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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학기술의 발 으로 암의 조기진단과 함께 다양

한 암 치료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암을 치유하

고 후를 향상시켜 왔다. 그  방사선 치료는 암환자

의 50 ~ 60%가 받게 되는 주요한 암 치료법  하나

로 다양한 암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Strohl, 

1990),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암환자는 오심, 구토, 

식욕부진, 빈  등의 다양한 신체  부작용과 함께 장기

간에 걸친 치료  불확실한 결과로 불안, 우울, 고립감 

등 정신 , 사회 인 문제를 경험한다(Oberst, 

Hughes, Chang & McCubbin, 1991). 암환자들이 

암의 진단과 치료 과정동안 경험하는 다양한 증상  피

로는 암환자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증상

으로 암이나 암의 치료와 련된 가장 힘든 문제  하

나이다(King, Nail, Kreamer, Strohl & Johnson, 

1985)

문헌에 의하면,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의 61 ~ 

99%가 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며(Blesch et 

al., 1991; Cassileth et al., 1985; Curt et al., 

2000; Irvine, Vincent, Graydon, Bubela & 

Thompson, 1994), 특히 유방암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연구 상자의 75 ~ 96%(Knobf, 1986; 

Meyerowitz, Warkins & Sparks, 1983)가 암의 진

단과 치료과정에서 피로를 경험하고 피로를 가장 심한 

증상으로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피로는 환

자의 신체, 정신, 사회  기능  상태를 격히 하시

켜, 일상생활과 치료과정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며(Aistars, 1987), 결과 으로 환자의 반 인 삶

의 질을 하시키게 된다(Nail & Jones, 1995).

이 게 피로가 암환자의 삶의 질에 주는 악 향이 큼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로의 상과 련 요인, 향 

요인에 해서는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부분의 

환자들은 피로가 경감되거나 조 되지 못한다고 호소한

다. 건강 리자인 간호사는 피로를 완화하는 가장 효과

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피로 수 을 이기 한 방

법을 환자들에게 권고해  수 있어야 하며 암환자들이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우선 암환자들이 치료과정 에 경험하는 피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악하고,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피

로 련 요인과 향 요인에 한 극 인 검토와 연구

를 바탕으로 효과 인 재를 개발해야 한다. 한 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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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주기에 따른 피로 양상을 악하는 종  연구를 통

하여 피로의 재를 제공하는 한 시기를 악해야 

한다(Blesch et al., 1991).

그러나 국내외의 다차원 인 피로 양상과 련요인에 

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고 선행 연구의 상자도 부

분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로 제한 이다. 한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른 피로 양상에 한 연구

(Greenberg, Sawicka, Eisenthal & Ross, 1992; 

Irvine, Vincent, Graydon & Bubela, 1998; King 

et al., 1985; Lee & Cho, 1997; Lee, 1992)도 측

정시기와 질환군이 연구마다 불일치하여 피로 향 요인

에 한 통제가 서로 달라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른 피로 양상과 련요인을 악한 연구는 단 한편 밖

에 없어서(Lee & Cho, 1997) 종  연구가 매우 부족

한 실정이며 이 한 다양한 암환자를 상으로 실시하

기 때문에 동일한 진단과 치료과정에 있는 군을 상

으로 치료 경과에 따른 피로 양상과 련요인을 규명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 암  2 를 차지

하고 있는(Annual Report of the Central Cancer 

Registry in Korea, 1999) 유방암 환자를 상으로 방

사선 치료 경과에 따른 피로 양상을 악하고, Piper, 

Linsey와 Dodd(1987)가 제시한 제반 피로 련 요인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은 련성을 설명하고 있는 신

체  증상, 정서  증상(Blesch et al., 1991; Irvine 

et al., 1994; Piper, 1992; Kim, 2000; Choi,  

1999)과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향을 주는 기능  상

태와 피로와의 련성을 종 으로 규명해 으로써 피로

의 방과 재를 한 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일반  목 은 유방암 환자에서 방사선 치

료 경과에 따른 피로 양상을 규명함으로써 간호 재 개

발의 기  자료를 제시하기 함이며 구체  목 은 다

음과 같다.

외래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의 치료 경

과에 따른

1) 피로와 주요 련 변수(신체  증상, 정서  증상, 

기능  상태)의 양상을 악하고

2) 피로와 주요 련 변수(신체  증상, 정서  증상, 

기능  상태)와의 상 계를 악하고

3) 피로에 향을 주는 변수를 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암환자 피로

암환자가 스스로 인지한 주  상으로 피곤, 지침, 

에 지 부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신체 인 면뿐만 아

니라 정신 , 사회 인 요인들로 구성된 다차원 인 

상이다(Irvine et al., 1994; Piper et al., 1987). 

본 연구에서는 Piper가 개발하고 개정(1998)한 

Revised Piper Fatigue Scale을 Lee(1998)가 번역

하고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수이며 수가 높을수록 

피로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피로 련 변수

 (1) 신체  증상 

암 치료와 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통증, 오심, 구

토, 불면증과 같은 부작용 증상을 말한다(Piper et al., 

1987). 본 연구에서는 Samarel, Leddy, Greco, 

Cooly와 Torres(1996)가 개발한 the Symptom 

Experience Scale을 사용하여 방사선 치료와 련하여 

나타나는 오심, 통증, 식욕 하, 배변양상의 변화, 외모

의 변화, 수면장애, 집 력 하의 7가지 신체증상 정도

를 측정한 것을 의미하며 수가 높을수록 신체  증상

이 심함을 의미한다.

 (2) 정서  증상

피로에 향을  수 있는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  

상태를 말한다(Piper et al., 1987). 본 연구에서는 

Sutherland, Walker와 Till(1988)이 개발한 LASA 

Scale(The Linear Analogue Self Assessment 

Scale)로 불안, 혼돈, 우울, 기운, 분노의 5개 항목을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수가 높을수록 정서 장애 정도

가 심함을 의미한다.

 (3) 기능  상태

개인의 신체 인 활동상태, 정서  행 , 사회  상호

계, 행동, 의사소통 등 개인의 다양한 기능정도를 나타

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ulman, Fawcett와 

McEvoy(1991)이 개발한 Inventory of Functional 

Status-Cancer로 측정한 수이며 수가 높을수록 기

능  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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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른 

피로 양상과 주요 련 변수를 규명하는 종 , 서술  

상 계연구이다.

2. 연구 상

연구 상자는 2002년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일 3차 종합병원에서 유방 제술 후 방사

선 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 수를 근 모집단으로 하

여 다음의 기 에 의하여 31명을 임의 표출하 다. 1) 

연령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인자 2) 유방암 stage 

Ⅰ, Ⅱ와 III 로서 이가 없으며 유방 제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자 3) 재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지 않는 

자 4) 피로를 일으킬 수 있는 내과  질환(심폐질환, 류

마티스 염 등)의 병력이 없는 자 5) 유방암으로 진단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자 6) 의사소통과 국문해독이 가

능하고 직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자 7)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한 자

3. 연구도구

1) 피로측정도구

피로측정을 해 Piper가 개발(1987)하고 개정

(1998)한 Revised Piper Fatigue Scale을 Lee 

(1999)가 번역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 다. 개발당

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 .98이었다.

2) 신체  증상 측정도구

Samarel 등(1996)이 유방암 환자의 신체  증상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the Symptom Experience 

Scale(SES)  피로를 제외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오심, 통증, 식욕, 수면, 배변양상, 집 력, 외모 

7항목의 빈도, 강도, 고통에 한 21항목이며 0에서 4

까지 5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수의 합이 높을수록 

상자가 경험하는 신체 증상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5 - 

.90이었다.

3) 정서  증상 측정도구

Sutherland 등(1988)이 개발한 LASA Scale(The 

Linear Analogue Self Assessment Scale)을 사용하

여 측정하 다. 이 도구는 McNail, Lorr와 

Droppleman(1971)의 POMS(Profile of Mood 

States : 65문항, 5  척도)를 문항 분석하여 추출한 

불안, 우울, 분노, 피로, 기운, 혼돈의 6개 항목으로 구

성된 시상 상사 척도인데 본 연구에서는 피로를 제외한 

5개 항목을 가지고 측정하 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alpha = .79로서 POMS와의 동시

타당도는 = .61 ～ .83이었으며 검사-재검사시 신뢰계

수 = .8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 .90이었다.

4) 기능  상태 측정도구

Tulman 등(1991)의 Inventory of Functional 

Status-Cancer는 특히 여성 암환자들의 기능 사태를 

측정하기 해 개발한 도구로 가사일과 가족간의 활동

(15문항), 사회  활동(6문항), 자기돌 행 (10문항), 

직장에서의 활동(8문항), 등 총 39문항으로 4  척도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가사일

과 가족간의 활동 역에서 .85 - .89, 사회  활동 

역에서는 .78 - .84, 자기돌 행  역에서는 .68 - 

.78, 직장에서의 활동 역은 .65 - .85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2년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달 반 동안 실시하 다. 방사선 종양학과 

외래에 방문하여 상자 선정기 에 합한지를 확인하

으며 연구목 과 질문지 작성을 시뮬 이션 당일(1

회), 치료시작 2주후(2회), 치료종료일(3회) 총 3회 설

문지를 작성해야 함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었다. 일반  

특성은 1회 측정 시기시 면담을 통하여 조사하 고, 질

병/치료 특성은 직  병록지 검사와 처방 달시스템을 

통하여 악하 다. 질병/치료 특성  백 구와 구 

수치는 모든 상자가 1주일에 1번씩 추후검사를 하 고 

설문지 작성일과 검사일이 겹치지 않는 경우 가장 가까

운 날짜에 실시된 검사 결과를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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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1)

Characteristics Item Frequency Percentage(%)

Age ～ 30  2  6.5

31 ～ 40  9 29.0

41 ～ 50 12 38.7

51 ～ 59  8 25.8

Marital status married 30 96.8

unmarried  1  3.2

Religion none 10 32.3

christianity 12 38.7

catholicism  1  3.2

buddhism  8 25.8

Job no 28 90.3

yes  3  9.7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4 12.9

middle school  4 12.9

high school 10 32.3

over college 13 41.9

Economic burden much  3  9.7

somewhat 18 58.1

not very  8 25.8

at all  2  6.5

Helper spouse 19 61.3

parents  4 12.9

children  4 12.9

brothers/sisters  4 12.9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AS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 으며 서술 통계, repeated measure 

ANOVA, Pearson Correlation, Mann-Whitney U 

test, Kruskal Wallis test, 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Ⅲ. 연구 결과

1. 상자의 일반  특성과 질병/치료 특성

본 연구의 상자는 총 31명으로 모두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44.29세(±9.40)이었다. 부분이 기혼(96.8%)

이었고 90.9%가 직업이 없는 주부 다. 종교는 기독교

가 38.7%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 은 74.2%가 고졸

이상이었다. 경제 인 부담감으로는 ‘조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상자가 54.5%,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가 

25.8%이었으며, 지지원의 경우 배우자라고 응답한 상

자가 61.3%로 가장 많았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질병/치료 련 특성을 보면 암의 병기는 87.1%가 

1, 2기 으며, 방사선조사량은 1회 조사량 180cGy씩 

총 5040cGy(48.4%)나 5940cGy(51.6%)를 받았다. 

부분  유방 제술을 받은 상자가 58.1%이었고 방사

선 치료 이 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경우가 64.5%이었

다. 항악성 종양제 복용 여부를 보면 복용 인 경우가 

58.1%이었고 최근 한 달간 체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상자는 54.8%이었다. 월경 단 여부에서는 월경이 

규칙 이라고 응답한 상자가 38.7%, 이  항암화학요

법으로 인해 월경이 단되었다고 응답한 상자가 

35.5%이었다. 유병기간의 경우 2달 미만이라고 응답한 

상자가 38.7%로 가장 많았다. 상자의 질병/치료 

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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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peated ANOVA of Patterns of Fatigue during Radiotherapy                       (N=31)

Item
Time 1 Time 2 Time 3

M(SD) F P
M(SD) M(SD M(SD)

Fatigue 4.47(±1.69) 5.15(±1.67)a 5.78(±1.66)b 4.73(±1.89) 35.75 .000

post-hoc :  a : Time 1 < Time 2   b : Time 2 < Time 3

<Table 2> Med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1)

Variable Item Frequency Percentage(%)

stage of disease stage 1 11 35.5

stage 2 16 51.6

stage 3  4 12.9

Dose of radiation

(cGy)

5040 15 48.4

5940 16 51.6

Site of operation left 23 74.2

right  8 25.8

Types of Operation partial mastectomy 18 58.1

modified radical mastectomy 13 41.9

Experience of

Chemotherapy 

none 11 35.5

2～4 cycle 10 32.3

5～7 cycle  6 19.4

8～10 cycle  4 12.9

Anticancer medication yes 18 58.1

no 13 41.9

Change in weight increase  9 29.0

decrease  5 16.1

not change 17 54.8

Menstruation regular 12 38.7

irregular  2  6.5

menopause after treatment 11 35.5

menopause before treatment  6 19.4

duration of disease < 2 months 12 38.7

～ < 4 months  8 25.8

～ < 6 months  2  6.5

6 months <   9 29.0

2.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른 피로의 변화

방사선 치료 총 주기 동안 상자의 체 피로 평균 

수는 4.73(±1.89)이었으며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른 

체 피로 수의 변화를 보면, 1회 4.47(±1.69), 2회 

5.15(±1.67), 3회 5.78(±1.66)로 각각 측정되었다. 

측정시기에 따른 피로의 차이를 repeated measure 

ANOVA로 분석한 결과<Table 3>,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라 체 피로 수의 차이는 유의하여(F=35.75, 

p<.001) 치료 경과에 따라 피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측정시기별로 보면, 방사선 치료 시작  시뮬

이션 당일 측정한 1회 피로 수와 방사선 치료 시작 2

주 후 측정한 2회 피로 수의 차이와 2회 피로 수와 

방사선 치료 종료일에 측정한 3회 피로 수의 차이 모

두 유의하 다.

3.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른 피로 련 변수의 변화

1) 신체  증상

상자의 방사선 치료 총 주기 동안 신체  증상의 평

균 수는 16.10(±6.86)으로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른 

신체  증상 수의 차이(F=21.43, p<.001)는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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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peated ANOVA of Patterns of Symptom distress during Radiotherapy           (N=31)

Item
Time 1 Time 2 Time 3

M(SD) F p
M(SD) M(SD M(SD)

Total scale 11.42(±8.92) 15.94(±8.52)a 20.94(±7.39)b 16.10(±6.86) 21.43 .000

  Factor

Nausea  1.00(±2.02)  1.94(±1.91)a  2.65(±2.12)b  1.86(±1.66) 10.57 .001

Pain  2.55(±2.49) 2.94(±2.24) 2.94(±2.13)  2.81(±1.57)  0.37 .691

Appetite  1.84(±2.57)  3.06(±2.64)a  4.06(±2.45)b  2.99(±2.02) 10.53 .001

Sleep  1.94(±1.73)  2.68(±1.81)a  3.77(±1.94)b  2.80(±1.36) 11.79 .000

Bowel pattern  1.39(±1.87) 1.71(±2.13)  2.68(±1.62)b  1.92(±1.29)  4.89 .011

Concentration  1.71(±1.87)  2.48(±1.63)a  3.81(±1.89)b  2.67(±1.38) 17.58 .000

Appearance  0.97(±2.18) 1.03(±1.97) 1.39(±2.11)  1.13(±1.82)  1.00 .374

post-hoc :  a : Time 1 < Time 2   b : Time 2 < Time 3

<Table 5> Repeated ANOVA of Patterns of Emotional distress during Radiotherapy           (N=31)

Item
Time 1 Time 2 Time 3

M(SD) F p
M(SD) M(SD M(SD)

Total scale 201.06(±75.09) 219.77(±84.31) 263.71(±81.10)b 228.18(±71.46) 16.01 .000

  Factor

Anxiety  41.19(±21.07)  42.74(±21.90)  51.71(±21.23)b  45.22(±18.49) 5.74 .005

Confusion  32.32(±18.87)   38.74(±20.78)a  49.61(±20.48)b  40.23(±17.87) 19.01 .000

Depression  38.61(±22.19)  44.61(±20.26)  51.55(±19.20)b  45.26(±18.12) 10.58 .001

Energy  49.16(±22.27)  51.74(±18.91)  59.52(±15.73)b  53.47(±16.03)  5.46 .007

Anger  39.77(±21.29)  41.94(±19.00)  50.32(±19.91)b  44.01(±17.19)  5.94 .004

post-hoc :  a : Time 1 < Time 2   b : Time 2 < Time 3

게 나타났다. 측정시기별로 보면, 1회와 2회 측정시 수 

차이와 2회와 3회 측정시 수 차이 모두 유의하 다. 

신체  증상을 각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7가지 증상

의 방사선 치료 총 주기 동안 평균 수  식욕 하 

2.99(±2.02) 항목 수가 가장 높았으며 통증 2.81 

(±1.57), 수면장애 2.80(±1.36), 집 력 하 2.67 

(±1.38), 배변양상의 변화 1.92(±1.29), 오심 1.86 

(±1.66), 외모의 변화 1.13(±1.82) 순이었다. 방사선 

치료경과에 따른 신체  증상 각 항목의 차이를 보면,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라 오심, 식욕 하, 수면장애, 배

변 양상의 변화, 집 력 하 항목의 수 차이는 유의

하 으나 통증과 외모의 변화 항목의 수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다<Table 4>.

2) 정서  증상

방사선 치료 총 주기 동안 상자의 평균 정서  증상 

수는 228.18(±71.46)로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른 정

서  증상 수의 차이는 유의하여(F=16.01, p<.001) 

상자의 정서  증상이 치료 경과에 따라 심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측정시기별로 보면, 1회와 2회 측정시 

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2회와 3회 측정시에

는 유의한 수 차이를 보 다.

항목별로 보면, 방사선 치료 총 주기 동안 평균 수 

 기운 항목 수가 53.47(±16.03)로 가장 높았으며, 

우울 45.26(±18.12), 불안 45.22(±18.49), 분노 

44.01(±17.19), 혼돈 40.23(±17.87) 순이었다. 방사

선 치료 경과에 따른 정서  증상 각 항목의 수 차이

를 보면,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라 불안, 혼돈, 우울, 기

운, 분노 항목의 수의 차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5>.

3) 기능  상태

방사선 치료 총 주기 동안 상자의 기능  상태 평균 

수는 2.39(±0.46)로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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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peated ANOVA of patterns of functional status during radiotherapy              (N=31)

Item
Time 1 Time 2 Time 3

M(SD) F P
M(SD) M(SD M(SD)

Total scale 2.70(±0.53) 2.34(±0.48)a 2.12(±0.52)b 2.39(±0.46) 37.76  .000

  Subscale

Household & Family Activities 2.21(±0.80) 1.83(±0.80)a 1.71(±0.75)b 2.48(±0.58) 23.38  .000

Social & Community Activities 2.90(±0.43) 2.81(±0.41)a 2.61(±0.49)b 1.92(±0.73) 18.07  .000

Personal care Activities 2.90(±0.43) 2.81(±0.41) 2.61(±0.49)b 2.77(±0.40) 10.88  .000

Occupational Activities 3.00(±0.76) 2.88(±0.66) 2.48(±0.46) 2.79(±0.60)  2.92  .230

post-hoc :  a : Time 1 < Time 2   b : Time 2 < Time 3

<Table 7> Correlates of fatigue and symptom distress, emotional distress, functional status at each 

measurement point                                                                       (N=31)

Fatigue
Symptom distress Emotional distress Functional status

r p r p r p

Total .516 .003 .610 .000 -.518 .003

Time 1 .372 .039 .471 .007 -.592 .000

Time 2 .390 .030 .497 .004 -.354 .050

Time 3 .647 .000 .637 .000 -.456 .010

상태 수 차이(F=37.76, p<.001)는 유의하게 나타나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라 상자의 기능  상태가 하되

는 양상을 보 다. 측정시기별로 보면, 1회와 2회 측정시

와 2회와 3회 측정시 모두 유의한 수 차이를 보 다.

방사선 치료 총 주기 동안 기능  상태 역별 평균 

수를 보면 직장에서의 활동 역의 수가 2.79 

(±0.60)로 가장 높았고, 자기돌 행  역 2.77(±0.40), 

가사일과 가족간의 활동 역 2.48(±0.58), 사회  활

동 역 1.92(±0.73) 순이었다.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

른 기능  상태 하부 역별 수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라 가사일과 가족간의 활동 역, 

사회  활동 역, 자기돌 행  역은 유의한 수 차

이를 보 으나, 직장에서의 활동 역의 수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았다<Table 6>.

4.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른 피로와 련 변수의 상

계  

방사선 치료  주기 동안 피로 수와 신체  증상, 

정서  증상 수는 양  상 계를 보 으며 기능  

상태 수와는 음  상 계를 보 다<Table 7>.

이외 기타 변수와의 계를 보면, 상자는 방사선 치

료를 받는  치료과정동안 1주일 1회씩 액검사를 하

는데, 방사선 치료경과에 따른 피로와 백 구, 헤모 로

빈, 헤마토크릿 수치는 유의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

다. 한 상자의 일반  특성인 연령, 종교, 결혼상태, 

교육수 , 직업유무, 경제  부담감, 지지원에 따른 피로

의 차이는 없었으며 상자의 질병/치료 특성인 암의 병

기, 방사선 용량, 암 발생부 , 수술 방법, 유병기간, 이

 항암화학요법 치료 여부와 주기, 항악성 종양제 복용 

여부, 월경 단 여부, 체 변화에 따른 피로의 차이도 유

의하지 않았다.

5.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른 피로 향 요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많은 련성을 설명 받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높은 상 계를 보인 신체  증

상, 정서  증상, 기능  상태를 독립변수로 하여 이들 

변수들이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라 피로에 미치는 향 

정도를 규명하 다. 2회 측정시 피로 향요인을 보면 정

서  증상이 피로를 24.7% 설명하고 있었으며 신체  

증상과 기능  상태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8>. 3회 

측정시 피로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신체  증상이 

피로를 41.9%, 정서  증상이 7.2% 각각 설명하 고, 

이들 두 변수가 피로 변인의 49%를 설명하 으며 기능

 상태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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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Influencing factor of Fatigue at Time 2          (N=31)

Factor β R2 F P

Emotional distress .497 .247 9.493 .004

<Table 9>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Influencing factors of Fatigue at Time 3         (N=31)

Factor β R2 Cum R2 F P

Symptom distress .647 .419 20.893 .000

Emotional distress .366 .072 .491 13.517 .000

Ⅳ. 논    의

1. 암환자의 피로 양상

방사선 치료 총 기간동안 상자의 평균 피로 수는 

4.73(±1.89)으로 방사선 치료 5주 반-6주 반 동안 총 

3회 피로를 측정하여 피로 양상을 악하고자 시도하

다. 총 3회에 걸쳐 측정한 피로의 변화를 보면, 측정시

기에 따른 피로 수의 차이가 유의하여 방사선 치료가 

진행되는 5주 반-6주 반 동안 상자의 피로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암환자 15명을 

상으로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른 피로 변화를 측정한 

Lee(1992)의 연구에서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라 피로

도가 증가하여 29일째 가장 높아졌다가 그 이후에 방사

선 치료가 끝나기 인 제 5주 째 반부터 피로가 감소

한다고 제시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5-6주 동안 피로도가 치료 종료일까지 계속 

증가한다고 보고한 Haylock와 Hart (1979)와 Irvine 

등(1994, 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으며, Lee와 

Cho(1997)의 연구에서 치료 과정동안 피로의 수 은 

치료가 종료하는 6-7주까지의 치료과정 후반기 동안에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와도 일치하 다. 

이 게 본 연구에서는 5주 반-6주 반의 방사선 치료 주

기 동안 단지 3회만 피로를 측정하 기 때문에 5주 반

-6주 반 동안의 정확한 피로 양상을 악할 수 없었고, 

방사선 종료 후 피로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시 을 알 

수 없다는 제한 이 있지만 매일 반복 인 방사선 조사

가 피로 정도를 계속 증가시키며 이는 방사선 종료일까

지 계속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유

방암 환자의 피로를 다른 군과 비교할 수 없었다는 제한

이 있으므로 정확한 피로 양상을 악하기 해서는 

다른 암환자를 상으로 방사선 치료 종료 후까지를 포

함한 종  연구가 계속 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 피로 련 변수의 변화와 피로와의 상 계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서 가장 많은 설명력을 인정받고 

있는 신체  증상, 정서  증상, 기능  상태를 주요 

련 변수로 하여 이들 변수와 피로와의 계를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신체  증상의 평균 수는 16.10 

(±6.86)으로 Symptom Distress Scale(SDS)을 이용

하여 신체  증상을 측정한 기존 연구들(Ko, 2002; 

Kim, 2000; Choi, 1999)과 비교시, 본 연구의 상자

들은 반 으로 낮은 수 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항암화학치료를 받는 군이나 방사선 치료

를 받는 다른 질환군에 비해 암 발생부 인 유방이 외부

에 있는 기 으로 방사선 조사가 신체 깊숙이까지 투여

되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 호소 정도

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른 신

체  증상 수의 변화를 보면 치료 경과에 따라 신체  

증상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면장

애, 배변양상의 변화, 집 력 하 증상 수가 다른 증

상에 비해 치료 경과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 이에 한 극 인 재가 요구된다.

정서  증상을 보면 본 연구의 정서  증상 평균 수

는 228.18(±71.46)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환자를 

상으로 같은 도구를 이용한 Ko(2002)의 연구에서 평균 

수 236.24(±80.15)보다 낮았으며 항암화학요법을 받

는 암환자를 상으로 한 Choi(1999)의 연구에서 

212.24(±97.83)와 비교하여 높았다. 이는 방사선 치료

를 받는 암환자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보다 정서

 증상 호소가 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본 연구의 

상자 부가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보다는 정서  증상 

호소가 심하다(Kroenke, Wood & Mangelsdorff, 

1988)는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방사선 치료 경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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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정서  증상 수의 변화를 보면, 정서  증상 역

시 치료 경과에 따라 심해지는 양상을 보 으며 특히 1

회에서 2회 측정시보다 2회에서 3회 측정시 모든 항목

의 수 차이가 크게 유의하여 치료 간 시기에서 종료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정서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분 상자들이 치료가 끝

나감에도 불구하고 재발에 한 두려움과 불안, 이로 인

해 생기는 분노, 우울과 미래에 한 혼돈 때문에 정서

 증상이 방사선 치료 종료 시기까지 계속 증가하는 것

(Obest et al., 1991)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기능  상태의 평균 수는 2.39 

(±0.46)로,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른 기능  상태 수

의 변화는 치료 경과에 따라 수가 감소하여 상자의 

기능  상태가  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가사일과 가족간의 활동과 사회활동 역의 수가 

치료 경과에 따라 다른 역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다른 

역보다 이 역의 기능  상태가 더욱 하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매일 병원을 방문하여 방사선 치

료를 받아야 하는 것과 증가하는 피로감으로 자신이 담

당하는 가사일과 사회활동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른 피로와 련 변수의 상

계를 살펴보면 피로와 신체  증상과 정서  증상은  

주기 동안 양  상 계를 보 는데, 이러한 결과는 항

암치료를 받는 암환자의 피로가 항암치료로 인한 신체  

부작용의 증상과 치료동안 경험하는 암환자의 정서  증

상과 유의한 련을 갖는다는 여러 연구 결과(Blesch et 

al., 1991; Irvine et al., 1994, Kim, 2000; Ko, 

2002; Choi, 1999; Cho, 1998)와 일치하 다. 피로

와 기능  상태는 모든 측정시기동안 음  상 계를 

보 는데, 이는 Irvine 등(1994)의 연구에서 The 

Sickness Impact Profile로 측정한 기능  상태와 유

의한 상 계(r= .59, p= .001)를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하 으며, Lee와 Cho(1997)의 연구에서 치료 보

다 치료 종료 시기에 기능  상태가 하되었다는 것과

도 일치하 다. 종합해 보면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라 

피로가 증가할수록 신체  증상, 정서  증상 정도는 증

가하고 기능  상태는 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 

치료 진행과 함께 피로와 이들 련 변수에 한 극

인 재가 요구된다.

3. 피로 향 요인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은 설명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높은 상 계를 보인 신체  증상, 정서  

증상, 기능  상태를 주요 변수로 하여 단계  회귀 분

석하 다. 2회 측정시의 피로 향 요인으로는 정서  

증상이 피로를 24.7%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3회 측정시

기의 피로는 신체  증상이 41.9%, 정서  증상이 

7.2% 설명하고 있었다. 부분 선행연구들이 피로와 피

로 련변수와의 상 계만을 분석하고 있어서 비교하

는 것이 제한 이지만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

는 암환자 104명을 상으로 실시한 Irvine 등(1994)

의 연구에서 치료 종료일에 측정한 피로 련 변수  피

로를 신체  증상이 29%를, 정서  증상이 4%를 설명

하 다는 결과와 유사하 다. 방사선 치료 간시기인 2

주째는 정서  증상이 피로의 주요한 향요인으로 제시

되고 있으며 방사선 치료 종료시기에는 신체  증상과 

정서  증상이 주요한 향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바

탕으로 각 시기의 피로 향 요인에 을 두어 피로를 

완화하는 략이 요구된다.

지 까지는 피로 향요인에 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몇 편의 연구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

한이 있기 때문에 피로 향요인에 한 계속 인 연구

를 통하여 향 요인을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

인 간호 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

는 오심, 통증, 식욕 하, 배변양상의 변화, 외모의 변

화, 수면장애, 집 력 하의 7가지 항목을 신체  증상

으로 불안, 혼돈, 우울, 기운, 분노의 5가지 항목을 정서

 증상으로 측정하 기 때문에 신체  증상과 정서  

증상을 이루는 각각의 항목  어떤 항목이 피로에 향

을 주는지 정확히 악할 수 없었다는 제한 이 있다. 

그러므로 증상의 각 항목을 한 변수로 측정하여 피로 

향 요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Ⅴ. 결론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외래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

의 치료 경과에 따른 피로 양상과 련 변수를 규명하기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2002년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일 3차 종합병원에서 유방 제

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 31명을 상으로 

피로는 Piper Fatigue Scale을 사용하고 측정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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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로 련 변수로는 신체  증상, 정서  증상, 기

능  상태를 측정하 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AS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 고 서술 통계, 

repeated measure ANOVA, Pearson Correlation,  

Mann-Whitney U test, Kruskal Wallis test, 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방사선 치료 총 기간의 평균 피로 수는 4.73 

(±1.89)이었고, 총 3회 측정한 피로의 변화는 방사선 

치료 시작  시뮬 이션 당일(1회) 4.47(±1.69), 방사

선 치료 시작 2주후(2회) 5.15(±1.67), 방사선 치료 

종료일(3회) 5.78(±1.66)로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라 

피로 정도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련 

변수로는 신체  증상, 정서  증상, 기능  상태를 보았

는데, 신체  증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증상 정도

가 차 으로 증가하 다. 정서  증상 수의 변화 역

시 치료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며 특히 2

회와 3회 측정시 수 차이가 크게 유의하여 치료 간 

시기에서 종료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정서  증상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  상태 수는 방사선 

치료 경과에 따라 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련 변수와 피로와의 계를 보면, 방사선 치료 

 주기동안 피로와 신체  증상, 정서  증상과는 양  

상 계를 보 으며 기능  상태와는 음  상 계를 

보 다. 신체  증상, 정서  증상과 기능  상태를 주요 

변수로 하여 피로 향 요인을 악한 결과, 2회 측정시

에는 정서  증상이 피로를 24.7%로 설명하 으며, 3회 

측정시에는 신체  증상과 정서  증상이 각각 41.9%, 

7.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 치료 간시기인 

2주째는 정서  증상이 방사선 치료 종료 시기에는 신체

 증상과 정서  증상이 피로의 주요한 향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 로 하여 암환자 피로에 한 추후 

연구의 방향과 간호 실무 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

언한다.

1)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치료 종료 시기까지만을 측정

하 는데 치료 종료 후 6-8주까지 피로 정도를 악

해 볼 것과 본 연구에서는 3회만 피로를 측정하여 

정확한 피로 양상을 악할 수 없었다는 제한 이 있

으므로 매일 매일의 변화를 악할 수 있도록 상자

에게 구조화된 도구(  : Diary)를 통해 피로 양상

을 기록하게 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2) 피로 련 변수인 신체  증상, 정서  증상의 각 항

목을 한 변수로 하여 피로에 향을  수 있는 요인

에 한 극 인 검토가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단

일군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다른 군과 비교할 

수 없었다는 제한 이 있으므로 다양한 질환군과 치

료군을 상으로 하여 피로 양상과 련 요인을 규명

하는 비교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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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atterns and Related Factors of 

Fatigue during Radiotherapy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Park, Jin-He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atterns and related factors of 

fatigue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undergoing radiotherapy. Method: 31 women 

with breast cancer receiving radiotherapy were 

recruited from the out-patient radiologic clinic of 

the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Korea over a 

period of 3 months. Data was collected 

prospectively concerning three points for 5½ - 6½ 

weeks : before radiotherapy(T1), 2 weeks after 

starting radiotherapy(T2) and the completion of 

radiotherapy(T3). Data were analysed by 

repeated measure ANOVA, Pearson correlaton,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 1. Score of 

fatigue increased significantly over the course of 

radiotherapy. 2. Score of symptom distress and 

emotional distress increased and functional 

status scores decreased significantly over time. 

3. Fatigue was positively related with symptom 

distress and emotional distress and negatively 

related with functional status over the course of 

radiotherapy. 4. At T2, emotional distress 

explained 24.7% of the variation in fatigue. At 

T3, symptom distress(41.9%) and emotional 

distress(7.2%) explained the variance in fatigu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evidence that fatigue increased over the course 

of radiotherapy and symptom distress and 

emotional distress were influencing factors of 

fatigue in this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omprehensive intervention strategy 

for fatigue should be developed to maintain 

quality of life during and following radiotherapy 

considering these factors.

Key words : Radiotherapy, Fatigue, Symptom 

Distress, Emotional Distress, 

Functional Stat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