(표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억력 감퇴, 우울,

짜증, 변비, 긴장감, 호흡곤란이 첫 번째 클러스터를 형성하였고, 유방통증, 팔/어깨 통

증, 오심, 전신 통증이 두 번째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피로, 수면장애, 식욕

감퇴, 집중력 장애가 세 번째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첫 번째 클러

스터를 ‘정서장애 클러스터(Emotional disturbance cluster)’, 두 번째 클러스터를 ‘통증

클러스터(Pain cluster)’, 세 번째 클러스터를 ‘피로 클러스터(Fatigue cluster)’로 명명

하였다. 설사는 적재값이 0.841로 높았고, 설명률이 7.05%이었으나 단독으로 분류되어

클러스터에서 제외시켰다.

첫 번째 클러스터는 전체 분산 중에서 22.79%를 설명하고 있으며, 두 번째 클러스

터는 16.27%, 세 번째 클러스터는 15.99% 그리고 마지막 설사는 7.05%를 설명하여

전체의 누적 설명률은 64.39%로 나타났고, 단독으로 분류된 설사를 제외한 3가지 클

러스터 전체의 누적 설명률은 55.05%로 나타났다. 각 클러스터의 내적 일관도는 정서

장애 클러스터의 경우 Cronbach's ɑ 값이 0.855 이었고, 통증 클러스터는 0.714, 피로

클러스터는 0.714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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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명명

기억력 감퇴 .787 정서장애
클러스터우울함 .758

짜증 .723

변비 .651

긴장감 .646

호흡곤란 .511

유방통증 .767 통증
클러스터팔/어깨 통증 .712

오심 .611

통증 .530

피로 .754 피로
클러스터수면장애 .688

식욕감퇴 .598

집중력 장애 .564

설사 .841 -

Eigen value 5.665 1.527 1.313 1.153

Variance explained, % 22.792 16.269 15.989 9.335

Total variance explained, % 55.050 64.385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ɑ) .855 .714 .714 -

표6. 연구대상자의 증상의 빈도에 따른 요인분석 (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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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증상강도에 따른 증상클러스터

유방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들을 강도 측면에서는 어떠한 클러스터로 분류되는

지 요인분석을 해본 결과, 크게 4가지 클러스터로 분류되었고, 한 가지 증상은 클러스

터링 되지 않고 단독으로 분류되었다(표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로, 식욕감퇴, 오

심, 수면장애가 첫 번째 클러스터를 형성하였고, 긴장감, 짜증, 우울함이 두 번째 클러

스터를 형성하였으며, 기억력 감퇴, 집중력 장애, 호흡곤란, 변비가 세 번째 클러스터

를, 팔/어깨 통증, 전신통증, 유방통증이 네 번째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이에 본 연

구자는 첫 번째 클러스터를 ‘피로 클러스터(Fatigue cluster)', 두 번째 클러스터를 ‘정

서장애 클러스터(Emotional disturbance cluster)’, 세 번째 클러스터를 ‘인지장애 클러

스터(Cognitive impairment cluster)', 네 번째 클러스터를 ’통증 클러스터(Pain

cluster)'라고 명명하였다. 설사는 적재값 0.832, 설명률 10.043%로 높았으나 단독으로

분류되어 클러스터에서 제외시켰다.

첫 번째 클러스터는 전체 분산의 16.07%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클러스터는

15.91%, 세 번째 클러스터는 15.03%, 네 번째 클러스터는 13.331% 그리고 마지막 설

사는 10.04% 설명하여 전체 누적 설명률은 70.38%로 나타났고, 단독으로 분류된 설사

를 제외한 네 가지 클러스터의 전체 누적 설명률은 60.334%로 나타났다. 각 클러스터

의 내적일관도를 살펴보면 피로 클러스터는 Cronbach's ɑ 값이 0.719 이었고, 정서장

애 클러스터는 0.833, 인지장애 클러스터는 0.739, 마지막 통증 클러스터는 0.709로 나

타났다.

증상빈도 클러스터와 증상강도 클러스터를 비교해보면, 빈도 클러스터 중 정서장

애 클러스터에 포함되었던 기억력 감퇴, 변비, 호흡곤란과 피로 클러스터에 포함되었

던 집중력 장애가 따로 분류되어 증상강도 클러스터에서는 인지장애 클러스터를 형성

하였다는 점과 유방통증, 팔/어깨 통증 그리고 전신 통증과 함께 분류되었던 오심이

증상강도 클러스터에서는 피로, 식욕감퇴, 수면장애와 함께 피로 클러스터에 묶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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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명명

피로 .762 피로
클러스터식욕감퇴 .697

오심 .604

수면장애 .603

긴장감 .836 정서장애
클러스터짜증 .805

우울함 .774

기억력 감퇴 .853 인지장애
클러스터집중력 장애 .631

호흡곤란 .598

변비 .590

팔/어깨 통증 .850 통증
클러스터통증 .705

유방통증 .588

설사 .832 -

Eigen value 5.157 1.622 1.443 1.226 1.109

Variance explained, % 16.068 15.907 15.028 13.331 10.043

Total variance explained, % 60.334 70.377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ɑ) .719 .833 .739 .709 -

표7. 연구대상자의 증상의 강도에 따른 요인분석 (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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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증상 클러스터와 관련요인과의 관계 파악

1. 증상클러스터와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파악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증상빈도 클러스터의 차이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증상빈도 클러스터의 차이는 <표8>과 같다.

“정서장애 클러스터(기억력 감퇴-우울함-짜증-변비-긴장감-호흡곤란)”의 경우 교

육정도(F=2.986, p=036)와 동거가족(F=3.224, p=.017)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Post Hoc Test)을 한 결과 교육정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동거가족은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사

는 대상자보다 부모와 함께 사는 대상자의 정서장애 클러스터 빈도가 더 높았다.

“통증 클러스터(유방통증-팔/어깨통증-오심-통증)”의 경우는 동거가족(F=2.978,

p=.024)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유의한 결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피로 클러스터(피로-수면장애-식욕감퇴-집중력 장애)”의 경우에도 동거가족

(F=3.288, p=.01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유의

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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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정서장애 클러스터 통증 클러스터 피로 클러스터 설사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연령 20∼30대 7.00±4.62 1.499 5.00±2.88 1.377 5.79±3.26 .269 0.71±0.91 1.802

40대 5.91±4.30 (.222) 4.91±2.31 (.256) 6.22±2.71 (.848) 0.48±0.59 (.154)

50대 5.75±4.02 4.57±2.41 6.64±2.87 0.39±0.69

60대 5.67±4.15 3.36±2.56 6.43±3.48 0.14±0.36

종교 있음 5.76±4.05 -.270 4.55±2.61 -.082 6.37±2.99 -.174 0.41±0.64 .330

없음 5.50±4.39 (.788) 4.50±2.38 (.935) 6.25±2.98 (.862) 0.46±0.74 (.743)

교육

정도

초졸 4.36±3.26 2.986 4.00±2.83 1.684 6.82±2.71 .244 0.27±0.47 2.646

중졸 3.00±2.73 (.036) 3.25±1.91 (.178) 5.83±3.22 (.865) 0.00±0.00 (.055)

고졸 6.58±4.35 4.97±2.59 6.45±3.39 0.58±0.71

대졸 이상 6.39±4.29 4.83±2.41 6.17±2.39 0.52±0.79

배우자

유무

있음 5.70±4.04 .110 4.73±2.42 1.271 6.52±2.92 .998 0.40±0.64 -.710

없음 5.58±4.61 (.913) 3.89±2.77 (.207) 5.74±3.12 (.321) 0.53±0.77 (.480)

표8(계속).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증상빈도 클러스터의 차이 (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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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증상빈도 클러스터의 차이 (N=79)

특성 구분

정서장애 클러스터 통증 클러스터 피로 클러스터 설사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동거

가족

미혼자녀와 산다 5.51±4.11a 3.224 4.70±2.47 2.978 6.24±2.83 3.288 0.41±0.64 2.519

결혼한 자녀와 산다 2.80±2.86
b

(.017)† 3.00±2.75 (.024) 4.60±2.41 (.015) 0.10±0.32 (.048)

혼자 산다 5.00±3.59c b<e 3.38±1.77 4.88±3.04 0.25±0.46

부부만 산다 6.81±3.93
d

4.95±2.36 7.38±2.94 0.57±0.68

부모와 산다 11.0±5.57
e

7.67±1.53 9.67±1.53 1.33±1.53

직업 유 5.67±4.29 .006 4.63±2.43 -.217 5.92±2.28 .929 0.54±0.59 -.970

무 5.67±4.13 (.995) 4.49±2.57 (.829) 6.51±3.23 (.356) 0.38±0.71 (.335)

진단 후

직업변동

유 5.69±3.86 -.018 5.38±2.42 -1.514 6.25±3.13 .119 0.44±0.89 -.047

무 5.67±4.25 (.986) 4.32±2.51 (.134) 6.35±2.95 (.906) 0.43±0.62 (.963)

월수입 200만원 미만 5.25±4.15 .374 4.21±2.43 .717 6.82±3.09 .615 0.39±0.74 .099

200∼300만원 6.26±4.60 (.690) 5.04±2.51 (.491) 5.96±3.18 (.543) 0.48±0.73 (.906)

300만원 이상 5.61±3.85 4.43±2.63 6.14±2.69 0.43±0.57

†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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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증상강도 클러스터의 차이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증상강도 클러스터의 차이는 <표9>와 같다.

“피로 클러스터(피로-식욕감퇴-오심-수면장애)”와 “정서장애 클러스터(긴장감-짜

증-우울)” 그리고 “인지장애 클러스터(기억력감퇴-집중력장애-호흡곤란-변비)”의 경

우 모두 동거가족(F=3.309, p=.015)(F=3.474, p=.012)(F=2.982, p=.024)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를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Post Hoc Test)을

한 결과 두 클러스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없었다.

"통증 클러스터(팔/어깨통증-통증-유방통증)“의 경우 연령(F=3.465, p=.020), 교육

정도(F=2.749, p=.049)와 진단 후 직업변동(t=-2.400, p=.019)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이를 사후 검정을 한 결과, 교육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없

었고, 연령에서 40대가 60대보다 통증 클러스터 강도가 더 높았으며, 진단 후 직업변

동이 있었던 대상자가 그렇지 않았던 대상자보다 통증 클러스터 강도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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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피로 클러스터 정서장애 클러스터 인지장애 클러스터 통증 클러스터 설사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연령 20∼30대 5.86±3.23 .035 3.71±2.92 .592 3.93±3.08 1.922 3.71±1.98
a

3.465 0.71±0.91 1.565

40대 6.09±3.01 (.991) 3.04±2.29 (.622) 3.26±2.54 (.133) 4.09±1.98b (.020)† 0.48±0.59 (.205)

50대 5.96±2.91 2.78±2.29 3.68±2.67 3.14±1.78c b>d 0.43±0.79

60대 5.79±2.86 2.64±2.27 1.86±1.88 2.07±2.06
d

0.14±0.36

종교 있음 5.98±2.84 -.126 3.18±2.36 -.887 3.31±2.79 -.159 3.49±2.01 -.960 0.43±0.70 .195

없음 5.89±3.16 (.900) 2.68±2.45 (.378) 3.21±2.38 (.874) 3.04±2.01 (.340) 0.46±0.74 (.846)

교육

정도

초졸 6.36±2.94 .303 2.18±2.04 2.459 2.73±1.68 1.852 2.36±1.96 2.749 0.27±0.47 2.580

중졸 5.25±2.99 (.823) 1.75±2.05 (.069) 2.00±1.86 (.145) 2.33±1.61 (.049) 0.00±0.00 (.060)

고졸 6.00±3.00 3.64±2.60 3.94±2.77 3.73±1.99 0.61±0.79

대졸 이상 6.04±2.95 3.14±2.15 3.26±2.96 3.74±2.03 0.52±0.79

배우자

유무

있음 6.02±2.88 .360 2.97±2.30 -.219 3.10±2.45 -1.071 3.47±1.94 1.082 0.42±0.70 -.583

없음 5.74±3.21 (.720) 3.11±2.73 (.827) 3.84±3.17 (.288) 2.89±2.21 (.283) 0.53±0.77 (.562)

표9(계속).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증상강도 클러스터의 차이 (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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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증상강도 클러스터의 차이                                                        (N=79)

특성 구분

피로 클러스터 정서장애 클러스터 인지장애 클러스터 통증 클러스터 설사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동거

가족

미혼자녀와
산다

5.84±2.94 3.309 2.58±2.25 3.474 3.41±2.87 2.982 3.70±2.08 1.941 0.41±0.64 2.412

결혼한 자녀와
산다

4.50±2.32 (.015) 1.60±1.78 (.012) 1.50±1.35 (.024) 1.80±2.25 (.113) 0.10±0.32 (.057)

혼자 산다 4.38±2.67 2.88±2.59 3.00±2.20 3.25±2.05 0.25±0.46

부부만 산다 6.90±2.83 4.05±2.20 3.48±2.29 3.33±1.43 0.62±0.81

부모와 산다 9.67±0.58 5.67±3.22 7.00±2.65 4.00±2.65 1.33±1.53

직업
유 5.42±2.62 1.067 2.48±1.88 1.417 3.21±2.83 .155 3.17±1.71 .472 0.54±0.59 -.812

무 6.18±3.06 (.289) 3.22±2.56 (.162) 3.31±2.57 (.877) 3.40±2.14 (.638) 0.40±0.76 (.419)

진단 후

직업변동

유 6.13±3.54 -.266 3.00±2.53 .000 3.88±2.75 -1.014 4.38±1.89 -2.400 0.44±0.89 .035

무 5.90±2.79 (.791) 3.00±2.38 (.100) 3.13±2.61 (.314) 3.06±1.97 (.019) 0.44±0.67 (.972)

월수입 200만원미만 6.18±2.89 .146 2.79±2.44 .297 3.61±2.86 .673 2.64±1.89 2.632 0.39±0.74 .212

200∼300만원 5.74±3.32 (.864) 3.30±2.91 (.744) 3.43±2.68 (.513) 3.70±1.94 (.079) 0.52±0.85 (.810)

300만원이상 5.89±2.73 2.96±1.85 2.82±2.39 3.71±2.07 0.43±0.57

†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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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빈도 클러스터의 차이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빈도 클러스터의 차이는 <표10>과 같다.

“정서장애 클러스터(기억력 감퇴-우울함-짜증-변비-긴장감-호흡곤란)”는 수술시행

여부(t=-3.011, p=.004)와 수술명(F=3.674, p=.031), 타 장기전이 여부(t=-2.589, p=.018)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Post

Hoc Test)을 한 결과 수술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술시

행 여부는 수술하지 않은 대상자가 수술을 한 대상자보다 정서장애 클러스터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장기에 전이가 된 대상자가 그렇지 않았던 대상자

보다 정서장애 클러스터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 클러스터(유방통증-팔/어깨통증-오심-통증)”는 수술시행 여부(t=-3.101,

p=.003)와 항암화학요법 외에 과거 받았던 치료(F=4.019, p=.022) 그리고 타 장기전이

여부(t=-2.603, p=.032)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대상자가 수술한 대상자보다 통증 클러스터 빈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항암화학요법 외에 과거에 치료받은 것이 없던 대상자가 과거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대상자보다 통증 클러스터 빈도가 더 높았으며, 기타 장기에 암 전이

가 된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통증 클러스터 빈도가 높았다.

“피로 클러스터(피로-수면장애-식욕감퇴-집중력 장애)”는 타 장기전이 여부

(t=-2.183, p=.032)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기

타 장기에 전이가 된 대상자의 피로 클러스터 빈도가 높았다.

3가지 증상빈도 클러스터 모두 공통적으로 교육정도와 타 장기전이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타 장기전이 여부의 경우 그 유무에 따라 증상빈

도 점수가 평균 2점 이상의 높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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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정서 장애 클러스터 통증 클러스터 피로 클러스터 설사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질병 진단
시기

1년 미만 5.60±3.93 .061 4.81±2.47 1.803 6.40±2.76 .531 0.46±0.68 .452

1∼2년 미만 6.00±3.85 (.940) 4.13±2.17 (.172) 6.88±3.52 (.590) 0.25±0.46 (.638)

2년 이상 5.33±5.37 3.33±2.93 5.58±3.55 0.33±0.65

수술 시행
여부

시행함 5.10±3.81 -3.011 4.18±2.39 -3.101 6.18±2.99 -1.062 0.36±0.57 -2.313

시행하지 않음 8.83±4.69 (.004) 6.50±2.39 (.003) 7.17±2.82 (.292) 0.83±1.03 (.023)

수술명 유방보존술 3.63±2.45 3.674 3.81±2.13 2.898 5.52±2.46 1.323 0.41±0.57 .482

변형 근치절제술 6.03±4.23 (.031) 3.97±2.59 (.062) 6.80±3.46 (.274) 0.37±0.62 (.620)

유방절제술 6.30±4.55 5.80±1.87 6.10±2.64 0.20±0.42

항암제명 Genexol 5.31±3.57 1.347 4.23±2.24 .638 5.92±3.07 .457 0.46±0.52a 6.822

AC 4.89±3.60 (.266) 4.51±2.47 (.593) 6.16±2.78 (.713) 0.30±0.52
b

(.000)†

AD 7.80±3.45 6.00±1.87 7.60±1.52 1.60±1.14
c

a,b,d<c

기타 6.63±5.12 4.42±2.86 6.54±3.45 0.38±0.65
d

병행 치료

없음 5.77±4.18 .216 4.54±2.53 .510 6.24±2.92 .394 0.41±0.67 .818

방사선치료 4.80±2.78 (.806) 3.80±2.59 (.602) 6.80±2.17 (.676) 0.80±0.84 (.445)

기타 4.67±6.35 5.67±2.52 7.67±5.77 0.33±0.58

표10(계속). 연구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빈도 클러스터의 차이 (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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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연구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빈도 클러스터의 차이 (N=79)

특성 구분
정서장애 클러스터 통증 클러스터 피로 클러스터 설사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항암화학요법
외 과거
받았던 치료

없음 5.79±4.21 1.031 4.96±2.41
a

4.019 6.27±2.79 1.476 0.52±0.71 1.920

방사선치료 4.84±3.73 (.362) 3.16±2.52
b

(.022)† 6.00±3.48 (.235) 0.26±0.56 (.154)

방사선+호르몬 8.00±5.23 5.00±2.00
c

a>b 8.75±2.22 0.00±0.00

항암화학요법
받은 횟수

5회 미만 5.50±4.20 .111 4.80±2.53 .952 6.59±2.93 .444 0.43±0.72 1.059

5회∼9회 6.07±2.90 (.895) 4.36±2.37 (.391) 5.93±2.73 (.643) 0.57±0.51 (.352)

10회 이상 5.47±4.86 3.82±2.72 5.94±3.29 0.24±0.56

항암제 투여
방법

정맥주사 단독 5.47±4.19 -1.546 4.52±2.55 -.136 6.41±2.96 .853 0.40±0.66 -1.538

정맥주사 + 경구 8.17±2.71 (.126) 4.67±2.25 (.892) 5.33±3.14 (.396) 0.83±0.75 (.128)

항암화학요법
받는 장소

외래 4.40±3.14 -1.324 3.47±2.48 -1.850 5.13±3.09 -1.756 0.40±0.51 -.193

병동 5.97±4.32 (.189) 4.78±2.48 (.068) 6.61±2.89 (.083) 0.44±0.71 (.848)

병기 1기 4.82±4.17 2.037 4.65±2.69a 2.037 6.18±2.88 1.319 0.47±0.80 .261

2기 4.94±3.44 (.116) 4.06±2.28b (.115) 5.89±3.02 .275 0.36±0.54 (.853)

3기 6.64±5.41 4.09±3.08 6.18±2.68 0.45±0.52

4기 7.67±4.29 5.87±2.13 7.67±3.04 0.53±0.92

타 장기
전이

유 8.47±4.84 -2.589 6.00±2.20 -2.603 7.80±1.00 -2.183 0.47±0.74 -.230

무 5.02±3.72 (.018) 4.19±2.47 (.032) 5.98±2.85 (.032) 0.42±0.66 (.818)

†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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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강도 클러스터의 차이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강도 클러스터의 차이는 <표11>과 같다.

“피로 클러스터(피로-식욕감퇴-오심-수면장애)”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장소

(t=-2.336, p=.022)와 타 장기전이 유무(t=-2.392, p=.019)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이를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한 결과 항암화학요법을 병동에서

받는 대상자가 외래에서 받는 대상자보다 피로 클러스터 강도가 더 높았고, 기타 장

기에 전이가 된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피로 클러스터 강도가 더 높았다.

“정서장애 클러스터(긴장감-짜증-우울)”는 수술시행 여부(t=-3.195, p=.002)와 수

술명(F=3.399, p=.040), 타 장기전이 여부(t=-2.618, p=.01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수술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수술을 하지 않은 대상자가 수술을 시행한 대상자보다 정서장애 클러스터 강도가 더

높았고, 기타 장기에 전이가 된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정서장애 클러스터

강도가 더 높았다.

“인지장애 클러스터(기억력감퇴-집중력장애-호흡곤란-변비)”는 타 장기전이 유무

(t=-2.211, p=.030)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역

시 기타 장기에 전이가 된 대상자의 인지장애 클러스터 강도가 더 높았다. “통증 클

러스터(팔/어깨 통증-통증-유방통증)”는 수술명(F=4.074, p=.022)과 병기(F=3.538,

p=.019), 타 장기전이 유무(t=-3.522, p=.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병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수술명은 유방절제술을 받은

대상자가 유방보존술을 받은 대상자보다 통증 클러스터 강도가 높았고, 기타 장기에

전이가 된 대상자의 통증 클러스터 강도가 더 높았다.

증상빈도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증상강도 클러스터도 모든 하위 영역에서 기타

장기전이 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통증 클러스터를 제외한 나머지 클러스터에

서 동거가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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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피로 클러스터 정서장애 클러스터 인지장애 클러스터 통증 클러스터 설사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질병 진단
시기

1년 미만 6.14±2.84 .965 2.96±2.22 .566 3.18±2.59 .123 3.32±1.77 .311 0.47±0.73 .488

1∼2년 미만 5.88±3.48 (.386) 3.75±2.92 (.570) 3.63±3.07 (.884) 3.38±1.69 (.734) 0.25±0.46 (.616)

2년 이상 4.83±3.22 2.58±3.00 3.42±2.88 2.83±2.95 0.33±0.65

수술 시행
여부

시행함 5.78±2.98 -1.244 2.65±2.20 -3.195 3.12±2.61 -1.273 3.15±1.99 -1.910 0.37±0.62 -1.499

시행하지 않음 6.92±2.53 (.217) 4.92±2.58 (.002) 4.17±2.69 (.207) 4.33±1.92 (.060) 0.83±1.03 (.159)

수술명 유방보존술 5.07±2.29 1.311 1.81±1.58 3.399 2.26±1.99 2.575 2.59±1.53
a

4.074 0.44±0.70 .556

변형 근치절제술 6.17±3.40 (.277) 3.17±2.41 (.040) 3.73±2.61 (.084) 3.17±2.17b (.022)† 0.37±0.62 (.567)

유방절제술 6.50±3.24 3.30±2.45 3.60±3.60 4.60±1.96c a<c 0.20±0.42

항암제명 Genexol 5.00±2.61 .891 2.54±2.26 1.411 2.92±2.18 1.752 3.15±2.15 .495 0.46±0.52
a

5.697

AC 6.30±2.83 (.450) 2.68±2.25 (.246) 2.73±2.52 (.164) 3.14±1.70 (.687) 0.32±0.63
b

(.001)†

AD 7.00±2.00 4.60±2.30 4.60±1.52 3.20±1.30 1.60±1.14c a,b,d<c

기타 5.71±3.38 3.43±2.63 4.04±3.03 3.75±2.49 0.38±0.65d

병행 치료 없음 5.92±2.97 .138 2.96±2.38 .108 3.34±2.67 .291 3.27±1.97 .348 0.41±0.67 1.680

방사선치료 6.60±2.07 (.871) 3.40±1.82 (.898) 2.40±2.51 (.748) 4.00±3.08 (.707) 1.00±1.23 (.193)

기타 5.67±4.16 3.33±4.16 3.33±2.52 3.67±1.16 0.33±0.58

표11(계속). 연구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강도 클러스터의 차이 (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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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연구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강도 클러스터의 차이 (N=79)

특성 구분
피로 클러스터 정서장애 클러스터 인지장애 클러스터 통증 클러스터 설사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항암화학요
법 외 과거
받았던
치료

없음 6.20±2.91 2.385 3.18±2.43 2.191 3.23±2.78 .281 3.59±2.02 2.746 0.54±0.76 1.900

방사선치료 4.84±3.01 (.099) 2.16±1.83 (.119) 3.21±2.25 (.756) 2.42±1.95 (.071) 0.26±0.56 (.157)

방사선+호르몬 7.75±1.26 4.50±3.51 4.25±2.63 4.00±0.82 0.00±0.00

항암화학요
법 받은
횟수

5회 미만 6.37±2.70 1.474 2.96±2.43 .084 3.11±2.68 .312 3.22±1.73 .082 0.46±0.78 .986

5회∼9회 500±2.63 (.236) 3.23±1.79 (.919) 3.21±2.16 (.733) 3.14±2.11 (.921) 0.57±0.51 (.378)

10회 이상 5.41±3.73 2.88±2.85 3.71±3.02 3.41±2.53 0.24±0.56

항암제
투여 방법

정맥주사 단독 6.05±2.97 1.115 2.89±2.41 -1.561 3.23±2.69 -.534 3.33±2.03 -.005 0.41±0.71 -1.406

정맥주사 + 경구 4.67±2.34 (.268) 4.60±1.52 (.123) 3.83±2.04 (.595) 3.33±1.97 (.996) 0.83±0.75 (.164)

항암화학요
법 받는
장소

외래 4.40±3.27 -2.336 2.14±1.92 -1.493 3.13±2.39 -.236 2.47±1.85 -1.875 0.40±0.51 -.259

병동 6.31±2.75 (.022) 3.19±2.46 (.140) 3.31±2.71 (.814) 3.53±2.01 (.065) 0.45±0.75 (.797)

병기 1기 6.18±2.88 2.085 2.76±2.51 1.153 3.12±2.67 1.707 3.59±1.66 3.538 0.53±0.94 .316

2기 5.47±2.99 (.109) 2.63±2.07 (.333) 2.69±2.78 (.173) 2.94±1.91 (.019) 0.36±0.54 (.814)

3기 5.09±2.84 3.27±2.69 4.09±2.84 2.45±1.81 0.45±0.52

4기 7.47±2.59 3.93±2.69 4.27±1.75 4.60±2.26 0.53±0.92

타 장기
전이

있음 7.53±2.67 -2.392 4.40±2.92 -2.618 4.60±2.29 -2.211 4.87±2.03 -3.522 0.47±0.74 -.142

없음 5.58±2.89 (.019) 2.67±2.14 (.011) 2.97±2.63 (.030) 2.97±1.84 (.001) 0.44±0.71 (.887)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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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 상황적 요인과 증상 클러스터와의 관계

1) 심리, 상황적 요인과 증상빈도 클러스터의 관계

대상자의 심리, 상황적 요인과 증상빈도 클러스터와의 관계는 <표12>에 제시되었

다.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고통과 증상빈도 클러스터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순 상관관

계(r=.634,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사회적 고통 정도가 높을수록 증

상빈도 클러스터도 높았다. 증상빈도 클러스터의 하위 요인과 심리사회적 고통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심리사회적 고통과 정서장애 클러스터(r=.604, p=.000), 심리사회적

고통과 통증 클러스터(r=.434, p=.000), 심리사회적 고통과 피로 클러스터(r=.548,

p=.000) 모두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사회적 고통 정도가 높을

수록 정서장애 클러스터, 통증 클러스터, 피로 클러스터 빈도가 높았다.

대상자의 가족지지 정도와 증상빈도 클러스터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증상빈도 클러스터의 하위영역 중 피로 클

러스터의 경우는 가족지지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r=-.233, p=.03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가족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피로 클러스터 빈도

는 낮았다. 그 밖의 다른 증상빈도 클러스터의 하위영역인 정서장애 클러스터, 통증

클러스터, 설사는 가족지지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상자의 의료인 지지 정도와 증상빈도 클러스터의 하위영역 즉, 정서장애 클러스

터, 통증 클러스터, 피로 클러스터 그리고 설사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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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1 Y2 Y3 Y4

PSD .634** .604** .434** .548** .023

FS -.133 -.046 -.071 -.233* -.027

CS -.051 -.028 .028 -.127 .032

표12. 연구대상자의 심리, 상황적 요인과 증상빈도 클러스터와의 관계 (N=79)

* p<.05, ** p<.001

PSD: 심리사회적 고통(Psycho-Social Distress), FS: 가족지지(Family Support), CS: 의료인지

지(Care-giver Support), Y:증상빈도 클러스터, Y1:정서장애 클러스터, Y2:통증 클러스터, Y3:

피로 클러스터, Y4:설사

2) 심리, 상황적 요인과 증상강도 클러스터의 차이

대상자의 심리, 상황적 요인과 증상강도 클러스터와의 관계는 <표13>에 제시되었

다.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고통과 증상강도 클러스터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순 상관관

계(r=.633,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사회적 고통이 높을수록 증상강

도 클러스터도 높았다. 증상강도 클러스터의 하위 요인과 심리사회적 고통의 관계를

살펴보면, 심리사회적 고통과 피로 클러스터(r=.581, p=.000), 심리사회적 고통과 정서

장애 클러스터(r=.599, p=.000), 심리사회적 고통과 인지장애 클러스터(r=.484, p=.000),

심리사회적 고통과 통증 클러스터(r=.339, p=.000) 모두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사회적 고통 정도가 높을수록 피로 클러스터, 정서장애 클러스터,

인지장애 클러스터, 통증 클러스터 강도가 높았다.

대상자의 가족지지 정도와 증상강도 클러스터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증상강도 클러스터의 하위영역 중 피로 클

러스터의 경우는 가족지지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r=-.255, p=.02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가족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피로 클러스터 강도

는 낮았다. 그 밖의 다른 증상강도 클러스터의 하위영역인 정서장애 클러스터, 인지

장애 클러스터, 통증 클러스터, 설사는 가족지지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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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1 Y2 Y3 Y4 Y5

PSD .633** .581** .599** .484** .339** .003

FS -.183 -.255* -.177 -.111 .022 -.040

CS -.078 -.179 -.008 .007 .011 .044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의료인지지 정도와 증상강도 클러스터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증상강도

클러스터의 하위영역인 피로 클러스터, 정서장애 클러스터, 인지장애 클러스터, 통증

클러스터, 설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13. 연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고통과 증상강도 클러스터와의 관계 (N=79)

* p<.05, ** p<.001

PSD: 심리사회적 고통(Psycho-Social Distress), FS: 가족지지(Family Support), CS: 의료인

지지(Care-giver Support), Y:증상강도 클러스터, Y1:피로 클러스터, Y2:정서장애 클러스터,

Y3:인지장애 클러스터, Y4:통증 클러스터, Y5: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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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증상 클러스터의 영향요인 파악

1. 증상빈도 클러스터에 대한 영향요인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들의 증상빈도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요인, 질병관련 특성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 중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요인을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14>와 같다. 심리사회적 고통을 제외한 불연속 변수는 모두 Dummy 변수

로 전환 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클러스터인 “정서장애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던 심리사회적 고통, 동거 가족, 수술시행여부, 타 장기전이

유무를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장애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

과 동거가족(결혼한 자녀와 함께 산다)에 의해 40.0% 설명되었는데, 심리사회적 고통

이 정서장애 클러스터를 35.7% 설명하였고(β=.589, p=.000), 동거가족(결혼한 자녀와

함께 산다)이 정서장애 클러스터를 4.3% 설명되었다(β=-.225, p=.013). 이 분석의 회

귀식 y=0.714-2.786x를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은 1.840, 분자팽창지수(VIF)는

1.005로 나와 자기상관이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번째 클러스터인 “통증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던 수술시행 여부, 항암화학요법 외에 과거 받았던 치료, 타 장

기전이 유무, 심리사회적 고통을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증 클러스

터는 심리사회적 고통, 수술시행 여부(무), 항암화학요법 외에 과거 받았던 치료(없

음), 기타 장기전이 유무(무)에 의해 29.1% 설명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사

회적 고통이 통증 클러스터를 17.8% 설명하였고(β=.278, p=.010), 수술시행 여부(무)가

4.5%를(β=.196, p=.052), 항암화학요법 외에 과거 받았던 치료(없음)가 3.2%를(β=.276,

p=.008) 그리고 기타 장기전이 여부(무)가 통증 클러스터를 3.6%를 설명하였다(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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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p=.030). 이 분석의 회귀식 y=2.943-1.502x를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은

1.880, 분자팽창지수(VIF)는 1.255로 나와 자기상관이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클러스터인 “피로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던 타 장기전이 유무, 심리사회적 고통, 가족 지지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로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에 의해 29.2% 설명되

었다(β=.548, p=.000). 이 분석의 회귀식 y=2.793+0.083x를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은 2.304, 분자팽창지수(VIF)는 1.000으로 나와 자기상관이나 다중공선

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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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요인 B β t p R² Adj R² F Durbin-

Watson

VIF

정서장애

클러스터

constant .714

심리사회적 고통 .124 .589 6.701 .000 .365 .357 44.326***

동거가족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산다)

-2.786 -.225 -2.556 .013 .416 .400 27.020
***

1.840 1.005

통증

클러스터

constant 2.943

심리사회적 고통 .036 .278 2.653 .010 .188 .178 17.882
***

수술시행여부(무) 1.307 .196 1.974 .052 .243 .223 12.201
***

과거 치료 경력(없음) 1.519 .276 2.712 .008 .284 .255 9.893
***

타 장기전이 여부(무) -1.502 -.236 -2.206 .030 .328 .291 9.020*** 1.880 1.255

피로 클러스터 constant 2.793

심리사회적 고통 .083 .548 5.756 .000 .301 .292 33.130
***

2.304 1.000

표14. 연구대상자의 증상빈도 클러스터에 대한 영향요인 (N=79)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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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상강도 클러스터에 대한 영향요인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들의 증상강도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요인, 질병관련 특성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 중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요인을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15>과 같다. 심리사회적 고통을 제외한 불연속 변수는 모두 Dummy 변수

로 전환 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클러스터인 “피로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장소, 타 장기전이 유무, 심리사회적 고

통, 가족지지를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로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과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장소(병동)에 의해 35.7% 설명되었는데, 심리사회적 고통

이 32.9% 설명하였고(β=.558, p=.000),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장소(병동)가 2.8% 설명하

였다(β=.189, p=.042). 이 분석의 회귀식 y=1.251+1.406x를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은 1.832, 분자팽창지수(VIF)는 1.015로 나와 자기상관이나 다중공선

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번째 클러스터인 “정서장애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던 타 장기전이 유무, 수술시행 여부, 심리사회적 고통을 포

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장애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과 수술시

행 여부(무)에 의해 38.0% 설명되었는데, 심리사회적 고통이 35.0% 설명하였고(β

=.546, p=.000), 수술시행 여부(무)가 3.0% 설명하였다. 이 분석의 회귀식

y=-0.055+1.322x를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은 2.003, 분자팽창지수(VIF)는 1.074

로 나와 자기상관이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51 -

세 번째 클러스터인 “인지장애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던 타 장기전이 유무와 심리사회적 고통을 포함시켜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지장애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에 의해 22.4% 설명되었

다(β=.484, p=.000). 이 분석의 회귀식 y=0.508+0.065x를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은 1.888, 분자팽창지수(VIF)는 1.000로 나와 자기상관이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클러스터인 “통증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

으로 파악하기 위해 유의하게 나왔던 연령, 진단 후 직업변동 유무, 수술명, 타 장기

전이 유무, 심리사회적 고통을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증 클러스터

는 심리사회적 고통과 연령(50대)에 의해 25.9% 설명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

증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에 의해 21.8% 설명되었고, 연령(50대)에 의해 4.1%

설명되었다. 이 분석의 회귀식 y=0.803-1.497x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은

1.901, 분자팽창지수(VIF)는 1.000으로 나와 자기상관이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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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요인 B β t p R² Adj R² F Durbin-

Watson

VIF

피로

클러스터

constant 1.251

심리사회적 고통 .083 .558 6.103 .000 .338 .329 39.318
***

항암화학요법 받는

장소(병동)

1.406 .189 2.067 .042 .373 .357 22.632
***

1.832 1.015

정서장애

클러스터

constant -.055

심리사회적 고통 .067 .546 5.876 .000 .359 .350 42.525***

수술시행여부(안함) 1.322 .201 2.160 .034 .396 .380 24.622*** 2.003 1.074

인지장애

클러스터

constant .508

심리사회적 고통 .065 .484 4.853 .000 .234 .224 23.551*** 1.888 1.000

통증

클러스터

constant .803

심리사회적 고통 .064 .480 4.534 .000 .230 .218 19.391
***

연령(50대) -1.497 -.228 -2.154 .035 .282 .259 12.558
***

1.901 1.000

표15. 연구대상자의 증상강도 클러스터에 대한 영향요인 (N=79)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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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증상클러스터의 영향요인을 파악하

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로, 첫째, 대상자의 증상클러스터와 관련요인, 둘째,

대상자의 증상경험과 증상 클러스터, 셋째, 대상자의 증상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A. 연구대상자의 증상클러스터와 관련요인

대상자의 증상클러스터의 관련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

그리고 상황적 요인을 측정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본 연구 대상자들은 64.5%가 40∼50대의 중년층이었고, 74.7%가 기혼 그리고 46.8%

가 미혼 자녀와 살고 있었다. 이는 2006년 40대가 유방암 발생자의 40%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50대가 25.7%를 차지했던 통계결과(유방암학회, 2012)와 유사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87.2%가 수술을 받았고, 이 중, 44%는 변형 근치 절제술을 받아 가장 많았

고, 그 뒤를 이어 38.7%가 유방보존술을 받았는데, 이는 변형 근치절제술을 포함한 유

방절제술이 근간을 이루는 가운데, 환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시도된 유방보존

술이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는 통계 결과와 유사하다(McGinnis, et al, 2000). 또한 본

대상자 중 69.7%가 stage I∼II에 해당하였는데, 유방보존술이 stage I에 46.6%, stage

II에 27.1%로 초기 유방암일수록 많이 시행한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흡사하였다(윤호

성, 2004).

심리적 요인으로 심리사회적 고통을 측정하였는데, 전체 평균 42.72점으로 보통이

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개발자인 Herschbach 등(2004)의 유방암 환자 394명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32.2점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었다.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정보 및 정서적지지 부족이었고, 다음으로 수면장애, 질병진행에 대한 두려움,

허약감 등의 점수가 높았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김창희(2005)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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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암환자들이 정보 및 정서적지지 부족과 질병진행에 대한 두려움, 불안정한 정서

상태 및 질병진행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심주현, 박경숙

(2004)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들이 느끼는 삶의 질의 여러 영역 중에 심

리사회적 영역의 삶의 질이 가장 낮았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QSC-R23)의 축소판인 QSC-R10을 사용하여 암환자들의 심리사회적 고

통정도를 측정한 Book 등(2011)의 연구에서는 질병진행 및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가

장 컸고, 정보 및 정서적지지 부족에 대한 점수는 가장 낮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

용한 도구의 항목이 23개인데 반해 Book 등(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축소판 도구는

10문항밖에 되지 않아 문항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정보 및 정서적지지 부족에 대한 심리사회적 고통 점수가 가장 높았

던 점은 유방절제술 환자를 중심으로 심리사회적 욕구에 대해 분석한 이인정(2002)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72.7%가 의료진들로부터 재발 및 전이 가능성, 경제적인 도움, 이

용할 수 있는 여러 의료 서비스와 암환자들의 자가 간호 방법 및 자조모임 등에 대해

교육받지 않아 많은 곤란을 겪었다고 응답했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환자들

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파악하여 환자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면서 상황과 치료에 대한

만족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유방암 환자와 가족들의 자조

모임 등을 마련하여 환자들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 환자들의 심리사회적 고통을 덜어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인지하는 가족지지 정도는 평균평점 5점 만점에 평균 4.25

점으로 가족지지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

용한 태영숙, 강은실, 이명화, 박금자(2001)의 연구에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

를 대상으로 평균평점 4.09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본 연구대상자의 가족지지 정도

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치료형태와 질병형태를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로 단일화를 한 반면, 태영숙 등(2001)의 연구에서는 질병형태를 제

한하지 않아 유방암 환자는 전체 대상자의 13.1%에 해당하였고, 항암화학요법 뿐만이

아닌 방사선 치료와 수술 등 여러 형태의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병동 뿐 만이 아닌 외래에서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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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시켰으나 태영숙 등(2001)의 연구에서는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치료 장소에 따른 환자상태 및 중증도도 결과

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인지지 정도는 평균평점 5점 만

점에 평균 4.0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이은현 등(2010)의 연구에서 수술을 받고 외래 추적관찰 중인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

으로 평균 3.85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본 연구대상자의 의료인지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항암화학요법으로 1∼2주 간격으로 계속 내원하

여 치료받고 있는 상태인 반면, 이은현 등(2010)의 연구에서는 현재 치료중인 환자는

31.3% 이었고 나머지 68.7%는 치료가 종료되고 1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외래 추적

관찰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대상자가 인지하는 의료인지지 정도는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 연구대상자의 증상경험과 증상클러스터

본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가 경험하는 증상 가운데, 빈도 측

면에서 피로가 3점 만점에 2.18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강도 측면에서도 피로가 3

점 만점에 1.81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이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을 포함한 암

환자 151명의 증상클러스터를 조사한 Chen, Tseng(2006)의 연구에서 13개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 중, 피로가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모두 가장 높았던 결과와 Curt 등

(2000)의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암 환자들의 30% 이상이 매일 피로증상을 경험하고,

이들 중 91%는 정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라고 답했던 질적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는 항암화학요법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 몇 년에 걸치는 장기간의 치료이고,

유방암 환자들의 대다수가 가사와 양육에 부담이 큰 40∼50대인 경우가 많아 치료와

이를 병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쉽게 지치고 피로감을 느낀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증상빈도와 증상강도 측면 모두에서 식욕감퇴(Mfreq=1.58, Minten=1.4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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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Mfreq=1.56, Minten=1.54), 통증(Mfreq=1.29, Minten=1.81)이 피로(Mfreq=2.18,

Minten=1.81) 뒤를 이어 점수가 매우 높았다. 이는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들의 증상강도를 조사했던 김경덕, 김경혜(2011)의 연구에서 통증과 피로, 수면장

애 강도가 매우 컸다는 결과와 암환자 287명을 대상으로 증상경험을 연구했던

Karabulu, Erci, Ozer & Ozdemir(2009)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50%가 식욕감퇴와 피로,

수면장애를 중정도 이상 심하게 경험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Beck 등(2005)의

암환자의 통증이 수면장애와 피로 정도의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예방

하기 위해 복용하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제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

한 정서적 장애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인 취약함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10개의 신체적 증상과 5개의 정서적 증상을 빈도와 강도로 나누어 각각

의 증상클러스터를 분석하였으며, 증상빈도 측면에서는 3개의 클러스터가, 증상강도

측면에서는 4개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증상빈도 측면에서는 기억력 감퇴, 우울,

짜증, 변비, 긴장감, 호흡곤란이 첫 번째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정서장애 클러스터

(Emotional disturbance cluster)”로 명명하였고, 유방통증, 팔/어깨 통증, 오심, 전신

통증이 두 번째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통증 클러스터(Pain cluster)"로 명명하였으며,

마지막 피로, 수면장애, 식욕감퇴, 집중력 장애가 세 번째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피로

클러스터(Fatigue cluster)"로 명명하였다. 증상강도 측면에서는 피로, 식욕감퇴, 오심,

수면장애가 첫 번째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피로 클러스터”로 명명하였고, 긴장감, 짜

증, 우울함이 두 번째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정서장애 클러스터”로 명명하였다. 그리

고 기억력 감퇴, 집중력 장애, 호흡곤란, 변비가 세 번째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인지장

애 클러스터(Cognitive impairment cluster)"라고 명명했고, 마지막 팔/어깨 통증, 전신

통증, 유방통증이 네 번째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통증 클러스터“라고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증상빈도와 증상강도 측면 모두에서 통증이 단독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 302명을

대상으로 이차 분석한 김수현 등(200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기존의 국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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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와 전립선암 환자 160명

을 대상으로 한 Kim 등(2009)의 연구에서는 통증이 수면장애와 에너지 부족과 함께

sickness-behavior cluster를 형성하였고, 유방암 환자 282명을 대상으로 한 Kim 등

(2008)의 연구에서도 통증은 피로와 수면장애와 함께 psycho-neurological cluster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김수현 등(2009)의 연구와 Kim 등(2008)의 연구와 같이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는 했으나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대상자로 본 연구와 달

리 치료방법이 단일화되지 않았거나, 유방암 환자와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Kim 등(2009)의 연구와 같이 단일 암 종으로 단일화되지 않아 비교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김수현 등(2009)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한 증상경험 측

정도구를 사용했던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다른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한 도구

가 증상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와 김수현 등(2009)의 연구

에서는 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인 EORTC QLQ-C30에 더불어 유방암

환자 특이도구인 EORTC QLQ-BR23의 증상 하부척도를 추가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가 상이하게 나온 다른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들을 초점으

로 한 유방통증과 팔/어깨 통증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전신통증과 함께 다른 클러스터

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와 같았던 김수현

등(2009)의 연구에서는 증상빈도만 측정하였고, 유방암 환자들의 통증이 피로와 수면

장애와 함께 psycho-neurological cluster를 형성했던 Kim 등(2008)의 연구에서는 증

상강도만 측정하였기 때문에 증상빈도와 증상강도 모두 측정하여 각각의 클러스터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피로와 수면장애가 오심/구토, 식욕부진과 같은 위장관 장애

와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했는데, 이는 44명의 조기 유방암 환자들의 증상 클러스터

를 조사했던 Bender 등(2005)의 연구결과에서 피로가 오심의 빈도와 강도 그리고 식

욕부진과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했던 것과, 유방암 환자 302명을 대상으로 한 김수

현 등(2009)의 연구에서 피로가 식욕부진, 오심/구토, 수면장애와 함께 하나의 클러스

터를 형성했던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다른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피로와 수면장애

가 오심/구토와 다른 클러스터를 형성한 경우가 많았는데, 암환자 287명의 증상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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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를 조사한 Karabulu 등(2009)의 연구에서는 암환자의 피로와 수면장애가 통증, 식

욕부진과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했고, 오심과 구토는 별도의 클러스터를 형성했으며,

암환자 151명의 증상 클러스터를 조사한 Chen, Tseng(2006)의 연구에서도 피로와 수

면장애가 오심/구토와 따로 분류되어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

유는 본 연구와 달리 위의 선행연구들은 연구대상자를 하나의 종양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암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거나, 동일한 치료방법이 아닌 여러 형태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증상빈도 클러스터에서 정서장애 클러스터에 포함되었던 일부 증상들이 증상

강도 클러스터에서는 인지장애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클러스터를 형성하였고, 증상빈

도 클러스터 중, 가장 설명력이 낮았던 피로 클러스터가 증상강도 클러스터에서는 가

장 설명력이 높았다. 즉, 본 연구 대상자들이 기억력 감퇴 혹은 집중력 장애 등의 인

지장애 증상을 빈도 측면에서는 여러 정서적 증상들과 서로 비슷한 양상으로 경험한

반면, 강도 측면에서는 좀 더 심하게 느꼈던 것으로 여겨지며, 피로 클러스터에 속하

는 피로, 수면장애, 식욕저하 등은 나타난 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도가 심했던 것

으로 여겨진다.

위의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암환자들의 증상들은 하나만 단독적으

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증상들을 파생시켜 여러 증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진들은 단 하나의 증상만을 관리해주더라도 그로인해 파생

되는 증상을 함께 완화시켜준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재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 또한 증상빈도와 증상강도 측면에서 클러스터가 다르게 형성되었던 결

과를 통해, 향후 환자들의 증상을 하나의 단면이 아닌 여러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다

차원적으로 접근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질 높은 중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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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대상자의 증상클러스터의 영향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증상빈도 클러스터 중, 정서장애 클러스터의 관련요인은 동거가

족, 수술시행 여부, 타 장기전이 유무, 심리사회적 고통이었고, 피로 클러스터의 관련

요인은 수술시행 여부, 항암화학요법 외에 과거 받았던 치료, 타 장기전이 유무, 심리

사회적 고통이었으며, 통증 클러스터의 관련요인은 타 장기전이 유무, 심리사회적 고

통, 가족지지였다. 증상강도 클러스터를 살펴보면 피로 클러스터는 항암화학요법을 받

는 장소, 타 장기전이 유무, 심리사회적 고통, 가족지지가 그 관련요인으로 작용하였

고, 정서장애 클러스터는 타 장기전이 유무, 수술시행 여부, 심리사회적 고통이, 인지

장애 클러스터는 타 장기전이 유무와 심리사회적 고통이, 그리고 통증 클러스터는 연

령과 진단 후 직업변동 유무, 수술명, 타 장기전이 유무, 심리사회적 고통이 관련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연령, 동거가족, 진단 후 직업변동 유무만 본

연구 대상자의 증상 클러스터에 유의한 관련변수였고, 질병관련 특성 중에서는 수술

시행 여부, 항암화학요법 외에 과거 받았던 치료, 타 장기전이 유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장소가 증상 클러스터에 유의한 관련변수였다. 모든 증상빈도 클러스터와 증상

강도 클러스터에서 심리적 요인 즉, 심리사회적 고통이 공통적으로 관련변수로 나타

났고, 상황적 요인 중에서는 가족지지만이 유의한 관련변수였다. 이는 갑상선암 환자

를 대상으로 증상경험의 영향요인을 분석했던 김창희(2005)의 연구에서는 증상빈도와

증상강도 그리고 증상고통 모두에서 심리사회적 고통이 관련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

는 본 연구에서 모든 증상 클러스터의 하위영역에서 심리사회적 고통이 유의한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던 결과와 일치한다. Karabulu 등(2009)의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들

의 증상강도에 연령, 교육수준, 치료형태, 암 병기가 유의한 관련변수로 나타났고, Fu

등(2009)의 연구에서는 인종, 연령, 직업유무가 유방암 환자들의 증상 클러스터와 관

련되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연령만이 유의한 변수였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교육수준, 치료형태, 암 병기, 직업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특

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 대단위 연구를 통한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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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관련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증상클러스터의 영향요인과

영향정도는 다음과 같았다. 증상빈도 클러스터 중 정서장애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과 동거가족에 의해 40.0% 설명되었고, 피로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 수술시

행 여부, 항암화학요법 외에 과거 받았던 치료, 기타 장기전이 유무에 의해 29.1% 설

명되었으며, 통증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에 의해 29.2% 설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심리사회적 고통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장애 클러스터와 피로 클러스터, 통증 클러스

터 모두 높아졌는데, 이는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창희(2005)의 연구에서 심

리사회적 고통 정도가 높을수록 증상빈도, 증상강도, 증상고통이 모두 높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276명의 유방암 환자들의

1
/4 이상이 심리사회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이는 우울과 같은 정서적 증상을 간접

적으로 가중시켜 심리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한 Sinikka, Tero, Sini, Heidi &

Eeva(2006)의 연구와 의료진들로부터의 심리사회적 지지와 암환자들의 정서적 장애는

상반된다는 Clark 등(2009)의 연구를 지지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대상자일수록, 타 장기에 전이가 된 대상자일수록 피로 클러스터가 높았는데, 이

는 암 병기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증상 클러스터를 경험한다고 했던 Karabulu 등

(2009)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조기 유방암일수록 더 많은

증상 클러스터를 경험했던 Bender 등(2005)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증상강도 클러스터를 살펴보면 먼저 피로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 항암화학

요법을 받는 장소에 의해 35.7% 설명되었고, 정서장애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과

수술시행 여부에 의해 38.0%, 인지장애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에 의해 22.4% 그

리고 통증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과 연령에 의해 25.9% 설명되었다. 증상강도

클러스터 역시 증상빈도 클러스터와 같이 모든 하위 영역들이 심리사회적 고통이 가

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 심리사회적 고통 정도가 높을수록 증상강도 클러스

터 역시 높았다. 그 밖의 다른 요인으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장소와 수술시행 여

부, 연령이 영향요인을 작용하였는데, 병동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대상자일수록 외

래에서 받는 대상자보다 피로 클러스터 강도가 높았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대상자

일수록 정서장애 클러스터 강도가 높았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통증 클러스터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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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낮아졌다. 이는 유방암 환자 282명을 대상으로 증상 클러스터를 조사하기 위해 이

차 분석을 시도한 Kim 등(2008)의 연구에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클러스터 강도가 낮

았던 결과를 지지한다. 하지만 그밖에 다른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Fu 등

(2009)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일수록 더 많은 항암화학요법과 관련된 증상 클러스터

를 경험한다고 했고, Karabulu 등(2009)의 연구에서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경험하는 증

상고통 또한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그에 따라

분류된 증상 클러스터가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대단위 연구를 통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증상 클러스터에 대한 영향요인

으로 가족지지와 의료인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자가 연구조

건에 맞는 대상자를 편의표출 하였으며, 일대일 면접 형식으로 직접 설명 후 설문조

사를 시행한 경우가 많아 의료진을 의식한 호손(Hawthorne) 효과와 같은 환경적 타

당도의 문제가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환자들은 여러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인 삶의 질까지 위협받게 된다. 암환자들의 증상과 관련된 삶의 질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증상 클러스터와 삶의 질 간의 관계는 모두 음

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김경덕, 김경혜(2011)의 연구에서도 우울, 피로, 통증, 수면장애

등이 클수록 정서적, 기능적, 사회적 삶의 질이 모두 저하되었고, 김민영(2009)의 연구

에서는 항암화학요법 시행 전 암환자가 경험한 증상의 수가 항암화학요법 2회 시행

후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항암화학요법 시행 전에 경험한 증상의 수와 식

욕부진이 높을수록 항암화학요법 2회 시행 후 경험한 증상의 수가 많아 삶의 질과 관

련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항암화학요법을 위해 내원하는 유방암 환자들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증상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들의

심리적인 지지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환경적인 요인 즉, 수술 기왕력과 과거력, 치

료받고 있는 약물의 종류 및 병기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시각의 간호중재 개발이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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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는 임의 선정한 두 개의 대학 병원 여성외과와 혈액종양내과 외래와 병동

그리고 주사실에 항암화학요법을 위해 방문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2. 본 연구는 정맥주사를 통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

므로, 경구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많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3.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의 수와 빈도 및 강도는 치료경과와도 연관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5회 미만인 대상자가 58.25%였고, 5회∼9회인 대상자가 17.7% 그리고 10

회 이상 받은 대상자가 21.5%였다. 최소 1회에서 최대 36회로 그 범위가 매우 넓

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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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이론, 연구, 실무 측면에서 의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1. 간호이론 측면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의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여러 증상경험에 대한 증상클러스

터와 그 영향요인을 설명하는 지식체를 제공하였다.

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로 치료방법과 질환종류를 통제하였

고, EORTC QLQ-C30과 EORTC QLQ-BR23를 사용하여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증상

을 모두 포함시켜 증상클러스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

암 환자들의 증상경험을 포괄적으로 확인하여 강도 및 빈도를 모두 고려하여 증상 클

러스터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여 관련요인을 규명하는 국내 첫 시도를 함으로써 앞

으로 유방암 환자들의 증상 클러스터에 관한 간호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는 점점 증가하는 유방암 환자들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여러 증상과 심

리사회적 고통, 가족지지, 의료인지지 정도를 파악해 봄으로써 추후 간호사 및 의료진

이 고려해야 할 교육내용과 중재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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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A. 결론

유방암 환자들이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면서 겪는 여러 증상들에 대한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여러 증상을 함께 본 것이 아니라 피로나 통증과

같은 한두 가지의 증상만을 단독으로 보았다. 서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클러스터링 하여 다각도로 보고자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국내에서는

증상 클러스터링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비하다. 또한 기존의 모든 연구는 증상강도

또는 증상빈도 중 하나의 측면만 조사하여 클러스터링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

여 본 연구는 증상강도와 증상빈도를 모두 고려하여 각각의 측면 내에서 증상 클러스

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처음으로 보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또한 증상경험으로

인해 나타나는 환자들의 상태 등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그 증상경험의 원인 즉, 예측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한 면에서 본 연구는 항암화

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가 경험하는 증상클러스터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서울에 소재한 2개의 종합병원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 클러스터 관련요인으로 일반적 특성, 심리적 요인으로 심리사회적 고

통(QSC-R23)을, 상황적 요인으로 가족 지지와 의료인 지지를 조사하였고, 증상경험은

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인 EORTC QLQ-C30과 유방암 환자 특이도구

EORTC QLQ-BR23의 증상 하부척도 일부를 빈도와 강도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1. 연구대상자의 증상 클러스터의 관련요인 중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

령은 40∼50대의 중년층이 64.5%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했고, 결혼 상태는 74.7%가

기혼이었고, 46.8%는 미혼자녀와 살고 있었다. 교육정도는 70.9%의 대상자가 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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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발병 전 직업이 없는 경우가 69.6%로 대다수를 차

지했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으로, 73.4%가 질병을 진단받은 지 1년이 경과하

지 않았고, 84.8%의 대다수가 수술을 시행한 뒤였으며, 그 중 38.0%는 변형 근치

절제술을 받았다. 대상자의 46.8%는 AC regimen(Adriamycin+ Cyclophosphamide)

을 받고 있었고, 89.9%의 대부분은 현재 다른 치료 없이 항암화학요법만 받고 있

었다. 대상자의 58.2%가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지 5회 미만인 상태였고, 대상자

67.1%의 TNM 분류법에 따른 암의 병기는 1기와 2기에 해당했으며, 19%는 뼈,

간, 폐, 난소 등 타 장기에 전이가 된 4기였다. 연구대상자의 증상 클러스터의 관

련요인 중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고통은 115점 만점에 평균 42.72점으로 보통이었

다. 연구대상자의 증상 클러스터의 관련요인 중 대상자가 인지하는 가족지지 정도

는 40점 만점에 평균 33.99점으로 가족 지지 정도가 높았으며, 대상자가 인지하는

의료인지지 정도도 40점 만점에 평균 32.05점으로 의료인 지지 정도가 높은 편이

었다.

2. 증상경험은 빈도와 강도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증상빈도에서는 피로, 식욕감퇴,

수면장애 순으로 점수가 높았고, 점수가 가장 낮았던 증상은 설사, 호흡곤란, 변

비였다. 증상강도에서는 피로, 수면장애, 식욕감퇴 순으로 점수가 높았고, 증상빈

도와 마찬가지로 설사, 호흡곤란, 변비는 점수가 가장 낮았다.

3. 항암화학요법 중인 유방암 환자의 주요 증상클러스터는 빈도 측면에서 3가지로

분류되었다. 기억력 감퇴, 우울, 짜증, 변비, 긴장감, 호흡곤란으로 이루어진 정서

장애 클러스터(emotional disturbance cluster)와 유방통증, 팔/어깨 통증, 오심, 전

신통증으로 이루어진 통증 클러스터(pain cluster), 그리고 피로, 수면장애, 식욕감

퇴, 집중력 장애로 이루어진 피로 클러스터(fatigue cluster)의 3가지였다.

4. 항암화학요법 중인 유방암 환자의 주요 증상클러스터는 강도 측면에서 4가지로

분류되었다. 피로, 식욕감퇴, 오심, 수면장애로 이루어진 피로 클러스터와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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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 우울함으로 이루어진 정서장애 클러스터, 기억력 감퇴, 집중력 장애, 호흡곤

란, 변비로 이루어진 인지장애 클러스터(cognitive impairment cluster) 그리고 팔

/어깨 통증, 전신통증, 유방통증으로 이루어진 통증 클러스터의 4가지였다.

5. 항암화학요법 중인 유방암 환자의 증상클러스터의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 증상

빈도 클러스터 중 정서장애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ß=.589, p=.000)과 동거

가족(ß=-.225, p=.013)에 의해 40.0% 설명되었으며, 통증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ß=.278, p=.010), 수술시행여부(ß.196, p=.049), 항암화학요법 외에 과거 받았

던 치료(ß=.276, p=.008), 타 장기전이 유무(ß=-.236, p=.030)에 의해 29.1% 설명되

었으며, 피로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ß=.548, p=.000)에 의해 29.2% 설명되

었다. 증상강도 클러스터 중 피로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ß=.558, p=.000)과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장소(ß=.189, p=.042)에 의해 35.7% 설명되었고, 정서장애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ß=.546, p=.000)과 수술시행여부(ß=201, p=.034)에 의

해 38.0% 설명되었다. 인지장애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ß=.484, p=.000)에

의해 22.4% 설명되었고, 통증 클러스터는 심리사회적 고통(ß=.480, p=.000)과 연

령(ß=-.228, p=.035)에 의해 25.9% 설명되었다.

결론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증상클러스터는 빈도의 경우 정서

장애, 통증, 피로의 3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되고, 강도의 경우에는 이 세 개의 클러스

터에 인지장애 클러스터의 4개로 분류되었다. 이 증상빈도와 강도 클러스터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리사회적 고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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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유방암 항암화학요법의 치료시기와 항암치료 횟수를 통제하여 유방암 환자의 증

상클러스터와 영향요인을 관찰하는 전향적 조사연구를 제언한다.

2. 항암화학요법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므로

항암화학요법의 연속선상에 따른 증상클러스터의 변화양상(유형, 지속성, 강도 등)

을 관찰한 수 있는 종적관찰 연구를 제언한다.

3.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들의 심리사회적 요인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간

호중재방안 개발연구를 제언한다.

4.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수의 대상자를 통한 반복 연구를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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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M±SD

1. 자주 피곤하고 약해진 것 같다. 2.68±1.36

2. 수술로 인한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0.99±1.27

3. 다른 사람에게 불신이 생긴다. 1.08±1.31

4. 원인 모르는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0.73±1.13

5. 질병이 심해질 까봐 겁이 난다. 2.68±1.55

6. 다른 사람들은 자주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 1.08±1.31

7. 병이 진행된 이후 몸을 간호하기가 어렵다. 1.53±1.49

8. 통증이 심해질 까봐 두렵다. 2.39±1.65

9.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가 줄어드는 기분이다. 1.56±1.65

10. 다시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다. 1.57±1.64

11. 신체적으로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 1.70±1.67

12. 병이 진행될수록 운동 같은 취미활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1.95±1.70

13. 종종 잠을 잘 못 잔다. 2.73±1.77

14.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다. 2.34±1.85

15. 질병/치료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듣지 못했다. 2.47±1.68

16. 자주 긴장이 되고 신경질적이 된다. 1.73±1.60

17. 병이 진행된 이후로 부부관계(성관계)를 거의 갖지 못했다. 2.41±2.15

18. 사회적/경제적인 지지체계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듣지 못했다. 2.76±1.74

19. 내 상황에 대해 가족과 얘기하는 것이 어렵다. 1.13±1.50

20. 암에 걸린 이후로 (영화, 외식, 친구 방문 등의 목적으로)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

2.10±1.89

21. 내 병에 관해서 의사들끼리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0.49±1.11

22. 전문가와 나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다. 2.57±1.82

23. 배우자/파트너가 내 상황에서 나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주기는 힘들다

고 생각한다.

2.04±1.61

<부록 표1> 연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고통 점수

(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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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M±SD

가족 1. 내가 희망을 잃고 치료를 중단하려 할 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

었다.

4.34±0.90

2. 내가 규칙적인 병원 방문과 치료 섭생법을 잘 지켜 나가도록 충

고해 주었다.

4.42±0.91

3.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해 주었다. 4.35±0.88

4. 나를 가치 있는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다. 4.42±0.83

5. 나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 주었다. 4.39±1.04

6. 내가 그들과 하루 중 자주 이야기하며 지내도록 해주었다. 4.00±1.12

7. 나를 존중해 주고 잘한 일이 있을 때 칭찬해 주었다. 4.14±1.01

8. 나에게 집안문제나 개인문제를 의논했다. 3.95±1.23

의료인 1. 내가 불평을 할 때 비판 없이 귀를 기울여 주었다. 4.57±0.73

2. 규칙적인 병원 방문과 치료를 잘 받을 때 칭찬을 해주었다. 4.41±0.90

3. 치료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며 치료 계획에 참여

시켜 주었다.

4.41±0.93

4. 내가 규칙적으로 병원 방문을 하지 않을 때 안 오는 이유를 물었

으며 규칙적 방문을 권유하였다.

4.16±1.15

5. 내가 질병치료에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나를 일깨워 주

었다.

4.43±0.87

6. 나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이

야기해주고 만나보도록 주선해 주었다.

2.48±1.58

7. 내가 괴롭고 슬플 때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말과 희망을 갖도록 권

유해 주었다.

3.81±1.35

8. 나의 병이 악화되어가고 부작용이 심해져도 조건 없이 한 인간으

로서 곁에 있어 힘이 되어 주었다.

3.81±1.37

<부록 표2> 연구대상자의 가족 지지, 의료인 지지 점수

(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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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증상빈도 증상강도

M±SD M±SD

1. 숨이 가쁜 적이 있다. 0.61±0.76 0.61±0.82

2. 통증을 느껴 본 적이 있다. 1.06±0.79 1.11±0.93

3. 숙면을 취하는데 곤란을 느낀 적이 있다. 1.56±1.04 1.54±1.07

4. 식욕이 감퇴하였다. 1.58±1.09 1.44±1.00

5. 속이 메스꺼운 적이 있다. 1.14±0.98 1.15±1.03

6. 변비 증세를 경험한 적이 있다. 0.70±0.82 0.75±0.88

7. 설사를 한 적이 있다. 0.43±0.67 0.44±0.71

8. 피로를 느꼈다. 2.18±0.93 1.81±0.88

9. 팔이나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 1.29±0.87 1.24±0.84

10. 유방 주변으로 통증을 느꼈다. 1.04±0.78 0.97±0.75

11.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집중

하는 데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

1.01±0.98 0.95±0.90

12. 긴장감을 느꼈다. 0.95±0.93 0.86±0.86

13. 짜증을 느꼈다. 1.19±0.99 1.09±0.98

14. 우울함을 느꼈다. 1.20±0.98 1.06±0.91

15. 기억력 감퇴를 느꼈다. 1.03±0.95 0.97±0.91

<부록 표3> 연구 대상자의 증상경험 점수

(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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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연구 도구 : 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으며 유방암 환자의 회복과 건강에 관심이 있는 간호사입니다. 본 설

문지는 귀하께서 항암치료 시 경험하게 되는 증상과 현재의 심리상태와 가족, 의료인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지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응답은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느끼는 증상과 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다차원

적으로 증상관리를 할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사용 되어질 것입니다.

각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을 위해 전체적인 분석결과로만 제

시될 뿐 개별적으로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건강을 기원하오며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4월

연구자 조선미 드림(연락처 010-4879-****)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지도교수 고일선 (isko**@yuh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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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빈도 강도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거의 

항상 

경험했다

전혀 

심하지 

않았다

별로 

심하지 

않았다

약간 

심했다

매우 

심했다

1. 숨이 가쁜 적이 있다.

2. 통증을 느껴 본 적이 있다. 

3. 숙면을 취하는데 곤란을 느낀 적이 있다.

4. 식욕이 감퇴하였다.

5. 속이 메스꺼운 적이 있다.

6. 변비 증세를 경험한 적이 있다.

7. 설사를 한 적이 있다.

8. 피로를 느꼈다.

9. 팔이나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

10. 유방 주변으로 통증을 느꼈다.

11.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집중하는 데 곤란

을 겪은 경험이 있다.

12. 긴장감을 느꼈다.

13. 짜증을 느꼈다.

14. 우울함을 느꼈다.

15. 기억력 감퇴를 느꼈다.

* 지난 한 주 동안 귀하께서 경험한 증상이 있으면, 해당되는 증상에 대해

1)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빈도) 2) 얼마나 심하게 경험했는지(강도)를 각각 “V"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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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을 때 자신에게 해당될 때

↓ ↓

0

전혀

그렇지

않다

1

거의

그렇지

않다

2 3 4 5

매우

그렇다

1. 자주 피곤하고 약해진 것 같다.

2. 수술로 인한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불신이 생긴다.

4. 원인 모르는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5. 질병이 심해질 까봐 겁이 난다.

6. 다른 사람들은 자주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

7. 병이 진행된 이후 몸을 간호하기가 어렵다.

8. 통증이 심해질 까봐 두렵다.

9.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치가 줄어드는 기분이다.

10. 다시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다.

* 다음은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상황을 열거한 것입니다.

- 각 상황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제일 앞 0점 칸에 “V” 표시를 하시고,

- 상황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1점∼5점(1점 ‘거의 그렇지 않다’ 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 중에서 어느 정

도에 해당되는지를 선택하여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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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혀

그렇지

않다

1

거의

그렇지

않다

2 3 4 5

매우

그렇다

11. 신체적으로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

12. 병이 진행될수록 운동 같은 취미활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13. 종종 잠을 잘 못 잔다.

14.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까봐 두렵다.

15. 질병/치료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듣지 못했다.

16. 자주 긴장이 되고 신경질적이 된다.

17. 병이 진행된 이후로 부부관계(성관계)를 거의 갖지 못했다.

18. 사회적/경제적인 지지체계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듣지 못했다.

19. 내 상황에 대해 가족과 얘기하는 것이 어렵다.

20. 암에 걸린 이후로 (영화, 외식, 친구 방문 등의 목적으로) 밖에 나가

는 일이 없다.

21. 내 병에 관해서 의사들끼리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22. 전문가와 나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다.

23. 배우자/파트너가 내 상황에서 나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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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도움을

주었다

자주

도움을

주었다

가끔

도움을

주었다

어쩌다

도움을

주었다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가족 1. 내가 희망을 잃고 치료를 중단하려 할 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었다.

2. 내가 규칙적인 병원 방문과 치료 섭생법을 잘 지켜 나가도록 충고해 주었다.

3.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해 주었다.

4. 나를 가치 있는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다.

5. 나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 주었다.

6. 내가 그들과 하루 중 자주 이야기하며 지내도록 해주었다.

7. 나를 존중해 주고 잘한 일이 있을 때 칭찬해 주었다.

8. 나에게 집안문제나 개인문제를 의논했다.

의료인 1. 내가 불평을 할 때 비판 없이 귀를 기울여 주었다.

2. 규칙적인 병원 방문과 치료를 잘 받을 때 칭찬을 해주었다.

3. 치료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며 치료 계획에 참여시켜 주었다.

4. 내가 규칙적으로 병원 방문을 하지 않을 때 안 오는 이유를 물었으며 규칙적 방문을 권유하였다.

5. 내가 질병치료에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나를 일깨워 주었다.

6. 나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만나보도록 주선해 주었다.

7. 내가 괴롭고 슬플 때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말과 희망을 갖도록 권유해 주었다.

8. 나의 병이 악화되어가고 부작용이 심해져도 조건 없이 한 인간으로서 곁에 있어 힘이 되어 주었다.

* 과거 몇 개월동안 귀하가 가족(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자식, 기타가족)으로부터 받았던 도움과 의료인(의사, 간호사)로부터 받았

던 도움을 생각하신 후 해당되는 곳에“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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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 : 만 세

2. 종교 :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3. 교육 정도 :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4. 결혼 상태 : 미혼 기혼 이혼 별거 사별

5. 동거 가족 : 미혼 자녀와 산다 결혼한 자녀와 산다 혼자 산다 부부만 산다 부모와 산다

6. 현재 직업 : 없음 있음

7. 진단을 받은 이후 직업(직장)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8. 가정의 월 평균 총 수입 : 100만원 이내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9. 질병을 진단받은 시기 : ( )년 ( )월

10. 수술 시행 여부 : 수술했음 수술하지 않았음

11. 현재 받고 있는 치료법(모두 표기)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호르몬요법 기타

12. 현재는 치료받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치료받은 적이 있다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없음 방사선치료 호르몬 요법 기타

13. 현재까지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횟수 : ( )회 (현재포함)

14. 항암제 투여 방법 : 정맥주사 경구+정맥주사

15. 현재 치료받는 장소 : 외래 입원

감 사 합 니 다

* 귀하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v” 표시를 해 주시거나,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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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환자 기초병력 조사지

환자 기초병력 조사지

조사일

이니셜 나이

수술명(날짜)

병기(TNM)

타 장기로의 전이 무( ) 유( )

항암제 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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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IRB 통보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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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IRB 통보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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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symptom clusters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receiving chemotherapy

Cho, Seonmi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urpose : Patients experience various symptoms simultaneously receiving

treatment, they are called a symptom cluster that amplify another sympto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symptom clusters

divided by frequency and intensity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receiving

chemotherapy for developing multidimensional intervention.

Designs :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Methods : 79 women with diagnosed staged I∼IV breast cancer, scheduled to

receive adjuvant or neoadjuvant chemotherapy participated. Symptoms were

measured with the subscales of EORTC QLQ-C30 & EORTC QLQ-BR23 divided

by frequency and intensity. Psychological distress was measured with the

QSC-R23. Support of family and health care providers were measured with the

cancer-specific questionnaire. And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s

coefficient, factor analyses and multiple regression test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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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3 distinct clusters were classified in aspect of symptom frequency :

An emotional disturbance cluster(loss of memory-depression-petulance

-constipation-nervousness-dyspnea), pain cluster(pain of breast, pain of arm/

shoulder, nausea, pain) and fatigue cluster(fatigue-sleep disorders-loss of appetite

-difficulty concentrating-diarrhea). 4 distinct clusters were identified in aspect of

symptom intensity : A fatigue cluster(fatigue-loss of appetite-nausea-sleep

disorders), emotional disturbance cluster(nervousness-petulance-depression),

cognitive impairment cluster(loss of memory-difficulty concentrating-dyspnea

-constipation) and pain cluster(pain of arm/breast-pain-pain of breast). Each

cluster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with psychological distress and several disease

related factors(performance of surgery, the past treatment, cancer metastasis, place

in treatment) and demographic factors(age, family members). Situational factors as

family and health care givers' support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symptom clusters in aspect of both frequency and intensity.

Conclusion : The symptom clusters of breast cancer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divided into three clusters including emotional distress, pain and

fatigue in aspect of symptom frequency, four clusters including three symptom

frequency clusters and cognitive impairment cluster. Psycho-social distress affected

to all symptom clusters in aspect of both of frequency and intensity.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breast cancer patients' physical, emotional symptoms

with chemotherapy, it is imperative to further study about strategies to decrease

their psycho-social distress and improve their family and care-giver suppor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