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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방암 환자의 가족지지,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의 관계

태영숙1·김미예2

1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고신대학교 복음병원 QI실 수간호사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Support,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elf-esteem in Korean 
Women with Breast Cancer

Tae, Young Sook1·Kim, Mi Yea2

1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Busan; 2Head Nurse, Gospel Hospital, Kosin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e study was to identify relationships between the family support,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elf esteem in Korean wom-
en with breast cancer.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214 women with breast cancer in inpatient and outpa-
tient settings at three different university hospitals and one cancer hospital in B city, Korea. The instruments included Family Support 
Scale, Perceived Health Status Scale, and Self Esteem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O-
VA, Scheffe’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y SPSS WIN 15.0 program.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amily support by age, education, and cost burde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health status by education, oc-
cupation, economic status, pain, fatigue, and cancer insuranc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elf esteem by age, occupation, 
economic status, type of religion, pain, fatigue, and cancer insurance. Self-esteem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family support and 
perceived health statu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promoting perceived health status and enhancing family support 
would increase self-esteem effectively among Korean women with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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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유방암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또한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이 1995년 78.0%에서 2005년 87.3%로 10년 동안 9.3%의 증

가를 보이고 있다.1) 특히 한국 여성들의 유방암은 서구 여성에 비해

서 10년이나 젊은 40대에 가장 호발하고 40세 이하 발생 빈도 역시 

전체 유방암 환자의 20.0%를 차지하므로2) 유방암 환자들은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사회적인 문제에 더 오랫동안 노출되어 지속적

인 적응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유방은 여성의 성의 상징이며 동시에 모성적인 역할과 문화적인 

상징으로서 여성의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신체 부위이다.3) 유방암 

환자들은 자아정체감, 일상생활, 가족과 사회생활의 변화에 적응

을 해야 하며,4) 치료과정 중 유방절제술로 인한 유방의 상실, 약물

치료 부작용과 관련된 모발상실, 임파부종, 체증증가 등의 신체상 

장애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가져와,5) 다른 

암환자들에 비해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6) 이러한 복합

적인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유방암 환자를 위한 간호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여성들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유방암이란 진단

을 받을 때 그들은 심한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겪게 된다.7) Park과 

Lee8)는 질적연구인 한국유방암 여성들의 질병체험 연구에서 유방

암 환자들의 질병 경험은 암과 관련된 경험과 가부장적 문화에 대

한 경험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여성들은 사회가 주는 암에 대한 편

견과 전통적인 우리나라 여성의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타자지향적 

자아 즉 엄마, 아내, 며느리로 인식해왔던 것으로부터 눌렸던 자아

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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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투병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유방암 여성들

의 자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 특히 한국 중년 여성들에

게는 가족은 삶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되며 가족관계 내에서 자신

의 자아정체감을 찾는 특성이 있다.7) 또한 가족의 태도나 행동은 질

환의 경과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증상의 악화나 재발에 영향을 

미친다.9) 우리나라 가족 구조의 특성상 원가족의 지지와 배우자 지

지가 중요하며, 특히 여성암 환자들은 남성 암환자에 비해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에 더 의지하여 정서적 안정을 얻는 경향이 있으며 

심리적으로 이해해주며 지지받기를 원한다.8,10) 

또한 이들의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지각한 건강상태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지각한 건강상태는 환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서 현재 환자가 지각하고 

있는 몸 상태를 의미한다.11) 이 지각한 건강상태는 만성 질환자들의 

투병 과정 동안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하다고 하였다.8) Tae12)는 암환

자 희망에 관한 연구에서 암의 객관적인 진단 시기 보다도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환자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하다고 하였

다.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이들의 자아개념도 향상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자아개념은 질환을 경험하면서 이전의 자기 인식에 대한 하

나의 도전으로서, 자신을 재정립하려는 요구, 아픈 사람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손상 후 치료가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되면서 발전될 수 있는 개념이다.13,14) 이 자아개념은 기존의 여

러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이란 용어로 상용되어왔다.13) 

자아존중감은 인격의 깊은 곳에서 사랑받고 수용된다는 느낌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로서 이것은 유방암 환자들이 치료에 대한 반

응, 심리사회적 적응,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Park과 Lee8)는 유방암을 앓고 있는 한국 여성들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몹쓸 병에 걸린 나’, ‘가슴 하나 없는 서러운 여자’ 등으로 표

현하며, 자아정체성의 위기를 겪는다고 하였다.7) 이들 여성들이 암

이란 질병으로 인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손상은 암의 진행과정, 치

료 결과, 질환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13) 이들의 자

아존중감을 회복시키는 간호중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유방암 환자들이 가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의 지지를 받고,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이들의 

자아존중감은 회복될 수 있을 것3,8)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에 대한 연구경향은 한

국 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암이

라는 질환으로 인한 여성의 자아개념 변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

였다. 또한 암환자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들은 많았으나15-17) 여

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지지와 지각한 건강상태와의 관계

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의 가족지지, 지각한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한국 여성 유방암 환자들의 자

아존중감 증진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가족지지,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제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에 따

른 가족지지,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가족지지,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과의 관

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여성들의 가족지지, 지각한 건

강상태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

이다.

2. 연구 대상자

연구대상자는 B시 소재 3개 대학 부속병원과 1개 암전문 병원에

서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암환자로서 입원 중이거나 외래(암센터 외

래 포함)를 방문하는 환자들이다. 본 연구에 필요한 예상 표본 수를 

G-power 3.1 프로그램으로 산출했을 때, 일원분산분석에서 유의수

준 α는 .05, 효과 크기는 medium (.25), 검증력 0.8로 설정하여 계산한 

결과 목표 표본 수가 200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220명을 

표집 대상으로 하였으나, 수집된 자료 중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214명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구

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만 18세 이상인 자

2) 자신의 진단명을 알고 있는 자

3) 질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

한 자

4)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시

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대학병원 임상 시험센터의 연구 승인을 

얻었으며, 설문에 응하기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

집 방법은 각 병원 간호부의 허락을 받고 외래와 병동 수간호사의 



태영숙 외·한국 유방암 환자의 가족지지,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의 관계  43

www.kons.or.krDOI: 10.5388/jkon.2011.11.1.41

협조를 얻어, 연구자와 훈련받은 보조자 1인이 해당 외래와 병동을 

직접 방문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구

조화된 질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연구 도구 

1) 가족지지 측정도구 

가족지지 측정도구는 Kang18)이 개발한 가족지지 도구를 사용하

였다. 본 도구는 긍정문항 9문항과 부정문항 1문항의 총 10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매우 그

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총점

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

도는 개발 당시 Crobach’s α = .86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bach’s 

α = .820이었다.

2) 지각한 건강상태 측정도구  

지각한 건강상태 측정도구는 Nor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개

발한 Health & Activity Survey 중에서 Health Self Rating Scale을 중년

여성에게 적용한 Park과 Lee19)의 도구로 자신이 평가하는 총 3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3점 척도로 1점에서 3점까지의 범위를 가진 것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한 건강 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Crobach’s α = .750이었다.

3) 자아 존중감 측정도구

자아 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20)가 개발한 자아 존중감 측

정도구를 Chon21)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10개 문

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을 주고, 부정적인 4문항은 역산하여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

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

bach’s α = .85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bach’s α = .800이었다.

5.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가족지지,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

균, 평균평점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

중감 정도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가족지지 정도,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정도

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선정 시 임의로 B광역시의 3개 대학병원과 

1개 암 전문병원에 입원한 유방암 환자로 한정 하였으므로 본 연구

를 일반화 하거나 확대 해석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연령은 41-50세가 38.3%로 가

장 많았고, 다음은 51-60세가  35.0%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고등학

교 이상 졸업이 65.9%였고, 결혼상태는 79.4%가 기혼이었고, 직업은 

주부가 76.6%, 다음으로 회사원이 17.8%였다. 경제상태는 ‘조금 여유

롭다’ 가 52.8%, ‘대체로 여유롭다’가 21.5%로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치료비 부담은 남편이 부담하는 경우가 44.9%, 자기

자신이 42.1%였다. 종교는 불교가 48.2%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서 투병기간은 6개월 미만이 3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24개월이 29.9%로 대부분이 24개월 이하로 

나타났다. 치료형태로는 수술과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

우가 3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술과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가 28.0%로 나타났다. 통증 정도는 53.7%가 약한 정도의 통증

을 갖고 있었고 피로 정도는 43.5%가 중간 정도의 피로를 호소하였

다. 암보험 가입은 73.8%로 대부분의 환자가 암보험에 가입하고 있

었다(Table 2).

 

2. 대상자의 가족지지,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정도

 대상자의 가족지지 정도는 평균 41.63 ± 8.47, 평균평점 4.17± 0.85 

(5점 만점)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각한 건강상태는 평균 6.29 ± 6.14, 

평균평점 2.10 ± 0.55 (3점 만점)로 보통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자아

존중감 정도는 평균 33.02 ± 7.74, 평균평점 3.61± 0.59 (4점 만점)로 높

게 나타났다(Table 1).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of  family support,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elf esteem                                                 (N=214)

Variables
Item

number
Range 

(min-max)
M±SD

Average 
M±SD

Family support 10 11-87 41.63±8.47 4.17±0.85

Perceived 
  health status

3 3-9  6.29±6.14 2.10±0.55

Self esteem 10 19-50 33.02±7.74 3.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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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제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정도

대상자의 가족지지 정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나이(F =3.203, 

p= .024), 직업(F = 8.718, p< .001), 경제상태(F =3.883, p= .001), 치료비 

부담(F = 5.048, p= .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

과 나이에서 40세 이하가 41-50세보다, 직업에서는 사무원, 가정주

부가 노동인 경우보다 가족지지가 높았다. 경제상태에서는 ‘대체로 

여유롭다’ 군이 ‘대단히 어렵다’ 군보다, 치료비부담에서는 남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보다 가족지지가 높았다. 질

환관련 특성에서는 통증 정도(F = 4.513, p= .012), 피로 정도(F =  

Table 2. Family support,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elf 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4)

Variables Categories N (%)

Family support Perceived health status Self esteem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40 belowa

41-50b

51-60c

61 mored

 23 (10.7)
 82 (38.3)
 75 (35.0)
 34 (15.9)

45.78±4.35
40.05±8.56
42.33±7.19
41.00±11.59

3.203
(.024)
a>b

6.78±1.65
6.27±1.71
6.37±1.61
5.85±1.44

1.585
(.194)

38.83±5.44
34.49±6.27
37.41±5.29
34.94±5.64

5.626
(.001)

a>b<c

Education Primary schoola

Middle schoolb 
High schoolc

College mored

 20 (9.3)
 53 (24.8)
 96 (44.9)
 45 (21.0)

39.15±9.84
41.42±9.81
41.49±8.30
43.27±6.15

1.154
(.328)

6.00±1.38
6.08±1.54
6.13±1.74
7.04±1.43

4.207
(0.006)
b, c<d

36.20±5.72
35.13±5.44
35.92±6.31
37.36±5.73

1.171
(.322)

Marriage Married
Berievement 
Divorce
Non married  

170 (79.4)
21 (9.8)
 17 (8.0)

6 (2.8)

42.07±8.60
41.43±5.89
37.47±9.36
41.50±8.55

1.535
(.206)

6.38±1.65
6.05±1.60
5.76±1.39
6.17±2.14

0.928
(.428)

36.15±5.93
36.29±4.87
34.12±6.12
37.83±8.93

0.807
(.491)

Occupation Office womena

Housewivesb

Laborc

38 (17.8)
164 (76.6)
 12 (5.6)

44.13±6.77
41.69±8.25
32.83±10.97

8.718
(.000)

a, b>c

7.50±1.31
6.07±1.59
5.58±1.56

14.702
(.000)

a>b>c

38.71±5.73
35.39±5.90
36.67±5.07

5.080
(.007)
a>b

Economic 
  status

Very poora

Some poorb

Still richc

Mostly richd

Very riche

 16 (7.5)
 34 (15.9)

113 (52.8)
 46 (21.5)
  5 (2.3)

35.50±10.35
40.03±7.66
41.76±8.80
44.33±5.77
44.20±11.30

3.883
(.005)
a<c

5.13±1.50
6.26±1.68
6.19±1.55
6.80±1.66
7.80±1.30

4.619
(0.001)
a<d, e

31.94±5.88
34.82±5.26
35.64±5.69
39.33±5.45
36.80±8.32

6.560
(.000)

a, b, c<d

Cost burden Selfa

Husbandb

Parents,etcc

Childrend

 90 (42.1)
 96 (44.9)
 10 (4.7)
 18 (8.4)

39.39±8.65
43.99±7.49
41.80±9.47
40.11±9.32

5.048
(.002)
b>a

6.13±1.70
6.56±1.58
5.80±1.75
5.94±1.47

1.746
(.159)

35.38±6.48
36.50±5.51
36.50±5.60
36.78±5.62

0.675
(.569)

Reliegion
  type

Buddhism
Christian, Catholic
None

103 (48.2)
 67 (31.3)
 44 (20.6)

42.15±9.72
42.06±7.03
39.75±7.16

1.365
(.258)

6.52±1.60
6.26±1.66
6.02±1.64

1.280
(.280)

35.62±6.23 
37.52±5.49
34.82±5.55

3.348
(.037) (-)

Disease Characteristics

Duration 
  of fight
  disease
  (month)

≤6
7-24
25-60
≥61

85 (39.7)
64 (29.9)
38 (17.8)
27 (12.6)

42.99±7.38
42.09±7.88
39.47±7.22
39.26±12.90

2.362
(.072)

6.28±1.54
6.22±1.56
6.71±1.68
5.93±2.00

1.328
(.266)

36.34±6.16
36.20±6.43
35.55±5.36
35.48±4.95

0.251
(.861)

Therapy 
  method

OP
OP+CTX
OP+CTX+RTX
OP+CTX+RTX
+Diet+etc

34 (15.9)
60 (28.0)
65 (30.4)
55 (25.7)

42.06±7.58
41.40±8.94
40.89±7.40
42.47±9.71

.386
(.763)

6.12±1.39
5.93±1.71
5.40±1.72
5.56±1.55

2.028
(.111)

36.12±6.91
37.90±6.51
38.52±5.32
37.55±6.28

1.159
(.326)

Pain Milda

Moderateb

Severec

115 (53.7)
 61 (28.5)
 38 (17.8)

42.65±7.30
41.95±10.15
38.00±8.06

4.513
(.012)
a>c

6.92±1.43
6.11±1.40
4.68±1.40

36.206
(.000)

a>b>c

37.04±6.40
35.39±5.68
34.11±4.10

4.140
(.017)
a>c

Fatigue Milda

Moderateb

Severec

68 (31.8)
93 (43.5)
53 (24.8)

43.28±7.77
41.72±8.85
39.34±8.29

3.301
(.039)
a>c

7.25±1.35
6.18±1.47
5.26±1.58

27.960
(.000)

a>b>c

38.68±6.04
35.22±5.47
34.15±5.53

11.277
( .000)
a>b, c

Cancer 
Insurance

Have
No

158 (73.8)
56 (26.2)

42.08±8.51
40.34±8.30

 1.325
(.187)

6.49±1.58
5.73±1.67

3.050
(.003)

36.56±5.95
34.63±5.70

2.109
(.036)

OP, operation; CTX, chemotherapy; RTX,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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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p= .03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통증이 

미약한 군이 심한군 보다, 피로에서도 미약한 군이 심한 군 보다 가

족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지각한 건강상태 정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교육정도(F = 4.207, 

p= .006), 직업(F =14.702, p< .001), 경제상태(F = 4.619, p=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교육 정도에서는 대학졸업자

가 중 ·고등학교졸업자 보다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았으며, 직업에서

는 사무원이 가정주부 보다, 가정주부는 노동자 보다 지각한 건강상

태가 좋았다. 경제상태에서는 ‘많이 여유롭다’, ‘대체로 여유롭다’ 군

이 ‘대단히 어렵다’ 군 보다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았다. 질환관련 특

성에서는 통증 정도(F =36.206, p< .001), 피로 정도(F =27.960, p< .001), 

암보험가입 유무(t=3.050, p= .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

후검정 결과 통증이 미약한 경우가 보통, 심한 군 보다, 피로에서도 

미약한 군이 보통 심한 군 보다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았다.

자아존중감 정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나이(F = 5.625, p= .001), 

직업(F = 5.080, p= .007), 경제상태(F = 6.560, p< .001), 종교유형(F =  

3.348, p= .037)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40세 이

하 군이 41-50세 군 보다, 41-50세는 51-60세 군 보다 자아존중감 정

도가 높았고, 직업에서는 사무원이 가정주부 보다, 경제상태에서는 

‘대체로 여유롭다’ 군이 ‘대단히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렵다’, ‘그저그

렇다’ 군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종교 유형에서는 사후검정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기독교, 천주교인 경우가 가장 자아존

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질환관련 특성에서는 통증 정도(F = 4.140, 

p=  .017), 피로 정도(F =11.277, p< .001), 암보험가입 유무(t=2.109, p=  

.03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통증에서 미약

한 군이 심한 군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피로에서도 미약한 군

이 보통, 심한 군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Table 2). 

4. 대상자의 가족지지,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정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가족지지와 지각한 건강상태(r= .417, p< .001)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지각한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과도(r = .417, 

p< .001)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으며,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의 가족지지,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

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다.

첫째, 유방암 환자의 가족지지 정도는 평균 41.63 ± 8.47, 평균평점 

4.17 (5점 만점)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 암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과 Ko22)의 

연구에서 41.16점과 비슷하였고,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 암환자

를 대상으로 한 Kim11)의 평균 48.14점보다는 낮았고, 유방생존자들

을 대상으로 실시한 Kim17)의 연구에서 평균 38.71점보다는 높게 나

타났다. 이는 한국의 가족 중심의 문화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질환에 걸린 암환자들의 가족 지지 정도는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들의 가족지지는 항암요법을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들 보다는 가족지지 점수가 낮았지만 유방 생존

자들 보다는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 대부분이 투병 기간이 24개월 이내인 자로서, 유

방생존자들  보다는 증상이 심하고, 치료 기간 중에 있으므로 가족

지지가 생존자들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방암 여성들

이 받는 가족지지의 변화성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치료시기

별 가족지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각한 건강상태는 평균 6.29 ± 6.14로 같은 도구로 일반 중년여성

의 지각한 건강상태를 측정한 Park과 Lee19)의 6.43점보다는 낮고, 

항암치료를 받는 여성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Kim11)의 연구에서 

60.34점(100점 만점)보다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는 유방암 환자

들이 생존율이 높고 조기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암에 비해 증

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33.02 ± 7.74, 평균평점 3.61± 0.59로 이는 

같은 도구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Lim7)의 평균 평점 3.70보다

는 낮았고, 유방생존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17)의 평균 35.92보다

도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방절제술을 받고 외래에서 통원치료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Jung과 Park16)의 연구에서 평균 

22.2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장루보유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Lee23)

의 26.29점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일반인

에 비해서 자아존중감이 낮지만 유방절제술이나 장루보유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비해서는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 뿐만 아니라, 치

료가 끝나고 외래 통원하는 환자들도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같

은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 보다는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변화된다는 사실을3)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 유방암 환자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간호

제공 시 치료시기를 고려한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family support,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elf esteem                                                                       (N=214)

Variables
Perceived health status

 r (p)
Self esteem

 r (p)

Family support .417 (< .001) .314 (< .001)

Perceived health status .417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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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방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는 나이, 

직업, 경제상태, 치료비 부담자, 통증 정도, 피로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가 40세 이하인 경우가 41-50세 보다 가족지지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Kim과 Ko22)의 연구에

서 나이가 65세 이상인 군이 65세 미만 보다 가족지지가 낮다고 한 

것과, Lee23)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낮아진다

고 한 결과들과 일치하는데, 특히 본 연구에서 40세 이하인 경우에

서 가족지지가 높은 것은 젊은 연령에서 암이 발생되었다는 것 때

문에 가족들로부터 더 많은 돌봄과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동시에 65세 이상의 나이가 많은 연령층의 환자들을 위한 가

족지지를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교육적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직업에서 사무원이 일반 주부나 노동자 보다 가족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경제상태와 연결되어 매우 여

유롭다고 생각하는 유방암 환자의 경우 가족지지가 더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선행 연구결과11,23,24)와 일치하는 것으로 유방암 환자가 

지각하는 가족지지는 사회경제상태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직업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우 가족지지 정도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사회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

들 대상으로 가족지지를 보강하는 사회적지지 체계를 강화시킬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치료비 부담을 자기 자신이 하는 경우에 가족지지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Tae와 Kim15)의 유방암 환자 희망 연구에

서 암의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으로서 자신이 홀로 경제적인 부담

을 담당하는 것보다 배우자의 경제적인 도움이 있을 때 더욱 희망

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한 사실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남편이나 가족

이 치료비를 부담해 주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물질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병관련 특성에서는 통증 정도, 피로 정도가 심할수록 가족지

지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증, 피로 등의 신체

적인 문제가 지각한 가족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지지 제공 시 통증이나 피로 등의 신체적 상태에 대

한 사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각한 건강상태 정도는 교육 정도, 직업, 경제상태, 통증 정도, 피

로 정도, 암보험가입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 정도, 

직업, 경제상태 등이 좋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Kim25)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교육 정

도가 높고 직업이 있으며 경제상태 등이 좋을 때 중년 여성들이 지

각한 스트레스가 적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한 사

실과 Tae와 Kim15)의 유방암 환자 희망 연구에서 교육 정도는 여성 

암환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 사실에 비추

어볼 때, 이들 요인들이 지각한 건강상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통증과 피로는 암환자의 주요 

활력징후에 포함시킬 정도로 중요한 신체적인 증상이므로15) 지각

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암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았는데, 이는 경제적인 요인과 연관되

는 것으로, 암보험 가입자는 치료비 걱정 없이 경제적인 여유를 가

지고 암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각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Kimlin 등26)이 암환자의 사회경제적인 

상태가 환자의 신체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사실과 일치

하는 것으로, 단순한 의학적인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요인도 고려한 환자의 통합적인 간호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 정도는 나이, 직업, 경제상태, 종교유형, 통증 정도, 피

로 정도, 암보험가입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가 41- 

50세 군이 40세 이하와 51-60세 군 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았는데, 이

는 장루보유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Lee23)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한 사실과는 일치하며, 후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24)의 연구에서 연령이 많은 경우 자아존중감

이 높다고 한 것과는 상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41-50세 연령 층의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감을 회복해야 하는 시기에 유방암이 발생된 

것으로 인해 더욱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 Park과 Lee8)는 한국 유방암 환자의 질병 체험에서 유방암 

환자들이 타인의 시선에 갇힌 존재로서, 즉 암환자만의 다른 질병

세계에 갇힌 채 소통할 수 없고 버림받은 자신에 대한 서글픔, 외로

움, 우울, 절망감을 느낀다고 한 사실에 근거해볼 때, 특히 이 시기의 

유방암 여성들을 중심으로 자아존중감 증진 중재전략이 더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직업에서 사무직인 경우가 가정주부 보다 자아존

중감이 높았는데, 이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 연구16,24)들

에서 직업이 있는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사실들과 일

치하는 것으로 이들이 암에 걸렸더라도 직업이 있을 때,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므로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

로 여성들이 암에 걸리더라도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높은 자

아존중감을 갖게 하고 지각한 건강상태도 더 높게 지각한다는 사

실을 알아 이를 간호중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제상태에

서 대체로 여유롭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

타났는데, 이는 장루보유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Lee23)의 연구와 유

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Kwon2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이 대부분 중년기 여성들로 이들 여성들의 경제

상태는 자아존중감을 갖는 데 더욱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종교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사후 검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를 갖는 경우 유방절제술 환자의 자

아존중감이 높다고 한 Jung과 Park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종

교를 갖는 것은 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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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Lee28)는 종교는 자아와 인간 삶을 가장 심층적으로 종합하는 

기제로서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종교적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성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종교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련 특성에서 통증, 피로가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의 가족지지,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모

두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증상으로서 유방암 환자의 정서, 사회, 신

체적 모든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호중재 시 먼저 이들 증

상을 완화시키고 사회심리적 간호중재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암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았는데, 이는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투병생

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유방암 환자의 가족지지와 지각한 건강 상태가 유의한 상

관관계(r= .417)가 있었고,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r= .314), 지각한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과도 유의한 상관관계(r= .417)가 있었다.

가족지지가 높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았는데, 이는 후두암환

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24)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

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r= .45) 것과 Kwon27)이 가족은 환

자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과 Tae와 Kim15)의 희망연구에서 한국 암환자들은 삶의 의미를 

가족과 연결하여 생각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유방암 환자들

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지지가 중

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간호 현장에서 가족을 간호제

공자로 적극 동원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가족에 대한 교육적 중

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각한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도 유의

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장루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Lee23)의 연구

에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영역의 신체적 건강(r= .50), 정신적 건

강(r= .57)과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것과 일치

하며, Hartman 등29)이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낮으며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한 사실에 근거해볼 때, 건강상태와 자아존

중감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지지와 지각한 건강상태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었는데, 이는 Lee23)의 장루보유자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 

영역 중 신체적 건강(r= .28), 정신적 건강(r= .42)과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Miller와 Janosik9)가 가족의 태

도와 행동은 질환의 경과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며, 증상이 악화되

거나 재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가

족지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방암 여성들에게 가족

지지를 제공하여 지각한 건강상태를 높게 지각하도록 하며 동시에 

여성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간호중재가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들이 유방암에 걸

려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부당함, 초라함, 억울함, 비참함 등으로 표현

하고 있는8) 한국 유방암 여성들에게는 남편을 비롯한 가족으로 부

터의 지지는 환자의 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이들이 암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성공적인 적응을 하

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의 가족지지,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

감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한국 유방암 환자들의 심리사회적 간호중

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B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3개 대학병원과 1개 암전

문 병원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외래를 방문하거나 입원하고 있

는 대상자 214명이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8월 24

일까지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자가 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자들과 훈련받은 연구 보조자 1인이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는 Kang18)이 개발한 가족지지 도구와, Health Self Rating 

Scale을 중년 여성에게 적용한 Park과 Lee19)의 지각한 건강상태 도구, 

Rosenberg20)의 자아 존중감 측정 도구를 Chon21)이 번안한 것을 사

용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SPSS PC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 평균평점, 표준편차, t-test, ANOVA와 Scheffe’s 

test 및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유방암 환자의 가족지지 정도(평균 41.63 ± 8.47)와 자아존

중감 정도(평균 33.02 ± 7.74)는 높게 나타났으며, 지각한 건강상태(평

균 6.29 ± 6.14)는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둘째, 유방암 환자의 제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는 나이(F =  

3.257, p= .041), 교육 정도(F =3.184, p= .044), 치료비 부담(F =3.176, 

p= .04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각한 건강상태 정도는 교

육 정도(F = 4.207, p= .006), 직업(F =14.702, p< .001), 경제상태(F =  

4.619, p= .001), 통증 정도(F =36.206, p< .001), 피로 정도(F =27.960, 

p< .001), 암보험 가입 유무(t=3.050, p= .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 정도는 나이(F = 5.625, p= .001), 직업(F = 5.080, 

p= .007), 경제상태(F = 6.560, p< .001), 종교유형(F =3.348, p= .037) 통

증 정도(F = 4.140, p= .017), 피로 정도(F =11.277, p< .001), 암보험 가입 

유무(t=2.109, p= .03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유방암 환자의 가족지지와 지각한 건강상태와는 양의 상

관관계(r= .417, p< .001)가 있었고, 지각한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

(r = .417, p< .001),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과도 양의 상관관계(r =  

.314, p< .001)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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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유방암 환자들의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지각한 건

강상태가 좋으며,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방암 환자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

키기 위해서는 지각한 건강상태와 가족지지를 높여 주는 중재방안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유방암 환자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가족지지 중재 프로그

램 개발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유방암 환자의 치료시기에 따른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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