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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2019년 12월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coronavirus 감염병인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는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유발하였고, 이는 암환자의 치료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바이러스에 감염 예방과 적절한 암 치료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였다. 국내에서 COVID-19 대유행 이후 암환자의 정신, 심리적 상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암 치료 과정과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암환자들의 일상생활 기능과

우울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020년 7월 15일부터 2020년 8월 15일까지 서울아산병원 암센터에 내원한 221명의

암환자들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환자들이 자가보고식 설문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기본 인구학적 특성 및 암의 종류, 암의 병기, 현재 받고 있는 암 치료 종류,

수술력, 정신과적 과거력 등의 임상 지표를 확인하였다. 또한, 일상생활 기능, 우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불면, 회복탄력성,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 암 대비

COVID-19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결과를 설문을 통해 파악하여 환자들의 정신, 심리적

요인들의 관계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50.1 ± 13.3세였으며, 76.0%가 여성이었다. 95명(43.0%)의

암환자에서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불편했던 가장 흔한 이유들은

“COVID-19 감염 위험 때문에 병원에 가기가 겁이 났다(66.3%)”, “반복적으로 COVID-19 

설문 작성 및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편했다(42.1%)”였다. 더불어 22명(10.0%)에서

진료가 지연되었으며, 그 중 15명(67%)에서 진료 지연은 2주 이내로 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 결과 암환자의 일상생활 기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은 우울감(Patient’s Health Questionnaire-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Stress and 

Anxiety to Viral Epidemics-6), 불면(Insomnia Severity Index), 회복탄력성(Brief Resilience Scale),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암 대비

COVID-19에 대한 두려움(Fear of COVID-19 over Cancer)이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위 요인들 중 “높은 우울감”(adjusted OR: 1.12, 95%CI [1.02-1.23]),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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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불안 반응” (adjusted OR: 1.21, 95%CI [1.08-1.35]), “낮은 회복탄력성” (adjusted OR: 0.87, 

95%CI [0.76-1.00]), “암 대비 COVID-19에 대한 높은 두려움” (adjusted OR: 1.14, 95%CI 

[1.01-1.28])이 일상생활 기능 저하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추가적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감 경험” (adjusted OR: 2.54, 95%CI [1.19-5.43]) 또한 일상생활 기능

저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매개 효과 분석(mediation analysis) 결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반응이 암환자의 일상생활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회복탄력성과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가 이 경로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결과를 토대로 암환자의 일상생활 기능에는 환자의 인구학적, 임상적 특징보다는 우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 회복탄력성 등의 정신, 심리적

요소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암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신과적 개입 및 개별적인 치료 방침 수립을 통해 암환자의 불안을

완화하여 적절한 암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중심단어: COVID-19, 팬데믹, 암 치료 시설, 우울,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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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oronavirus는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종의 숙주를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RNA 

virus로 주로 호흡기계, 소화기계 증상을 유발한다. 21세기에 인류는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해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SARS)과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MERS) 

이라는 두 번의 coronavirus 감염 유행을 경험했다 (1).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전염성과 병원성이 상당히 높으며 여러 폐렴 환자를 발생시킨 새로운 coronavirus가

발견되었다 (2). 새로운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질환은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로 명명되었고 질환은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World Health 

Organization(WHO)는 “global pandemic”을 선언하였다. 의료계는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CEPI) 기금을 통해 COVID-19 감염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인 백신 접종률은 2021년 4월 5일 기준으로 5%에 못 미치고

있으며, 치료제 개발은 난항을 겪고 있다 (3-5). 2020년 1월 20일에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35세 여성 환자가 한국의 첫 번째 COVID-19 확진 환자로 보고되었고, 한국에서

바이러스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2021년 4월 5일 기준으로 한국의 누적 확진 환자

수는 10만명을 넘어섰고 전세계 누적 확진 환자 수는 1억 3천만명을 넘었으며 사망률은

2.2%에 달한다 (6).

감염성 질환의 팬데믹은 여러 인구군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MERS 유행 시 확진자들의 70.8%가 정신 증상을 호소하였었고, 41.7%가 정신과적 확진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7),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확진자 뿐만

아니라 일반 인구군에서도 8.1%에서 스트레스 반응, 28.8%에서 불안감, 16.5%에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높은 정신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8). 기저에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의 경우에도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더 심각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불면, 화, 충동성, 자살사고를 호소하는 등 정신과적 질환의 심각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9). 더불어, COVID-19를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인구군에서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된다는 보고도 있는데, 정신과적 진단과 평가에 있어서 일상생활 기능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다 (10). COVID-19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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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적, 심리적 지원이 부족해지면

개개인은 고립과 외로움을 겪기 때문에 일상생활 기능은 저하되고 (11), COVID-19

감염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통제력 상실, 바이러스 유행의 예측 불가능성, 교육

시설 폐쇄로 인한 육아 고충, 확진자의 보호자 고충, 가족이나 지인 사망 등의 상황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일상생활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10).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암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측면을 살펴보면, 의료인력

부족, 병상 부족, 마스크, 가운, 장갑 등의 보호구 부족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진의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암환자 치료에 필요한 중환자실과 인공환기시설이 부족해졌다. 

또한, COVID-19 감염의 임상 양상이 폐암과 같은 기저 암의 증상, 징후, 혈액 검사, 영상

검사 등의 결과와 모호하게 겹치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12).

환자와 의료진 모두로부터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두는 적정 거리 또한

의료기관 이용에 변화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기되는 암환자들의 순응도

저하와 치료 지연이 유발시킬 수 있는 가장 우려되고 심각한 결과는 뒤늦은 진단이나

병기의 진행이며, 이는 임상가들이 암환자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임상적

측면이다 (13). 팬데믹 상황에서 항암치료의 추가적인 이득은 적고 항암치료 과정에서의

위험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암환자들의 치료가 난항을 겪고 있고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평가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암환자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여러가지 불편감을

경험하게 된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항암치료의 계획과 전략에 있어 COVID-19 감염 예방은

필수적이다. 암환자들의 상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적극적 치료

개입의 이득과 손실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치료가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항암치료나 선택적 수술(elective surgery)과 같은 치료의 경우에는 암 진행의 위험이

낮다면 치료를 연기할 수 있고, 감염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원격의료 등의 방법을

이용해 외래 방문 환자 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14). 최근 연구들에서는 암환자들의

바이러스 감염 방지와 임상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 방사선 치료(short-course radiation 

therapy)와 같은 간결한 방사선 치료(parsimonious radiation therapy)를 제시하기도 하였고

(15, 16), 암환자들의 병원 방문을 줄이기 위해 암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권고되고 있다 (17). 예를 들어 정맥 주사제 대신 경구약을 사용하고, 다중요법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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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요법 등의 독성이 덜한 항암치료를 사용하고, 백혈구 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세포독성 항암치료의 강도를 낮추는 방법들이 권고되었다. Society of Surgical Oncology의

전문가들 또한 임상가들이 암환자들을 중증도와 응급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가능하다면 수술을 연기하도록 권고하였다. 암의 병기, 종류에 따라

차이점이 있겠지만 암 수술을 3개월 이상 연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수술이

제한되는 대신 선행항암요법 등의 대체 치료를 최대화하는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18). 

Vishal 등은 항암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의 경우, 생존 가능성, 암의 진행 속도, 환자의

전신상태와 활동도, 지역의 COVID-19 감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 계획을

설정하고, 치료 우선도를 분류하도록 제시하였다 (19).

암환자들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높은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 충동성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20). 고혈압, 당뇨, 관상동맥 질환, 암

등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COVID-19 감염 시 일반 인구군에 비해 더 심한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1), 최근 한 연구에서도 암환자들의 항암치료와 면역

저하 상태로 인해 암환자들의 COVID-19 감염 사망률이 일반 환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암환자들의 불안도와 두려움이 높아질 수 있겠다 (22). 또한, Camille 

등이 영국에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암환자들에게 불리하게

변한 암 치료 방식이 암 환자들의 피할 수 있는 사망률과 수명 손실(avoidable death rate 

and years of life loss)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상황과 보고들이

암환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도 있겠다 (23). 암환자들은 암 진단 자체로 급성의

스트레스를 받고, 치료를 진행하면서 심리적인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이중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더 많은 정신과적 문제를

호소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로

인해 암환자들이 호소하는 만성 통증과 피로감 또한 가중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신

증상 악화와 일상생활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11). 독일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서는

COVID-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암환자들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해 후향적으로

자가보고하여 비교해 보았고, 팬데믹 이후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COVID-19 감염에 대한 공포,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신 증상을 예측하는

인자로 확인되었다 (24).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암환자들의 심리 문제에 대한 역학을 조사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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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17.7%에서 불안 증상, 23.4%에서 우울 증상, 9.3%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3.5%에서 공격성을 호소하였고, 전반적인 정신 증상을 증가시키는 위험 인자로는

정신과적 과거력, 과도한 음주, 팬데믹 상황에서 질병 치료에 대한 과도한 걱정, 팬데믹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 높은 피로 강도, 높은 통증 강도가 있었다.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은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위험 인자로 확인되었고, 오랜 투병기간과 잦은 COVID-

19 관련 정보 습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인 정신

증상의 예방 요인들로는 높은 삶의 질과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 불안감의

예방 요인으로는 현재 받고 있는 치료가 있는 경우, 수면의 질이 높은 경우, 친구 간의

관계가 좋은 경우,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등으로 확인되었다. 암 종류에 따라서는

소화기계 암과 유방암 환자군에서 다른 암환자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로 정신

증상을 호소하였다 (20). 더불어, 암환자들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COVID-19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의 진행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호소하게 된다. 면역 저하

상태 등으로 인해 암환자들이 COVID-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일반 인구군에 비해 높다는

보고들은 암환자들로 하여금 COVID-19 감염에 더 주의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암환자들의 손씻기 등의 위생 관련 행동 빈도가 증가하였다 (24). 팬데믹

상황에서 암환자들의 질병 진행에 대한 두려움(fear of disease progression) 또한 악화되었고,

폐암 환자, 치료 지연 경험, 치료 방해 경험, 치료 불편감 경험이 질병 진행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5).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일반 인구군이나 의료진에 대한 정신 증상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암환자의 정신 증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정신 증상을 호소하는

암환자 중 1.6%만이 상담과 개입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낮은 정신과적

개입률이 암환자의 예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20). COVID-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의 암환자의 정신, 심리적 증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 암환자의 치료에는

일상생활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암환자들의

정신,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 저하와 우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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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0년 7월 15일부터 2020년 8월 15일까지 서울아산병원 암센터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암센터 내원 시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IRB 승인

번호 2020-1055). 서울아산병원 암정보교육센터, 암통합진료센터에 연구목적, 방법 등을

안내한 포스터를 게시하여 2020년 7월 15일부터 2020년 8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

서울아산병원 암센터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고,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약 3,000원 상당의 e-쿠폰이 지급되었다. 설문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성별, 나이, 결혼상태, 암 투병 기간, 암의 종류, 연구 대상자가 알고 있는 암의 병기, 

현재 받고 있는 암 치료의 종류, 수술력, 정신과적 과거력, 현재 기분 증상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은지 여부 등의 기본 인구학적 및 임상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암환자들의 정신,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Stress and Anxiety to Viral 

Epidemics - 6(SAVE-6),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 9(PHQ-9), Insomnia Severity Index(ISI), 

Brief Resilience Scale(BRS),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C-DBS), Work and 

Social Adjustment Scale(WSAS)를 설문에 포함하였다. 또한, 암환자라는 특수한 임상적

조건에서 COVID-19와 암에 대한 두려움을 비교하기 위해 한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Fear 

of COVID-19 over Cancer(FCC)를 개발하여 설문에 포함하였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경험한 불편감 여부를 ‘예’, ‘아니오’의 이분형 질문으로 조사하였으며, 불편감의 원인과

치료 지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암환자들의 일상생활 기능과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 우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불면,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 회복탄력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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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지표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고, 일상생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각종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3. 평가 도구

1) Stress and Anxiety to Viral Epidemics - 6(SAVE-6)

SAVE-6는 바이러스 감염 유행 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SAVE-9의 문항들 중 불안과 관련된 6개의 항목들로 선정된

설문지이다 (26). SAVE-9는 서울아산병원에서 2020년에 개발한 척도로,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겪는 여러가지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의료기간 종사자들은 높은 감염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가족들을 감염

시킬 우려가 있고, 익숙치 않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감염의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COVID-19 이전의 SARS, influenza A/H1N1, MERS 감염 유행 시에도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높은 비율로 우울, 불안, 불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였다.

MERS 감염 유행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를 평가하기 위해 72개 문항의 평가

도구가 개발되었지만 항목의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감염에 대한 두려움, 낙인에 대한 두려움, 불안,

직업에 대한 저항, 동료에 대한 걱정 등을 조사하는 10개의 문항을 고안하였고, 주성분

분석 결과 1개의 문항은 제외되었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는 6개의

질문과 직무 관련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3개의 질문으로 요인이 분류되었다. 9개 항목의

Cronbach’s α는 0.795로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었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 7(GAD-7),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 9(PHQ-9)과 비교하였을 때도 높은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SAVE-6는 SAVE-9 항목들 중 Factor I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을 평가하는

0점 - 4점의 6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본 연구에서는 SAVE-9의

항목들 중 직무 관련 스트레스 항목들인 Factor II를 제외하고 불안감으로 구성된

항목들로만 암환자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SAVE-6의 cu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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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는 15점으로, 15점 이상일 경우 GAD-7 5점 이상인 경도 불안에 해당한다 (27).

2)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 9(PHQ-9)

PHQ-9은 우울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자가보고식 설문으로 0점 - 3점의 9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총 점수는 0점 - 27점이며, PHQ-9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PHQ-9은 한국에서 일반 인구군, 노년층,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편두통 환자 등

다양한 인구군에서 입증이 되었으며 (28-30), 암환자 우울 평가에도 적절함이 입증되었다

(31-33).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9점을 높은 특이도의 cut-off 점수로 설정하였다 (34).

3) Insomnia Severity Index(ISI)

ISI는 7개의 자가보고식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으로, 입면의 어려움, 수면 유지의

어려움, 기상 시간 문제, 수면 만족도, 수면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 저하, 불면으로

인한 괴로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35). 각 항목은 0점 - 4점으로 구성되어 총 점수는

0점 - 28점이다. 높은 ISI 점수는 불면의 심각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8점 미만의 경우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불면이 없거나 불면 치료 후 관해 상태임을 의미한다 (36). 한국판

ISI 또한 적절한 신뢰도와 높은 시간적 안정성(temporal stability)이 입증되었다 (37).

4) Brief Resilience Scale(BRS)

BRS는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성(resilience)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다 (38). BRS는 건강한 근로자들 (39), 의료기관 종사자 (40), 암환자

(41), 통증 환자 (42) 등 다양한 인구군에서 측정되고 입증되었다. BRS는 1점 - 5점의

6개의 자가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점수는 6점 - 30점이며, 총 점수를 대답한

문항의 개수로 나누어 점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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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C-DBS)

C-DBS는 암환자들의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해 2017년

서울아산병원에서 개발된 두 문항의 설문지이다 (43). 두 문항은 “특정 시간에 잠들지

않으면 면역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Q1, immune dysfunction)와 “잠을 잘 못

자면 그것 때문에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가 될 것 같다”(Q2, cancer recurrence)이며, 각각은

0점 - 10점으로 측정한다.

6) Work and Social Adjustment Scale(WSAS)

WSAS는 정신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 저하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 

직업적 기능, 가사 기능, 사교적 여가생활, 개인적 여가생활,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0점 - 8점의 자가보고식 문항이다. 총

점수가 11점 이상이면 유의미한 일상생활 기능 저하를 의미하며, 22점 이상인 경우

심각한 일상생활 기능 저하를 의미한다 (44, 45).

7) Fear of COVID-19 over Cancer(FCC)

암에 대한 두려움과 COVID-19에 대한 두려움을 비교하여 평가하기 위해 “당신은

코로나가 암보다 더 두렵습니까?”라는 질문을 고안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0점 -

10점으로 대답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암에 비해 COVID-19를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4. 분석 방법

2020년 7월 15일부터 2020년 8월 15일까지 서울아산병원 암센터를 내원한 암환자

2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가설문을 진행하여 인구학, 임상적 자료와 설문 결과를

수집하였다. 환자의 성별과 나이, 결혼 상태, 진단 받은 암의 종류, 암의 병기, 현재 받고

있는 암 치료의 종류(항암 치료 여부, 방사선 치료 여부, 호르몬 치료 여부), 수술 여부, 

암 투병 기간,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감을 느꼈는지 여부, 정신과적 과거력 여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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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불안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은지 여부를 파악하였고, 자가보고식 설문지

결과값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WSAS 11점을 기준으로 한 유의미한 일상생활 기능 저하 여부, PHQ-9 10점을

기준으로 한 유의미한 우울감 여부, SAVE-6 15점을 기준으로 한 유의미한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 반응 여부,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 여부에 따라 인구학적, 임상적 자료와

자가보고식 설문 결과를 t-test와 카이제곱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다음으로는 자가보고식

설문 결과들(SAVE-6, PHQ-9, ISI, BRS, C-DBS, WSAS, FCC)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PHQ-9 점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가 아닌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위 분석을 통해 요인들 간의 대략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하였고, 암환자의 정신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비교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을 보정하여 보정된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일상생활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매개 효과 분석(mediat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분석은 SPSS 21.0과 AMOS 27.0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 < 0.05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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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Table 1-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Subjects (N=221)

Female, N (%)

Age (years)

Marital status, married, N (%)

Duration of illness from cancer diagnosis (years)

168 (76.0)

50.1 ± 13.3

178 (80.5)

3.3 ± 3.5

Cancer type, N (%)

Breast

Colorectal

Gastro-esophageal

Thoracic

Pancreatobiliary

Central Nervous System (CNS), head and neck

Hematologic

Liver

Genitourinary

Gynecologic

Thyroid

Others including double primary

89 (40.3)

23 (10.4)

18 (8.1)

15 (6.8)

11 (5.0)

10 (4.5)

9 (4.1)

8 (3.6)

11 (5.0)

6 (2.7)

4 (1.8)

17 (7.7)

Cancer Stages, N (%)

Stage 0

Stage I

Stage II

Stage III

Stage IV

Hematologic, Liver(non-TNM staging)

Unknown

7 (3.2)

40 (19.6)

50 (24.5)

40 (19.6)

38 (18.6)

17 (7.7)

29 (13.1)

Cancer treatment

Systemic chemotherapy

Radiation therapy

Hormone therapy

Operation 

  Operation carried out

  Waiting for operation

  Inoperable

Currently no treatment

99 (34.0)

69 (31.2)

38 (17.2)

153 (69.2)

23 (10.4)

6 (2.7)

50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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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구학적 분포를 살펴보면[Table 1], 전체 221명 중 여성은

168명(76.0%)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0.1세(표준편차 13.3)이었다. 178명(80.5%)이

기혼이었으며 암 투병 기간은 평균 3.3년(표준편차 3.5)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암 진단명 비율은 유방암(40.3%), 대장암(10.4%), 위식도암(8.1%), 흉부암(6.8%), 

췌담도암(5.0%), 중추신경계와 두경부암(4.5%), 혈액암(4.1%), 간암(3.6%), 

비뇨생식기암(5.0%), 부인과암(2.7%), 갑상선암(1.8%), double primary를 포함한

기타암(7.7%)이었으며, 연구 대상자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병기는 0기가 7명(3.2%), 1기가

40명(19.6%), 2기가 50명(24.5%), 3기가 40명(19.6%), 4기가 38명(18.6%)이었다. TNM 

staging을 사용하지 않는 간암과 혈액암은 17명(7.7%)이었고, 스스로 병기를 모르는

환자는 29명(13.1%)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69.2%가 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었으며,

10.4%는 수술을 대기 중이었고, 2.7%는 수술이 불가한 상태라고 대답하였다. 전체 환자

중 항암치료는 34.0%, 방사선 치료는 31.2%, 호르몬 치료는 17.2%에서 현재 치료 중임을

보고하였으며, 22.6%의 환자는 현재 받고 있는 치료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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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Psychiatric symptoms of subjects

Variable Subjects (N=221)

Rating scales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 9

Stress and Anxiety to Viral Epidemics - 6

Insomnia Severity Index

Brief Resilience Scale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Work and Social Adjustment Scale

Fear of COVID-19 over Cancer

7.4 ± 5.6

14.3 ± 4.4

10.4 ± 5.6

18.7 ± 3.4

13.0 ± 5.2

11.3 ± 8.9

3.4 ± 3.3

Psychiatric disorder

Now, do you think you are depressed or anxious, or do you 

need help for your mood state? (Yes) N (%)

Did you have experience or treated depression, anxiety or insomnia? 

(Yes) N (%)

49 (22.2)

46 (20.8)

정신과적 증상과 설문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Table2], PHQ-9는 평균 7.4점(표준편차

5.6), SAVE-6는 평균 14.3점(표준편차 4.4), ISI는 평균 10.4점(표준편차 5.6), BRS는 평균

18.7점(표준편차 3.4), C-DBS는 평균 13.0점(표준편차 5.2), WSAS는 평균 11.3점(표준편차

8.9)으로 확인되었다. FCC는 평균 3.4점(표준편차 3.3)으로 암환자들은 평균적으로

COVID-19에 비해 암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울, 불안 등의 정신

증상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연구 대상자는 49명(22.2%)이었고, 과거 우울, 불안, 불면을

경험하거나 치료 받은 기왕력이 있는 연구 대상자는 46명(20.8%)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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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sychiatric symptoms with regard to 

functional impairment(WSAS ≥ 11)

Variable
WSAS < 11

(N=117)

WSAS ≥ 11

(N=104)
p-value

Female, N (%)

Age (years)

Marital status, married, N (%)

Duration of illness from cancer diagnosis (years)

84 (71.8)

50.8 ± 12.1

99 (84.6)

3.5 ± 3.7

84 (80.8)

49.3 ± 14.6

79 (76.0)

3.0 ± 3.3

0.10

0.40

0.10

0.34

Cancer type, N (%) 

Breast

Gastrointestinal, Pancreatobiliary

Others

47 (40.2)

30 (25.6)

40 (34.2)

42 (40.4)

22 (21.2)

40 (38.5)

0.69

Cancer Stages, N (%) 

Stage 0, I, II, III

Stage IV

Unknown, non-TNM staging cancer

72 (61.5)

17 (14.5)

28 (23.9)

66 (63.5)

21 (20.2)

17 (16.3)

0.27

Cancer treatment, N (%)

Systemic chemotherapy

Radiation therapy

Hormone therapy

Operation

  Operation carried out

  Waiting for operation

  Inoperable

Currently no treatment

54 (46.2)

30 (25.6)

18 (15.4)

80 (68.4)

15 (12.8)

1 (0.9)

27 (23.1)

45 (43.3)

39 (37.5)

20 (19.2)

73 (70.2)

8 (7.7)

5 (4.8)

23 (22.1)

0.50

0.08

0.52

0.10

0.76

Rating scales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 9

Stress and Anxiety to Viral Epidemics - 6

Insomnia Severity Index

Brief Resilience Scale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Fear of COVID-19 over Cancer

4.9 ± 4.7

12.4 ± 4.4

8.6 ± 5.6

19.8 ± 3.3

12.0 ± 5.4

2.7 ± 2.9

10.3 ± 5.2

16.3 ± 3.5

12.3 ± 4.9

17.5 ± 3.3

14.2 ± 4.7

4.2 ± 3.5

< 0.001

< 0.001

< 0.001

< 0.001

0.01

0.01

Psychiatric disorder

Now, do you think you are depressed or anxious, or

do you need help for your mood state? (Yes) N (%)

Did you have experience or treated depression, 

anxiety or insomnia? (Yes) N (%)

19 (16.2)

22 (18.8)

30 (28.8)

24 (23.1)

0.03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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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을 반영하는 지표인 WSAS의 유의미한 기능

저하의 cut-off 점수인 11점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자를 나누었을 때 일상생활 기능 저하가

시사되는 환자는 총 104명(47.1%)이었다 [Table 2-1]. T-test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여

일상생활 기능 저하가 있는 군과 없는 군을 비교분석하였을 때 성별, 나이, 결혼 상태, 

암의 투병 기간, 암의 종류, 암의 전이 여부, 현재 받고 있는 치료의 종류, 수술 여부는

일상생활 기능 저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신 증상을 평가하는 지표들을

비교하였을 때는 WSAS가 11점 이상인 군에서 PHQ-9, SAVE-6, ISI, C-DBS, FCC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BRS 점수는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WSAS 점수가 11점 이상인

군에서 현재 우울, 불안 증상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환자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과거 정신과적 병력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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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sychiatric symptoms with regard to depression 

(PHQ-9 ≥ 10)

Variable
PHQ-9 < 10

(N=142)

PHQ-9 ≥ 10

(N=79)
p-value

Female, N (%)

Age (years)

Marital status, married, N (%)

Duration of illness from cancer diagnosis (years)

97 (68.3)

50.6 ± 12.5

121 (85.2)

3.4 ± 3.7

71 (89.9)

49.3 ± 14.8

57 (72.2)

3.1 ± 3.2

< 0.001

0.49

0.02

0.62

Cancer type, N (%) 

Breast

Gastrointestinal, Pancreatobiliary

Others

52 (36.6)

37 (26.1)

53 (37.3)

37 (46.8)

15 (19.0)

27 (34.2)

0.28

Cancer Stages, N (%) 

Stage 0, I, II, III

Stage IV

Unknown, non-TNM staging cancer

85 (59.9)

23 (16.2)

34 (23.9)

53 (67.1)

15 (19.0)

11 (13.9)

0.21

Cancer treatment, N (%)

Systemic chemotherapy

Radiation therapy

Hormone therapy

Operation

  Operation carried out

  Waiting for operation

  Inoperable

Currently no treatment

64 (45.1)

38 (26.8)

22 (15.5)

103 (72.5)

16 (11.3)

2 (1.4)

35 (24.6)

35 (44.3)

31 (39.2)

16 (20.3)

50 (63.3)

7 (8.9)

4 (5.1)

15 (19.0)

0.87

0.06

0.38

0.21

0.32

Rating scales 

Stress and Anxiety to Viral Epidemics - 6

Insomnia Severity Index

Brief Resilience Scale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Work and Social Adjustment Scale

Fear of COVID-19 over Cancer

13.1 ± 4.5

8.2 ± 5.1

19.8 ± 3.0

11.8 ± 5.3

8.3 ± 7.6

3.1 ± 2.9

16.4 ± 3.4

14.2 ± 4.1

16.7 ± 3.3

15.2 ± 4.2

16.8 ± 8.6

4.0 ± 3.7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0.07

Psychiatric disorder

Now, do you think you are depressed or anxious, or

do you need help for your mood state? (Yes) N (%)

Did you have experience or treated depression, 

anxiety or insomnia? (Yes) N (%)

16 (11.3)

25 (17.6)

33 (41.8)

21 (26.6)

< 0.001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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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감에 대한 지표인 PHQ-9을 cut-off 점수인 10점 기준으로 연구 대상자를

나누었을 때 유의미한 우울감을 의미하는 PHQ-9 10점 이상인 환자수는 221명 중

79명(35.7%)이었다 [Table 2-2]. 유의미한 우울감 여부에 따라 인구학적 특징을 비교하여

보면 우울감을 호소하는 군에서 여성과 미혼자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나이, 암의

투병 기간, 암의 종류, 암의 전이 여부, 현재 받고 있는 치료의 종류, 수술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군에서 SAVE-6, ISI, C-DBS, 

WSAS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고, BRS 점수는 유의미하게 낮았다. 우울감을 호소하는 군과

호소하지 않는 군을 비교해 보았을 때, FCC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PHQ-9 10점 이상인 군에서 현재 우울, 불안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비율과 과거

정신과적 병력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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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sychiatric symptoms with regard to anxiety 

to viral epidemics(SAVE-6 ≥ 15)

Variable
SAVE-6 < 15

(N=111)

SAVE-6 ≥ 15

(N=110)
p-value

Female, N (%)

Age (years)

Marital status, married, N (%)

Duration of illness from cancer diagnosis (years)

85 (76.6)

49.8 ± 13.2

91 (82.0)

3.7 ± 4.3

83 (75.5)

50.5 ± 13.5

87 (79.1)

2.8 ± 2.2

0.84

0.69

0.57

0.046

Cancer type, N (%) 

Breast

Gastrointestinal, Pancreatobiliary

Others

49 (44.1)

27 (24.3)

35 (31.5)

40 (36.4)

25 (22.7)

45 (40.9)

0.33

Cancer Stages, N (%) 

Stage 0, I, II, III

Stage IV

Unknown, non-TNM staging cancer

72 (64.9)

20 (18.0)

19 (17.1)

66 (60.0)

18 (16.4)

26 (23.6)

0.48

Cancer treatment, N (%)

Systemic chemotherapy

Radiation therapy

Hormone therapy

Operation

  Operation carried out

  Waiting for operation

  Inoperable

Currently no treatment

55 (49.5)

33 (29.7)

18 (16.2)

81 (73.0)

12 (10.8)

2 (1.8)

21 (18.9)

44 (40.0)

36 (32.7)

20 (18.2)

72 (65.5)

11 (10.0)

4 (3.6)

29 (26.4)

0.15

0.63

0.70

0.64

0.19

Rating scales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 9

Insomnia Severity Index

Brief Resilience Scale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Work and Social Adjustment Scale

Fear of COVID-19 over Cancer

5.5 ± 4.8

9.3 ± 5.5

19.3 ± 3.2

11.4 ± 5.2

7.8 ± 6.9

2.8 ± 2.9

9.4 ± 5.7

11.4 ± 5.4

18.2 ± 3.6

14.6 ± 4.7

14.9 ± 9.4

4.1 ± 3.5

< 0.001

0.004

0.02

< 0.001

< 0.001

0.004

Psychiatric disorder

Now, do you think you are depressed or anxious, or

do you need help for your mood state? (Yes) N (%)

Did you have experience or treated depression, 

anxiety or insomnia? (Yes) N (%)

22 (19.8)

24 (21.6)

27 (24.5)

22 (20.0)

0.36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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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반응을 평가하는 지표인 SAVE-6를 cut-

off 점수인 15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SAVE-6 15점 이상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유의미한 경도 불안을 호소하는 연구 대상자는 총 110명(49.8%)이었다

[Table 2-3].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높은 불안 반응을 보이는 군에서 암을 진단받은

기간이 유의미하게 짧았고, 성별, 나이, 결혼 상태, 암의 종류, 암의 전이 여부, 현재 받고

있는 치료 종류, 수술 여부, 정신과적 과거력, 현재 기분 증상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AVE-6가 높은 군에서 PHQ-9, ISI, C-DBS, WSAS, FCC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BRS는 유의미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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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sychiatric symptoms with regard to disturbance 

in using healthcare services

Variable
Not disturbed

(N=126)

Disturbed

(N=95)
p-value

Female, N (%)

Age (years)

Marital status, married, N (%)

Duration of illness from cancer diagnosis (years)

97 (78.9)

50.7 ± 12.8

106 (85.5)

3.2 ± 3.3

71 (75.5)

49.4 ± 14.0

72 (77.4)

3.4 ± 3.7

0.34

0.48

0.09

0.60

Cancer type, N (%) 

Breast

Gastrointestinal, Pancreatobiliary

Others

54 (42.9)

28 (22.2)

44 (34.9)

35 (36.8)

24 (25.3)

36 (37.9)

0.66

Cancer Stages, N (%) 

Stage 0, I, II, III

Stage IV

Unknown, non-TNM staging cancer

79 (62.7)

20 (15.9)

27 (21.4)

59 (62.1)

18 (18.9)

18 (18.9)

0.79

Cancer treatment, N (%)

Systemic chemotherapy

Radiation therapy

Hormone therapy

Operation 

Operation carried out

  Waiting for operation

  Inoperable

Currently no treatment

53 (43.1)

39 (31.5)

22 (17.7)

93 (73.8)

10 (7.9)

1 (0.8)

32 (25.8)

46 (49.5)

30 (32.3)

16 (17.2)

60 (63.2)

13 (13.7)

5 (5.3)

18 (19.4)

0.20

0.51

0.53

0.04

0.17

Rating scales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 9

Stress and Anxiety to Viral Epidemics - 6

Insomnia Severity Index

Brief Resilience Scale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Work and Social Adjustment Scale

Fear of COVID-19 over Cancer

6.4 ± 5.4

13.1 ± 4.7

9.7 ± 5.7

19.3 ± 3.2

12.6 ± 5.5

9.1 ± 8.4

3.1 ± 2.9

8.9 ± 5.6

15.8 ± 3.5

12.3 ± 5.2

18.0 ± 3.7

13.6 ± 4.7

14.3 ± 8.8

3.9 ± 3.6

0.001

< 0.001

0.03

0.006

0.14

< 0.001

0.04

Psychiatric disorder

Now, do you think you are depressed or anxious,

or do you need help for your mood state? 

(Yes) N (%)

Did you have experience or treated depression, 

anxiety or insomnia? (Yes) N (%)

20 (15.9)

23 (18.4)

29 (31.2)

23 (24.7)

0.00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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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명의 암환자 중 95명(43.0%)이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감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Table 2-4]. 불편감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 분석하였을 때 성별, 나이, 결혼 상태, 암의 투병기간, 암의 종류, 암의 전이

여부, 항암치료 여부, 방사선 치료 여부, 호르몬 치료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을 경험한 군에서는 경험하지 않은 군에 비해 수술을 받은

환자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수술을 대기 중이거나 수술이 불가한 환자의 비율은

유의미하게 높았다. PHQ-9, SAVE-6, ISI, WSAS, FCC 점수와 현재 불안, 우울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은 환자의 비율은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을 호소한 군에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BRS는 유의미하게 낮았다. C-DBS 점수와 정신과적 과거력은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을 경험한 95명이 호소한 불편감에 대한 이유들로는 “COVID-

19 감염 위험 때문에 병원에 가기가 겁이 났다(63명, 66.3%)”, “반복적으로 COVID-19 

설문 작성 및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편했다(40명, 42.1%)”, “응급실에서 치료 받는

것이 이전보다 불편해졌다(11명, 11.6%)”, “질병이나 치료 방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9명, 9.5%)”, “COVID-19 때문에 진료 일정이 연기되어 치료가 늦어졌다(9명, 

9.5%)”, “앞으로의 나의 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8명, 8.4%)”가 있었다 [Figu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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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sturbance in using the healthcare facil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전체 연구 대상자 중 22명(10.0%)에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외래 진료 일정

연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22명 중 12명(54.5%)에서는 진료 일정의 연기가 결과적으로

치료 계획의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수술 일정과 항암 치료 일정은 각각

4명에서 연기되었고, 방사선 치료 일정은 1명에서 연기되었다. 진료 및 치료 일정 지연의

기간은 1주는 8명(36.4%), 2주는 7명(31.8%), 3주 이상은 5명(22.7%)이었으며 19명(86.4%)의

환자들이 진료 일정 지연으로 인해 질병이 진행하거나 재발할 것 같아 불안하고

두렵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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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s of each variables

Variables Age WSAS PHQ-9 SAVE-6 ISI BRS C-DBS FCC

Age 1.000

WSAS -0.11 1.000

PHQ-9 -0.08 0.54** 1.000

SAVE-6 -0.02 0.48** 0.38** 1.000

ISI -0.06 0.36** 0.62** 0.21** 1.000

BRS 0.06 -0.35** -0.56** -0.20** -0.40** 1.000

C-DBS -0.06 0.31** 0.36** 0.32** 0.33** -0.25** 1.000

FCC 0.11 0.19** 0.08 0.17* 0.06 0.01 0.03 1.000

WSAS: Work and Social Adjustment Scale,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 9, SAVE-6: Stress and Anxiety to 

Viral Epidemics - 6, ISI: Insomnia Severity Index, BRS: Brief Resilience Scale, C-DBS: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scale, FCC: Fear of COVID-19 over Cancer

* p<0.05, ** p<0.01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우울, 불안, 불면, 일상생활 기능, 회복 탄력성 등의

정신과적 증상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를

진행하였다 [Table3]. 정신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인 WSAS는

우울 지표인 PHQ-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는 SAVE-6, 불면 지표인 ISI, 

회복탄력성 지표인 BRS,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를 확인하는 C-DBS, 암 대비

COVID-19에 대한 두려움 지표인 FCC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PHQ-9은

WSAS, SAVE-6, ISI, BRS, C-DBS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p<0.01), FCC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SAVE-6는 WSAS, PHQ-9, ISI, BRS, C-DBS와는 p-value 0.01 

미만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FCC와는 p-value 0.05 미만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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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explore predicting factors for functional impairment(WSAS ≥

11) in mental health of cancer patients during COVID-19 pandemic

Variables cOR (95% CI) p aOR (95% CI) p

Age 0.99 (0.97~1.01) 0.40 1.00 (0.97~1.03) 0.98

Duration of illness 0.96 (0.89~1.04) 0.34 0.98 (0.87~1.09) 0.66

Cancer stages 1.35 (0.66~2.77) 0.42 1.91 (0.68~5.35) 0.22

Now need help for mood 2.05 (1.07~3.92) 0.03 0.48 (0.18~1.28) 0.14

Hospital disturbance 3.76 (2.14~6.59) <0.001 2.54 (1.19~5.43) 0.02

PHQ-9 1.23 (1.15~1.31) <0.001 1.12 (1.02~1.23) 0.02

SAVE-6 1.30 (1.19~1.42) <0.001 1.21 (1.08~1.35) 0.001

ISI 1.14 (1.08~1.21) <0.001 1.05 (0.97~1.14) 0.20

BRS 0.80 (0.72~0.88) <0.001 0.87 (0.76~1.00) 0.04

C-DBS 1.09 (1.03~1.15) 0.002 0.99 (0.92~1.08) 0.88

FCC 1.15 (1.06~1.25) 0.001 1.14 (1.01~1.28) 0.04

WSAS: Work and Social Adjustment Scale, cOR: crude odds ratio,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 9, SAVE-6: Stress and Anxiety to Viral Epidemics - 6, ISI: 

Insomnia Severity Index, BRS: Brief Resilience Scale, C-DBS: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scale, FCC: Fear of COVID-19 over Cancer

비교분석과 상관관계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정신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

저하 여부(WSAS ≥ 11)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나이, 암의 투병 기간, 암의 전이 여부, 

현재 기분 증상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 여부, PHQ-9, SAVE-

6, ISI, BRS, C-DBS, FCC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암 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저하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은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감 경험” (adjusted OR: 2.54, 95%CI [1.19-5.43]), “높은 우울감” 

(adjusted OR: 1.12, 95%CI [1.02-1.23]),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높은 불안 반응” (adjusted OR: 

1.21, 95%CI [1.08-1.35]), “낮은 회복 탄력성” (adjusted OR: 0.87, 95%CI [0.76-1.00]), “암 대비

COVID-19에 대한 높은 두려움” (adjusted OR: 1.14, 95%CI [1.01-1.28])이었으며, 나이, 암의

투병 기간, 암 전이 여부, 현재 기분 증상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 불면,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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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results of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n mediation analysis

Effect
Standardized

Estimator
S.E. Z-value p 95% CI

Direct effect:

  SAVE-6 àWSAS 0.76 0.12 6.18 <0.001 (0.56~0.96)

Indirect effect:

  SAVE-6 à BRSàWSAS 0.09 0.04 2.35 0.02 (0.02~0.18)

  SAVE-6 à C-DBSàWSAS 0.08 0.04 1.93 0.053 (0.01~0.17)

Total effect:

  SAVE-6 àWSAS 0.93 0.12 7.71 <0.001 (0.74~1.13)

Total indirect effect:

  SAVE-6 àWSAS 0.18 0.06 3.07 0.002 (0.07~0.30)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SAVE-6: Stress and Anxiety to Viral Epidemics - 6, WSAS: Work 

and Social Adjustment Scale, BRS: Brief Resilience Scale, C-DBS: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scale

암환자의 정신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에 대한 지표인 WSAS에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 반응 지표인 SAVE-6가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개 효과 분석(mediat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Table5]. 매개 효과 분석 결과, SAVE-

6(independent variable)가 WSAS(dependent variable)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고(z=6.18, p<0.001), SAVE-6(independent variable)에서 BRS(mediator)를 거쳐

WSAS(dependent variable)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2.35, p=0.02). 

다음으로 SAVE-6(independent variable)에서 C-DBS(mediator)를 거쳐 WSAS(dependent 

variable)로 향하는 경로는 p-value 0.53으로 확인되었다. p-value는 marginal하지만 95% 

신뢰구간이 0.01~0.17로 0을 포함하지 않아 C-DBS가 WSAS에 대한 SAVE-6의 영향을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z=1.93, p=0.053). 결과적으로 BRS와 C-DBS가

WSAS에 대한 SAVE-6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Figur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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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diation model showing that the effect of anxiety to viral epidemic (independent 

variable) on functional impairment (outcome) is mediated by resilience an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med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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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암환자들이 겪는 정신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 저하, 우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불편감을

조사하였고, 47.1%에서 일상생활 기능 저하, 35.7%에서 우울, 49.8%에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43.0%에서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감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암환자들의

일상생활 기능 저하를 예측하는 요인들로는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 우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암 대비 COVID-19에 대한 두려움, 낮은 회복탄력성으로 확인되었고, 

회복탄력성과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는 일상생활 기능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불안

반응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감을 호소한

95명에서 가장 흔한 이유는 “COVID-19 감염 위험 때문에 병원에 가기가 겁이

났다(66.3%)”와 “반복적으로 COVID-19 설문 작성 및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편했다(42.1%)”였다. 약 10%의 암환자들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로 인해

발생한 외래 진료의 지연을 경험하였고, 그 중 9명은 진료 지연에 대해 걱정스럽다고

보고하였다. 진료 지연이 된 환자들 중 23%에서 3주 이상 진료가 연기되었다고 하였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2주 이내로 진료 일정이 조정되었다고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우울감이 높은 암환자,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 반응이 높은 암환자,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감을 느끼는 암환자, 

회복탄력성이 낮은 암환자, 암에 비해 COVID-19에 대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암환자들에서 정신, 심리적 상태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WSAS라는 지표는 삶의 질과 일상생활 기능을 측정하는 도구이며, 

구체적으로는 직업적 기능, 가사 노동 기능, 개인적 취미 생활, 사교적 취미 생활, 가족, 

친구 등 지인과의 대인관계를 평가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높다면 사회 생활을 기피하고 집에 고립되어 대인관계나 취미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는 감염 유행 위기 상황에서는 우울감, 불안, 공포가 일상에

지장을 준다는 과거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었고 (46-51), COVID-19 팬데믹에서

암환자들의 신체적 활동이 줄고, 정적인 생활이 증가하였다는 보고와도 일맥상통하였다

(52). 과거 연구들에서 불안, 우울, 불면이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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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53-57).

본 연구에서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된 환자와 유지된 환자를 비교하였을 때, 과거

정신과적 병력의 비율은 차이가 없었고(p=0.28), 현재 기분 증상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은지에 대한 비율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p=0.03) 일상생활 기능은 현재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전 연구에서 COVID-19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 저하가 유발된 사람들은 기능이 보존된 사람들에 비해

심한 무기력감, 자살사고, 알코올 남용, 약물 남용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암환자의 치료에 있어 정신,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 일상생활 기능의 유지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58). 또한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불안 경험에 대한 공포 반응, 행동, 감각을 의미하는 anxiety 

sensitivity가 전반적인 불안과 더불어 일상생활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59), 암환자들은 팬데믹 이전부터 잦은 입원과 백혈구감소증 등의 이유로  

격리를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향후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입원과 격리 가능성에 대해

심한 불안이나 공포를 느껴 일상생활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겠다.

높은 C-DBS 점수가 높은 불안과 연관성이 있다는 과거 연구의 결과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고, C-DBS가 일상생활 기능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불안의 영향을

매개하는 결과 또한 매개 효과 분석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COVID-19 감염에 대한

역기능적인 불안이 여러 정신 증상들의 주요한 위험 인자라는 연구의 결과와도 관련이

있겠다 (60). 이를 통해, 암환자들의 일상생활 기능 유지를 위해 불면과 면역력, 불면과

재발 혹은 전이의 관계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를 reassurance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임상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61). BRS 또한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에서 FCC를 제외한

모든 결과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었고, 일상생활 기능 저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인자로 확인되었으며, 일상생활 기능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불안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COVID-19 팬데믹에서 젊은 암환자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우울, 불안, 심리적 괴로움을 예방하는 요인이라는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암환자들은 감염 예방의 이유로 가족과 함께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가족 간의 관계나 ‘connectedness’를 저해한다. ‘connectedness’는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암환자들의 병원 내원 시 보호자 동반을 일정 부분

허용하여 가족 간의 ‘connectedness’를 증가시키는 것이 암환자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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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하게 할 것이다 (62).

T-test 및 카이제곱 검정 결과 암의 진단명, 현재 받고 있는 암 치료 종류, 암의 전이

여부는 우울, 일상생활 기능,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 반응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다.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은 암의 전이 여부, 항암치료, 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여부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지만 수술 여부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수술을 완료한

환자군은 상대적으로 불편감을 적게 호소하였고, 수술을 대기 중이거나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였다. 그 이유로는 수술을 완료한 환자의 경우 치료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큰 위기의 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불안감이 완화되어 불편감을 덜 느꼈을

것이다. 또한, 수술을 진행한 환자들의 경우 수술 후 관리 등으로 인해 병원과

의료진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불안감과 불편감이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다음으로, 수술을 진행한 환자들의 경우 수술 전후

과정에서 COVID-19 관련하여 선별 검사와 문진을 많이 경험하여 COVID-19 관련

프로세스에 적응되었기 때문에 이후 외래를 방문할 때 선별과정에서 불편감을 적게

호소하였을 수 있겠다. 위 결과들을 고려하였을 때, 병원 진료에서 우선 순위에 있는

수술 후 환자들 뿐 아니라 수술을 대기 중이거나 수술이 불가한 환자군에도 의료진의

적극적인 소통과 개입이 암환자들의 불안, 우울의 호전과 일상생활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암종을 유방암, 소화기계암, 기타암으로 나누어 정신 증상을

비교하였고, 암 진단명에 따른 정신 증상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전

연구에서는 소화기계암 환자에서 22.7%가 불안, 21.7%가 우울, 19.7%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0.9%가 공격성을 호소한다고 보고하였고, 유방암 환자에서 15.1%가 불안, 13.5%가

우울, 18.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5.9%가 공격성을 호소한다고 보고하여 다른

암종에 비해 정신과적 증상 호소 비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폐암 환자가 다른 암종에 비해 우울, 불안과 함께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을 유의미하게

많이 호소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20, 25). 암종에 따른 정신 증상에 대한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암의 병기에 따른

정신과적 증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0기, I기, II기, III기 환자, IV기 환자, 

기타 환자의 세 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정신 증상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의 IV기 환자 비율이 18.6%로 적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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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는 암환자에서 정신 질환 유병률과 연관성이 적다는 팬데믹 이전의 암환자 메타분석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63). 암을 진단 받고 투병한 기간은 일상생활 기능, 우울감,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이 높은 군에서 투병 기간이

유의미하게 짧았는데, 이는 잦은 병원 방문과 적극적인 항암치료 등으로 인한 신체

컨디션 저하와 면역 저하 상태에서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암을 진단 받은 초기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일시적인 불안 반응을 느낄 수 있지만 일상생활 기능 저하, 

우울은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암환자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반응만을 호소하고 다른 정신, 심리적 증상은 안정적일 경우 암치료가 안정화됨에

따라 호전될 것으로 추측된다. 추가적으로, 우울감 여부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만 결혼

상태,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일상생활 기능,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울감이 높은 환자의 경우 미혼, 여성의 비율이 높았는데, 다른 심리적 문제와 달리

우울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는 팬데믹의 영향보다는 미혼, 여성이라는

요인이 팬데믹 이전부터 알려져 있 암환자 우울감의 위험요인이라는 점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64, 65).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암환자들의 일상생활 기능에 암의 진단명, 병기와 치료

방법은 대체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환자들의 우울감, 불안감, 불면 등이 일상생활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암환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절한 개입과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암환자들의 일상생활 기능 유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 연구에서 정신 증상을 호소하는 암환자에 비해 실제

도움을 받은 환자는 1.6%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었고 (20), 본 연구에서는 실제 도움

받은 환자의 수는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전체 환자 중 약 40%에서 유의미한 우울감,

불안감을 호소하는 반면, 22.2%에서 정신 증상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정신과 개입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방법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Alexander 등에 의하면 암환자들은 암에 대해 이해 가능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시 받았을

때, 자아효능감이 증가하고 심리적인 부담을 적게 호소한다는 특성이 있고, COVID-19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암환자의 불안도를 감소시키는 예측인자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 COVID-19와 암에 대한 정확한 질병 교육과 치료계획 공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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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우울,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4). 구체적으로는 암환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면역 저하 상태로 인해 COVID-19 감염의 확률이

올라가는지 혹은 심한 합병증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라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암환자 불안의 원인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17). 본 연구에서도 FCC가 일상생활 기능 저하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암에 비해 COVID-19를 더 두려워하는 경우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암과 COVID-19에 대한 정확한 질병 교육이

필요하겠다. 

COVID-19 팬데믹이 암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30%의 환자에서 병원 방문 대신 원격 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았다고 보고하였으며, 가장

진료 일정이 많이 변경되었던 치료는 항암치료와 면역치료였다. 치료가 지연되었던

암환자 중 절반 이상이 치료 지연과 중단으로 인해 걱정되었다고 보고하였고 (66),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치료의 지연과 불편감이 발생한 경우 암환자들의 질병 진행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25). 본 연구에서도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이 일상생활 기능 저하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앞서 확인되었던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의 원인들 중 COVID-19 감염에 대한 걱정, 질병

교육의 부족, 진료 지연, 치료 계획 설명 부족 등의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협의하여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암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유지 및

향상에 중요하겠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암환자의 죽음과 중환자실

입원의 위험이 나이, 성별, 동반질환을 보정하여도 odds ratio 5.4에 다다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67). 그렇기 때문에 종양내과 의사들은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위험보다

암 치료의 이득을 더 중요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제 의료 환경에서 COVID-19 

감염의 위험이 암 치료 이득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면 근거 중심 암 치료(evidence-based 

cancer care)의 한계를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68). Timothy 등 또한 COVID-

19 팬데믹 상황의 암 치료에 있어서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요법을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 우선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Vishal 등은 multiple myeloma 환자의 경우 응급도가

낮다면 골수이식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위 주장은 현실적인 원칙이

아닌 개념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의료체계의 수용력과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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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19, 69). 지인의 COVID-19 감염이나 사망 등을 통해 COVID-19 

감염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에도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일상생활 기능 저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암환자의 경우 잦은 병원 방문으로 인해 주위의

COVID-19 감염과 사망에 대해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 방법들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 가능한 COVID-19 감염을 최소화하도록 예방책을 수립하는 것이

암환자의 정신, 심리 상태에도 중요하겠다 (10). 아직 COVID-19 백신의 개발, 분배, 

적용이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해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암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치료의 우선 순위를 적절히

결정하고 암치료의 공간과 시간을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암환자의 불안을 완화시키면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암치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70-

73).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성인들은 2019년 상반기에 비해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더 많은 우울과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우울 증상에

비해 불안 증상이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74), 높은 걱정과 우려는 우울, 불안

증상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5). 본 연구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을 평가하기 위해 SAVE-6를 사용하였고, 암 환자들의 일상생활 기능 저하가 SAVE-6 

점수로 설명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SAVE-6가 우울, 불면,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COVID-19로 인해 촉발된 불안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76, 77), 불안이

악화되면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자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도 불안 평가

도구에 대한 개발은 중요하다 (78). 한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COVID-19 팬데믹 이후

정신 증상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불안의 경우 Self-rating Anxiety Scalse(SAS),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 7(GAD-7),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 Anxiety(HADS-A), Symptom 

CheckList(SCL-90) anxiety subscale 등의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고, 우울의 경우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 9(PHQ-9), Self-rating Depression Scale(SDS), Symptom CheckLies(SCL-90)

depression scale 등의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팬데믹 상황에 특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도구는 부재하였다 (79). 이러한 측면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 반응과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2020년 서울아산병원에서 개발한

SAVE-9 중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 반응을 평가하는 subscale인 SAVE-6는 팬데믹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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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을 포함한 여러가지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고 효과적인 스크리닝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로 여성이 전체 연구대상자의 76%를 차지했고, 10

가지 이상의 암종이 포함되었지만 유방암이 40%를 차지했으며, 암의 병기 중 0, I, II, 

III기의 환자가 62.0%, IV기 환자가 18.6%를 차지하여 selection bias의 가능성이 있겠다. 

두번째로는, 암의 종류와 암의 병기가 의무기록 검토가 아닌 환자의 자가보고로 얻어진

정보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임상 정보의 가능성이 있겠다. 세번째로, 본 연구는 cross-

sectional study로 design 되었기 때문에 암환자들의 정신, 심리적 상태에 대한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을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이 부재하였다. 팬데믹 이전의 두 개의 메타분석

연구들에서는 암환자들의 흔한 정신질환 유병률은 23% ~ 53%로 독일 일반 인구군의

유병률인 20%에 비해 높은 것이 확인되었고 (63), 암환자들의 우울감 호소 비율은 8% ~ 

24%, 주요우울장애 유병률은 13%로 확인되었다 (80). 본 연구에서는 WSAS 결과

기준으로 45.1%에서 유의미한 정신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 저하, PHQ-9 결과

기준으로 35.7%에서 유의미한 우울, SAVE-6 결과 기준으로 49.8%에서 유의미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여 팬데믹 이전의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 비해 높은 유병률이

확인되었지만, 평가 도구가 상이하고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이후의 정확한 진단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점이 있다. 암환자들의 정신, 심리적

상태에 암과 팬데믹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본 연구는 FCC 점수로

간략하게 확인하였지만, 향후 COVID-19 팬데믹 이전의 암환자를 대조군으로 matching 

하는 등의 연구 design을 통해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겠다. 네번째로, 약 10%의

환자들이 진료 지연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대부분의 진료 일정은 2주 안에 조정이

되었다고 하였다. 진료 지연의 기간은 예상보다 적었는데, 이는 한국의 작은 국토 크기와

도심 지역의 높은 의료기관 접근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는 한국, 

도심지역에 국한된 결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워 향후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OVID-19 팬데믹 이후 여러 인구군에서 정신, 심리적 상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암환자에서 진행한 연구는 드물었고, 국내에서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암환자의 우울, 불안, 불면을 포함하여 정신과적 진단과 평가에 중요한

일상생활 기능에 대해 분석하였다. 암환자에게 있어 COVID-19는 이중의 스트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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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기 때문에 일반 인구군에 비해 정신 증상과 일상생활 기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일상생활 기능은 암의 임상적 특징보다는 환자의 우울,

불안, 회복탄력성 등의 심리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상생활

기능과 정신 증상은 암환자의 예후와도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효율적인 심리적 지원과 적극적인 정신과적 개입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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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인력 부족, 병상 부족, 보호구 부족의 이유로

암환자의 치료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암환자들의 순응도가 저하되고 치료가

지연되면 병기의 진행이라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개별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암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의 개별적인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우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 분석과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 결과 암의 투병 기간, 암의 종류, 암의 전이 여부, 치료 방법보다는

암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우울감, 회복탄력성, 불면,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 암 대비 COVID-19에 대한 두려움이 상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정신,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암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저하를 예측하는 요인들로는 높은 우울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 낮은 회복탄력성, 암 대비 COVID-19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매개 효과

분석(mediation analysis)에서는 암환자들의 일상생활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반응이고, 이를 매개하는 요인은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와 회복탄력성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암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향상 및 합리적인 암 치료를 위해 의료진이 암환자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에 관심을 가지고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우울감, 불면, 역기능적 사고, 회복탄력성,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에 대해서도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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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December 2019,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emerged and spread rapidly throughout 

the world. As a result, cancer care utilization rapidly changed, and therefore risk and benefit of active 

intervention in the cancer population must be considered individually. There is a paucity of literature 

on psychiatric status of cancer patients during the massive outbreak of COVID-19 in the Republic of 

Korea. We aimed to investigate cancer patients’ functional impairment in mental health as well as

depression, anxiety to viral epidemic and disturbance in using healthcare services among them in the 

COVID-19 pandemic era.

We used an online survey with self-report questionnaires of 221 cancer patients who visited 

Cancer Institute of Asan Medical Center between July 2020 and August 2020. The information abou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ncer diagnosis, cancer stage, current cancer treatment, operation 

history, past psychiatric history and current mood problem was collected. Current mental health was 

assessed using the Work and Social Adjustment Scale(WSAS), Stress and Anxiety to Viral Epidemics

- 6(SAVE-6),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 9(PHQ-9), Insomnia Severity Index(ISI), Brief 

Resilience Scale(BRS),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scale(C-DBS) and Fear of 

COVID-19 over Cancer(FCC).

The mean age of the participants was 50.1 years with the standard deviation 13.3, and 76.0% 

were female. Among the 221 responders, 95(43.0%) reported disturbances in utilizing hospital car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most common causes of disturbance were “worried about 

visiting the hospital because of the risk of COVID-19 infection” (n=63, 66.3%) and “repetitive 

COVID-19 swab screening tests and examination” (n=40, 42.1%). 22 patients(10.0%) reported that 

their OPD schedules were delayed, and 15 patients(67%) reported that periods of postponement were 

adjusted within 2 weeks. 

According to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 the SAVE-6, PHQ-9, ISI, BRS, C-DBS, FCC 

were all associated with WSA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depression” (adjusted OR: 1.12, 95%CI [1.02-1.23]), “anxiety response to viral epidemic” (adjusted 

OR: 1.21, 95%CI [1.08-1.35]), “low resilience” (adjusted OR: 0.87, 95%CI [0.76-1.00]), “fear of 

COVID-19 over cancer” (adjusted OR: 1.14, 95%CI [1.01-1.28]) and “disturbance in healthcare 

utility” (adjusted OR: 2.54, 95%CI [1.19-5.43])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cancer patient’s 

functional impairment. Mediation analysis showed that resilience (z=2.35, p=0.02) and cancer-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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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z=1.93, p=0.053)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s of anxiety on

functional impairment. As a result, anxiety response to viral epidemic significantly influences cancer 

patients’ functional impairment in COVID-19 pandemic, therefore active communication and 

individualized treatment plan might be important to relieve patients’ anxiety and properly manage 

them.

Key words: COVID-19, pandemic, cancer care facilities, depression,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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