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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암성 피로는 암 환자의 치료 과정에 있어서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부작용 중에 하나로, 

암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암성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파악하고, 이들이 어떻게 암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8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서울아산병원 암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 클리

닉 내원 시 초진설문지 작성과 면담이 가능하였던 환자 15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의

무기록 열람을 통하여 환자의 기본 인구학적 특성 및 암 종류, 암 병기, 암 치료 상황, 정신과적 

진단 등의 임상 지표를 파악하였다. 또한 우울, 불안, 불면,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 잠에 대한 역

기능적 사고, 통증, 피로, 삶의 질에 대한 설문 결과를 파악하였으며, 환자의 수면구조에 관련된 

지표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54.8 ± 11.6세였으며, 82%가 여성이었다. 암성 피로와 유의한 

상관관계(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를 보인 요인으로는 우울(Patient’s Health Questionnaire-9), 불

안(State-Trait Anxiety Inventory), 불면(Insomnia Severity Index),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Fear of 

Progression),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통증(Pain 

Numeric Rating Scale)이었으며, 삶의 질에 대해서는 우울과 불안,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만이 유의

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나이와 성별, 정신과적 진단, 암 종류에 

대한 보정을 시행한 이후에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24시간 동안 총 침상 시간(TIB/d, 

Time in bed during 24 hours)과 암성 피로 사이에는 통계학적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피로

감을 측정하는 도구의 문제이거나, 혹은 TIB/d가 피로 증상의 객관적인 평가 지표로 작용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겠으며, 향후 연구에서 암성 피로 증상을 측정하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도구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암성 피로가 우울, 불안, 불면, 잠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 등과 어

떠한 경로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모델 가설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 불안, 불면, 잠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 등이 

피로 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연구들과 일맥 상통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피로증상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하지는 않았으며, 주간 총 참상시간(Time in bed during daytime, 

TIB/daytime) 역시 삶의 질에 직접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암 환자의 삶의 질에 

있어서 다른 인자들 보다 우울 증상이 광범위한 위험인자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으며, 암 치료 

과정에서 우울 증상에 대한 평가 및 개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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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암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을 차지하는 질병 중 하나로, 암이라는 질병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치료 과정에서 통증, 피로, 불안, 우울,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의 광범위한 신체적, 

정신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시키며, 이는 환자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1]. 이러한 심

리사회적인 문제들은 암 환자들에게 말 그대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영

향 및 암 치료 자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우울증이 암의 진행이나 예

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유방암 환자에서 우울 

증상의 정도가 향후 부정적인 암 치료 예후의 예측 인자로서 의미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

며[2], 암 환자에 있어서 우울 증상이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메타분

석 연구도 있었다[3]. 

이러한 심리학적인 요인들 중 암성 피로(Cancer Related Fatigue)는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

하는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부작용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4, 5]. ‘피로’라고 하는 개념은 상

당히 주관적이고 모호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징후나 질환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증상

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피로라는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언급되고 있다. 피로는 비교적 점진적으로 시작되고, 위약감

(weakness)과는 구분되어 일정 시간의 휴식을 통해 호전을 보일 수 있으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의 정의에 의하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만성 피로 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이라고 진단할 수 있게 된다[6]. 또한 신체적인 피로를 정신적인 피로와 구분할 

수 있는데, 신체적인 피로는 주로 근육의 기능과 관련되며, 위약감(weakness)은 주로 근육의 위약

감을 의미한다. 반면 정신적인 피로는 주로 기억력이나 집중력과 같은 인지기능의 측면과 관련되

어 있다[7].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NCCN)의 임상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암성 피로는 

암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지속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의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인 피로감 혹은 소

진을 의미하며, 암 혹은 그 치료와 연관되어 있고 최근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일상 기능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정의된다[8]. 많은 연구에서 30-60%의 암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중등도 이상의 암성 피로 증상을 경험하며, 그 중 일부는 암성 피로 증상으로 인해 치

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9]. 암성 피로는 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발생할 수도 있으며, 특

별히 방사선 치료나 항암치료 과정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10-12]. 특히 암 치료 전부터 암성 

피로 증상을 경험한 경우에는, 치료를 마친 이후에 더 심한 암성 피로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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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따라서 암 치료 이전에 암성 피로 증상의 유무가 치료 이후의 암성 피로 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3-15]. 대부분의 암성 피로는 암 치료가 종료되면 1년 

이내에 호전을 보이지만, 25-30%는 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도 길게는 수년 간 지속되

는 피로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16, 17]. 암성 피로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임상증상으

로 표현되며, 의욕 저하, 전신 위약감, 주의력 저하 등 우울증과 비슷한 특성을 공유한다[18]. 따

라서 암성 피로는 환자의 직장, 사회 활동, 기분, 그리고 일상 생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인 삶의 질에 심각한 저해를 초래한다[17, 19]. 암성 피로는 암의 치료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암성 피로로 인해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등의 시기를 놓치게 되거나, 

혹은 암성 피로 자체가 암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치료의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암성 피로로 인해서 환자가 암 치료를 지속할 의지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20]. 실제로 암성 피로가 암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발표가 되었는데, 유방

암 환자에서 암성 피로가 심할수록 암 치료 후 생존율이 감소한다는 전향적 연구 결과가 있었으

며[21], Mormont 등이 200명의 전이가 있는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주간 

활동 정도가 감소한 사람에서 생존율과 삶의 질이 감소하였으며, 암성 피로가 이러한 주간 활동

량과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22].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암성 피로의 위험인자로는 유전적 요인, 우울, 불면, 신체활동감소, 

체질량 지수, 대처능력이나 가치평가 기준 등이 언급되고 있다[9]. 특별히 우울증 및 불안 증상과 

암성 피로 사이의 연관성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 잘 알려져 있으며[17, 23], 우울증에서 보이는 세

포 수준의 염증반응이나 면역기능의 변화가 이후에 언급될 암성 피로의 생물학적 기전과 공통되

는 부분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비슷한 생물학적 기전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시되

고 있다[24]. 이처럼 암성 피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인구학적, 의

학적, 정신사회적, 행동적, 생물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25].  

암성 피로의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어 왔으며, 사이토카인 조절 이상, 시

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PA axis) 호르몬 분비 이상, 5-hydroxytryptophan(5-HT) 신경전달물질 조절 

이상 등의 기전을 제시하고 있다[26, 27]. Interleukin 1β (IL-1β), interleukin 6(IL-6), tumor necrosis 

factor(TNF)- α와 같은 염증전 사이토카인들이 암성 피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 

유방암 환자에서 2년 이상 암성 피로를 경험한 경우 이러한 연관된 사이토카인들의 혈중 농도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28, 29]. 또한 유방암 환자에서 지속적인 암성 피로를 경험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티솔 호르몬 증가 폭이 적었고, 정상군에 비해서 

저녁 시간대에 코티솔 상승이 관찰되었다[30]. 뇌에서 5-HT 및 5-HT 수용체의 증가가 암성 피로

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도 있었다[31]. 그 외에도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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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 ATP(Adenosine triphosphate)와 근육 대사의 변화, 미주신경 활성화 등이 암성 피로의 기전으로서 

알려져 있다[26]. 암성 피로를 일으키는 정확한 생리학적 기전이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된 것은 아

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생리학적 요인 외에도 우울이나 불안 등과 같은 심리학적 요인과 수면 생

체리듬, 기타 사회문화적 요인이 같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32]. 

암성 피로는 우울, 불안, 통증, 불면,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 

등의 인자들과 상호간에 다양한 연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암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예로, 암 환자에서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가 불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이 중재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33].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는 암 환

자가 인지적인 차원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사고 과정이라는 점에서 상호간에 강한 연관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34]. 유방암과 전립선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 의하면, 통

증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 불안, 피로감이 중재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35]. 또한 이숙자 등이 발표한 연구에서, 파킨슨병 환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인자들 중 피로 증상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울 증상, 주간 활동량 

감소 등을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역시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6]. 또한 

암성 피로는 실제로 통증이나 우울 증상, 메스꺼움 등의 암과 관련된 증상들 보다 암 환자의 일

상 생활이나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측정 되기도 하였다[19, 37, 38]. 이

렇게 암성 피로가 암 환자의 일상 생활과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

고 다양하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거나, 집을 정리하거나, 외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며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등 여러 가지 일상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

상 생활 기능의 저하는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증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39, 40], 일상 생활의 

기능 저하를 만회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사회∙경제적인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다[19]. 

한편, 암성 피로와 불면증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이 서로 비슷한 병인 기전을 

가질 것이라는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 암성 피로와 불면증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많은 연구

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것은 암성 피로와 불면증이 상호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41].  Roscoe 등이 시행한 문헌 검토에서, 24개 중 23개의 연구에서 불면증과 암성 피로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는 불면증이 암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불면증이 암성 피로로 인한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42].  또한 암성 

피로와 불면증은 암 환자에서 자주 동시에 함께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병발 경향성은 두 

가지의 증상이 같은 기전을 공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한 가지 증상에 대한 치료가 나

머지 증상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2]. 실제로, Zengin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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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중인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수면 위생에 대한 교육이 수면의 질의 개선

과 동시에 피로 증상의 호전을 함께 가져온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43].  

이처럼 암성 피로와 불면증의 빈도 및 증상의 심각성, 그리고 그것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그 동안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암성 피로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평가

도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 일상 기능이나 삶의 질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암성 피로나 불면증이 암 환자의 

생명에는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는 증상으로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암성 피로나 불면증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계점 들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러한 임상 증상들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와 치료, 그리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44].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암환자의 피로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을 파

악하고, 상호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암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치료 과정에

서 동반되는 광범위한 정신 사회적 부작용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암성 피로와 우울증, 불안, 불면, 삶의 질, 잠에 대한 역기능적 사

고, 수면 구조 등의 임상적 지표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봄으로써 암성 피로라고 하는 비교

적 모호하고 비 특이적인 현상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임상 

지표들과 암성 피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서로 상호작용 함으로써 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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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서울아산병원 암 스트레스 및 수면

장애 클리닉에 내원한 한자들 중, 초진설문지 작성과 면담이 가능하였던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암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 클리닉 내원 시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하지 못하거

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어 면담이 불가능 하였던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재외 하였으며, 섬망이

나 정신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동반된 경우 역시 배제하였다.  

 

2.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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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2020-0153).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31일 까지 서울아산병원 암 스트레스 및 수면장

애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초진 당시 시행한 Insomnia Severity Index(ISI), 

Patient’s Health Questionnaire-9(PHQ-9), Fear of Progression(FoP), State subcategory of State and Trait 

Anxiety Inventory(STAI), Cancer 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C-DBS), WHO-5 Questionnaire, 

Pain Numeric Rating Scale(Pain NRS), Fatigue Numeric Rating Scale(Fatigue NRS) 설문 내용을 파악하였

다. 연구 대상 환자의 수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침상에 누운 시각(bed time), 실제 잠이 든 시

각(sleep onset time), 아침에 일어나 활동을 시작한 시각(wake-up time), 수면잠복기(sleep onset latency, 

SL), 총 침상시간(time in bed, TIB), 24시간동안의 총 침상시간(time in bed during 24 hours, TIB/d), 주간 

총 침상 시간(time in bed during daytime, TIB/daytime)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성별, 나이, 

진단 받은 암의 종류 및 병기, 현재 치료 상황(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면역 치료, 호르몬 치료 

여부), 3개월 이내 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지의 여부, 수면제 사용 여부 등의 기본 인구학적 자

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전체 자료에서 설문 결과로 파악되는 우울, 불안, 불면,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

고,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 등의 임상 지표들과 수면 관련 지표들, 그리고 암성 피로와 삶의 질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고, 암 환자의 삶의 질 및 피로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자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각종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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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도구 

1) 수면 지표 

본 연구에서 암 환자의 수면 구조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 수면 지표는 다음의 표에 

제시한 바와 같다[Table 1]. 

Table 1. Sleep parameters for evaluating sleep structure 

Sleep parameter Definition Examples 

Bed time 침상에 누운 시각 9pm, 10pm, 11pm 

Sleep onset time 실제 잠이 든 시각 10pm, 11pm, 0am 

Wake-up time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난 시각 6am, 7am, 8am 

Sleep onset latency (SL) Sleep onset time – Bed time 20, 30, 45 min 

Time in bed (TIB) Wake-up Time – Bed Time 7hr: 11pm-6am, 0am-7am 

Time in bed during 24 hours (TIB/d) 하루 중 누워있는 총 시간 7-8hrs 

Time in bed during daytime (TIB/daytime) TIB/d – TIB 7-8hrs 

 

암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상에 누운 시각(bed 

time), 실제 잠이 든 시각(sleep onset time),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난 시각(wake-up time) 및 하루 24

시간 동안 누워서 지낸 총 시간(TIB/d)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수면 

지표를 계산하였다. 수면 잠복기(SL)는 침상에 누워서 실제 잠이 들기까지 걸린 시간으로, 침상에 

누운 시각(bed time)에서 실제 잠이 든 시각(sleep onset time)을 뺀 값으로 계산하였다. 총 침상시간

(TIB)은 침상에 누워서 다음날 아침 침상에서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으로, 아침에 일어난 시각

(wake-up time)에서 침상에 누운 시각(bed time)을 뺀 값으로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야간에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낮 동안 누워있는 시간인 주간 총 침상시간(TIB/daytime)은 24시간동안 총 침상 

시간(TIB/d)에서 총 침상 시간(TIB)을 뺀 값으로 계산하였다. 

 

2) 증상 평가를 위한 설문지 

우울, 불안, 불면,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 피로 증상, 삶의 

질, 통증과 같은 임상 증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설문 도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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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우울 증상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Patient’s Health Questionnaire-9(PHQ-9) 설문지를 사용하였

다[45]. PHQ-9은 우울 증상을 평가할 수 있는 9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설문지로, 무쾌

감, 우울감, 불면, 피로, 식욕 저하, 죄책감, 집중력의 저하, 정신운동 지체, 자살/자해 사고에 대해 

평가한다. 각각의 질문은 0-3점의 스케일로 측정된다. PHQ-9 평가 결과 10점 이상일 경우 유의미

한 우울 증상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불안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를 사용하였다[46]. STAI는 4-

point Likert scale 기반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설문지이며, 불안의 상태(state)와 특성(trait)에 대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의 하위범주 중 상태(state)에 대한 하위 범주 

항목들을 사용하였다. 

 

(3) Insomnia Severity Index (ISI) 

불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Insomnia Severity Index(ISI)를 사용하였다[47]. ISI는 불면 증상

에 대한 7개의 자기보고식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으로, 각각의 질문을 0점-4점 Likert scale로 측정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면 증상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0-7점 까지는 불면이 없는 정상

군으로 보고, 8-14점이 sub-threshold insomnia, 15-21점이 moderate insomnia, 그리고 22-28점이 severe 

insomnia로 분류된다.  

 

(4)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C-DBS) 

암 환자에서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하여 Cancer 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C-DBS)을 사용하였다[34]. C-DBS는 암환자가 수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역기능

적 사고를 평가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immune ‘특정 시간에 잠들지 않으면 면역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Q2-recurrence 잠을 잘 못 자면 그것 때문에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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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은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0점 – 10점 사이에서 점수를 매기게 되며, Q1과 Q2의 점

수를 합친 것이 C-DBS 점수가 된다. 

 

(5) Fear of Progression (FoP) 

만성질환자의 질병 악화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Fear of Progression(FoP) 

설문지를 사용하였다[48]. FoP는 4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크게 ‘불안’에 관련된 하위

설문과 ‘적응’에 관련된 하위설문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질문은 1-5점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는 12문항으로 구성된 축약형인 Fear of Progression Questionnaire Short Form(FoP-Q-SF)의 한국어 번

역본을 사용하였다[49, 50]. 

 

(6) WHO-5 Questionnaire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WHO-5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51-53]. WHO-5 

Questionnaire는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환자가 0-5점 사이에서 

점수를 매기게 된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0-25점 사이에서 측정된 원 점수에 4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0-100점 사이의 값으로 측정된다. 

 

(7) Fatigue Numeric Rating Scale 

환자의 피로 증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Fatigue Numeric Rating Scale (Fatigue, NRS)를 사용

하였다[54, 55]. Fatigue NRS는 피로 증상이 전혀 없을 경우 0점,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피로 증

상을 10점으로 하여 0점 ~ 10점 사이에서 환자가 느끼는 피로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는 단일 문항

의 설문이다. 

 

(8) Pain Numeric Rating Scale 

환자의 통증을 평가하기 위하여 Pain Numeric Rating Scale[56]를 사용하였다. Pain NRS는 마

찬가지로 통증이 전혀 없는 경우 0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통증을 10점으로 하여 0점 ~ 

10점 사이에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단일 문항의 설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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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2018년 12월 1일 이후 2020년 1월 31일까지 서울아산병원 암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 클리

닉 내원 시 초진설문지 작성과 면담이 가능하였던 15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기본 인구학적 자료

를 분석하였다. 환자의 성별과 나이, 진단 받은 암종과 병기, 암 치료 상황(항암 치료, 방사선 치

료, 호르몬 치료, 면역 치료 여부), 최근 3개월 이내 수술 여부, 정신과적 진단을 파악 하였으며, 

자기보고식 설문지 결과값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먼저 자기보고식 설문 결과들(PHQ-9, ISI, STAI, FoP, WHO-5 Questionnaire, Fatigue NRS, Pain 

NRS)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를 시행하였

다. 또한 대상 환자들에서 수면 지표(sleep onset latency, Time in bed during 24 hours, time in bed during 

daytime)들이 위에 언급된 설문 결과들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Fatigue Numeric Rating Scale 결과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Fatigue Numeric Rating Scale 8점~10

점, 상위 25%) 군과 그렇지 않은 군(Fatigue Numeric Rating Scale 0점~7점, 하위 75%)으로 나누어 두 

군 간에 각각의 설문 결과들 및 수면 지표, 기타 임상적 지표들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삶의 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삶의 질이 낮게 평

가된(WHO-5 Questionnaire 0점~12점, 하위 25%) 군과 높게 평가된 군의 환자(WHO-5 Questionnaire 

16점~80점, 상위 75%)로 나누어 두 군 사이에서 동일한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수면시간 이외에 낮 시간 동안 누워있는 시간인 주간 총 침상시간(time in bed during 

daytime, TIB/daytime, 24시간 동안 총 침상 시간과 수면 중 침상 시간의 차이 값)이 암성 피로 혹

은 삶의 질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간 총 침상시간

이 특정시간(30분, 60분, 120분) 이상인 군과 이하인 군에서 설문결과 및 암성 피로, 삶의 질 등의 

차이를 비교분석(t-test, 카이제곱 검정)하였다. 

이상의 분석들을 통해 여러 가지 변인들 사이의 대략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한 후, 암성 

피로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험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였다. 분석 과정에서 환자의 나이, 성별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보정하여 보정된 교차

비를 구하였다. 또한 우울, 불안, 불면, 잠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가 상호간에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33], 암성 피로가 이들 인자들과의 사이에서 

어떠한 경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 모델을 설정하고 경로분석(Pathway 

analysis)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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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임상적 변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한 보정 또는 subgroup 

analysis 등의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은 SPSS 21.0 및 AMOS(경로분석)를 사용하고 

유의수준은 p < 0.05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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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기본 인구학적 분포 

Table 2.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Subjects (N=159) 

 
Female, n (%)   130 (81.8)  

 
Age (year) 54.84 (11.55) 

   
Cancer type (%) 

 

 
Breast cancer    83 (52.2)  

 
Lung cancer    14 ( 8.8)  

 
Pancreatic and biliary tract    13 ( 8.2)  

 
Hematology    12 ( 7.5)  

 
Gastro-esophageal     9 ( 5.7)  

 
Gynecologic     8 ( 5.0)  

 
Urinary tract     6 ( 3.8)  

 
Colorectal     3 ( 1.9)  

 
Liver     2 ( 1.3)  

 
Others     9 ( 5.7)  

   
Cancer stages (%) 

 

 
Stage Ⅰ    45 (28.3)  

 
Stage Ⅱ    41 (25.8)  

 
Stage Ⅲ    17 (10.7)  

 
Stage Ⅳ    30 (18.9)  

 
Not yet confirmed    26 (16.4)  

   
Current Cancer treatment 

 

 
Radiotherapy (%)    13 ( 8.2)  

 
Chemotherapy (%)    45 (28.3)  

 
Hormone therapy (%)    48 (30.2)  

 
Immune therapy (%)     9 ( 5.7)  

 
Operation within 3 months (%)    40 (25.2)  

   
Psychiatric diagnosis (%) 

 

 
Insomnia    91 (57.2)  

 
Depression    36 (22.6)  

 
Anxiety disorder/somatic symptom disorder     8 ( 5.0)  

 
Mixed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     4 ( 2.5)  

 
Acute stress reaction/adjustment disorder    12 ( 7.5)  

 
No diagnosis     5 ( 3.1)  

 
Others     3 ( 1.9)  

   
Rating scale scores [mean, (SD)] 

 

 
Insomnia Severity Index 16.29 (6.70)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11.31 (6.89)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42.27 (11.82) 

 
Fear of Progression 34.40 (12.54)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11.64 (5.19) 

 
WHO-5 Questionnaire  29.11 (22.17) 

 
Pain (Numeric Rating Scale)  2.86 (2.48) 

  Fatigue (Numeric Rating Scale)  5.90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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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구학적 분포를 살펴보면[Table 2], 전체 159명의 대상자 중 130명(81.8%)이 여성이

었으며,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4.9세(표준편차 11.6)로 확인되었다. 대상자들의 암 진단명은 

유방암(52.2%), 폐암(8.8%), 췌장 및 담도암(8.2%) 순서로 많았으며, 대상자 중 30명(18.9%)가 전이

암(4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25.2%가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었으며, 방사선 치료는 8.2%, 항암치료는 28.3%, 호르몬치료는 30.2%, 면역치료는 5.7%의 환자

가 초진 시점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신과적 진단은 불면(57.2%), 우울(22.6%), 

급성스트레스반응/적응장애(7.5%) 순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s of each variables 

Variables Age PHQ-9 ISI STAI FoP C-DBS 

Age 1.000  
     

PHQ-9 -0.172* 1.000  
    

ISI -0.030  0.405** 1.000  
   

STAI -0.161* 0.590** 0.171* 1.000  
  

FoP -0.402** 0.565** 0.194* 0.571** 1.000  
 

C-DBS -0.140  0.290** 0.330** 0.195* 0.277** 1.000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ISI: Insomnia Severity Index,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P: Fear of 

Progression, C-DBS: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 p < 0.05,  ** p < 0.01 

 

암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 클리닉 초진 내원 시점에 시행한 설문 결과들 사이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면[Table 3], 우선 환자의 연령과 암 진행에 관한 두려움(Fear of Progression, FoP)사이에 역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p<0.01) 젊은 연령대일수록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울증상(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의 경우 불면(Insomnia Severity Index, 

ISI), 불안(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Fear of Progression, FoP),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C-DBS) 모두와 전반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p<0.01). 그 외에도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는 불면, 우울, 불안 및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과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p<0.01)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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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leep parameters and rating scale scores 

 Variables Sleep onset latency 
Time in bed during 24 

hours 

Time in bed  

during daytime 

Age -0.116  -0.121  -0.134  

PHQ-9 0.099  0.311** 0.307** 

STAI -0.009  0.221** 0.207* 

ISI 0.153  0.059  0.107  

FoP 0.035  0.189* 0.191* 

C-DBS -0.031  0.043  0.068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ISI: Insomnia Severity Index,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P: Fear of 

Progression, C-DBS: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 p < 0.05,  ** p < 0.01 

 

수면 지표들과 설문 결과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earman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Table 4]. 결과를 살펴보면, 수면 잠복기(SL)는 연령을 포함한 설문지 결과 모두와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루 중 누워있는 총 침상 시간(TIB/d)이 환자의 우울

(PHQ-9), 불안(STAI)과 연관이 있으며(p<0.01),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낮 동안에 누워있는 시간인 

주간 총 침상 시간(TIB/daytime)은 환자의 우울(PHQ-9)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1). 

이는 기존에 널리 알려진 대로 우울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신체 활동의 감소 및 정신운동 

지체임을[57, 58] 생각해볼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불면증 유무에 따른 각 설문결과 및 수면 지표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비교분석

을 위하여 ISI 점수가 7점 이하인 군과 8점 이상인 군으로 나누어서[47, 59] t-test 및 검정 카이제

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울증상이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우울증이 있는 

환자군(PHQ-9 > 9)과 없는 환자군(PHQ-9 ≤ 9)을 나누어서[45] 각각 분석을 진행하였다[Table 5-1, 5-2]. 

분석 결과 불면증의 유무에 따른 설문결과 및 수면지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불

면증이 없는 정상군의 환자수가 10명 이하로 적었기 때문에 하위 그룹 분석을 시행하기에는 연구 

대상자수가 너무 적어서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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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Depression 없는 군(PHQ-9 ≤ 9)에서 ISI 범주에 따른 설문결과 및 수면시간 비교 

Variables 
ISI ≤ 7 (N=10) ISI > 7 (N=60) 

p-value 
Mean ± SD Mean ± SD 

Age 52.5 ± 14.4 56.2 ± 12.2 0.392  

PHQ-9 3.5 ± 2.2 5.3 ± 2.5 0.039*  

STAI 30.4 ± 14.6 36.8 ± 10.0 0.086  

FoP 28.6 ± 12.4 26.6 ± 10.5 0.585  

ISI 3.9 ± 2.2 15.7 ± 4.7 0.000*  

C-DBS 7.6 ± 6.3 11.0 ± 4.9 0.060  

  ISI ≤ 7 (N=4) ISI > 7 (N=54)   

  Mean ± SD Mean ± SD   

Bed time 11.0 ± 1.6 10.7 ± 1.0 0.566  

Sleep onset time 11.1 ± 1.5 11.9 ± 1.4 0.290  

Wake up time 6.6 ± 1.1 6.6 ± 1.3 0.970  

Sleep onset latency 0.1 ± 0.3 1.2 ± 1.3 0.088  

Time in bed 7.6 ± 1.4 8.0 ± 1.4 0.643  

Time in bed during 24 hours 8.9 ± 1.4 9.4 ± 2.7 0.727  

Time in bed during daytime 1.3 ± 1.4 1.4 ± 2.1 0.896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ISI: Insomnia Severity Index,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P: Fear of 

Progression, C-DBS: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 t-test, p < 0.05  
 

 

 

 

 

Table 5-2. Depression 있는 군(PHQ-9 > 9)에서 ISI 범주에 따른 설문결과 및 수면시간 비교 

Variables 
ISI ≤ 7 (N=4) ISI > 7 (N=85) 

p-value 
Mean ± SD Mean ± SD 

Age 63.3 ± 9.7 53.8 ± 10.7 0.086  

PHQ-9 19.0 ± 5.4 16.1 ± 4.9 0.255  

STAI 52.5 ± 12.1 47.1 ± 9.9 0.292  

FoP 39.5 ± 13.9 40.0 ± 11.3 0.938  

ISI 3.0 ± 1.8 18.8 ± 5.9 0.000*  

C-DBS 9.5 ± 7.7 12.7 ± 4.9 0.214  

  ISI ≤ 7 (N=3) ISI > 7 (N=78)   

  Mean ± SD Mean ± SD   

Bed time 10.2 ± 1.9 10.7 ± 1.1 0.413  

Sleep onset time 10.5 ± 1.8 12.0 ± 1.9 0.203  

Wake up time 7.2 ± 1.0 7.0 ± 1.5 0.814  

Sleep onset latency 0.3 ± 0.3 1.3 ± 1.1 0.134  

Time in bed 9.0 ± 1.0 8.2 ± 1.6 0.419  

Time in bed during 24 hours 12.0 ± 3.0 11.6 ± 4.2 0.861  

Time in bed during daytime 3.0 ± 3.6 3.3 ± 3.6 0.879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ISI: Insomnia Severity Index,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P: Fear of 

Progression, C-DBS: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 t-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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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설문 결과와 임상 지표 및 수면관련 지표들이 삶의 질 및 피로증상에 따

른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 삶의 질이 낮은 군(WHO-5 Questionnaire 점수 

하위 25%)과 높은 군(WHO-5 Questionnaire 점수 상위 75%), 암성 피로 증상이 높은 군(Fatigue NRS 

점수 상위 25%)과 낮은 군(Fatigue NRS 점수 하위 75%)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6-1, 6-2, 7-1, 7-2].  

Table 6-1. 삶의 질이 낮은 군(WHO-5 Questionnaire 점수 하위 25%)과 높은 군(WHO-5 Questionnaire 

점수 상위 75%) 간의 설문결과 및 수면지표 비교 

Variables 
High QoL (N=114) Low QoL (N=45) 

p 
N (%) N (%) 

Cancer stage 
   

 
Stage Ⅰ 35 (30.7)  10 (22.2)  0.027*  

 
Stage Ⅱ 32 (28.1)  9 (20.0)  

 

 
Stage Ⅲ 14 (12.3)  3 (6.7)  

 

 
Stage Ⅳ 21 (18.4)  9 (20.0)  

 

 
Not yet confirmed 12 (10.5)  14 (31.1)  

 

     
Cancer stage 

   

 
Stage Ⅳ 21 (18.4)  9 (20.0)  0.819  

 
Others 93 (81.6)  36 (80.0)  

 

     
History of cancer treatment 

   

 
Radiotherapy 11 (9.6)  2 (4.4)  0.231  

 
Chemotherapy 29 (25.4)  16 (35.6)  0.202  

 
Hormone therapy 39 (34.2)  9 (20.0)  0.079  

 
Immune therapy 6 (5.3)  3 (6.7)  0.494  

 
Operation within 3 months 28 (24.6)  12 (26.7)  0.783  

     
History of hormone therapy 

   

 
Breast cancer with radiotherapy 37 (32.5)  8 (17.8)  0.124  

 
Breast cancer without radiotherapy 29 (25.4)  11 (24.4)  

 

 
Others 48 (42.1)  26 (57.8)  

 

     
Cancer related fatigue 

   

 
High 28 (24.6)  20 (44.4)  0.014*  

 
Low 86 (75.4)  25 (55.6)  

 

     
Time in bed during daytime 

   

 
≤ 30 minutes  45 (45.5)  10 (25.0)  0.026*  

 
> 30 minutes 54 (54.5)  30 (75.0)  

 
     

 
≤ 60 minutes 57 (57.6)  16 (40.0)  0.060  

 
> 60 minutes 42 (42.4)  24 (60.0)  

 
     

 
≤ 120 minutes 69 (69.7)  20 (50.0)  0.028*  

 
> 120 minutes 30 (30.3)  20 (50.0)  

 
* Chi-squared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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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삶의 질이 낮은 군(WHO-5 Questionnaire 점수 하위 25%)과 높은 군(WHO-5 Questionnaire 

점수 상위 75%) 간의 설문결과 및 수면지표 비교 

Variables 
High QoL (N=114) Low QoL (N=45) 

p 
Mean ± SD Mean ± SD 

 
Age 55.0 ± 11.9 54.4 ± 10.8 0.786  

     
Rating scale scores 

   

 
ISI 16.4 ± 6.4 16.0 ± 7.4 0.773  

 
PHQ-9  9.3 ± 6.0 16.5 ± 6.2 <0.001* 

 
STAI 38.5 ± 10.4 52.0 ± 9.6 <0.001* 

 
FoP 32.0 ± 11.6 40.6 ± 12.9 <0.001* 

 
WHO-5 Questionnaire 38.2 ± 19.6  6.1 ± 4.9 <0.001* 

 
C-DBS 11.3 ± 4.9 12.6 ± 5.9 0.141  

 
Pain (Numeric Rating Scale)  2.8 ± 2.5  3.0 ± 2.6 0.548  

 
Fatigue (Numeric Rating Scale)  5.6 ± 2.4  6.6 ± 2.7 0.040*  

     
Sleep parameters 

   

 
Bed time 10.6 ± 1.0 10.9 ± 1.2 0.296  

 
Sleep onset time 11.8 ± 1.7 12.0 ± 1.6 0.481  

 
Wake up time  6.8 ± 1.3  7.0 ± 1.6 0.289  

 
Sleep onset latency  1.3 ± 1.2  1.2 ± 1.2 0.731  

 
Time in bed  8.1 ± 1.6  8.2 ± 1.4 0.814  

 
Time in bed during 24 hours 10.2 ± 3.5 12.0 ± 4.1 0.019*  

 
Time in bed during daytime  2.1 ± 2.8  3.6 ± 3.8 0.021*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ISI: Insomnia Severity Index,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P: Fear of 

Progression, C-DBS: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 t-test, p < 0.05 

 

삶의 질이 낮은 군(하위 25%)과 높은 군(상위 75) 간의 비교에서[Table 6-1, 6-2] 전이 암

(Stage 4) 판정을 받은 환자의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항암, 방사선, 호르몬, 면

역, 3개월 이내 수술 기왕력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삶의 질에 따른 우울(PHQ-9), 불안

(STAI), 암 진행에 대한 걱정(FoP)의 설문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01), 삶의 질

이 낮은 군에서 상대적으로 주간 총 침상 시간(TIB/daytime) 및 24시간 동안 총 침상 시간(TIB/d)

이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시행한 상관관계 분석

에서 삶의 질(WHO-5 Questionnaire)과 24시간 동안 총 침상시간(TIB/d)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p=0.006)으로 확인된 결과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암성 피

로가 높은 군(Fatigue NRS 점수 상위 25%)과 낮은 군(Fatigue NRS 점수 하위 75%)에서도 같은 방

법으로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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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Fatigue 가 높은 군(Fatigue NRS 점수 상위 25%)과 낮은 군(Fatigue NRS 점수 하위 75%) 

간의 설문결과 및 수면지표 비교 

Variables 
Low fatigue (N=111) High fatigue (N=48) 

p 
N (%) N (%) 

Cancer stage 
   

 
Stage Ⅰ 27 (24.3)  18 (37.5)  0.161  

 
Stage Ⅱ 33 (29.7)  8 (16.7)  

 

 
Stage Ⅲ 11 (9.9)  6 (12.5)  

 

 
Stage Ⅳ 19 (17.1)  11 (22.9)  

 

 
Not yet confirmed 21 (18.9)  5 (10.4)  

 

     
Cancer stage 

   

 
Stage Ⅳ 19 (17.1)  11 (22.9)  0.391  

 
Others 92 (82.9)  37 (77.1)  

 

     
History of cancer treatment 

   

 
Radiotherapy 9 (8.1)  4 (8.3)  0.592  

 
Chemotherapy 34 (30.6)  11 (22.9)  0.322  

 
Hormone therapy 33 (29.7)  15 (31.2)  0.848  

 
Immune therapy 7 (6.3)  2 (4.2)  0.454  

 
Operation within 3 months 27 (24.3)  13 (27.1)  0.713  

     
History of hormone therapy 

   

 
Breast cancer with radiotherapy 30 (27.0)  15 (31.2)  0.145  

 
Breast cancer without radiotherapy 24 (21.6)  16 (33.3)  

 

 
Others 57 (51.4)  17 (35.4)  

 

     
WHO-5 Questionnaire 

   

 
High 86  (77.5)  28 (58.3)  0.014*  

 
Low 25 (22.5)  20 (41.7)  

 

     
Time in bed during daytime 

   

 
≤ 30 minutes 40 (42.1)  15 (34.1)  0.369  

 
> 30 minutes 55 (57.9)  29 (65.9)  

 
     

 
≤ 60 minutes 51 (53.7)  22 (50.0)  0.686  

 
> 60 minutes 44 (46.3)  22 (50.0)  

 
     

 
≤ 120 minutes 63 (66.3)  26 (59.1)  0.409  

 
> 120 minutes 32 (33.7)  18 (40.9)  

 

* Chi-squared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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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 . Fatigue 가 높은 군(Fatigue NRS 점수 상위 25%)과 낮은 군(Fatigue NRS 점수 하위 75%) 

간의 설문결과 및 수면지표 비교 

Variables 
Low fatigue (N=111) High fatigue (N=48) 

p 
Mean ± SD Mean ± SD 

 
Age 56.0 ± 11.9 52.2 ± 10.2 0.055  

     
Rating scale scores 

   

 
ISI 15.3 ± 7.0 18.6 ± 5.5 0.004*  

 
PHQ-9 9.7 ± 6.6 15.1 ± 6.0 <0.001* 

 
STAI 40.8 ± 11.7 45.8 ± 11.6 0.013*  

 
FoP 32.2 ± 12.2 38.8 ± 13.2 0.003*  

 
WHO-5 Questionnaire 33.4 ± 23.3 19.3 ± 15.6 <0.001* 

 
C-DBS 11.0 ± 5.1 13.3 ± 5.0 0.009*  

 
Pain (Numeric Rating Scale) 2.5 ± 2.3 3.8 ± 2.7 0.002*  

 
Fatigue (Numeric Rating Scale) 4.7 ± 2.0 8.8 ± 0.8 <0.001* 

     
Sleep parameters 

   

 
Bed time 10.6 ± 1.2 10.9 ± 0.9 0.256  

 
Sleep onset time 11.7 ± 1.8 12.3 ± 1.4 0.034  

 
Wake up time 6.7 ± 1.4 7.1 ± 1.4 0.149  

 
Sleep onset latency 1.1 ± 1.2 1.5 ± 1.2 0.117  

 
Time in bed 8.1 ± 1.5 8.2 ± 1.5 0.599  

 
Time in bed during 24 hours 10.3 ± 3.6 11.3 ± 4.1 0.151  

 
Time in bed during daytime 2.2 ± 3.0 3.1 ± 3.4 0.168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ISI: Insomnia Severity Index,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P: Fear of 

Progression, C-DBS: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 t-test, p < 0.05 

 
암성 피로가 높은 군(상위 25%)과 낮은 군(하위 75%) 간의 비교[Table 7-1, 7-2]에서도 역

시 암의 병기나 암 치료 상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예상과 달리 암성 피로의 정도와 주간 

총 침상시간(TIB/daytime) 및 24시간 동안 총 침상 시간(TIB/d)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 이는 마찬가지로 논문에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시행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에서도 피로 증상과 24시간 동안 총 침상시간(TIB/d)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

(p=0.346)과 일맥 상통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설문 결과에서는 기존에 삶의 질에 따른 비교에

서 차이를 나타내었던 우울(PHQ-9), 불안(STAI),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FoP) 이외에도 불면(ISI), 

잠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C-DBS), 통증(Pain NRS)이 추가적으로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주간 총 침상시간(TIB/daytime)에 따라 설문지 결과 및 임상 지표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

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간 총 침상시간 30분, 60분, 120분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나눈 두 군 사

이에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 문헌에서 주간 총 침상시간에 대한 임상적 의미를 갖는 명시

된 절단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권고하는 낮잠 시간 및 암 환자군의 특수성, 

각 군의 연구대상자수를 고려하여 30분, 60분, 120분의 기준을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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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1. Time in bed during daytime 30 분을 기준으로 나눈 두 군 간의 설문결과 및 수면지표 비교 

Variables 

TIB during daytime ≤ 30min 

(N = 55) 

TIB during daytime > 30min 

(N = 84) p 

N (%) N (%) 

Cancer stage 
   

 
Stage Ⅰ 20 (36.4) 23 (27.4)  0.252  

 
Stage Ⅱ 16 (29.1) 19 (22.6)  

 

 
Stage Ⅲ 2 (3.6)  11 (13.1)  

 

 
Stage Ⅳ 11 (20.0)  17 (20.2)  

 

 
Not yet confirmed 6 (10.9)  14 (16.7)  

 

     
Cancer stage 

   

 
Stage Ⅳ 11 (20.0)  17 (20.2)  0.973  

 
Others 44 (80.0)  67 (79.8)  

 

     
History of cancer treatment 

   

 
Radiotherapy 1 (1.8)  10 (11.9)  0.027*  

 
Chemotherapy 12 (21.8)  27 (32.1)  0.185  

 
Hormone therapy 20 (36.4)  20 (23.8)  0.110  

 
Immune therapy 2 (3.6)  6 (7.1)  0.318  

 
Operation within 3 months 12 (21.8)  22 (26.2)  0.558  

     
History of hormone therapy 

   

 
Breast cancer with radiotherapy 19 (34.5)  19 (22.6)  0.298  

 
Breast cancer without radiotherapy 12 (21.8)  23 (27.4)  

 

 
Others 24 (43.6)  42 (50.0)  

 

     
WHO-5 Questionnaire 

   

 
High 45 (81.8)  54 (64.3)  0.026*  

 
Low 10 (18.2)  30 (35.7)  

 

     
Cancer related fatigue 

   

 
High 15 (27.3)  29 (34.5)  0.369  

 
Low 40 (72.7)  55 (65.5)  

 

     

 
Mean ± SD Mean ± SD   

Rating scale scores 
   

 
ISI 16.84 ± 7.64 17.40 ± 5.31 0.632  

 
PHQ-9 9.73 ± 6.27 12.96 ± 7.10 0.007†  

 
STAI 41.40 ± 10.91 44.24 ± 12.36 0.168  

 
FoP 33.31 ± 11.20 35.94 ± 13.23 0.236  

 
WHO-5 Questionnaire 31.56 ± 20.75 24.57 ± 21.09 0.056  

 
C-DBS 11.22 ± 5.14 12.29 ± 4.93 0.222  

 
Pain (Numeric Rating Scale) 2.67 ± 2.38 3.01 ± 2.55 0.433  

 
Fatigue (Numeric Rating Scale) 5.85 ± 2.66 6.23 ± 2.38 0.391  

     
Sleep parameters 

   

 
Bed time 10.66 ± 0.91 10.72 ± 1.20 0.765  

 
Sleep onset time 11.58 ± 1.90 12.05 ± 1.53 0.111  

 
Wake up time 6.66 ± 1.22 6.95 ± 1.51 0.235  

 
Sleep onset latency 1.08 ± 0.94 1.33 ± 1.30 0.218  

 
Time in bed 7.99 ± 1.16 8.23 ± 1.71 0.374  

 
Time in bed during 24 hours 8.16 ± 1.12 12.26 ± 3.99 <0.001†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ISI: Insomnia Severity Index,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P: Fear of 

Progression, C-DBS: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 Chi-squared test, p < 0.05  † t-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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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2. Time in bed during daytime 60 분을 기준으로 나눈 두 군 간의 설문결과 및 수면지표 비교 

     

Variables 

TIB during daytime ≤ 60min 

(N = 73) 

TIB during daytime > 60min 

(N = 66) p 

N (%) N (%) 

Cancer stage 
   

 
Stage Ⅰ 26 (35.6)  17 (25.7)  0.245  

 
Stage Ⅱ 21 (28.8)  14 (21.2)  

 

 
Stage Ⅲ 4 (5.5)  9 (13.6)  

 

 
Stage Ⅳ 12 (16.4)  16 (24.2)  

 

 
Not yet confirmed 10 (13.7)  10 (15.2)  

 

     
Cancer stage 

   

 
Stage Ⅳ 12 (16.4)  16 (24.2)  0.252  

 
Others 61 (83.6)  50 (75.8)  

 

     
History of cancer treatment 

   

 
Radiotherapy 6 (8.2)  5 (7.6)  0.888  

 
Chemotherapy 15 (20.5)  24 (36.4)  0.038*  

 
Hormone therapy 27 (37.0)  13 (19.7)  0.025*  

 
Immune therapy 4 (5.5)  4 (6.1)  0.583  

 
Operation within 3 months 18 (24.7)  16 (24.2)  0.955  

     
History of hormone therapy 

   

 
Breast cancer with radiotherapy 26 (35.6)  12 (18.2)  0.055  

 
Breast cancer without radiotherapy 18 (24.7)  17 (25.8)  

 

 
Others 29 (39.7)  37 (56.1)  

 

     
WHO-5 Questionnaire 

   

 
High 57 (78.1)  42 (63.6)  0.060  

 
Low 16 (21.9)  24 (36.4)  

 

     
Cancer related fatigue 

   

 
High 22 (30.1)  22 (33.3)  0.686  

 
Low 51 (69.9)  44 (66.7)  

 

     

 
Mean ± SD Mean ± SD   

Rating scale scores 
   

 
ISI 16.95 ± 6.86 17.44 ± 5.70 0.647  

 
PHQ-9 9.99 ± 6.11 13.56 ± 7.36 0.002†  

 
STAI 41.71 ± 10.65 44.67 ± 12.95 0.143  

 
FoP 33.25 ± 12.22 36.73 ± 13.20 0.109  

 
WHO-5 Questionnaire 29.70 ± 20.79 24.73 ± 21.41 0.167  

 
C-DBS 11.29 ± 5.01 12.50 ± 5.00 0.156  

 
Pain (Numeric Rating Scale) 2.64 ± 2.33 3.14 ± 2.64 0.244  

 
Fatigue (Numeric Rating Scale) 5.90 ± 2.66 6.27 ± 2.28 0.385  

     
Sleep parameters 

   

 
Bed time 10.78 ± 1.02 10.61 ± 1.16 0.367  

 
Sleep onset time 11.71 ± 1.76 12.03 ± 1.63 0.266  

 
Wake up time 6.87 ± 1.42 6.79 ± 1.41 0.729  

 
Sleep onset latency 1.05 ± 0.91 1.42 ± 1.39 0.071  

 
Time in bed 8.09 ± 1.29 8.18 ± 1.73 0.743  

 
Time in bed during 24 hours 8.46 ± 1.37 13.05 ± 4.09 <0.001†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ISI: Insomnia Severity Index,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P: Fear of 

Progression, C-DBS: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 Chi-squared test, p < 0.05  † t-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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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3. Time in bed during daytime 120 분을 기준으로 나눈 두 군 간의 설문결과 및 수면지표 비교 
     

Variables 

TIB during daytime ≤120min 

(N = 89) 

TIB during daytime >120min 

(N = 50) p 

N (%) N (%) 

Cancer stage 
   

 
Stage Ⅰ 29 (32.6)  14 (28.0)  0.562  

 
Stage Ⅱ 25 (28.1)  10 (20.0)  

 

 
Stage Ⅲ 7 (7.9)  6 (12.0)  

 

 
Stage Ⅳ 15 (16.9)  13 (26.0)  

 

 
Not yet confirmed 13 (14.6)  7 (14.0)  

 

     
Cancer stage 

   

 
Stage Ⅳ 15 (16.9)  13 (26.0)  0.197  

 
Others 74 (83.1)  37 (74.0)  

 

     
History of cancer treatment 

   

 
Radiotherapy 9 (10.1)  2 (4.0)  0.171  

 
Chemotherapy 23 (25.8)  16 (32.0)  0.438  

 
Hormone therapy 33 (37.1)  7 (14.0)  0.004*  

 
Immune therapy 6 (6.7)  2 (4.0)  0.400  

 
Operation within 3 months 21 (23.6)  13 (26.0)  0.752  

     
History of hormone therapy 

   

 
Breast cancer with radiotherapy 31 (34.8)  7 (14.0)  0.030*  

 
Breast cancer without radiotherapy 20 (22.5)  15 (30.0)  

 

 
Others 38 (42.7)  28 (56.0)  

 

     
WHO-5 Questionnaire 

   

 
High 68 (77.5)  30 (60.0)  0.028*  

 
Low 20 (22.5)  20 (40.0)  

 

     
Cancer related fatigue 

   

 
High 26 (29.2)  18 (36.0)  0.409  

 
Low 63 (70.8)  32 (64.0)  

 

     

 
Mean ± SD Mean ± SD   

Rating scale scores 
   

 
ISI 17.19 ± 6.69 17.16 ± 5.66 0.978  

 
PHQ-9 10.16 ± 6.26 14.40 ± 7.33 <0.001† 

 
STAI 41.46 ± 11.18 46.06 ± 12.53 0.028†  

 
FoP 32.99 ± 12.63 38.30 ± 12.42 0.018†  

 
WHO-5 Questionnaire 30.07 ± 21.21 22.48 ± 20.38 0.042†  

 
C-DBS 11.69 ± 5.15 12.18 ± 4.82 0.579  

 
Pain (Numeric Rating Scale) 2.56 ± 2.32 3.44 ± 2.69 0.045†  

 
Fatigue (Numeric Rating Scale) 5.92 ± 2.61 6.36 ± 2.26 0.320  

     
Sleep parameters 

   

 
Bed time 10.69 ± 1.03 10.71 ± 1.20 0.954  

 
Sleep onset time 11.64 ± 1.69 12.26 ± 1.68 0.038†  

 
Wake up time 6.64 ± 1.44 7.17 ± 1.30 0.033†  

 
Sleep onset latency 1.05 ± 0.92 1.55 ± 1.47 0.030†  

 
Time in bed 7.95 ± 1.37 8.46 ± 1.69 0.052  

 
Time in bed during 24 hours 8.57 ± 1.42 14.32 ± 3.81 <0.001†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ISI: Insomnia Severity Index,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P: Fear of 

Progression, C-DBS: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 Chi-squared test, p < 0.05  † t-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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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비교분석[Table 8-1, 8-2, 8-3]에서 공통적으로, 낮 동안 누워있는 시간이 긴 군에서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낮은 사람의 비율이 높았으며, 우울을 평가하는 PHQ-9의 점수가 높게 확인

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주간 총 침상시간(TIB/daytime)을 120분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낮 동안 

2시간 이상 누워있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에서 비교했을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울(PHQ-9), 삶의 질(WHO-5 Questionnaire), 주간 총 침상시간(TIB/daytime)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었으며, 이들 인자가 서로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

아보기 위하여 이후에 경로분석(Pathway analysis)를 시행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파악한 상관관계 및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암성 피로와 삶의 질을 각

각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나이와 성별, 암 치료 상황, 전이암 판정 여부, 설문 결과 및 수면 지표

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나이와 성별, 그리고 암종과 정신과

적 진단을 보정한 교차비 값을 분석하였다[Table 9-1, 9-2]. 

Table 9-1. Fatigue NRS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Unadjusted   Age, sex adjusted   Multivariable adjusted 

OR (95% CI) p   OR (95% CI) p   OR (95% CI) p 

 
Age 0.97  (0.94~1.00) 0.057  

        

 
Sex 1.45  (0.57~3.66) 0.434  

        

             
History of cancer treatment 

           

 
Radiotherapy 1.03  (0.30~3.52) 0.962  

 
1.22  (0.35~4.29) 0.753  

 
1.04  (0.28~3.88) 0.948  

 
Chemotherapy 0.67  (0.31~1.48) 0.323  

 
0.72  (0.32~1.63) 0.433  

 
0.87  (0.35~2.13) 0.756  

 
Hormone therapy 1.07  (0.52~2.24) 0.848  

 
0.86  (0.04~1.87) 0.709  

 
0.64  (0.26~1.62) 0.348  

 
Immune therapy 0.65  (0.13~3.23) 0.595  

 
0.57  (0.11~2.89) 0.494  

 
0.46  (0.08~2.53) 0.374  

 
Operation within 3 months 1.16  (0.53~2.50) 0.713  

 
1.10  (0.50~2.40) 0.817  

 
0.91  (0.39~2.09) 0.820  

             
Cancer stage Ⅳ 1.44  (0.62~3.32) 0.392  

 
1.47  (0.60~3.61) 0.399  

 
2.17  (0.74~6.33) 0.156  

             
Breast cancer hormone 

therapy 
           

  
1.33  (0.55~3.23) 0.150  

 
1.43  (0.58~3.51) 0.333  

 
1.42  (0.55~3.66) 0.349  

  
0.60  (0.26~1.36) 

  
0.71  (0.27~1.84) 

  
0.18  (0.01~5.22) 

 

             
Rating scale scores 

           

 
ISI 1.08  (1.02~1.15) 0.006  

 
1.09  (1.03~1.16) 0.004  

 
1.10  (1.03~1.17) 0.007  

 
PHQ_9 1.13  (1.07~1.19) <.0001 

 
1.13  (1.06~1.19) <.0001 

 
1.18  (1.10~1.28) <.0001 

 
STAI 1.04  (1.01~1.07) 0.015  

 
1.03  (1.00~1.07) 0.030  

 
1.04  (1.00~1.08) 0.039  

 
C-DBS 1.10  (1.02~1.18) 0.010  

 
1.09  (1.02~1.17) 0.017  

 
1.08  (1.01~1.17) 0.034  

 
FoP 1.05  (1.02~1.08) 0.001  

 
1.05  (1.01~1.08) 0.005  

 
1.05  (1.01~1.08) 0.011  

 
Pain (Numeric Rating 

Scale) 
1.24  (1.08~1.43) 0.002  

 
1.24  (1.08~1.43) 0.003  

 
1.23  (1.06~1.43) 0.007  

             
Sleep parameters 

           

 
Time in bed during 24 hrs 1.09  (0.97~1.21) 0.144  

 
1.08  (0.96~1.21) 0.190  

 
1.13  (0.99~1.30) 0.065  

 
TIB daytime> 30 minutes 1.43  (0.67~3.06) 0.355  

 
1.39  (0.64~3.01) 0.405  

 
1.45  (0.64~3.28) 0.377  

 
TIB daytime> 60 minutes 1.17  (0.57~2.40) 0.676  

 
1.16  (0.55~2.41) 0.699  

 
1.26  (0.56~2.81) 0.576  

  TIB daytime> 120 minutes 1.37  (0.65~2.88) 0.403    1.27  (0.60~2.70) 0.532    1.57  (0.67~3.69) 0.299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ISI: Insomnia Severity Index,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P: Fear of 

Progression, C-DBS: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TIB daytime: Time in bed during da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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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2. WHO-5 Questionnaire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Unadjusted   Age, sex adjusted   Multivariable adjusted 

OR (95% CI) p   OR (95% CI) p   OR (95% CI) p 

 
Age 1.00  (0.97~1.03) 0.784  

        

 
Sex 1.04  (0.42~2.57) 0.925  

        

             
History of cancer treatment 

           

 
Radiotherapy 0.44 (0.09~2.05) 0.293  

 
0.44  (0.09~2.09) 0.301  

 
0.45  (0.09~2.31) 0.340  

 
Chemotherapy 1.62 (0.77~3.40) 0.204  

 
1.68  (0.78~3.61) 0.182  

 
1.44  (0.61~3.39) 0.408  

 
Hormone therapy 0.48 (0.21~1.10) 0.083  

 
0.43  (0.18~1.02) 0.057  

 
0.70  (0.25~1.94) 0.490  

 
Immune therapy 1.29 (0.31~5.38) 0.731  

 
1.27  (0.30~5.33) 0.747  

 
1.56  (0.35~7.06) 0.561  

 
Operation within 3 months 1.12 (0.51~2.45) 0.783  

 
1.11  (0.50~2.45) 0.796  

 
1.21  (0.50~2.93) 0.673  

             
Cancer stage Ⅳ 1.11 (0.46~2.64) 0.819  

 
1.11  (0.44~2.78) 0.820  

 
0.70  (0.23~2.11) 0.530  

             
Breast cancer hormone therapy 

           

  
1.75 (0.62~4.93) 0.132  

 
1.86  (0.66~5.26) 0.050   1.64  (0.55~4.89) 0.672  

  
2.51 (1.02~6.17) 

  
3.50  (1.27~9.60) 

 
 . . . 

             
Rating scale scores 

           

 
ISI 0.99 (0.94~1.05) 0.772  

 
0.99  (0.94~1.05) 0.777  

 
0.99  (0.93~1.05) 0.715  

 
PHQ_9 1.19 (1.12~1.27) <.0001 

 
1.19  (1.12~1.28) <.0001 

 
1.22  (1.13~1.32) <.0001 

 
STAI 1.15 (1.10~1.21) <.0001 

 
1.17  (1.11~1.24) <.0001 

 
1.19  (1.11~1.26) <.0001 

 
C-DBS 1.05 (0.98~1.13) 0.142  

 
1.05  (0.98~1.13) 0.148  

 
1.06  (0.98~1.14) 0.122  

 
FoP 1.06 (1.03~1.09) 0.000  

 
1.07  (1.03~1.11) 0.000  

 
1.07  (1.03~1.11) 0.000  

 
Pain (Numeric Rating Scale) 1.04 (0.91~1.20) 0.545  

 
1.04  (0.91~1.20) 0.557  

 
1.03  (0.89~1.20) 0.693  

             
Sleep parameters 

           

 
Time in bed during 24 hrs 1.17 (1.05~1.32) 0.006  

 
1.17  (1.04~1.31) 0.008  

 
1.15  (1.01~1.31) 0.037  

 
TIB daytime> 30 minutes 3.06 (1.27~7.33) 0.012  

 
3.03  (1.26~7.28) 0.014  

 
2.84  (1.08~7.42) 0.034  

 
TIB daytime> 60 minutes 2.29 (1.06~4.94) 0.036  

 
2.26  (1.04~4.90) 0.039  

 
1.79  (0.76~4.22) 0.181  

  TIB daytime> 120 minutes 2.52 (1.17~5.43) 0.018    2.45  (1.13~5.32) 0.023    1.80  (0.75~4.34) 0.190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ISI: Insomnia Severity Index,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P: Fear  

of Progression, C-DBS: Cancer-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TIB: Time in bed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앞서 시행한 [Table 6, 7]의 분석 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이암 판정 여부나 암 치료상황은 암성 피로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삶의 질(WHO-5 Questionnaire)에 대하여는 우울(PHQ-9)과 불안(STAI),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FoP)가 영향을 미치나 암성 피로(Fatigue NRS)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 세가지 지표

를 포함한 모든 설문 결과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함께, 논문에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시행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삶의 질

(WHO-5 Questionnaire)과 암성 피로(Fatigue NRS) 사이에 유의미한 역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35, p 

< 0.001)를 보였던 점을 고려할 때, 통증(Pain)과 불면(ISI), 잠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C-DBS)가 삶

의 질(WHO-5 Questionnaire)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암성 피로(Fatigue NRS)가 중재 역할

(mediation effect)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잠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

(C-DBS)와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FoP), 불면(ISI)에 대한 기존의 경로분석 연구[33]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최종 모델가설[Figure 1]을 설정하여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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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athway analysis hypothesis model 

 

 

 

[Figure 2] Pathway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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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분석 시행 결과[Figure 2],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FoP)이 

잠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C-DBS)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불면(ISI)를 악화시킨다는 기존 연구 결

과[33]는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의 모델 가설에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암성 

피로(Fatigue NRS)가 삶의 질(WHO-5 Questionnaire)에 미치는 위험요인으로서의 통계적 유의성은 확

인되지 않았으며(p-value 0.537), 오히려 암 환자의 우울 증상(PHQ-9)이 불면(ISI), 암성 피로(Fatigue 

NRS), 삶의 질(WHO-5 Questionnaire), 주간 총 침상시간(TIB/daytime)에 전반적으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통증(Pain NRS)은 다른 여러 가지 설문 지표들과 상관관계는 보

이고 있었으나 암성 피로(Fatigue NRS)나 삶의 질(WHO-5 Questionnaire), 불면(ISI) 등에 대한 직접

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환자

들이 통증을 주 호소로 클리닉을 찾아오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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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1. 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중 암성 피로(CRF)의 역할 

피로 증상(Fatigue NRS)이 높은 군과 낮은 군을 비교했을 때, 우울(PHQ-9), 불안(STAI), 불

면(ISI),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C-DBS),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FoP), 통증(Pain NRS)의 모든 

설문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6-2]. 반면에 삶의 질이 높은 군과 낮

은 군에서는 우울(PHQ-9), 불안(STAI),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FoP) 세가지 항목만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표 5-2]. 이 결과는 피로 증상과 삶의 질 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시행한 로지

스틱 회귀분석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다[표 8-1,2]. 더불어, 논문에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

지만, 본 연구에서 암성 피로와 삶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Spearrman’s correlation 

analysis) 유의미한 상관관계(상관계수 -0.35, p<0.001)를 나타내었다.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할 때, 

통증이나 불면,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암성 피로가 간

접적인 중재 효과(mediation effect)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모델 가설을 생각해볼 수 있었고, 이

를 확인하기 위한 경로분석(Pathway analysis)을 시행해보았다.  

경로분석 결과[그림 2] 불면(ISI)과 우울 증상(PHQ-9)이 피로 증상에 위험인자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암 진행에 대한 두려움(FoP)과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가 불면에 미치는 

영향 또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확인 되었다[33]. 다만, 피로 증상 자체는 암 환자의 삶

의 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만 보였을 뿐 피로 증상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위험 인자로 작용하지

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오히려 암 환자의 우울 증상이 전반적으로 불면, 피로 증상, 삶의 

질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통증의 경우 불안이나 우울, 암 진행에 대한 걱정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는 있었으나, 경로분석 상에서 암성 피로나 삶의 질 등 기타 요

인들에 위험인자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군의 주 호소 증상이 통증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으며, 실제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 중에서 삶의 질이 높

은 군과 낮은 군 간에 통증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p-value 0.548) 확인 되

었다[표 5-2]. 

암성 피로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서 작용하지 못했던 본 연구

의 분석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36-38], 해석에 주의해야 

할 점 들이 있다. 우선 본 연구에 사용한 Fatigue Numeric Rating Scale 평가도구가 임상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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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손쉽게 환자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암성 피로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이기 보다는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피로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점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암환자 피로 증상에 대한 특이적이고 구체적인 평가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암 환자의 피로 증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임상 지표 혹은 평가 도구의 개발이 

향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2. 암성 피로와 주간 총 침상시간 사이의 관계 및 암환자 삶의 질에 미치는 우울 증상의 영향.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암 환자의 피로 증상을 조금 더 객

관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TIB/daytime을 암성 피로를 대신하여 변수로 선택하고 경로분석

을 추가로 시행하여 보았다. 추가로 시행한 경로분석 결과 거의 동일한 결과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TIB/daytime 역시 삶의 질에 직접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실제로 암성 피로가 삶의 질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혹은 TIB/daytime이 

환자의 피로 증상을 대변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작용할 수 없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처럼 피로 증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수면지표들인 TIB/d 및 TIB/daytime

은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 피로 증상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암 환자

의 삶의 질과 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실제로 TIB/daytime이 환자의 여러 임

상 지표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IB/daytime을 각각 30분, 60분, 120분 기준

으로 나누어 두 군 사이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1, 7-2, 7-3]. 결과는 역시 낮 시간 동안 

더 많이 누워있는 군에서 삶의 질이 더 낮게 측정되고 우울 증상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표 8-1,2]에서는 TIB/daytime 및 TIB/d가 삶의 질을 낮추는

데 위험인자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나이 및 성별 등을 보정했을 때의 교차비(Odds ratio)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경로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TIB/daytime이 삶의 

질을 낮추는데 위험인자로 작용하지는 못하였으며, 오히려 암 환자의 우울 증상이 TIB/daytime 증

가에 위험인자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그림 2]. 이는 우울 증상이 주간 활동량 감소에 영향을 미

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맥 상통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60-62]. 

이처럼 본 연구에서 시행한 분석 결과 피로 증상 및 TIB/daytime이 모두 암 환자의 삶의 

질 저하에 직접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하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실제로 암 환자

의 피로 증상이 삶의 질 저하에는 직접적인 위험 인자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

겠으나, 피로 증상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Fatigue Numeric Rating Scale이 암성 피로를 특이적으로 측

정하지 못할 가능성, 그리고 단일 문항 설문으로 환자의 피로 증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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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제한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또 한가지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TIB/daytime이 암 환자의 피로 증상을 객관적으로 반영하

는 적절한 지표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다. 비슷한 예로, 기면증에 대한 기존에 진행된 연구

에 의하면 주간 졸림 증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중수면잠복기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가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제한점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63]. 따라서, 향후 연구에 있어

서 암 환자의 피로 증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 도구의 개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으로 생각된다.  

한편 경로분석 결과 암 환자의 우울 증상이 환자의 삶의 질이나 불면, 피로 증상, 주간 

활동량 감소 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그림 2]. 논문에 그림으로 제시하

지는 않았지만, 우울 증상이 PHQ-9 설문지의 절단 점 이상(PHQ-9 > 9)인 군과 이하(PHQ-9 ≤ 9)인 

군에서 각각 경로분석을 시행해 보았다. 분석 결과 우울증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피로증상이 유의

미하게 살아남아서 불면 및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와 상호작용함을 확인하였으나, 우울증이 

있는 환자군에서는 피로증상의 영향이 사라지고 우울증상으로 인한 주간 활동량 감소가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울증이 있을 경우 피로 증상을 압도하여 다른 인자들간의 

상호작용을 가리는(masking)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울 증상이 

암 환자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기존의 경로분석 결과와 일맥 상통하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우울증은 암 환자에서 흔히 동반되는 질환으로, 연구

에 따라서 5.6% 에서 많게는 24%까지 보고되고 있다[64-67]. 우울 증상은 암 환자의 신체적인 증

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능상의 저하 및 암 치료 순응도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

다[68]. 우울 증상이 암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 바가 있으며[69, 70], 이는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암 치료의 전반에서 암 환자의 우울 증상에 대한 평가 및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이 환자

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다. 다만 현재까지 암 환

자의 우울 증상의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암 환자에서의 항우울제 

사용 등에 대한 임상 연구 및 치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71].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인 암 환자 집단 내에서의 분석만을 진행하였고 정상 

대조군과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의무기록 검토를 통한 후향적 단면조사 연구이기 

때문에 인자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의 총 대상자의 수

는 159명이며 수면 지표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분석에 포함할 수 있었던 대상자 수

는 139명으로, 여러 가지 하위 집단 분석을 진행하기에는 연구 대상자 수가 다소 부족할 수 있다

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기본 인구학적 분포를 보면, 여성의 비율이 81.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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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받은 암의 종류도 유방암이 약 5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시행한 

분석 결과를 전체 인구에 일반화함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피로 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Fatigue Numeric Rating Scale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임상 환경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환자가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자의 주

관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 있으며, 피로 증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거나 암환자 특이적

인 피로 증상에 대한 정보를 반영함에 있어서는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 암성 피로를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의 개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 

조사나 환자의 24시간 동안 및 주간 침상 시간에 대한 정보 외에도 활동기록기(Actigraphy)나 수

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와 같은 보다 더 객관적인 평가 도구의 사용이 환자의 수면 상태나 

주간 활동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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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암성 피로는 암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부작용 중에 하나이

며, 환자의 우울, 불안, 불면, 역기능적인 사고 등이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분석 결과 암성 피로가 암 환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위험 인자로서 작용하

지는 않았으나, 피로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의 제한점을 고려할 때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암성 피로(CRF)에 특이적인 평가 도구 개발이 중요하겠다. 한편 암 

환자의 삶의 질에 있어서 환자의 우울 증상이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암 환자의 전반적인 정신사회적 증상들(우울, 불안, 불면,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 등)에 대한 평가 및 개입을 병행하는 것이 암 환자의 피로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별히 암 환자의 우울 증상에 대한 더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암 환자

의 삶의 질 개선 및 암 치료의 보다 나은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나아가 

암 환자의 암 환자의 피로 증상을 보다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향후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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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ncer-related fatigue(CRF) is one of the most distressing symptoms that occurs during cancer 

treatment, and it has significant impact on patient’s quality of life. This study was to find the factors that are 

related to cancer-related fatigue, and how they play a role in cancer patient’s quality of life. 

The medical records of 159 patients who visited the Sleep Clinic for Cancer Patients of Asan Medical 

Center between December 2018 and January 2020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information abou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ncer diagnosis, cancer stage, cancer treatment, psychiatric diagnosis was 

collected. The result of questionnaires about patient’s depression, anxiety, insomnia, fear of disease progression,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pain, quality of life was also reviewed. We also obtained data about patient’s 

sleep structure, and went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using the data mentioned above. 

The mean age of the participants was 54.8 years with the standard deviation 11.6, and 82% were 

female. The PHQ-9, STAI, ISI, FoP, C-DBS, Pain NRS scores were all associated with Fatigue NRS scor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However, Only the PHQ-9, STAI, and FoP scores showed meaningful association with 

the Quality of life (WHO-5 Questionnaire) score. The same results were repeated i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adjustment of confounding variables (i.e., age, sex, cancer type, psychiatric diagnosis). The time in 

bed during 24 hours did not show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fatigue NRS score. This could be caused by the 

limitation of the fatigue NRS - that it is a one-item questionnaire which can only obtain subjective information 

about fatigue symptom - or the possibility that the time in bed during 24 hours does not work as an objective 

indicator of fatigue symptom. Therefore, the need for developing objective measurement and consensus on how 

to assess for cancer-related fatigue has important meaning for future studies. 

We performed pathway analysis to find out how cancer-related fatigue affects the cancer patients’ 

quality of life with association of many psychosocial factors such as depression, anxiety, insomnia,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fear of disease progression. The result showed same result about how 

depression, anxiety, insomnia,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and fear of disease progression affects the 

fatigue symptoms compared to other recent studies. However, both fatigue NRS scores and the time in bed 

during 24 hours does not work as a risk factor of decreased quality of life. We also found that the depression of 

cancer patients works as a risk factor for insomnia, fatigue, quality of life in cancer patients. This could remind 

the importance of assessment and intervention of depressive symptoms throughout the cancer treatment in terms 

of the patients’ quality of life. 

 

Key Words: Cancer-related fatigue, Depression,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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