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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의 화학요법 치료시기에 따른 체중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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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Changes according to the Period of Chemotherapy Treatments for Breast Cancer
Yun Hee Park1, Kyung Hee Yo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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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weight changes in women during the period of TAC (docetaxel-doxorubicin-cyclophosphamide) chemotherapy after breast surgery and the differences in weight changes by disease characteristics among Korean women
with breast cancer. Methods: The design of this study was retrospective survey research.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0 patients
with fully completed TAC chemotherapy between January 2012 and April 2015. Body weight before their operation, and at 3 weeks,
6 weeks, 9 weeks, 12 weeks, 15 weeks, and 18 weeks after surgery, as well as general and disease characteristics, were reviewed via
their medical charts. Results: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was 51.2 years. The preoperative (baseline) mean weight was 59.4± 8.44.
Significant weight losses were observed in the initial (1st 3 week) period of TAC chemotherapy compared to the baseline and significant weight losses were observed with the exception of the period 6 weeks after breast surger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an weight changes according to the stage of breast cancer, radiotherapy, and hormone therapy among disease characteristics.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study weight changes after breast surgery for the long periods of TAC chemotherapy. Through the accumulated results of studies, nursing programs for breast cancer patients must be developed for the prevention of weight gain in the
periods of TAC chemotherapy.
Key Words: Breast cancer; Weight
국문주요어: 유방암, 체중

서 론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암의 조기 진단을 받는 비율이
2000년 32.6%에서 2012년 56.2%로 상승한 것이 큰 이유라고 볼 수 있
다[3]. 유방암의 5년 생존율 역시 1993년부터 1995년 사이에 78%이

1. 연구의 필요성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전체 암 중 갑상선 암

었는데,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91.3%로 증가한 것은 유방암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1]. 식생활 패턴과 생활양식이 점차

진단 받은 환자들 대부분이 암 재발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화학

선진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생률은 2008년에는 10만 명당

요법을 받기 때문이다[4].

38.9명에서 2012년에는 52.1명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유방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수술 및 방사선 요법, 화학요법, 호르

[2]. 최근 들어 유방암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건강에

몬 요법 등의 보조요법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5], 최근 Early

Corresponding author: Kyung Hee Yoo

School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31 Soonchunhyang 6-gil, Dongnam-gu, Cheonan 31151, Korea
Tel: +82-41-570-2492, Fax: +82-41-570-2498, E-mail: kyunghee@sch.ac.kr

*이 논문은 제1저자 박윤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This manuscript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Received: April 19, 2016 Revised: May 8, 2016 Accepted: May 8,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94

95

유방암 환자의 화학요법 치료시기에 따른 체중변화

Breast Cancer Trialist Collaborative Group [6]은 유방암의 화학요법

으로써 TAC 화학요법으로 치료 받는 유방암 환자의 체중 관리를

치료제인 Docetaxel이 50세 이하의 젊은 여성과 임파절 전이가 있는

위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유방암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고자 시도되었다.

에서도 유방암 환자의 치료에 TAC (docetaxel-doxorubicin-cyclophosphamide) 화학요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 연구 목적

Semb 등[7]은 Docetaxel의 주된 부작용은 체액저류로 인한 심낭삼

본 연구는 유방암으로 진단 받아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후 TAC

출, 흉막삼출, 복수 및 팔과 다리의 말초 부종 등이며 이러한 부작용

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의 체중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

이 체중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일부 연구 결과에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서도 유방암 환자에서 화학요법을 받는 동안 체중 증가가 흔한 합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병증이며 장기간의 화학요법이 체중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2) 대상자의 질병 특성을 확인한다.

라고 하였다[8-10].

3) 대상자의 화학요법 치료시기에 따른 체중변화를 파악한다.

유방암 환자가 화학요법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되면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및 장기에 지방을 축적하여 치료 예후에 좋지 않은

4) 대상자의 질병 특성에 따른, 화학요법 치료시기의 평균 체중변
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종양과 임파절 전이 및 조직학적 등급 등의
크기를 증가시키고[10-12],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감소

3. 용어 정의

되면서 유방의 지방조직 주변에 종양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에스트

1) 화학요법

로겐의 분비가 증가되어 유방암의 재발율을 높여 환자의 생존율을
감소시킨다[13].

악성종양의 성장을 억제 및 변형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병합하
여 정맥으로 주입하는 화학적 치료방법을 의미하며 암의 치료, 조

그 외에도 Makari 등[9]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화학요법 치

절 또는 완화 목적으로 약물, 즉 항암제를 사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료의 예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 화학요법, 방사선요

것으로 전신에 퍼져 있는 암세포에 작용하는 전신적인 치료방법을

법, 호르몬요법, 연령, 종양의 크기, 폐경 상태, 호르몬 수용체 상태,

말하며[19], 본 연구에서는 TAC 항암화학요법을 3주 간격, 6차에 걸

임파선 전이 여부, 체질량 지수 등이 체중 증가의 요인이므로 이러

쳐 시행한 치료를 말한다.

한 요인들이 화학요법 시에 환자의 체중 증가를 일으키지 않도록 세
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체중 변화

국외 연구 결과에서 TAC 화학요법을 받는 동안 체중이 유의하게

본 연구에서의 체중 측정은 유방암 수술 전 입원 첫날과 1차부터

증가되었다고 보고된 연구들이 많았지만[14-17], 이에 대하여 국내

6차까지의 화학요법 첫날에 체중을 자동 신장체중계(BSM-370, In-

에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구 결과도 국외 연구결과

Body, Seoul, Korea)로 측정한 것이며, 환자는 가벼운 환자복 차림으

와 달랐는데, Han 등[18]연구에서는 TAC를 포함한 화학요법을 시행

로 발판 위에 올라서서 체중이 양쪽 발에 분포되도록 서 있게 한 후,

하는 대상자에게서 체중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체중을 0.1 kg 단위로 측정기에 표시된 눈금을 소수점 한 자리까지

최근에 임상 현장에서도 Docetaxel의 합병증으로 체중이 증가할

측정하였다. 이때 체중 변화는 수술전과 화학요법 1차부터 6차까지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환자들의 체중변화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의 체중 측정 값에서, 치료의 뒤 차수의 체중 값에서 앞 차수의 체

TAC 화학요법 전에 체중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체중 사

중 값을 뺀 차이를 말한다.

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TAC 화학요법을 시행하는 동안의

연구 방법

체중변화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국내에서 드물었고,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항암제 종류 및 사용되는 기간에 따라 체중 증
가의 정도는 다르다고 보고되어[10,17], 국내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

1. 연구 설계

으로 TAC 화학요법으로 인한 체중 변화를 자세하게 확인해 볼 필

본 연구는 유방암 수술 후 6차례의 TAC 화학요법을 완료한 환자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임파절 전이가 있는 국내 유방암 환자의

의 체중 변화가 환자의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

TAC 화학요법의 치료시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체중 변화의 양

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상을 확인해 보고 체중 변화에 영향을 주는 환자의 특성을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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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도 소재 S

유경희· 박윤희

학병원 내 의료정보팀으로부터 환자 기록에 대한 열람 승인을 받아
해당 환자의 전자 의무기록내용을 열람하였다.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3주 간격으로 입원하여 6차
례의 TAC 화학요법을 모두 완료한 유방암 환자 1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9.2 program [20]을 이용하여 F-test로 검정
력(1-β) = .80, 유의수준 α = .05, 효과크기= .3으로 정하여 표본을 산
출한 결과 111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40
명을 선정하였으나 TAC 화학요법을 모두 완료하지 않은 환자 등을
제외하고 최종 130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1) 만 20세 이상 만 70세 이하의 여성 유방암 환자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version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
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화학요법 치료시기에 따른 체중 변화는 반복측정 분
산분석(Repeated measurement ANOVA)을 통해 분석하였고 사
후검정은 Bonferroni 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질병 특성에 따른 화학요법 치료시기의 체중변화 검

2) 유방암 진단 후 유방의 부분 또는 전체 절제술을 받은 자

정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3) 3주 간격으로 입원하여 1차부터 6차까지 TAC 화학요법을 모

분석하였다.

두 완료하고 그 외 방사선요법이나 호르몬요법을 선택적으로
받은 자
4) 유방 외 타 장기에 원격 전이가 없는 자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S대학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
회의 심의후 IRB 승인을 받았으며(2015-03-010), 자료수집을 위해서

3. 연구대상자의 특성 조사

연구 대상자의 의무기록 자료는 의료정보팀에 전자 의무기록 열람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키, 체중, 학력, 결혼상

신청을 하여 열람 승인된 대상자만을 열람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

태, 자녀유무, 폐경유무, 음주유무, 흡연유무를 조사하였고, 그 외

은 전자 의무기록 조회 대상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모든 정보를 익

체질량 지수는 아시아인의 비만 정의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사

명화하였고, 자료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내용은 연

용하여 제안하고 있는 세계 보건기구의 지침[21]에 따라 18.5-21.9

구자 외에 접근 권한을 제한하였으며 자료 분석 후 모든 자료는 폐

kg/m2는 저체중군, 22.0-24.9 kg/m2는 정상체중군, 25.0 kg/m2 이상은

기하였다.

과체중군 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질병 특성은 치료 예후 및 재발 예측인자로 알려지
며 화학요법의 필요성을 판정하고 체중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인
이라는 연구 결과[9,22]에 따라 유방 종양크기, 임파절 전이, 병기, 에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및 허셉틴(herceptin) 수용체 유무 등을 조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았다.

직병리검사 결과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환자는 수술 후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51.2세였으며 40대가 43.8%로 가장

TAC 화학요법 외에도 병합요법으로 받은 방사선 및 호르몬요법 유

많았고 50대 35.4%, 60대 15.4%, 30대가 5.4% 등의 순이었다. 학력은

무 및 6차례의 TAC 화학요법을 모두 마친 후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무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고 고졸 36.2%, 대졸 12.3%, 중졸이 5.4%

위한 영상의학검사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이었으며 초졸 이하가 5.4%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자가
96.9%였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가 92.3%였다. 음주를 하지 않는 대상

4. 자료 수집

자는 84.6%로 높게 나타났으며, 흡연을 하지 않는 대상자 역시 94.6%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5년 5월 6일에 경기도 소재 S 대

로 높게 나타났다. 폐경 후의 여성이 53.8%였고 폐경 전 여성은

학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 심

46.2%로 폐경 후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체질량 지수 분포는

의를 거쳐 승인(2015-03-010)을 받았으며, 2012년 1월부터 2015년 4

정상체중 군이 5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체중군이 35.4%로

월까지 TAC 화학요법을 모두 완료한 유방암 환자를 대상자로 하였

나타났으며 저체중 군이 6.9%로 가장 적었다.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5월 8일부터 16일까지 시행하였는데, 대
www.bionursingjourn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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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Age (year)

30-39
40-49
50-59
60-69
No formal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No response
Unmarried
Married
Yes
No
Yes
No
Yes
No
Yes
No
Underweight (18.5-21.9)
Normal weight (22.0-24.9)
Overweight (25.0 ≤ )

Education

Marital status
Children
Drinking
Smoking
Menopause
Body mass index
(kg/m2)

(N = 130)
n (%)

Mean ± SD

7 (5.4)
57 (43.8)
46 (35.4)
20 (15.4)
7 (5.4)
7 (5.4)
47 (36.2)
16 (12.3)
53 (40.8)
4 (3.1)
126 (96.9)
120 (92.3)
10 (7.7)
20 (15.4)
110 (84.6)
7 (5.4)
123 (94.6)
70 (53.8)
60 (46.2)
9 ( 6.9)
75 (57.7)
46 (35.4)

51.2 ± 8.20

Table 3. Mean Weight Changes according to the Cycle of TCA Chemo(N = 130)
therapy 
Cycle of TAC chemotherapy Mean ± SD
(Preoperative) Baseline
1st TAC chemotherapy
2nd TAC chemotherapy
3rd TAC chemotherapy
4th TAC chemotherapy
5th TAC chemotherapy
6th TAC chemotherapy

Time effect
Wilk's λ

59.4 ± 8.44a
58.5 ± 8.32b
58.9 ± 8.21c
59.1 ± 8.31d 0.717
59.2 ± 8.37e
59.2 ± 8.56f
59.2 ± 8.60g

F

p

Posthoc

a > b,
8.148 < .001 b < d,e,f,g

TAC = Docetaxel-doxorubicin-cyclophosphamide.		

크기는 2 cm 이하, 2-5 cm, 5 cm 초과로 나누어 각각 T1, T2, T3 로 구
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양의 크기는 T2가 58.5%으로 가장 많았고
T1이 37.7%, T3 3.8%순이었다. 또한 임파절 전이는 N1, N2, N3로 구분
하는데, N1은 임파절 전이가 1-3개, N2는 임파절 전이가 4-9개, N3는
임파절 전이가 10개 이상인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N1이
49.3%, N2 50.8%이었다. 병기는 AJCC TNM stage상 1기, 2기, 3기로 구
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병기 분포는 2기가 61.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기가 29.2%, 3기가 9.2%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seas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130)

Pirlich 등[24]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허셉틴 수용체와 같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은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여 유방

Size of tumor

T1
T2
T3
N1
N2
N3
Stage I
Stage II
Stage III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Yes
No
Yes
No
Yes
No

49 (37.7)
76 (58.5)
5 (3.8)
64 (49.3)
66 (50.8)
0 (0.0)
38 (29.2)
80 (61.5)
12 ( 9.2)
97 (74.6)
33 (25.4)
88 (67.7)
42 (32.3)
77 (59.2)
53 (40.8)
75 (57.7)
55 (42.3)
65 (50.0)
65 (50.0)
0 (0.0)
130 (100)

암의 재발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이러한 호

Lymph node metastasis

Stages of disease

Estrogen receptors
Progesteron receptors
Herceptin receptors
Radiotherapy
Hormonthetapy
Relapse

르몬 수용체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를 필수로 시행하고 있으며 조
직 병리 검사 결과에서 양성과 음성으로 나타내어 이를 확인하였
다. 본 연구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은 74.6%, 음성은 25.4%이
었고,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은 67.7%, 음성은 32.3%이었으며, 허
셉틴 수용체 양성은 59.2%, 음성은 40.8% 등이었다.
TAC 화학요법과 병합 치료요법으로 방사선요법을 시행한 대상
자는 57.7%이었으며, 호르몬요법을 시행한 대상자는 50.0%로 나타
났다. 대상자 모두에서 평균 추적 관찰기간인 5개월 동안의 영상의
학검사에서의 재발은 없었다.
3. TAC 화학요법의 치료시기에 따른 체중변화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TAC 화학요법의 치료시기에 따른 체중변
화는 Table 3과 같았다. 본 연구에서 첫 번째 체중 측정은 대상자가
입원하여 수술 전에 측정한 체중이며 그 후에는 1차에서 6차까지
각 화학요법치료의 첫날에 측정한 체중을 의미한다. 수술 전 평균체

2. 대상자의 질병 특성

중은 59.4 kg, 수술 후 1차 화학요법의 첫날에 측정한 평균체중은

대상자의 질병 특성은 Table 2와 같았다. 대상자의 질병 특성은

58.5 kg, 2차 화학요법 첫날에 측정한 평균체중은 58.9 kg, 3차의 평균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 [23]에서 분류한 TNM

체중은 59.1 kg, 4차의 평균체중은 59.2 kg, 5차의 평균체중은 59.2 kg,

(Tumor, Node, Metastasis) 분류기준을 사용하였는데, 우선 종양의

6차의 평균체중은 59.2 kg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평균체중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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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3차 화학요법부터 6차까지의 화학요법 첫

날 측정한 평균체중은 1차 화학요법 첫날 평균체중에 비해 유의하

게 증가되었다(Table 3, Figure 1).

4. 대상자의 질병 특성에 따른 TAC 화학요법 치료시기 별 평균

체중변화의 차이 검정

본 연구 대상자의 질병 특성에 따른 TAC 화학요법 치료시기 별

평균 체중변화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았다. TAC 화학

요법 치료시기 별 평균 체중변화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는데, 즉,

1차 화학요법 체중변화는 1차 화학요법 첫날에 측정한 체중 값에서

수술 전에 측정한 체중 값을 뺀 차이를 말하고, 2차 화학요법 체중

변화는 2차 화학요법 첫날에 측정한 체중 값에서 1차 화학요법 첫

날에 측정한 체중 값을 뺀 차이를 말한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계산

하여 6차 화학요법 체중변화는 6차 화학요법 첫날에 측정한 체중

값에서 5차 화학요법 첫날에 측정한 체중 값을 빼어 계산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에서 TAC 화학요법 치료시기에 따라 평균 체중변

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상자의 질병 특성은 유방암 병기, 방사

선요법과 호르몬요법 시행 여부 등이었다. 즉, 대상자의 병기에 따라

서는 1차 화학요법 체중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 = 4.209,
.376
.901
.409
.013
.056

0.79

0.015

0.685

6.392

3.718

5.347

2.519

0.457

0.628

1.762

0.582

0.033

.022

.115

.500

.430

.187

.560

.968

0.05 ± 0.90
0.28 ± 0.92
0.12 ± 0.96
0.09 ± 0.90
0.27 ± 0.95
0.21 ± 1.00
0.13 ± 0.89
0.49 ± 0.81
-0.02 ± 0.88
0.26 ± 0.92
0.20 ± 1.01
0.18 ± 0.87
0.29 ± 0.91
0.11 ± 0.92
0.26 ± 0.94
0.09 ± 0.87
0.08 ± 0.86
0.29 ± 0.96
1.765

1.067

1.257

0.006

2.301

0.85

0.582

0.957

.186

.301

.264

.938

.132

.430

.560

.387

0.08 ± 1.12
0.07 ± 1.24
0.54 ± 0.84
0.01 ± 1.18
0.16 ± 1.23
-0.01 ± 1.26
0.16 ± 1.12
-0.05 ± 1.38
0.18 ± 1.29
0.06 ± 1.14
0.01 ± 1.13
0.13 ± 1.20
0.11 ± 1.02
0.08 ± 1.28
-0.11 ± 1.21
0.36 ± 1.09
0.38 ± 1.08
-0.20 ± 1.21

8.273

5.281

0.014

.260

0.245

0.337

0.233

0.376

F/t

.005

.023

.905

.611

.621

.715

.793

.687

p

0.15 ± 1.30
0.00 ± 1.22
-0.40 ± 0.54
0.19 ± 1.34
-0.07 ± 1.16
0.11 ± 1.11
-0.08 ± 1.15
0.66 ± 1.90
-0.23 ± 1.47
0.14 ± 1.13
-0.19 ± 1.48
0.15 ± 1.09
0.04 ± 1.30
0.04 ± 1.19
0.09 ± 1.24
-0.03 ± 1.23
-0.16 ± 1.20
0.24 ± 1.24

3.404

0.302

0.000

2.232

2.182

1.996

0.701

0.531

F/t

5th' weight change
Mean ± SD

p

.067

.584

.984

.138

.142

.140

.498

.589

-0.06 ± 1.75
-0.03 ± 1.29
0.52 ± 0.55
-0.04 ± 1.73
0.05 ± 1.25
0.02 ± 1.25
0.13 ± 1.13
-1.12 ± 3.03
0.03 ± 1.31
-0.04 ± 1.51
0.08 ± 1.24
-0.07 ± 1.56
0.08 ± 1.87
-0.09 ± 1.10
-0.03 ± 1.63
0.00 ± 1.21
0.08 ± 1.26
-0.12 ± 1.64

0.571

0.012

0.412

0.309

0.046

3.970

0.324

0.361

F/t

.724

.698

p

.451

.913

.522

.579

.830

.021
a,b < c

6th' weight change
Mean ± SD



TAC = Docetaxel-doxorubicin-cyclophosphamide; ER = Estrogen receptor; PR = Progesterone receptor.						

.017
a>b

4.209

.625

0.471

.318

화학요법 첫날의 평균체중 58.5 kg은 수술 전 평균체중 59.4 kg에 비

1.156

wilks = .717, F= 8.148, p < .001), Bonferroni 사후검정 결과, 수술 후 1차

0.25 ± 1.51
0.61 ± 1.47
-0.02 ± 0.99
0.42 ± 1.87
0.48 ± 1.10
0.66 ± 1.77
0.39 ± 1.30
0.23 ± 1.60
0.16 ± 1.21
0.55 ± 1.54
0.30 ± 1.22
0.52 ± 1.58
0.35 ± 1.11
0.52 ± 1.68
0.63 ± 1.69
0.21 ± 1.08
0.16 ± 1.15
0.74 ± 1.69

과는 시간 효과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Lamda of

.907

정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즉, 반복측정 분석결

0.098

하는 구형성 가정이 만족되지 않아 Wilk’s lambda에 의한 다변량 검

-0.91 ± 1.55
-0.98 ± 2.06
-0.62 ± 0.33
-1.12 ± 2.10
-0.80 ± 1.69
-1.46 ± 2.73
-0.58 ± 1.06
-1.67 ± 1.96
-0.69 ± 0.99
-1.02 ± 2.04
-0.91 ± 1.53
-0.95 ± 1.97
-0.78 ± 1.81
-1.05 ± 1.85
-1.28 ± 2.19
-0.47 ± 1.04
-0.63 ± 1.53
-1.24 ± 2.06

로 구형성 가정을 검정한 결과 유의성 p < .001으로서, p>.05이어야

T1
T2
T3
Lymph node N1
metastasis
N2
Stage of
Stage Ia
disease
Stage IIb
Stage IIIc
ER
Negative
Positive
PR
Negative
Positive
Herceptin
Negative
Positive
Radiotherapy Yes
No
Hormone
Yes
therapy
No

한 평균 체중값들에 대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하여 일차적으

Size of tumor

이 검정은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

4th' weight change

Figure 1. Weight changes in treatment of TAC (Docetaxel-doxorubicincyclophosphamide) chemotherapy.

Mean ± SD

6

p

5

F/t

2
3
4
Cycle of TCA chemotherapy

3rd' weight change

58.0

Mean ± SD

57.5

p

58.5

F/t

59.0
59.2

2nd' weight change

58.5
59.2

Mean ± SD

1

59.2

p

Baseline
59.1

F/t

59.5
58.9

1th' weight change

57.0
59.4

Mean ± SD

6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60.5
(N = 130)

61.0

Table 4. Differences in Weight Change of TAC Chemotherapy by Disease Characteristics 

Mean weight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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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17), 사후검정 결과 1차 화학요법 체중변화는 병기 1기의 경우,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TAC 화학요법을 받고 체중변화를 분석한 연

체중변화가 -1.46, 병기 2기는 -0.58로서 병기 1기에서 2기보다 체중

구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는데, 주로 본 연구의 대상자와 같은 조

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6차 화학요법 체중변화에서도 유의

건을 갖춘 논문들의 주요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한 차이를 보였는데(F =3.970, p = .021), 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6차

먼저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화학요법 체중변화는 병기 1기의 경우, 체중변화가 0.02, 병기 2기는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1.2세이며, 이는 한국인 유방암 발생 평균 연

0.13, 병기 3기는 -1.12로서, 병기 1기와 2기는 5차 화학요법 첫날에 측

령인 51세와 일치되는 결과였다[3].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병기 분

정한 체중 값에 비하여 6차 화학요법 첫날에 측정한 체중 값이 증가

포는 2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기와 3기 순이었는데, 이는 Lee

되었고 병기 3기는 6차 화학요법 체중값이 5차 화학요법 체중값에

[4]의 병기 분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비하여 감소되었는데 병기 1기와 2기의 체중변화보다 병기 3기의

본 연구 대상자들에서 TAC 화학요법의 치료시기에 따른 체중변
화는 수술 후 1차 화학요법 평균체중은 수술 전 평균체중에 비해서

체중변화가 유의하게 컸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술 후 TAC 화학요법 외에도 방사선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화학요법 3차, 4차, 5차 및 6차의 평균체중은

법과 호르몬요법을 각각 선택적으로 받았는데, 방사선요법에 따라

화학요법 1차의 평균체중에 비하여 유의하게 체중이 증가하는 것으

서도 화학요법 치료시기의 체중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로 나타났는데, 이는 Jeon 등[16]이 본 연구에서와 같이 TAC 화학요

방사선요법 시행 유무에 따라서는, 1차 화학요법 체중변화에서 방

법을 3주 간격, 6차까지 받은 108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사선요법을 시행한 경우에 체중 감소가 -1.28, 시행 안한 경우는

한 결과, 이들의 체중은 수술 전 진단 시 보다 화학요법 4차와 6차에

-0.47로서, 방사선요법을 시행한 경우는 시행 안한 경우보다 유의한

서 체중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고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였다. 그 외

체중 감소가 있었고(t= 6.392, p = .013), 4차 화학요법 체중변화에서

에도 체중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고 보고한 연구로서 Winkels 등

는 방사선요법을 시행한 경우에 -0.11로 체중이 감소되고, 시행 안

[17]은 739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제 별로 체중변화를 비

한 경우는 0.36으로서 체중이 증가되어, 두 군 간의 체중변화에 유

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와 같은 화학요법제인 anthracyclines에 tax-

의한 차이가 있었다(t= 5.281, p = .023).

anes을 병합한 화학요법을 사용한 경우에서 anthracyclines을 단독으

한편 호르몬요법에 따라서도 화학요법 치료시기의 체중변화에

로 사용한 경우보다 체중 증가가 더 있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호르몬요법 시행 유무에 따라서는, 2차

일치하였다. 또한 Han 등[18]은 국내 유방암 환자 260명을 대상으로

화학요법 체중변화에서 호르몬요법을 시행한 경우에 체중 증가가

화학요법을 시작한 후의 체중변화를 알아보고자 대상자의 체중측

0.16, 시행 안한 경우는 0.74로서 두 군 간의 체중 증가 정도에 유의

정을 진단 시와, 화학요법 시작 후 3, 6, 12, 24개월 등에 하였는데, 유

한 차이가 있었고(t= 5.347, p = .022), 4차 화학요법 체중변화에서는

방암 진단 시의 체중은 57.5 kg으로서 화학요법 3개월에 측정한 체

호르몬요법을 시행한 경우에 0.38로 체중이 증가되었고, 시행 안한

중은 진단 시보다 0.3 kg의 체중 증가가 있었다고(p = .019) 보고하였

경우는 -0.20으로 체중이 감소되어, 두 군 간의 체중변화에 유의한

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화학요법 4차(12주)의 평균체중이 화학요법

차이가 있었다(t= 8.273, p = .005).

1차의 첫날에 측정한 평균체중에 비해 유의한 체중 증가가 있었던

그 외의 대상자 질병 특성으로 종양 크기, 임파절 전이, 에스트로

내용과 일치하였다. 한편 Han 등[18]은 그 후에도 평균체중의 변화

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허셉틴 수용체 유무 등과 관련하

를 6개월, 12개월 및 24개월까지 보았는데, 화학요법 후 6개월 0.16 kg

여서는 화학요법 치료시기 별 체중변화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

(p < .367), 12개월 -0.34 kg (p < .082), 24개월 -0.40 kg (p < .097)에는 유

지 않았다.

의한 체중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화학요법 후 2년까지
의 체중 변화를 파악하는 반복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논 의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TAC 화학요법이 다
른 화학요법보다 환자들에게서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었

본 연구는 임파절 전이가 있는 국내 유방암 환자의 TAC 화학요

음을 알 수 있었는데, 향후 TAC 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들의

법의 치료시기에 따라 발생하는 체중변화의 양상을 확인해 보고

다양한 치료시기에 따른 체중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

체중변화에 영향을 주는 환자의 질병 특성을 파악하여 화학요법을

이를 통한 누적된 연구결과는 TAC 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의

시행하는 유방암 환자가 체중증가가 되지 않도록 간호중재 프로그

체중변화에 대한 인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램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www.bionursingjournal.or.kr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질병 특성 중 유방암 병기, 방사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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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호르몬 요법의 시행 유무에 따라 화학요법 치료시기의 체중

에스트로겐 수용체 및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등에 따른 평균 체중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유방암 병기에 관하여는, 환자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의 TAC 화학요법 1차 시기에 병기 1기에서 2기보다 체중 감소가 유

이상의 연구결과들의 비교를 통하여 볼 때, 유방암의 발생율과

의하게 나타난 것은 비교적 초기에 진단받은 1기 환자의 경우에 유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TAC 화학요법을 시행해야 하는 대상자는 더

방암이 더 진전된 2기 환자보다 질병 치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

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국외 환자와 국내 환자의 생활 습관이

아서 화학요법에 따른 재발을 염두에 두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나 체형, 체질량 지수, 인종 등 나라마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이 다른

을 통해 체중 조절을 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화학요법 6

점을 고려하여 유방암 환자의 화학요법 시 체중변화에 영향을 줄

차 시기에서 병기 1,2기보다 3기에서 체중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난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것은 Bosaeus 등[29]이 화학요법은 반복적인 치료를 통해 세포파괴

또한 앞으로 임상 현장에서 대규모의 국내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

가 유발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합병증에 의하여 체중 감소가 나타

로 TAC 화학요법 약제에 따른 장기간의 체중변화를 추적 관찰하

난다고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였고 실제 임상에서도 TAC 화학요법

는 연구가 필요하며, 환자의 화학요법에의 체중변화에 유의한 영향

을 시행하는 동안 병기가 낮은 유방암 환자보다 높은 환자에서 식

요인을 알아보는 일관성 있는 결과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데, 이

욕부진으로 인한 식사량 저하나 부작용이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것

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상 현장에서는 TAC 화학요법을 시행하

을 볼 수 있다. 화학요법 시 체중증가 뿐 아니라 체중감소 역시 좋지

는 유방암 환자의 체중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체중 관리, 식이요법,

않은 치료 예후를 보일 수 있다고 또 다른 연구[25]에서도 언급하였

재활 및 운동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간호 중재 프로그램

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병기 진행

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에 따라 영양 상태 및 부작용을 사정하고 이에 따라 체중을 평가하
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방사선요법을 시행하는 환자에서 1주차와 4주차에
체중 감소를 보였는데, 이러한 체중 감소는 방사선요법을 받고 있는

본 연구의 목적은 임파절 전이가 있는 유방암 환자의 TAC 화학

암 환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피로를 호소함에 따라 신체 활동의

요법의 치료시기에 따른 체중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체중변화에 영

감소로 체중증가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26]와 방사선요법 시 손

향을 주는 환자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상된 세포에서 혈중 단백질을 배출하여 임파 부종이 발생함으로

환자의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

인해 체중증가가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27] 등과는 상반된 결과

며, 연구결과 TAC 화학요법의 치료시기에 따른 체중변화는 화학요

를 보였다. 따라서 방사선요법 시 피로감 및 부종 등을 같이 측정하

법 1차 치료시기에 수술 전보다 유의하게 체중감소가 있었지만, 화

여 체중증가 여부를 사정하는 간호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요법 1차의 평균 체중을 기준하여 볼 때 화학요법 2차 치료시기

본 연구에서 호르몬요법을 시행하는 환자에서 2주차와 4주차에

를 제외하고 3차, 4차, 5차 및 6차의 시기까지의 화학요법 치료시기

체중증가를 보인 결과는 호르몬요법과 같은 전신치료를 받는 경우

에 따른 체중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체중 증가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28]와 유사한 결과였다. 그러나

다. 또한 대상자의 질병 특성에 따른 화학요법 치료시기의 체중변화

Jeon 등[16]의 연구에서 호르몬요법 시행 유무와 체중변화 사이에

검정 결과 유방암 병기와 방사선요법 및 호르몬 요법의 시행 유무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던 결과와 비교되었고, Han 등[18]의 연구에

에 따른 화학요법 치료시기의 체중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서 호르몬요법 시행여부에 따라 체중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볼 때 TAC 화학요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이외에 연구 결과들을 같이 비교할 논문이

법을 받는 경우에 체중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고,

아직 많지 않아서 향후 반복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연구 결과 분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체중변화에의 영향 요인도 연구마다

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달라서 향후 반복 연구를 통하여 일관된 연구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그 외 본 연구대상자의 종양 크기, 임파절 전이, 에스트로겐 수용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유방암 환자들의 TAC

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허셉틴 수용체 유무 등과 관련하여서는

화학요법 시행과 관련된 체중 변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 결과들은

화학요법 치료시기 별 체중변화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TAC 화학요법으로 치료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체중 증가를 미리

는데 이는 Jeon 등[16]이 국내 대학병원에서 TAC 화학요법을 받은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유방암 환자의 생존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

108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환자들의 폐경상태,

요한 전략적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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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의 화학요법 치료시기에 따른 체중변화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본 연구가
경기도 소재 일개 대학병원의 유방암 환자를 임의 표출하여 선정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유방암 환자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려
운 점을 고려하여 TAC 화학요법 시 체중변화에의 영향요인을 알아
보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규모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TAC 화학요법 에 따른 체중변화와 장기간의 체중변화를 추적 관
찰하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체중증가로 인한 유방암 재발을 예
방하기 위해 체중관리 및 식이요법, 재활 및 운동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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