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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가장 먼

저 겪은 나라는 일본이지만 그 속도는 한국이 앞서고 , 

있다 한국은 현재 고령화 사회 를 넘어 . (aging society)

고령사회 에 진입하였으며 곧 초고령사(aged society) , 

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것(super-aged society) . 

은 단순히 일본과 한국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며 시, 

점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가진 대

부분 국가는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

하고 있다 보건의료 측면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 

성 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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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pite the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there are limited 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cancer. 

Currently, the main goal of treatment is to remove a tumor completely. However,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mortality is highly influenced by symptoms such as depression and cachexia, not solely by can-

cer itself. Depression is caused by psychological stress, and cachexia involves extreme weight loss with 

skeletal muscle atrophy, which are widely observed in patients with cancer. Although those two appear 

complete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y have a common etiology: cytokines. The production of cytokines 

can lead to depression and cachexia, and it contributes greatly to the increase in mortality rate. A better 

understanding of depression and cachexia in patients with cancer will help establish efficient treat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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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 사회 부담으로 작용한

다 등 의료기술의 발달은 일부 질환에 있(Arai , 2015). 

어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암과 같은 , 

노화 관련 퇴행성 질환은 치료적 접근이 여전히 제한

적이며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계속 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암 환자의 증가는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 

어 가족과 사회의 문제로 확대된다 암은 생명을 위협. 

하는 질환으로 환자는 암 진단과 함께 (life-threatening)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것이 일반적이며 등(Zabora , 

이것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 역시 일으2001), 

키며 독립적 활동 및 사회적 참여의 저하를 , 가져온

다.

현재 암 치료는 대부분 암세포를 직접 사멸하거나 

줄이기 위한 치료가 대부분이며 암 발생 이후 부가적, 

으로 나타나는 임상적 증상을 위한 치료에는 상대적

으로 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 중 상당수는 암이 아닌 부가, 

적 증상으로 먼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

다 부가적 증상 중 대표적인 것은 우울증으로 암 환. , 

자의 대부분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우울감을 겪

게 되며 이는 암 환자의 사망률 을 직간접으(mortality)

로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 

가 질환의 진행과 사망 등 신체적 문제와 연결된 것이

다 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증은 건강한 일반인. 

이 겪는 우울증과 구별되며 다른 만성적 질환 환자에, 

게서 관찰되는 우울증과도 다른 특성을 보인다 암 환. 

자는 정신적 심리적 특성 외에 고유한 근 생리학적 , 

특성 또한 갖는다 많은 경우 빠른 체중 감소를 겪으. 

며 특히 골격근의 급격한 감소가 관찰된다 이것은 , . 

별도로 암카켁시아 로 불리며 카켁시(cancer cachexia) , 

아는 암으로 인한 사망의 최소 정도에서 직접적 20% 

원인으로 추정된다 등 암 종류에 따라 (Fearon , 2012). 

편차가 있지만 위암 이자암, (gastric cancer), (pancreatic 

환자의 경우 약 에서 카켁시아의 영향을 cancer) 80%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 카켁시아(Laviano , 2005). 

는 부족한 영양분의 섭취로 인한 근육 손실을 의미하

는 기아 와는 구별되어 사용되며 전통적인 (starvation) , 

영양 공급만으로는 개선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한 노화와 함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근육감소증, 

과도 구별된다 정신적 변화(sarcopenia) (Thomas, 2002). 

와 근 생리학적 변화는 일면 관련이 없어 보이나 그 , 

원인을 들여다보면 공통적 원인 요소(common etiol-

가 관찰된다 염증 시토카인ogy) . (inflammatory cyto-

수치 증가 시 우울과 카켁시아 증상이 동물과 인kine) 

간 모두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두 가지 증상이 동반하, 

는 경우가 다수이다 또한 둘 다 암 환자의 사망률을 . , 

높이는 주요 인자로 현재 규명되고 있다.

본 종설에서는 시토카인이 인체에 미치는 역할을 

바탕으로 두 중요한 임상적 증후의 연관성을 고찰하, 

고자 한다 이는 암 환자의 생존기간 생. (survival time), 

존율 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건강 (survival rate) , 

증진 외 삶의 질 개선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고

려될 수 있다.

스트레스와 시토카인. Ⅱ

암 환자의 심리적 특성과 생리적 특성의 연결은 정

신신경면역학 을 통해 탐구되(psychoneuroimmunology)

고 있다 많은 환자는 암 진단 후 치료 중 치료 . ‘ ’, ‘ ’, ‘

완료 후 추적 관찰 기간 동안 불안 또는 우울’ (anxiety) 

과 같은 심리적 고통 을 겪는다 (psychological distress)

등 또한 다른 질환의 환자보다 높은 (Zabora , 2001). , 

불확실성 과 비관주의 적 특성을 (uncertainty) (pessimism)

갖는다 등(Mishel , 1984).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전 염증 경로, - (pro-in-

를 활성화하며 인터루킨flammatory pathway) , 

종양괴사인자(Interleukin; IL)-6, (tumor necrosis factor; 

와 같은 시토카인 의 증가를 초래하TNF)- (cytokine)α 

며 이를 통해 연쇄적 생리 변화를 만들어 낸다(Zabora 

등 구체적으로는 스트레스에 의해 활성화되는 , 2001). 

주요한 신경학적 경로인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 -

과 교감신경계(hypothalamic pituitary adrenal axis)– –

를 자극한다(sympathetic nervous system) (Black, 1994; 

일반적으로 우울감이 있는 환자는 활Chrousos, 1995). 

성화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과 증가된 크로티- -

솔 수치를 보이며 이때 전 염증 시토카인의 (cortiso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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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가 자극된다 시토카인은 다시 시상하부 뇌하수. -

체 부신 축과 코르티솔의 생산을 자극한다 과 - (Irwin

신경정신장애Miller, 2007). (neuropsychiatric disorder)

에서는 비정상적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신호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암 환자에게서도 유사하, 

게 관찰된다 스트레스로 인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 - -

신 축의 지속적인 활성화는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고, 

이것은 질환의 진행 속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코르티솔 수용체 가 정상적으로 , (cortisol receptor)

작동하지 않아 코르티솔 저항 을 유(cortisol resistance)

발하며 손상된 되먹임 은 지속해서 면역 세, (feedback)

포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등 이때 면역 세(Pace , 2007). 

포의 활성화는 다시 시토카인의 증가를 유도하는 악

순환에 놓이게 된다.

사실 시토카인은 큰포식세포 와 림프구(macrophage)

에 의해 방출되는 가용성 매개물질(lymphocyte)

로 면역 체계에서 긍정적 측면과 부(soluble mediator)

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시토카인의 생성은 도. T

움세포 의 기능적 활동에 따라 크게 두 (T helper cell)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유형 도움세포. , 1 T (type 1 help-

는 세포독성 림프구 자연er cell) (cytotoxic lymphocyte), 

살해세포 큰포식세포의 활성화를 (natural killer cell), 

통해 세포 면역 반응을 중재하며 인터페론, (interferon; 

과 같은 시토카인의 생산에 참여IFN)- , TNF- , IL-2γ α

한다 초기 선천면역 반응에서 생성되. (innate immune) 

는 시토카인 중 는 주요 세포로 조절되는 면역 IL-12

유도인자 이기도 하다 그리고 유형 도움세(inducer) . 2 T

포 는 항체 에 의해 면역 반(type 2 helper cell) (antibody)

응을 강화하며 과 같은 시, IL-4, IL-5, IL-6, IL-9, IL-10

토카인의 생산에 참여한다 유형 도움세포와 유형 . 1 T

도움세포는 상호 억제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유2 T . , 

형 도움세포에 의해 방출되는 와 은 유형 2 T IL-4 IL-10

도움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며 체액성 면역 반응1 T , 

을 자극한다 과 (humoral immune responses) (Kim Maes, 

2003).

시토카인은 스트레스의 노출 지속 정도에 따라 다

른 기전 특성을 갖는다 급성 심리적 스트레스. 

는 전 염증 시토카인을 증가시키(psychological stress) -

는 것은 물론 유형 도움세포를 통해서도 시토카인, 1 T

의 증가를 유도한다 반면 만성 심리적 스트레스는 조. 

금 더 복잡한 형태로 반응한다 만성 스트레스 노출 . 

시 유형 과 유형 도움세포 사이의 균형이 깨지며 1 2 T

유형 도움세포에 의한 반응이 전반적으로 커지며2 T , 

이에 관련된 전 염증 시토카인의 증가가 발생한다 스- . 

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는 시토카인은 인돌아민2,3-

이산소화효소 의 활동을 (indoleamine 2,3 dioxygenase)

자극하고 우울증과 같은 세로토닌 결핍 장애, 

를 유발할 수 있다(serotonin depletion-related disorders) . 

또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생산된 시토카인은 심혈관 , 

질환 및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뇌의 , 

신경퇴행성 변화 에 영향을 (neurodegenerative change)

미칠 수 있다 심리적 스트레스에 반복적 노출 시 뒤. 

이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염증 반응이 더욱 민감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과 또한(Glaser Kiecolt-Glaser, 2005). , 

면역 체계에 관여하는 다양한 세포와 분자 수준에서

의 인자들은 지속적 스트레스 노출 시 정상적 기능이 

상실되거나 손상된다.

시토카인이 우울증과 . Ⅲ
카켁시아에 미치는 영향

암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심리적 문제와 근 생리학

적 문제는 서로 다른 특성으로 분리되어 생각될 수 있

다 하지만 둘은 서로 다른 특성에도 불구하고 함께 . , 

고민되어야 할지 모른다 우울증과 카켁시아의 발생. 

을 들여다보면 공통 병인 이 관찰되(common etiology)

며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림 증가한 전 염증 시( 1). -

토카인은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인자, (physical and 

의 수치를 높인다psychological stressor) (Kiecolt-Glaser

그림 시토카인의 매개 역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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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Glaser, 2002).

우울증1. 

암 환자는 다른 일반적 질환을 가진 환자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낮은 치료 효과 . 

및 생존율 높은 치료 비용 빠른 질환의 진행 등이 극, , 

심한 불안과 함께 심리적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이는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 표 실제 암 환자의 우< 1>. 

울증 유병률 은 일반인과의 비교뿐만 (prevalence rate)

아니라 암을 제외한 다른 질환과의 비교에서도 높다

등 암 환자의 우울증은 생물학적 사회(Linden , 2012). , 

심리학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먼저 생물학적 특성은 염증과 깊은 . 

관련을 보인다 많은 연구 결과 염증 반응은 우울증의 . 

병태생리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sympathetic nervous system)

와 부교감신경계 경로(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를 통해 생리적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 과 (Raison

실제 같은 암 환자 중에서도 우울증을 Miller, 2003). 

겪고 있는 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유의하

게 높은 수치의 가 관찰된다 등IL-6 (Musselman , 2001; 

등 전 염증 경로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Soygur , 2007). -

가 임상에서 고민되는 이유이다 또한 수술로 인한 . , 

조직 손상 화학 요법 방사선치료, (chemotherapy), 

와 같은 항암 치료로 사용되는 다양한 중(radiotherapy)

재들은 핵인자 카파 B(nuclear factor kap-

의 pa-light-chain-enhancer of activated B cells; NF- B)κ

전사인자 의 발현을 유발하고 또한 (transcription factor) , 

와 같은 시토카인의 생성을 IL-1, IL-6, INF- ; TNF-γ α

촉진한다 와 의 증가는 세로(Bianchi, 2007). TNF- IL-1α

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 의 재흡수 운송(noradrenaline)

자 의 발현과 활동을 증가시키며(reuptake transporter) , 

이는 하이드록시트립타민 와 노5- (5-hydroxytryptamine)

르아드레날린의 시냅스 농도 를 (synaptic concentration)

낮추고 우울 행동 을 초래할 수 있, (depressive behavior)

다 등 등 시토카인은 코르티(Zhu , 2005; Raison , 2006). 

코트로핀분비호르몬(corticotropin-releasing hormone; 

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는 우울증에서 관찰CRH) , CRH

되는 행동적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과 (Holsboer

그밖에 시토카인은 신경발생Ising, 2008). 

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뇌유래신경영(neurogenesis)

양인자 와 같은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

신경성장인자 의 수치를 낮춘다(neural growth factors) . 

와 신경성장인자의 낮은 수치는 우울증의 발병BDNF

과 깊은 연관이 있다 과 우울(Duman Monteggia, 2006). 

증을 가진 경우 전반적으로 시토카인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며 시토카인은 신경내분비 기능, (neuroendocrine 

시냅스 형성성 행동 스트function), (synaptic plasticity), 

레스 처럼 우울증과 관련된 다른 여러 (behavior stress)

인자와 넓게 상호작용하게 된다 생물학적 측면 외 사. 

회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우울증은 극단적 불확실성

에서 비롯된다 우울증은 비 병리학적 단순 슬픔부터 . 

임상적 진단을 거친 우울증까지 다양하게 분류된다. 

정상적 환경에서 인간은 자체적으로 일정 수준의 정

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지속적 우울감 또

는 절망감과 같은 질환 수준의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

을 경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조절 .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스트레스에 지속적 노출 시 

임상적으로 진단 가능한 심각한 우울증이 발생하며, 

이 경우 단순한 휴식은 큰 도움이 되지 않기에 적절한 

치료적 중재가 제공되어야 한다.

카켁시아2. 

염증은 양날의 검 과 같다 유해(double-edged sword) . 

물질 및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긍정적 역할 수행은 

물론 때로는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부정적 역할도 수, 

행한다 초기에 발생하는 염증 반응은 주로 긍정적 측. 

면을 많이 갖고 있으나 만성으로 이어지면 많은 부정, 

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만성 염증은 단순히 차 염증 . 1

발생 부위에 국한하지 않고 골격근 지방 뇌 간 등 신, , , 

체 여러 부위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 

TNF- ,α 와 같은 전 염증 시토카인은  IL-1, IL-6, IFN- -γ

병리적 근 손실로 알려진 골격근의 카켁시아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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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며 이중 는 카켁시아에 있어 가장 특징, TNF-α

적 역할을 수행한다 등 식욕부진(Mantovani , 2000). 

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 경로(anorexia) , NF- Bκ

를 통해 골격근의 위축 을 지속해서 유도한다(atrophy) . 

와 같은 시토카인의 분비는 단백질분해 경로TNF-α

와 관련된 세포 단위의 변화를 일(proteolytic pathway)

표 1. 우울증 유별률에 관한 표본 크기 명 이상 연구 100

저자와 연도 표본 크기 측정도구 유병률

등Aass , 1997 716 HADSa, EORTCb, QLQc-C33 9%

등Berard , 1998 456 HADS, BDId 14%

등Bodurka-Bevers , 2000 246 CES-De 21%

Buccheri, 1998 133 SDSf 44%

등Carroll , 1993 809 HADS 10%

등Chen , 2000 203 HADS 20%

등Chochinov , 1997 197 BDI 12%

와 Ciaramella Poli, 2001 100 SCIDg, HDRSh 49%

등Colón , 1991 100 DSM-IIIi-R 8%

등De Leeuw , 2000 197 CES-D, EORTC+ 29%

등Goldberg , 1992 320 RSCLj 32%

등Grassi , 1989 196 HDRS, IBQk 38%

와 Hopwood Stephens, 2000 987 HADS 33%

등Kathol , 1990 152 DSM-III, RDCl, HDRS, BDI 38%

등Kelsen , 1995 130 BDI, BHSm, MPACn, FLICo 38%

등Kissane , 1998 303 HADS, MILPp, EORTC-QLQ 45%

등Kugaya , 2000 107 DSM-III, SCID, HADS 16%

등Lansky , 1985 500
DSM-III, HRSDq, Zung 

self-rating depression scale
60%

등Lasry , 1987 123 CES-D 50%

등Pascoe , 2000 504 HADS 7%

등Pinder , 1993 139 HADS 25%

등Skarstein , 2000 568 HADS, EORTC, QLQ-C33 9%

등Stefanek , 1987 126 BSIr 33%

aHADS=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bEORTC=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cQLQ=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dBDI=Beck Depression Inventory, eCES-D=Center for Epidemiology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SDS=Self-rated Depression Scale, gSCID=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iagnostic, 
hHDRS=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iDMS-III=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i-

tion), jRSCL=Rotterdam Symptom Checklist, kIBQ=Illness Behavior Questionnaire, lRDC=Research Diagnostic Criteria, 
mBHS=Beck Hopelessness Scale, nMPAC=Memorial Pain Assessment Card, oFLIC=Functional Living Index of Cancer, 
pMILP=The Monash Interview for Liaison Psychiatry, qHRSD=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 rBSI=Brief 

Symptom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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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켜 보다 빠른 단백질분해 를 일으킨다 (proteolysis)

등 등 또한 와 (Bossola , 2001; Busquets , 2003). , IFN-γ

의 활동을 도와 근육 소모를 촉진한다 차IL-1 . TNF-α 

단 연구에서는 카켁시아로 인한 피로의 감(blockade) 

소가 일부 관찰되었으나 그 외 다른 효과는 제한적이

었다 등 단백질 분해 및 소실은 매우 복(Monk , 2006). 

잡한 기전과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에 특정화된 TNF-α

치료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 

외 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TNF- IL . IL-6α 

은 동물연구에서 단독적으로 카켁시아의 진행을 촉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등 수치(Baltgalvis , 2008). IL-6 

는 카켁시아 진행 정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 

히 전립샘암 환자 에서 예후가 매우 좋(prostate cancer)

지 않았다 등 는 시토카인을 포함하(Kuroda , 2007). Il-6

는 면역 체계에 의해서도 생성되지만 종양으로부터 , 

직접 생성되는 특징을 갖는다 등 암 환자(Zaki , 2004).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증가한 시토카인의 수치는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종합적으로 카켁시아

를 증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Mantovani , 2000). 

시토카인 중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발현 증가는 염

증 수치를 낮추는 과 같은 시토카인IL-4, IL-10, IL-12

의 발현은 거꾸로 감소시킨다 등 반대(Argilés , 2011). 

로 과도한 염증 반응의 억제 시 카켁시아 진행에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undholm 

등 등, 1994; Fearon , 2013).

카켁시아 발생 시 환자는 단 기간에 급격한 골격근, 

의 소실을 겪는다 일반적으로 최근 개월 동안 이. 6 5% 

상의 체중 감소가 있거나 지수가 미만이며 , BMI 20 

체중 감소는 이상일 경우 카켁시아로 의심할 수 2% 

있다 카켁시아에서의 체중 감소는 골격근의 소실에. 

만 기인하지 않는다 근육을 형성하는 단백질뿐만 아. 

니라 지방과 탄수화물에서도 비정상적 대사가 동반되

어 발생한다 더불어 기초 대사량. (basal metabolic rate)

과 전체 에너지 대사 가 증가(total energy expenditure)

한다 피로와 쇠약 으로 심각한 움직임 제한. (weakness)

이 발생하기도 한다 등 식욕부진이 동반(Cohen , 2015). 

하여 나타나기도 하지만 영양 섭취의 부족 또는 불균, 

형이 카켁시아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므로 일반적 식, 

이요법만으로는 카켁시아에서 나타나는 근 손실을 막

을 수 없다 카켁시아는 다양한 암 종류에서 관찰되지. 

만 폐암 또는 췌장암에서는 그 영향 정도가 크며 예, 

후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카켁시아로 인한 체중 소실. 

이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

은 생존율을 보인다(Tisdale, 1997).

 

사망 예측 요인으로서의 우울증과 카켁시아3. 

우울증은 심리적 요소로 신체에 대한 영향력은 한

정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를 . 

바탕으로 현재 그 영향성과 중요성은 몇몇 부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먼저 우울증과 질환 진행 정도와. 

의 연관성이다 우울증의 정도는 질환의 정도를 일정 . 

부분 반영한다는 연구가 있으며 과 (Spiegel Giese- 

심리 요소들이 초기 암 진행상태에서 질Davis, 2003), 

환의 진행과 사망률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도 있다 등 물론 암이 상당 부분 진행(Cwikel , 1997). 

된 경우에도 사망률과 연관성이 관찰되고 있지만 초, 

기 단계에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와 (Pinquart

구체적으로는 년 이하의 기간에서 Duberstein, 2010). 2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암 진행 시 생존기간이 . 

증가함에 따라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우울증은 암 . , 

종류에 따라 우울증의 연관 정도가 더 클 수 있다 예. 

를 들어 백혈병 림프종 유방암(leukemia), (lymphoma), , 

폐암 뇌종양의 경우 환자의 생존 기간에 영향을 상대, 

적으로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나. , 

이에 따른 반응이 상이하다 초기 연구에서는 젊은 환. 

자에게서 노인과의 비교에 있어 더욱 강한 연관 관계

가 보고되었지만 최근 확장된 메타 분석에서는 고령, 

의 환자에게서 더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와 (Pinquart

고령 환자의 경우 우울증에 대한 적Duberstein, 2010). 

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치료에 대한 , 

동기부여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체적으로는 체력이 낮고 쇠약하여 항우울 치. 

료에 대한 부작용을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다 우울증. 

이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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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고 있다 과 첫째 시(Spiegel Giese-Davis, 2003). , 

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의 조절장애- - (dysregulation), 

신경내분비기능 및 면역기능 장애와 같이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에 우울증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다 둘째 우울증이 있는 환자는 건강 유지를 위한 예. , 

방적 검진 및 주기적 방문 치료를 유지하지 않을 가능

성이 크다 등 이에 더해 규칙적 운동(DiMatteo , 2000). 

을 수행할 가능성은 적었지만 음주 및 흡연에 노출된 , 

확률은 높다 등 셋째 암으로 인해 발생(Wulsin , 1999). , 

하는 많은 증상과 치료 중 발생하는 부작용(side ef-

은 우울증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증상과 유사하다fect) . 

즉 우울 증상은 질환의 정도를 일부 간접적으로 나타, 

낸다 우울 증상은 진행된 암에서 더욱 흔하게 발생한. 

다 이처럼 우울증은 사망률에 높은 영(Massie, 1998).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 

료기관에서는 우울증 검사를 하지 않거나 정밀하게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등 이 때문(Dalton , 2008). 

에 임상에서 실제 우울증을 앓는 환자는 보고되고 있

는 비율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울감과 함께 근육 질량 은 시토카인(muscle mass)

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골격근은 독립적 기관으로 분. 

류되며 몸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슐. 

린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부터 대사와 염증 같은 생물

학적 과정에까지 참여한다 그러므로 근 손실은 단순. 

히 기능적 움직임의 제한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생존

기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만은 . 

건강 유지에 있어 위험 요소로 간주하지만 암 환자는 , 

과체중보다 저체중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등 유방암 환자의 연구에서 근 손(Schlesinger , 2014). 

실 시 높은 사망률 외에 화학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Shachar , 2017). 

유방암 환자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낮은 3241

근육 질량을 가진 약 환자군은 적절한 근육량을 1/3 

유지하고 있는 환자군에 비해 사망 위험성이 상대적

으로 높았다 등 유방암 외 결장암(Caan , 2018). 

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근 감소가 진(colorectal cancer)

단된 환자의 경우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등(Caan , 

많은 연구에서 낮은 근육량을 가진 환자의 경2017). 

우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생존

율이 짧을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특히 세 이상 고. , 90

령 환자에서는 근 손실이 사망률을 크게 높인다(Wang 

등 고령 환자의 경우 카켁시아는 근육감소증, 2019). 

과 구별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노화와 함께 발생하는 . 

근 손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카켁시아와는 성격이 

다르다 암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카켁시아의 경우 근. 

육을 생성하는 단백질 합성은 제한하고 근육의 소실

을 유발하는 단백질 분해는 빠르게 작동한다 이로 인. 

하여 일반적 노화보다 많은 근 손실을 유발하며 환자

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근 손실은 전산화단. 

층촬영술 을 통해 쉽게 측(Computed tomography scan)

정할 수 있지만 신체비만지수 역시 , (body mass index) 

충분한 임상적 가치를 지닌다 신체비만지수는 측정. 

이 간단하고 빠르며 높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 

에 임상에서 부담 없이 적용 및 참고할 수 있다.

치료적 중재 및 의학적 효과4. 

최근 메타분석을 보면 일정 수준의 우울증은 사망

률을 까지 증가시키며 적은 우울감조차 사망 위39% , 

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왔다 와 25% (Pinquart

심리치료 및 Duberstein, 2010). (Psychological therapy) 

정신사회지지 시 불안과 우울 통(psychosocial support) , 

증의 감소는 물론이고 대처능력의 개선을 볼 수 있다 , 

등 또한 항우울제 는 (Spiegel , 1981). (antidepressant)

과 같은 항염증 물질의 생산IL-10 (anti-inflammatory) 

을 증가시키고 비정상적 시토카인의 생산을 일정 부, 

분 정상화할 수 있다 와 심리적 치(Kenis Maes, 2002). 

료가 질환을 낫게 하는 직접적 치료의 효과는 불명확

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질환의 진행을 다소 늦, 

추는 것과 생존기간의 증가 측면에서는 그 효과를 인

정받고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우울증 치료 후 생존기. 

간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등(Richardson , 1990; Kuchler 

등 등 치료는 집중적이고 지속, 1999; McCorkle , 2000). 

적인 중재가 아닌 간단한 방문치료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 등 암 환자에게 언제까지 정(McCorkle , 2000). 

신사회적 지지와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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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 권고는 사망 전까지 지속적 .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치료 제공 시 기간과 . 

함께 치료 시기 치료 형태 등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 

다.

카켁시아의 경우 단순 영양 보충보다는 운동과 결

합 시 보다 효과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저항 운동 시 마른체중 과 . (lean body mass)

근력 은 증가하고 염증표지자(muscle strength) , 

와 피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inflammatory marker)

났다 과 근육 단백질의 소실은 단(Little Phillips, 2009). 

백질 분해와 합성 능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순결, 

과 가 분해 쪽으로 기우는 경우 발생한다 그(net result) (

림 카켁시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영양 2).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아니며 시토카인으로 인해 유, 

발되는 만성적 염증반응이 주요하므로 최근에는 염증 

시토카인을 표적화한 항염증제(anti-inflammatory 

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등 먼저 agent) (Reid , 2012).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소염제

의 경우 의 수(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IL-6

치를 일정 부분 낮추며 근육 합성에 중요한 단백질 , 

대사를 일정 부분 개선해줄 수 있다 등(McMillan , 

면역조절물질약 인 탈1995). (immunomodulatory drug)

리도미드 에 대한 시도에서는 효과적으로 (thalidomide)

를 억제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후천성 면역 결TNF- . α

핍 증후군 환자(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를 대상으로 한 치료에서는 유의한 삶의 질 향상이 보

고되었으며 등 일부 연구에서는 식욕 (Klausner , 1996), 

증진에서도 효과가 증명되었다 등 동물 (Bruera , 1999). 

실험에서는 인위적 또는 투여 시 암 환자TNF- IL-1 α 

의 카켁시아에서 관찰되는 유사한 근 손실이 발생하

였으며 등 반대로 유형 수용체(Fong , 1989), TNF- I α 

투여 시 유의한 음식 섭취 증가와 체(type I receptor) 

중 증가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등 하지(Torelli , 1999). 

만 우울증과 유사하게 염증 물질의 복잡한 반응 기전 , 

때문에 카켁시아도 항시토카인 면역글로불린 접근만, 

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등 유의한 효과(Costelli , 1993). 

를 위해서는 단일 접근이 아닌 다양한 시토카인과 함, 

께 카켁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매개체를 종합적

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와 (Argilés López-Soriano, 

앞으로 이와 관련 많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1999). .

결론. Ⅳ

과거에는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우울증은 매우 정상

적 심리 반응으로 치료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 

와 하지만 건강한 일반인이 (Newport Nemeroff, 1998). 

겪는 우울증과 암 환자와 같은 만성적 환자에게서 발

생하는 우울증은 그 특성과 영향 정도가 다르기에 명

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암 환자의 . 

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불안을 표현한다 등2/3 (Linden , 

이는 비활동성 생활양식 을 2012). (sedentary lifestyle)

만들 것이고 시토카인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증가한 시토카인은 다시 우울증과 관련된 증상의 악

화를 야기하는 악순환적 구조에 놓일 수 있다 과 (Flynn

조기에 개입하여 정확한 측정과 함께 McFarlin, 2006). 

주기적 확인이 필요하며 진단 시 적절한 치료가 병행, 

되어야 한다 우울증과 유사하게 암 환자의 체중 감소 . 

역시 식욕부진과 영양 부족으로 치부되어 적극적 치

료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 , 

역시 질환의 정도와 생존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소임이 증명되고 있다 우울증과 카켁시아는 시토카. 

인의 분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질환을 . 

일으키는 원인 물질에 대한 직접적 치료가 물론 중요

하지만 때로는 이차적인 증후가 더욱 심각한 문제를 , 

그림 단백질 분해와 합성의 균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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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킬 수 있다 치료적 효과와 생존기간을 높이기 . 

위해서는 함께 고려되고 치료되어야 할 것이다 암 환. 

자의 경우 우울증과 카켁시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가 새로운 임상적 견해와 치료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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