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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reviewed articles related to breast cancer, cognitive function and chemotherapy available in 4 databases. Methods: The researcher reviewed 32 pieces of literature that were published between January 2001 and November 2011. Results: Within
the last decade, several studies have investigated whether adjuvant treatment of breast cancer affects cognitive function. A number of
prospective studies have reported inconsistent results regarding whether chemotherapy affects cognitive function. Approximately half
of the studies reported subtle cognitive decline in a wide range of domains among some breast cancer patients following chemotherapy, and others did not. Conclusion: Breast cancer patients receiving adjuvant chemotherapy showed the most deterioration and the
most persistent decline in cognitive function. Since cognitive impairment is subtle, if evident at all, discrepant findings are due to hormonal, physiological, psychological or temporal confounding variables and differences in study design. Especially, that chemotherapy
may impair memory, executive function, attention and visuospatial function in women with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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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존자를 만성질환처럼 암 치료의 장기적 영향을 이해하고 관리해
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 연구의 필요성

유방암의 일반적 치료는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항암요법 및 호르

유방암은 우리나라에서 전체 암 발생의 7.1%로 6위이며, 2002년

몬요법 등이 있으며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암의 특성에 따라 병행

1)

이후 여성의 암 중에서 갑상샘암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치료를 받게 된다. 유방암은 다른 고형암에 비해 비교적 항암요법에

세계적으로 유방암의 증가가 두드러져 여성의 중요한 건강문제가

반응이 좋은 편으로 생존기간이 긴 편이지만 종양의 특성상 호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75.6%로 전체 암 중에 2

몬 수용체의 양성반응이나 HER2 과발현 여부에 따라 항암요법 후

위로 다른 암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며, 조기 유방암의 5년 생존

보조적 호르몬요법을 병행하여 장기간 치료받게 된다. 지난 10년 동

율은 97%로 매우 높아져 유방암 발생률과 더불어 유방암 생존자도

안 암 생존자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 주요 논제 중의 하나는 인지기

1)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방암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유방암

능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의 영향에 대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2)

주요어: 유방암, 인지기능, 약물요법

유방암 생존자의 약 83%가 다양한 인지기능의 변화를 호소하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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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지기능의 변화를 더 많이 호소한다.4) 이러한 유방암 생존자의
급성 혹은 장기적 인지기능 변화에 대한 호소는 유방암의 치료가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는가의 의문이 제기되면서 서구에서는 1990
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최근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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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능과 항암화학요법 및 보조적 호르몬요법과의 관련성에 맞추
5)

어지고 있다.

암 환자의 인지기능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가 저조하며 체계적인 조사
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생존자는 자주 인지기능의 손상으

이상으로 국외의 경우 최근 유방암 생존자의 인지기능에 대한

로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호소하며 이러한 현상을 ‘che-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결과가 일치

mobrain’이라고 한다.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인지기능 손상의 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국내의 경우 유방암 생존자의 인지기능의

생률 범위는 16%에서 75%로 보고된다. 심지어 항암 치료 후 5년 이

변화에 대한 자가보고는 있으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

상 유방암 생존자 중 약 50%가 기억력과 집중력 등의 인지기능 손

의 인지기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급증하는 유방암

6)

7)

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유방암 생존자의 인지기능의 변

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먼저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화에 대한 보고와 그 증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유방암 생존자

있는 인지기능의 변화에 대한 관심 및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유방

의 인지기능 측면은 신체적 증상이나 두드러진 정서적 문제 등에

암 환자의 인지기능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에 대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

체계적인 문헌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든 실정이다. 유방암 생존자가 경험하는 인지기능의 변화는 대체로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인지기능과 관련된 문

미묘한 경향이 있으며 주관적 자가보고 형태이고 이러한 것들은 뇌

헌을 고찰하여 제시함으로써 항암화학요법이 유방암 환자의 인지

졸중이나 치매 등과 같은 중증 인지기능의 장애에 비하면 심각한

기능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여 유방암 생존자의 장기적

부작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인지기능의 변화는 개별적 삶의

관리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5)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연구에 의하면 장기간에 걸친 암 치료가 유방암 생존자에게 지
8,9)

속적 인지기능에 손상을 일으키며

2. 연구 목적

일부 약제는 뇌수질 통합에

본 연구는 발표된 일차문헌을 근거로 하여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신경변화는 경한 인지기능의 손상과 연관이

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인지기능에 대하여 탐색하기 위한 이차연구

있다고 하였다.10) 또한 약물 용량도 인지기능의 손상에 영향을 미친

이다.

다는 보고도 있다.11) 암 치료로 인한 인지기능의 변화는 여성의 작
업능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6) 유방암 생존자는 일상적인 작업수

연구 방법

행에 어려움을 인식하며 수행해야 할 업무의 인식 및 의사결정 능
력의 한계를 호소한다. 암 치료 후 기억력, 집중력 및 정보체계화능
력 등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업무 및 작업능력의 변화로 인해 고용
12)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생률이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인지기능
을 탐색하기 위해 관련 논문을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폐경 후 호발하는 서구에 비해 호발 연령이 낮고 40대에 가장 높다
는 사실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는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볼
13)

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인지기능의 장애 요인으로 나이, 성별, 유전, 지능, 교
육수준, 암의 종류, 암 치료, 약제, 동반질환, 기분, 우울, 스트레스 등
14)

2. 연구 대상 논문 선정
본 연구에서 선정된 논문은 2001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간호
학, 의학, 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발표된 국외논문 32편이며 선정방
법은 다음과 같다.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인지기능 손상의

국내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4u.net), 국가전

원인 및 발생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추측되는 기전으로는

자도서관(http://www.dlibrary.go.kr), 국회도서관(http://www.nanet.

항암치료로 인한 신경이나 세포 손상, 산화스트레스, DNA 손상 등

go.kr),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에서 ‘항암화학요법’, ‘유

의 직접적 신경독성 효과, 호르몬 변화, 면역계의 퇴화나 cytokines

방암’, ‘인지기능’ 혹은 ‘인지’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결과 최근 발

의 방출, 중추신경계 혈관의 혈전 형성 등이 있다. 유방암의 치료는

표된 2편의 연구가 검색되었고, 한편 키워드를 ‘유방암’, ‘인지기능’으

수술 후에도 대부분 항암화학요법 및 보조적 호르몬요법을 장기간

로 하여 검색한 결과 3편이 검색되었으나 서술적 문헌고찰 논문으

받으며 이러한 치료 후 많은 유방암 생존자가 인지기능의 변화를

로 본 연구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없었다. 국외논문은 ‘Chemo-

경험한다. 국외의 많은 연구에서 유방암 치료과정 중 인지기능의

therapy’, ‘Breast cancer’, ‘Cognitive function’ 혹은 ‘Cognitive’ 를 키워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많은 유방암 생존자

드로 하여 2001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최근 약 10년간 발표된

가 인지기능의 변화를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유방

논문 중 영문과 성인 여성으로 제한하여 4개의 검색엔진으로 검색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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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검색결과, Pubmed (http://www.ncbi.nlm.nih.gov)에서 201편,

가 인지기능의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연구에서 항암요법을 받

Ovid (http://ovidsp.tx.ovid.com/sp-3.2/ovidweb.cgi)에서 57편, Proquest

은 유방암 생존자는 건강한 여성이나9)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유방

(http://proquest.umi.com)에서 27편 및 Medline (http://www.ebsco-

암 환자보다 인지기능이 감소한다고 하였다.16) 항암요법으로 인한

host.com)에서 19편으로 총 304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논문 중에

인지기능의 변화 시기는 치료 동안이나 치료 후 급성기에 인지기능

서 유방암 치료 중 항암화학요법을 받거나 항암요법 후 보조적 호

의 감소를 보고한 연구가 많았다. 즉, 유방암 환자는 항암요법을 받

르몬요법의 병행요법을 받으며 이에 대한 인지기능의 변화 정도를

은 1주 이내부터 인지기능의 감소를 보이거나17) 항암요법을 받은 1

측정한 양적연구를 선택하였다. 또한 서술적 문헌고찰 논문과 양적

개월 후 혹은 항암요법을 완료한 후에 인지기능 감소가 있다고 보

연구이지만 중복되거나 항암요법을 제외한 유방암 치료 및 본 연구

고하였다.18) 또한 항암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는 방사선요법만 받

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

거나16) 호르몬요법만 받은 유방암 환자보다 인지기능에 부정적 결

방암의 인지기능과 관련된 문헌 32편을 선택하여 고찰하였다.

과를 보였다.17)
반면, 항암요법 후 인지기능의 변화에 대하여 유방암 환자의 자가

3. 논문 분석 방법

보고는 있으나 인지기능의 객관적 검사에서는 정상이거나 변화가

본 연구에서는 항암요법과 인지기능, 호르몬요법과 인지기능, 연

없다는 보고가 3편 있었으며, 항암요법을 받은 후 인지기능의 감소

구디자인, 인지기능 측정 등 4가지 영역으로 탐색하였다. 항암요법

가 있었으나 항암요법을 완료하거나 6개월 이상 지난 후 개선되었

과 인지기능에서는 인지기능 변화 정도, 인지기능 변화 시기, 항암

다는 연구가 5편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가 항암요법

제의 독성 및 용량에 따른 인지기능 변화 등을 탐색하였다. 호르몬

을 받은 후 경미한 인지기능의 손상이 있거나 기억력 영역에 부정적

요법과 인지기능에서는 항암요법과 병행 혹은 항암요법 후 보조요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는 보고도 있었다.16)

법으로 호르몬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에게서 호르몬요법에 따른

약제의 독성(toxicity)이 인지기능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연구

인지기능의 변화 정도를 탐색하였다. 연구디자인에서는 횡단적 혹

에 의하면 5-ﬂuorouracil, doxorubicin, cyclophosphamide 등과 같은 항

은 종단적 연구설계, 인지기능의 baseline 측정 및 대조군 설정 유무

암제를 투여받은 유방암 환자는 치료 동안과 치료 후 인지기능의 감

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인지기능 측정에서는 다양한 인지기능 영역

소를 보였고, 1년 이상 지연된 인지장애가 나타나는 대상자도 있다

에서 유방암 환자에게 측정된 인지기능 영역 및 관련이 높은 영역,

고 보고하였다.21) 또한 약제의 용량(dose)이 유방암의 인지기능과 관

주관적 혹은 객관적 인지기능 측정도구 등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련된다. 유방암 치료를 위한 항암제의 고용량 사용이 표준용량 사
용보다 신경학적 손상의 증가로 인지기능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4.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항암제의 용량과 인지기능과의 관련성을 제시한 보고가 있었다.24)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 키워드를 사용해 두
명의 연구자가 각각 일관되게 문헌을 탐색하여 보조적 항암화학요

2. 호르몬요법과 인지기능

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인지기능 혹은 인지와 관련된 논문을 검

항암요법과 병행하여 혹은 항암요법 후 보조적 호르몬요법을 투

색하여 서로 비교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받은 유방암 생존자는 인지기능의 지속적 감소를 호소하여 호르

간호학 박사로서 유방암 관련 연구자 4인에게 자문하여 본 연구의

몬요법이 인지기능의 저하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5) 유방암

목적과 부합되는지 평가한 후 유방암 환자의 인지기능과 관련된 연

치료를 위해 보조요법으로 투여받는 tamoxifen과 exemestane 간의

구를 선택하여 문헌을 고찰하였다.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tamoxifen을 투여받는 유방암 환자는 언어
적 기능의 저하를 보였고, exemestane을 투여받는 유방암 환자는

연구 결과

운동속도기능의 저하를 보였으며, 두 군 모두 언어적 유창성과 정
보처리속도 등의 인지기능이 건강한 여성보다 저하되었다. 또한 항

1. 항암요법과 인지기능

암요법과 호르몬요법을 병행한 유방암 환자는 항암요법 단독치료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생존자의 인지기능에 대한 32편의

나 체계적 치료를 받지 않은 여성보다 인지기능의 감소가 더 많았다.5)

문헌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항암요법을 받은 후 혹

반면, 호르몬요법이 유방암 생존자에게 경미한 인지기능의 감소

은 급성기에 인지기능에 변화가 있었다는 보고 13편과 항암요법을

를 일으킬 수 있으나 시간의 경과 후 개선된다는 보고도 있다.

받은 후 1년 이상 10년 후의 장기적 인지기능에 변화가 있었다는 보

Debess 등26)은 tamoxifen의 호르몬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는 인지

고가 9편으로 합하여 총 22편에서 항암요법을 받은 유방암 생존자

기능의 손상이 건강한 여성보다 3배 정도 높았으나 6개월 후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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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ive Before Tx
101 with BC
longitudinal End Tx
1 year after baseline

Prospective Before CT
74 with adjuvant CT
longitudinal After CT
18 without Tx
6 months tamoxifen 26 with tamoxifen
208 without cancer control

Hermelink
et al.
(2010)

Debess
et al.
(2010)

Visual learning, verbal learning,
concept shifting test, stroop colour
word test, letter-digit coding

Logical memory I, II, Digit symbol

30 with CT post-menopausal Motor speed, language, attention,
women
concentration, working memory,
31 control group without CT visuospatial, memory (verbal and
visual)

Prospective Before adjuvant Tx
longitudinal 6 months after Tx
Final 6-month
follow-up

Tager et al.
(2010)

10 years after
high-dose
adjuvant CT

Crosssectional

Chemotherapy may impair memory and response speed
in women with BC, consistent with those reported by
BC survivors after adjuvant medical treatment.

Outcome
Yes

Cognitive
decline

Battery of
neuropsychologic test
Psychological distress
(depression, anxiety)
EORTC QLQ-C30
Subjective cognitive
function

Neuropsychologic test
Self-reported cognitive
dysfunction

Neuropsychologic test
Self-reported cognitive
problem
Psychological distress
(depression, anxiety)

(Continued to the next page)

A breast cancer diagnosis may be associated with
Yes
cognitive impairment. While chemotherapy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cognitive function, chemotherapyrelated impairments appear to be more acute than chronic
side effects of therapy.
Neuropsychological testing showed a relatively stable
Yes
pattern of cognitive impairment in the chemo group over
tim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 high-dose adjuvant
chemotherapy is associated with long-term cognitive
impairments.
Time-by-treatment interaction was significant in the motor
Yes
domain (p = 0.007) with poorer performance in women
treated with chemotherapy. Motor slowing in women
treated with chemotherapy could be secondary to peripheral neuropathy rather than an indication of more general
declines in cognitive processing.
Neuropsychological compromise and self-perceived
cognitive dysfunction are independent phenomena in
cancer patients. Generally, cancer-associated neuropsychological compromise is not noticed by affected patients,
but negative affectivity and treatment burden induce
pessimistic self-appraisals of cognitive functioning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neuropsychological compromise.
Patient rated cognitive function as improved after 6
Improved
months.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or tamoxifen
were up to three times more likely than controls to rate
themselves as impaired at 6 months. Our results do not
support that adjuvant chemotherapy is associated with
cognitive side effects in breast cancer patients.

Memory deficits were observed in breast cancer patients
Yes
who receive either chemotherapy or tamoxifen alone
compared to age-adjusted norms.
Computerized test
For postmenopausal patients who received either adjuvant Improved
Battery of neuropsycho- letrozole or tamoxifen alone or in sequence, cognitive
logic test
function improved after cessation of treatment.

Response speed, processing speed, Web-based
memory, attention
neuropsychologic test
Depression
Anxiety
QOL
Visual memory, verbal memory,
Battery of
recall, recognition
neuropsychologic test

Objective evaluation cognitive domain Measures

100 with 5 years of adjuvant Speed of psychomotor function,
tamoxifen or letrozole alone visual attention, visual learning and
at postmenopausal BC
memory, attention and working
memory, verbal learning and memory,
71 women with BC
visuospatial skill, attention, memory, Battery of
motor function, language, executive
neuropsychologic test
function
Anxiety
Depression
Fatigue
19 CT
Memory, attention/concentration,
Neuropsychologic test
15 control group
thinking, language
MRI
EORTC QLQ-C30

20 with adjuvant CT
20 tamoxifen without CT

77 With BC
69 healthy controls

No. of subjects

de Ruiter
et al.
(2011)

Prokasheva Crosset al.
sectional
(2011)
Phillips
Prospective 5 years of trial Tx
et al.
longitudinal (Y5)
(2011)
1 year after Tx
completion (Y6).
Jansen
Prospective Baseline
et al.
longitudinal 1 week after CT
(2011)
6 months after CT

Prospective Baseline
longitudinal Before adjuvant Tx
6 months after Tx
9 months after Tx

Hedayati
et al.
(2011)

Measure points

Design

Author

Table 1. Studies of Chemotherapy-induced Cognitive Function in Women with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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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ive Baseline
longitudinal After 1 year

Crosssectional

Crosssectional

Prospective Baseline
longitudinal Post-treatment
After 3 months

Noal
et al.
(2010)

Calvio
et al.
(2010)

Reid-Arndt
(2009)

Quesnel
et al.
(2009)

Vearncombe Crosset al.
sectional
(2009)

Pre-CT
1 month post-CT

1 month post
chemotherapy

After average
3-years post Tx

Ten or more years
after CT

Crosssectional

Yamada
et al.
(2010)

Biglia
et al.
(2010)

Prospective Before CT
longitudinal During and shortly
after CT
1 year after
completion of CT
Prospective After surgery
longitudinal After CT or 6
months of ET
After 1 year

Wefel
et al.
(2010)

Measure points

Design

Author

Intelligence and general cognitive
function, attention, language,
visuospatial, memory, executive
function

Attention, learning and memory,
executive function, pocessing speed

136 women with BC

41 CT
40 RT without CT

46 with BC

Verbal and visual memory,
attention and concentration,
executive function, speed of
information processing, verbal
fluency
Verbal learning & memory
Abstract reasoning
Motor coordination

Immediate memory, delayed
memory, attention, executive
functioning, verbal

Poorer executive functioning was associated with decreased
productivity, community involvement, and social role
functioning.

Distress, fatigue, job stress were higher in the BS group who
were on average 3-years post-treatment. Patient-reported
cognitive limitations at work related to work output in BC;
memory and executive function.

Initial mild cognitive impairment were reported by RT 34%,
CT-RT 24% and were persistent at 1 year for half of them.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ention, working memory,
psychomotor speed and aspects of executive function

Although women reported losing memory and concentration,
"chemobrain" effect was not demonstrated as cognitive tests
improved after 6 months, probably because of "learning effect."

Standard dose systemic chemotherapy is associated with
decline in cognitive function during and shortly after completion
of chemotherapy. In addition, delayed cognitive dysfunction
occurred in a large proportion of patients.

Outcome

Yes

Yes

Yes

Yes

Yes

Yes

No

Yes

Cognitive
decline

(Continued to the next page)

Subtle cognitive impairments associated with breast cancer
treatment. It suggests that chemotherapy has a specific
negative effect on verbal fluency, that breast cancer treatment
in general negatively affects verbal memory, but that other
cognitive functions are well preserved.
Change index corrected A total of 16.9% of women showed significant decline postfor practice (RCIp)
chemotherapy, with affected domains including verbal learning
Hemoglobin, anxiety,
and memory, abstract reasoning, and motor coordination.
fatigue, depression,
functional well-being

Numeric matrix test
and Auditory-verbal
learning test
Menopausal symptoms
Partner relationship
Sexual functioning
Body image
Depression
Nutritional assessment
WASI, MMSE, WAIS-III,
COWAT, ROCFT, RAVLT,
WCST, BDI-II
Mood
MMSE, Digit Span Test,
Trail Making Test, Rey
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Computerized
neuropsychologic test
Self-report measure
Anxiety and depression
Fatigue, stress at work
Comprehensive test
battery
Mood
QOL
Social support
Community integration
Extensive battery of
neuropsychologic test

Battery of
neuropsychologic test
Mood
QOL

Objective evaluation cognitive domain Measures

122 with working BC
Memory, psychomotor speed,
113 non cancer control reaction time, complex attention,
group
cognitive flexibility

161 CT-RT
141 RT

39 with CT
30 healthy control

35 with BC

42 with BC

No. of subjects

Table 1. (Continued from the previous page) Studies of Chemotherapy-induced Cognitive Function in Women with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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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ive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Prospective Before Tx
101 BC
longitudinal End Tx
1 year after baseline

Prospective Baseline
longitudinal 1 week post CT
6 months post CT
Prospective Before
longitudinal 6 months post CT

Stewart
et al.
(2008)

Hermelink
et al.
(2008)

Jansen
et al.
(2008)
Hurria
et al.
(2006)
Jenkins
et al.
(2006)

Schagen
et al.
(2006)

Prospective Before CT
longitudinal 25 weeks later

Mehlsen
et al.
(2009)

Executive function, language function,
motor, processing speed, verbal
learning and memory, visual learning
and memory, visuospatial function,
working memory
Processing speed, working memory,
visuospatial ability, visual memory
function, verbal memory function,
verbal fluency, response inhibition
Executive function, language, motor,
processing speed, verbal learning and
memory, logical memory, visual
learning and memory, family pictures,
visuospatial function, working
memory, consonant trigrams
Logical memory I, II, digit symbol

Objective evaluation cognitive domain

Immediate memory, visuospatial skill,
language, attention, delayed memory,
executive function
28 postmenopausal Attention, verbal memory, visual
BC
memory, verbal, spatial, psychomotor,
and executive function
Prospective Baseline
85 CT patients
Verbal memory, visual memory,
longitudinal 18 months post-CT 43 HT patients
executive function, working memory,
49 healthy controls
processing speed, self report,
intelligence (FSIQ estomate)
Prospective Before TX
28 high-dose CT
Attention, working-verbal-visual
longitudinal 6 months after TX patients;
memory, processing speed, executive
(12-month interval) 39 standard-dose CT function, Verbal/motor function
patients;
57 no-CT patients;
60 healthy controls

30 BC

61 CT patients
51 HT patients

34 BC patients
12 cardiac patients
12 healthy controls

53 CT patients
40 HT patients

Prospective Before CT
longitudinal After 1 month after
completion of CT
1 year later

No. of subjects

Collins
et al.
(2009)

Measure points

Design

Author

Outcome

Yes

No

Yes

Yes

No

Yes

No

No

Cognitive
decline

(Continued to the next page)

Battery of neuropsychologic 50% had no change, 39% worsened and 11% improvement
test
about cognitive function before and 6 months after
chemotherapy
Comprehensive test
No group or group by time effects on any cognitive function
battery
outcome measure. Induced menopause was associated
Self-report measure
with cognitive compromise. Age, education and intelligence
predicted cognitive function across domains.
Comprehensive battery
No differences between groups at baseline were observed.
Dutch Adult Reading Test
Cognitive deficits was found in the high-dose CT group
only.

Hormonal changes did not appear to contribute to
cognitive compromise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during
the first year after diagnosis. Antiestrogen treatment with
tamoxifen or AIs did not affect cognition, and the effects of
induced menopause were more likely to be favorable.
However, the possibility that some cognitive decline occurs
in individual patients could not be excluded.
Repeatable battery of adult Significant decrease in visuospatial skill and total cognitive
neuropsychologic al status scores were found following chemotherapy.

Twelve cognitive tests

HT. CT patients demonstrated a transient decline after
completion of TX (34 vs 13% for CT and HT, respectively),
which was no longer evident at 1 year. CT patients on HT
showed lower processing speed and verbal memory at
1-year follow-up.
Battery of neuropsychologic No changes in cognitive function in BC patients after
test
standard-dose CT compared with cardiac patients and
Stress, Subjective sleep
healthy controls.
Confusion and fatigue
Battery of
These data support previous findings of a subtle negative
neuropsychologic test
influence of chemotherapy on cognitive function in a
Mood state
subgroup of breast cancer patients.

Battery of 18
neuropsychologic test
Mood (depression,
fatigue, anxiety)

Measures

Table 1. (Continued from the previous page) Studies of Chemotherapy-induced Cognitive Function in Women with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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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BC patients

No. of subjects

Longitudinal 3 and 4 years

Crosssectional

Schagen
et al.
(2002)

Schagen
et al.
(2001)

Objective evaluation cognitive domain

17 CTC patients
16 FEC patients
14 no-CT patients

31 (CMF)
22 (CTC)
23 (CMF)
27 control

100 CT
100 control

Attention
Concentration
Mental flexibility
Speed of information processing
Memory
Verbal function, memory, attention,
concentration, speed of information
processing, mental flexibility

Memory, language, attention/
concentration, spatial
self-regulation and planing,
visual motor

Verbal fluency, verbal learning, verbal
memory, visual memory, visuospatial
function, reaction time, psychomotor
speed, executive attention

Yes

Yes

Cognitive
decline

CT patients performed worse in the domains of verbal
learning, visuospatial functioning and visual memory
compared with patients treated with surgery only. Those
who received both CT and TAM showed the greatest
compromise.
There was a higher incidence of moderate or severe
cognitive impairment in the patient group. Adjuvant
chemotherapy causes cognitive dysfunction, fatigue, and
menopausal symptoms in women with breast cancer.

Yes

Yes

Adjuvant chemotherapy in women with breast cancer can
Yes
be associated with deteriorations in memory and this may
persist over time. The addition of tamoxifen may lead to
more widespread memory deficits.
Patients differed in the percentage of moderate-severe
Improved
cognitive dysfunction at baseline and at 1 year. Group
differences were no longer evident at 2 years. Additional HT
(TAM) had a minimal impact.

No differences between high-dose CT, standard-dose CT
and patients with early BC were found. Decrements in
reaction time in all patient groups were observed. Global
decrements were shown in 8, 13 and 3% of patients,
respectively.

Abnormal scores were observed on memory for 48%,
language for 61% and visuospatial functioning for 33% of
participants.

Outcome

Improvement was observed in all chemotherapy groups.
Improved
Measurement issues that diverge from usual assessment
issues encountered in psychosocial oncology will be
described, and factors that might play a role in the cause of
cognitive impairment will be evaluated.
Battery of neuropsychologic Comparison of high-dose versus standard-dose versus BC
Yes
test
patients without CT treatment was conducted. Cognitive
impairment was found in 32% of the high-dose group, 17%
of the standard-dose group and in 9% of a control group of
stage I BC patients not treated with CT.

High Sensitivity Cognitive
Screen
Fatigue
Menopausal symptoms
Quality of life
Rey Complex Figure,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Trail Making, D2 Test
Stroop Test, et al.

Battery of neuropsychologic
test
Depression, anxiety, fatigue,
concomitant medication
High Sensitivity Cognitive
Screen
Mini-Mental Status Exam
Conner’s Continuous
Performance Test
Trail-Making Test
Battery of neuropsychologic
test

High Sensitivity Cognitive
Screen
FACT scale (fatigue,
menopausal symptoms)
Comprehensive
neuropsychologic test

Measures

Tx = treatment; BC = breast cancer; CT = chemotherapy; ET = endocrine therapy; RT = radiotherapy; HT = hormone therapy; CMT = cyclophosphamide; CTC = carboplatin; FEC = flourouracil, epirubicin and cyclophosphamide.

2 years post-TX

After adujvant
chemotherapy

Crosssectional

Tchen
et al.
(2003)

5 years after surgery 36 CT patients
17 no-CT patients
19 healthy controls

Large
cohort
study

Castellon
et al.
(2004)

Fan
et al.
(2005)

Bender
et al.
(2006)

5 years after
completion of TX

Post-CT

Measure points

24 high-dose CT
Attention, memory, executive function
patients
23 standard-dose CT
patients
29 early-stage BC,
no-CT patients
Prospective Baseline
46 with BC
Attention, learning, memory,
longitudinal 6 months after CT 105 healthy control
psychomotor speed, mental flexibility,
18 months after CT
visuoconstructional ability, executive
function, intelligence
Prospective At baseline
104 CT patients;
longitudinal At 1 year
102 healthy controls
At 2 years

Crosssectional

Downie
et al.
(2006)

Scherwarth Crosset al.
sectional
(2006)

Design

Author

Table 1. (Continued from the previous page) Studies of Chemotherapy-induced Cognitive Function in Women with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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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능이 개선되었으며 건강한 여성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능 4편, 집중력 3편, 시공간기능 3편, 언어학습력 2편, 운동조정력

보고하였다. Phillips 등 은 유방암의 치료 및 항암요법 완료 후 ta-

2편 그리고 반응속도, 추리력, 정신운동속도, 작업능력, 정보처리속

moxifen 혹은 letrozole의 호르몬요법을 5년간 받은 폐경된 유방암

도 등에 감소를 보였다. 한편,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항암화학요법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료를 중단한 1년 후 인지기능이 개

받은 유방암 생존자의 감소된 인지기능이 개선 및 회복을 보인 연

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Hermelink 등 도 유방암 생존자에게 tamo-

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감소된 인지기능이 개선된 시기를 살펴보

xifen이나 aromatase inhibitors (AIs)와 같은 antiestrogen 요법으로 발

면, 치료를 완료한 6개월 후 개선된 연구가 4편, 1년 후 개선된 연구

생한 호르몬 변화가 인지기능의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일

가 4편 있었으며, 2년 이상 경과 후 개선이 나타난 연구도 2편 있었

부 개별적 인지기능의 감소는 호르몬 변화보다는 호르몬요법으로

다.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후 급성기에는 경미한 인지기능의 감소를

유도된 폐경이 좀 더 유력하다고 보고하였다.

보였으나 치료가 완료된 1년 후 개선되는 경우와 유방암 환자의 기

27)

28)

억력 영역의 손상이 항암요법을 받은 6개월 후에도 지속되다가 1년

3. 연구 디자인(Design)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인지기능에 대한 32편 문헌

후 개선되는 경우도 있어, 유방암의 인지기능에 대한 연구 설계는
장기적 비교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중 종단적 연구 및 코호트 연구가 22편이었고 횡단적 연구는 10편이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의 종류와 그 결과

었다. 횡단적 연구 설계는 어느 한 시점에서 변수를 평가하는 것으

가 매우 다양하였다. 인지기능의 측정 방법은 신경학적 검사를 통

로 본 연구의 유방암 환자의 인지기능에 대한 횡단적 연구 10편의

한 객관적 평가 방법과 자가보고 형태의 주관적 평가 방법이 있다.

연구결과에서 모두 항암화학요법이 인지기능의 변화와 관련이 있

주로 신경심리검사(neuropsychological battery)를 이용한 객관적 측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종단적 연구는 두 시점 이상 변수를 반복 측

정도구를 사용하여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측정 영역을 부분적으

정하거나 6개월 이상 5년 후까지 장기적 시간 간격으로 평가되었다.

로 병합하여 평가한 연구가 24편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HSCS,

본 연구에서 전망적 장기적 연구 설계 중 10편의 연구결과에서 항

CFQ, Dutch instrument modified 등 자가보고 형식의 주관적 측정방

암화학요법이 치료 동안이나 치료 후에 나타난 인지기능의 변화가

법으로 평가한 연구가 있었으며, 객관적 측정도구와 주관적 측정도

6개월 이상 지난 후 평가한 결과 인지기능이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

구를 함께 평가한 연구도 3편 있었다. 문헌에서 객관적 측정도구와

났다. 또한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전에 이미 인지기능의 장애가 존재

주관적 측정도구를 함께 평가한 경우, 유방암 환자의 인지기능에

하였을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25) 따라서 치료 전 인지기능

대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통한 객관적 측정 결과와 자가보고를 통

에 대한 baseline 측정과 외생변수의 통제가 요구된다. 유방암의 인

한 주관적 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즉, 신경학적 검사

지기능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치료 전 인지기능의 사정이 수

결과에는 인지기능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자가보고적 주관적 검

행되어야 하며, 32편의 문헌 중 19편의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을 시

사 결과는 인지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작하기 전 인지기능의 baseline 조사가 시행되었다. 또한 대조군 설

또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는 기억력과 집중력의 인지

정이 된 연구가 14편으로 무작위 대상자 선정으로 연구결과의 신뢰

기능에 변화를 호소하였으나 객관적 인지기능 측정에는 변화가 없

도 및 타당도를 높이는 노력이 증가하였다.

었으며 항암요법을 받은 6개월 후 개선되는 것을 보였다.15)
한편, 문헌에서 인지기능과 함께 평가된 변수로 불안, 우울, 기분

4. 인지기능의 영역 및 측정도구

등 정서상태를 측정한 연구가 11편, 피로가 8편, 삶의 질이 6편으로

유방암 환자에게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영역으로는 주로 기억력

많이 측정되었다. 인지기능은 고차원적 뇌의 기능으로 과거의 경험

(verbal memory, visual memory), 집중력(attention, concentration), 실

이나 지능뿐만 아니라 기분이나 정서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21)

행기능(executive function), 정보처리속도(information processing

따라서 유방암 생존자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을 통

speed), 언어기능(language function,), 운동기능(motor function), 시공

하여 다양한 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간기능(visuospatial function), 작업기능(working memory), 학습력
(learning) 등이다. 이 중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인지기능 변화와

논 의

관련이 높은 영역은 정보처리속도, 집중력, 기억력, 실행기능, 작업
능력 등의 영역이다.4) 본 연구에서 문헌의 연구결과 항암화학요법

과거 10년간 유방암 생존자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인지기능

을 받은 유방암 생존자에게 인지기능의 변화가 많이 나타났던 인지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또한 많은 유방암 대상자는 교육

기능의 영역으로는 기억력의 감소가 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행

의 효과로 인하여 항암화학요법과 관련된 인지기능 변화인 “che-

www.kons.or.kr

http://dx.doi.org/10.5388/aon.2012.12.1.1

김경혜 외·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의 인지기능   9



mobrain”의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21) 그러나 일부 출판된 문헌에

투여받은 유방암 환자가 표준용량을 투여받은 유방암 환자보다 인

서 항암화학요법과 인지기능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명확하게 제시

지기능의 손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24) 유방암 치료는 대게 6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20) 최근 항암화학요법과 인지기

주기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용량의 항

능손상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들이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항

암요법을 받은 유방암 생존자가 건강한 여성과 비교하여 인지기능

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의 원인 및 발생기전과 그 영향

의 변화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다.4,24) 1년 이상 장기 연구에

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의하면 항암요법의 용량에 따라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고용량

Vearncombe 등 은 항암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의 16.9%에서 인

을 투여받은 유방암 환자가 표준용량을 투여받은 유방암 환자보다

지기능 감소를 보였고, 특히 언어학습력과 기억력, 추리력 및 운동

인지기능의 손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24) 개인 간 차이는 있

조정력의 영역에 감소를 보인다고 하였고, Hurria 등19)은 항암요법

으나 대게 항암요법의 1-2주기에는 부작용이 많지 않으나 3주기 이

을 받기 전과 항암요법을 받은 6개월 후 비교한 결과 50%는 변화가

상이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비록 인지기능에 있어서

없었고 39%는 인지기능이 감소하였으며, 11%는 인지기능이 개선되

항암요법의 누적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항암요법을 받은

었다고 보고하여 항암요법이 인지기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

암 환자는 항암요법의 횟수와 인지기능손상과 연관이 있음이 보고

여주었다. 또한 항암요법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감소는 치료가 완료

된다.25) 많은 연구에서 항암요법으로 인한 신경독성과 뇌세포 손상

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도 보고되고 있어 인지기능에 대한 항암요

으로 인지기능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지만, 치료와 관

법의 장기적 영향을 시사하고 있다. Wefel 등 의 연구에서 유방

련된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설명하는 연구는 일부 동물실험을 제외

암 환자는 항암요법 전 21%, 항암요법 후 65% 그리고 항암요법을 완

하고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항암요법이 인지기능의 변화

료한 1년 후 61%에서 인지기능 감소를 보였으며, 1년 후 인지기능 감

를 초래하는 요인 및 기전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소를 보인 대상자 중 71%는 항암요법 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한다.

8)

20)

21)

29%는 1년 후에 새롭게 인지기능의 감소가 나타났다. 일부 연구는

유방암의 치료는 일차적으로 수술 후 항암요법과 병행하거나 보

항암요법을 받은 10년 후에 인지기능의 변화를 보여 항암요법이 장

조적 호르몬요법을 5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받게 된다. 호르몬요법을

기적 인지기능의 감소와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4,11) 많은 선행

받는 유방암 환자는 estrogen의 결핍으로 인지기능의 변화를 일으

연구에서 항암요법이 인지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킬 수도 있다는 것이 추측된다.5) 호르몬요법은 estrogen 결핍을 유발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의 변화가 없거나 경미

하며 이것은 다양한 갱년기 증상, 우울증, 성적활동, 신체이미지, 인

하며 6개월 이상 시간의 경과 후 개선된다는 결과도 보고되므로, 인

지기능 등에 부정적 효과로 여성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지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통한 반복 연구가 축적되어야

수 있다.15) 호르몬요법으로 인한 인지기능 손상의 발생기전은 치료

할 것으로 본다.

로 유도된 폐경이 뇌 위축을 증가시킴으로써 인지기능의 감소를 유

유방암 치료를 위해 투여되는 항암제의 종류가 인지기능의 손상

발할 수 있다. 호르몬요법으로 인한 폐경기 증상은 자연적 폐경기

과 관련이 있다. 세포증식을 억제하는 항암제는 인지기능 손상의

여성의 증상보다 더 심한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지기능

잠재적 기여 역할을 한다. 유방암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doxorubi-

에 있어서 estrogen의 영향에 대한 근거가 포괄적이며 암환자의 인

cin과 cyclophosphamide 등의 항암제는 인지기능의 선택적 영역에

기기능에 대한 호르몬 변화의 결과에 대한 연구는 드물게 연구되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Jansen 등 은 doxorubicin과 cyclophospha-

져 왔다. 따라서 유방암 생존자의 호르몬요법으로 인한 연구결과의

mide의 항암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는 항암요법을 완료한 1주와 6

축적이 요구된다. 또한 호르몬요법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거

개월 후 인지기능을 측정한 결과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유방암 치료

나 치료 후 약간의 경미한 인지기능의 감소가 있으나 치료를 완료하

를 위한 항암제는 methotrexate, paclitaxel, 5-ﬂuorouracil, doxorubicin,

거나 중단한 후에는 인지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

cyclophosphamide 등이 투여되며 이러한 약물은 신경독성의 부작

로, 앞으로의 연구는 종단적 연구로 시기별 반복측정을 고려해야

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독성(neutoxicity)은 주로 말초신

할 것이다.

22)

21)

경병리나 뇌신경병리로 규명된다. 연구에 의하면 신경생물학적

연구설계 측면에서 인지기능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횡단적 연구

실험에서 methotrexate와 같은 항암제 투여 후 인지기능손상과 해

가 많았으며 연구 결과의 대부분이 치료 후 인지기능의 변화가 있

마 세포 증식의 지속적 억제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인지손상의 신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화학요법이 인지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

23)

경생물학적 기전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치는 결과가 대체로 많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경미하
4)

약제의 용량도 장기적 인지기능 손상과 관련이 있다. 고용량을
http://dx.doi.org/10.5388/aon.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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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 대한 연구의 설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즉, 대부분 횡단

는 인지기능의 변화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있으며 시간의 경과 후

적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이 인지기능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결

개선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또한 항암화학요법이 유방암 환자

4)

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종단적 혹은 전망적 장기 연구

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와 연구결과의 일관성이 부

에서는 유방암 환자의 인지기능 손상이 항암요법을 받기 전과 후에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항암화학요법과 인지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9)

큰 차이가 없거나 수개월 후 개선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연구를 통하여 유방암 생존자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와 같은 결과는 항암화학요법과 인지기능 간의 평가는 종단적 장

탐색하고 그 발생기전을 밝히며 나아가 인지기능의 증진 및 관리를

기적 연구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위한 중재를 개발함이 필요하다. 또한 항암요법과 호르몬요법을 병

또한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도구의 선택에 있어서 주관적 혹은 객
18)

행하거나 항암요법 후 보조적 호르몬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는 그

관적 측정도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영상학 연구

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지기능의 변화를 더 일으킬 수 있음을 보고

에서 항암화학요법 후 뇌 영역에서 대뇌위축, 대뇌피질경화, 대사활

하였다. 그러나 일부 호르몬요법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감소 등 항암화학요법이 신경학적 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치료 후 경미한 인지기능의 감소가 있으나 치료를 완료한 후에는 인

4)

증거들이 보고하기도 한다. 객관적 측정도구는 연구에서 권장되

지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는 도구 형태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

인지기능에 대한 초기 연구는 횡단적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 전망

방암 생존자의 경미하고 미묘한 인지기능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적 종단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횡단적 연구 설계는 유방암 환자

도구로서 신경학적 검사의 타당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며, 경제

의 인지기능의 변화가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유일한 결과인지를

28)

적 타당성도 떨어진다. 인지기능의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의

구별하기가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유방암의 인지기능에 대

연관성의 부족은 실제로 인지기능의 감소를 느끼는 대상자와 검사

한 연구는 횡단적 연구보다는 장기적 종단적 연구 설계 및 시기별

결과에 의한 인지기능 감소 대상자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

반복측정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며, 연구에서 이 두 평가 방법의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가 일치하

유방암 생존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인지기능의 변화 영역은 기억

지 않는 경우보다 많지 않다.28) 이는 유방암 생존자의 인지기능을

력, 실행기능, 집중력, 시공간기능 등이다. 또한 인지기능을 평가함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선정에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인지기

에 있어서 측정 도구의 선택이 중요하다. 유방암 생존자의 인지기능

능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 복합적인 기능이며 특히 치료로 인한

변화는 심리적인 영향이 많이 작용하므로 객관적 평가 방법만으로

유방암 환자의 인지기능은 뇌손상이나 치매 같은 중증 인지기능장

측정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29)

애와는 달리 심리적인 영향이 많이 작용한다. 따라서 기존에 개

항암화학요법으로 변화되는 인지기능의 속성을 확인하여 타당도

발된 객관적 인지기능 측정도구를 유방암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

및 신뢰도가 높은 한국형 유방암 환자를 위한 인지기능 측정도구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유방암의 인지기능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하여 항암화학요법으로 변화되는 인지기능의 속성을 확인하여

이상으로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변화 정도는 뇌손

타당도 및 신뢰도가 높은 한국형 유방암 환자를 위한 인지기능 측

상이나 치매 등에 비하여 경미한 편이지만, 앞으로 장기 생존율이

정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높은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지기능의 변화에 대
한 많은 관심과 인지기능 증진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결 론
본 연구는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인지기능
을 탐색하기 위해 일차문헌을 근거로 하여 관련 논문을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은 ‘Chemotherapy’, ‘Breast cancer’,
‘Cognitive function’ 혹은 ‘Cognitive’를 키워드로 하여 2001년 1월부
터 2011년 11월까지 최근 약 10년간 발표된 국외논문 중 영문과 성인
여성으로 제한하여 4개의 검색엔진으로 검색하여 연구목적에 따
라 선정된 32편의 문헌이다.
연구결과, 많은 선행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이 유방암 환자의 인
지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www.kons.or.kr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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