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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reast cancer surgery result in changes in clothing style due to changes in the size of the breast as well

as body shape.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as a fashion therap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breast

cancer patients who have to change clothing habits after surgery. The regression results foun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are pain and the amount of breast loss for clothes style changes after breast cancer surg-

ery. Breast cancer patients suffer pain relative to the proximity to the date of surgery and regardless of the

breast cancer resection range. However, the changes in clothes style relates to the amount of pain and breast

reduction range. The t-test results on the change of the clothing styles for before and after breast cancer

surgery showed that women significantly prefer comfortable clothes with sleeves and consider a closure

style on clothes to put on and take off instead of clothes that are tight-fitting, have thin fabric or deep neck

lines. Painful breast cancer results in women who prefer closure style on clothes, front closure clothes and

garments that hide body shape. However, the larger reduction range of breast cancer patients and those with

painful breast cancer prefer garments that hide body shape and are looser size clothes with sleeves.

Key words: Breast cancer, Change of clothing style preference after breast cancer surgery, Fashion ther-

apy; 유방암, 유방암 수술 후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 변화, 치유복장

I. 서 론

최근 할리우드 톱 배우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

가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방 절제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유방 절제술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고 있다(Kim, 2013). 2014년 한국 여성의 유방

암 발생 수는 16,521명으로 15년 전인 1996년의 3,801명

에서 약 4배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여성의 암 중 2위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방암은 유방 병기별 5년 생

존율에 있어, 0기 환자인 경우 98.8%, 1기 환자는 97.2%,

2기 환자는 92.8%로, 조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암으로 다른 암에 비해 생존기간이 전체적으로

90.0% 이상의 높은 생존율을 띄고 있다(“통계로 보는 암

[Statistics for cancer]”, 2013).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의 연

– 526 –

†
Corresponding author

 E-mail: ohkdesigner@gmail.com

ⓒ 2016,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EISSN 2234-0793
PISSN 1225-11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0, No. 3 (2016) p.526~538

http://dx.doi.org/10.5850/JKSCT.2016.40.3.526

〔연구논문〕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의 의복 설계를 위한 의생활 조사-수술 전과 후의 의생활 변화에 대하여- 119

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약 34.9%로 가장 많고, 50대

가 30.1%이며, 60대는 14.6%의 순으로 차지한다(“유방

암백서 [Breast cancer white paper]”, 2013). 우리나라 유

방암의 평균 연령은 49세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나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인 중년 여성을 중심으

로 유방암이 호발하고 있는 것이다. 유방암은 유방 절제

수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으나, 대부

분의 유방 절제 수술 대상자들은 비교적 젊은 시기에 한

쪽이나 양쪽의 유방을 상실하고 이에 신체적 결함과 미

관 손상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Lim, 2006).

즉, 단순히 생물학적 신체의 한 부위를 절제한 것이 아

니라, 여성성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유방을 절제한 것이

기 때문에, 신체 이미지로서의 외모, 그리고 여성성의 정

체성도 포함되어 디스트레스를 받게 된다(Kwon & Yi,

2012). 그러므로 유방 절제 후, 여성의 성적 매력의 상실

감과 자아 존중감의 저하로 우울을 경험하며(Kim et al.,

2006),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Jo

et al., 2009; Lee, 2007). 뿐만 아니라,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는 본인 신체의 불완전성, 팔의 장애, 정상적인 유

방을 가진 여성들 앞에서의 상대적 박탈감, 타인의 시선

인식, 대인기피증 등의 사회적 시선을 강하게 인식하는

증상들로 인해 사회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

는다(Do & Lee, 2007; Rustøen & Begnum, 2000). 이처

럼, 유방 절제 수술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상(Body Ima-

ge)의 변화가 이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생활 전

반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기형화된 유

방을 보완할 수 있는 외면적인 신체상을 높이는 적극적

인 방식이 필요하다(Gallagher et al., 2010). 여성으로서

의 정체성과 자아감에 대한 위기감을 덜고, 타인에게 보

이는 외형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등, 신체상의 회복을 통

한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Chang, 2008; Kim, 2010; Kim, 2009; Park & Choi,

2008).

의복은 각 개인의 신체 개념이나 신체 이상을 포함한

신체상을 나타내는 한 부분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Ryan, 1966). 의복은 비언어적 전달 매체로서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들의 신체 이미지를 이상적인 형태로 보

완할 수 있고, 그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신체

의 비정상성이 감소됨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

복을 착용함으로써 자신감이 부여되고 일상적인 사회활

동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들은 수

술 이전에 애용하였던 의복을 수술 후에도 입고 즐기지

못하고, 발병 등을 이유로 편리성을 우선으로 한 헐렁한

잠옷 차림이나 유연성을 우선으로 하는 잘 늘어나는 운

동복 차림의 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사회복지용품이 아

닌 멋진 의복을 예전처럼 입고 싶어한다(Kim, 1999). 아

름답게 꾸밈, 나다움이라는 외면의 몸차림은 본인의 옷

차림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공동체 생활

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마음가

짐은 객관적으로 ‘멋지다’라는 단어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 대상자에게

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긍정적 신체상(Kim & Choi,

2002)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를 위한 의복 연구

는 수술로 인해 한쪽이나 양쪽의 유방을 절제한 외모 변

화의 보완으로 보호와 보정을 위한 인조 유방 및 브래지

어에 관련된 논문(Asami, 2008; Choi & Lee, 2001, 2002;

Ichikawa, 1984; Mahon & Casey, 2003)과 유방암 수술

을 받은 여성의 의복 추구에 관한 질적 연구로 제품 개발

에 있어 니즈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Rhee & Lee, 2014).

일본의 경우, 직업을 가진 유방암 여성 환자들이 유방암

의 치료를 위해 단기간의 휴가나 휴직 후, 다시 바로 복

직하는 경향으로, 이에 따라 수술 후 의생활에 대한 문

제점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Kawabata &

Yatagai, 2011). 유방암 절제 수술을 경험한 중 ·고령 여

성들에게 있어 의복의 역할은 수술 전과 동일하게 사회

생활을 영위하며 차별받지 않고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의복의 기능성이 해결되

지 않고서는 멋진 옷차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

문이다(Iwanami, 1998). 우리나라 또한 급증하고 있는

유방암 여성 대상자가 수술 후 만족스런 의생활의 선택

및 옷차림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의복 설계 개발이나 지원이 요구되고 있지만, 유방

암 환자를 위한 의복에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수술 전과 후의 변화된 의생활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의

복의 선호도와 스타일 변화의 요인을 조사하였다. 유방

암 여성 절제 수술 대상자의 유방암 절제 수술에 따른 수

술 전후의 의복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신체적으로는 형

태 적합성이나 운동 기능면에서의 유방암 절제 수술 대

상자들이 선호하는 의복 설계를 도모함은 물론, 정신적

으로 자아 존중감 및 자신감, 적극적 대인관계 및 사회관

계, 여가활동 등을 통한 재활 치료적 향상과 심리적 도

움을 통한 삶의 질을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치유복장으

로서의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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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시기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연

구대상자 보호심사 위원회(IRB No.1408/002-009)’의 승

인을 거쳤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연령층에 구

분 없이, 서울 및 서울 근교에 주거하는 유방암 절제 수

술을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서

울의 일 대학 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합창 연습 모임, 송

년 모임, 수도권 지역 모임, 유방암 환자를 위한 바자회

등에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 설문조사에 대

한 설명을 제공한 후, 동의서를 대상자들에게 받고, 자

가보고형식의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상담실 등

일부 모임에서는 연구보조자가 연구자를 대신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시기는 2014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2. 조사내용과 분석방법

자가보고식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질병에 관련

된 사항, 수술 전후의 의복 구매 및 만족도, 수술 전 후

외출복에 대한 관심 변화에 대한 문항들을 설문문항으

로 포함하였다. 질문항목은 Likert 척도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척도는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5단계

평가로 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기에 앞서 예비조사로써

7명의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 절제 수술 대상자들에게 선

행 질문조사를 행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

하였다. 설문지는, G-power program 3.1.9.를 이용하여 산

출된 142부의 배포된 설문지 중, 회수는 125부(88.0%)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18부(83.0%)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2를

통해 빈도분석, 쌍체 표본 평균 검정, 교차분석, ANOVA,

다중회귀분석에 의해 분석되었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

상자의 평균 연령은 57.33세(±6.694)로 50대(52.5%)가

가장 많았으며, 60대(38.1%), 40대(9.3%) 순이고, 이들

Table 1.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1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Current age

≤40's 11 09.3

50's 62 52.5

≥60's 45 38.1

Age at surgery

≤30's 7 05.9

40's 51 43.2

50's 52 44.1

≥60's 8 06.8

Time since surgery

(years)

Within one 14 11.9

2-5 28 23.7

6-10 47 39.8

≥11 28 23.7

Not provided 1 00.8

Stage

0 9 07.6

I 46 39.0

II 51 43.2

III 8 06.8

IV 1 00.8

Not provided 3 02.5

Amount of

surgical removal

100% 49 41.5

75% 5 04.2

50% 8 06.8

25% 55 46.6

Not provided 1 00.8

Physical condition

Very healthy 35 29.7

Better healthy 41 34.7

Normal 35 29.7

A little bad 5 04.2

Not provided 2 01.7

Pain

Not at all 41 34.7

Some 75 63.6

Highly pain 2 01.7

Marital status

Single 2 01.7

Married 114 96.6

Divorce 1 00.8

Not provided 1 00.8

Family income

(10,000 won)

0 3 02.5

<100 3 02.5

100-150 1 00.8

150-200 5 04.2

200-300 30 25.4

>300 74 62.7

Not provided 2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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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당시 평균 연령은 49.23세

(±7.109)로 서론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유방암 환자의

평균 연령과 동일하였다.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

자들의 연령은 50대(44.1%)와 40대(43.2%)가 많았고, 수

술 경과 년도는 20대에 수술을 받은 3명(2.5%)을 포함

하여 수술한 지 3개월에서부터 42년까지 넓게 분포되었

다. 약 75%(89명)가 유방암 절제 수술 한지 10년 이내였

고, 수술 경과 평균 년도는 8.17년(±6.434)으로 진단 병

기는 2기가 43.2%, 1기가 39.0% 순이었다.

유방암 수술로 인한 유방 절제 범위를 조사한 결과, 유

방 한쪽이 모두 절제된 피험자(유방암으로 유방의 100%

가 절제된 피험자; 이하 BC100로 약칭)는 49명(41.5%)

이였고, 절반 정도가 절제된 피험자(유방암으로 유방의

50~75%가 절제된 피험자; 이하 BC50로 약칭)가 13명

(11.0%), 25% 이하의 부분적으로만 절제된 피험자(유방

암이 진단된 유방의 25% 이하로 절제된 피험자; 이하

BC25로 약칭)는 55명(46.6%)이었다.

신체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서 111명(94.1%)이 보

통 이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수술 후 통증 여

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77명(65.3%)이 아직도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BC100의 경우 32명(41.6%),

BC50의 경우 11명(14.3%), BC25의 경우 33명(43.0%)이

통증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유방 절제 범위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방의

절제된 범위의 크기와 통증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수술 경과 년도와 통증 여부

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술을 받은

직후에는 통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연구의 수술 경과

평균 년도가 8.12년으로, 유방암 환자의 만성적 통증의

수준에 대한 연구(Kim, 2012; Lee et al., 2015; Lim &

Kim, 2012)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들은 수술을 받은 후 시간이 경과되어도 여전히

통증을 느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통증은 유방

절제 수술 경과 년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향후, 이들의 통증 정도와 위치, 그에 따른 동작 연구를

통해 유방암 절제 환자를 위한 기능적이고 감성적인 의

복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피험자 중 96.6%가

기혼자로 가족의 매월 가구 소득은 200만 원 이상이

88.1%이었다.

2. 직업 및 의류와 브래지어의 구매 행동

직업 유무와 의류 구매 행동에 있어 유방암 절제 수술

전과 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쌍체 표본 평균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직업과 브래지

어의 구매 가격에서 수술 전과 후의 유의적 차이가 나타

났다. 직업의 경우, 수술 후에도 직업을 가진 여성의 평

균 연령은 55.87세(±7.361)로 50대의 여성은 18명(60.0%),

60대 이상은 9명(30.0%), 40대 이하가 3명(10.0%) 순이

었다. 수술 전 직업을 갖고 있던 56명(47.5%) 중 수술 후

27명(48.0%)만이 직업을 유지하고 있었고, 3명은 수술 전

직업이 없었으나 수술 후 새롭게 직업을 가진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일본의 경우,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 대

상자 중 직업을 갖고 있던 54.5% 중, 67.1%가 직업을 유

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일본의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 대상자가 수술 후에도 우리나라보다 19.1% 더 많

이 직업 유지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Yatagai et al.,

2010). 수술 후에도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유방의 절제된 범위 크기 집단에 따라 살펴보면, BC25

의 경우 15명(50.0%), BC100의 경우 11명(36.7%). BC50

의 경우 4명(13.4%) 순이었다. 이 중 유방암 절제 수술 경

과가 6~10년 된 대상자 16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 경과 1년이 6명(20.0%), 11년 이상이 6명(20.0%)이

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방암 절제 수술 후 휴직 등, 비교

적 다수의 여성들이 단기간에 복직하는 일본의 경우와

는 차이가 있겠으나(Yatagai et al., 2010), 직업을 갖고 있

었던 여성들의 약 과반수가 유방암 절제 수술 후에도 직

업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 것처럼, 향후 일본의 여성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가 더 많아질 것

이 예상되며, 수술 후에도 수술 전과 같은 정상적 사회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외형적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써

의 의생활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를 위한 의복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유의적 차이를 나타난 브

래지어 개당 구입 가격의 결과는 <Fig. 1>과 같다. 5만 원

이하의 브래지어를 구매하는 대상자는 수술 전의 경우,

83명(70.3%)이지만, 그에 비하여, 수술 후 60명(50.8%)로

줄어들었다. 한편, 10만 원 이상의 브래지어의 경우, 수

술 전에는 11명(9.3%)이지만, 수술 후 26명(22.0%)으로

증가하여 수술 전에는 저가의 브래지어를 구매했던 것

과는 반대로 수술 후에는 고가의 브래지어를 구매하는 경

향이 있음이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반면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은 항목은 월 의류 구매 비용과 브래지

어 구매 빈도였다. 의류 구매 비용은 수술 전과 후 모두

10~30만 원이 가장 많았으며, 브래지어의 구매 빈도의 경

우, 수술 전에는 6개월에 1개의 구매가 49명(41.5%)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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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았고, 1년에 1개가 34명(28.8%)였지만, 수술 후에

는 1년에 1개가 41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에

1개가 37명(31.4%)의 순으로 반년에서 1년 사이에 브래

지어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유

Table 2. Changing of employment, purchasing clothes and brassiere per month, and purchasing brassier frequ-

ency                                                                                                                                                                                    (N=118)

Characteristics
Before surgery After surgery

t
n (%) n (%)

Employment status

Employed 56 (47.46) 30 (25.42)

−4.919***Not employed 62 (52.54) 86 (72.88)

Not provided 02 (01.69) 00 (00.00)

Purchasing clothes

per month

(10,000 won)

<10 31 (26.27) 35 (29.66)

−1.966***

10-30 47 (39.83) 49 (41.53)

30-50 23 (19.49) 24 (20.34)

50-70 05 (04.24) 07 (05.93)

>70 07 (05.93) 01 (00.85)

Not provided 05 (04.24) 02 (01.69)

Purchasing brassiere

per month

(10,000 won)

1-3 38 (32.20) 25 (21.19)

−4.432***

3-5 45 (38.14) 35 (29.66)

5-10 23 (19.49) 30 (25.42)

10-20 06 (05.08) 16 (13.56)

>20 05 (04.24) 10 (08.47)

Not provided 01 (00.85) 02 (01.69)

Purchasing brassiere

frequency

(month)

1 05 (04.24) 04 (03.39)

0−.661***

3 29 (24.58) 33 (27.97)

6 49 (41.53) 37 (31.36)

12 34 (28.81) 42 (35.59)

Not provided 01 (00.85) 02 (01.69)

 ***p<.001

Fig. 1. Purchasing brassiere per month before and after breast canc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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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는 의류 구매 비용과 브래지어 구

매 빈도는 수술 전과는 차이가 없으나, 수술 후 고가의 브

래지어를 구매하게 됨으로써 그 부담이 높을 것으로 사

료된다. 유방암 환자를 위한 브래지어는 보호의 의무를

가지고,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신체 이미지를 보완

해 줄 수 있는 특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브래지어이다. 대

부분 수입품에 의존하였던 과거의 Lee and Choi(2001)

의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브래지어 구매 가격대가 20만 원

이상의 경우 78.3%였고, 그 중 30만 원 이상은 34.7%였

던 것에 비하면 본 연구의 수술 후 20만 원 이상의 고가

의 브래지어의 구매가 10명(8.0%)으로 15년 전보다는 비

교적 저렴한 브래지어를 구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의류 구매 장소 및 전문 의류 매장의 필요성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의류 구매 장소는 <Fig. 2>와 같

다. 유방암 절제 수술 전과 후 모두 백화점이 가장 많았

으며, 대형할인점, 유명상표 할인매장 순으로 수술 전

과 후 의류 구매 장소에 있어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술 후, 다른 매장의 경우 조금씩 줄어들었지

만, 눈에 띄게 구매 장소가 늘어난 곳은 백화점이었다.

이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백화점에서 의복을 구매

하며 배려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

며, Rhee and Lee(2014)의 연구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

은 여성들이 큰 수술 후 힘든 치료의 과정을 거치고 고

가의 의류 구매를 통해 자신에 대한 보상 소비 행동을

한다라는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맞춤 양장

의 경우, 수술 전에는 의류 구매를 위해 방문한 응답자가

있었지만, 수술 후에는 전혀 방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수술 후에는 본인의 체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기

위해 맞춤 양장을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를 위한 전문 의류 매장의 필요성에 대한 질

문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52.8%가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다(Table 3). 그리고,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를 위

한 전문 의류 매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방의 절제된 범

위에 따른 대상자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5). 필요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29명(50.9%)가 100%

유방 절제를 한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로, 많은 부위

를 절제한 응답자일수록 의류 전문 매장의 필요성을 고

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문 매장의 필요성에 대

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주관적 의견이 있었으며, 크

게 신체적 이유와 심리적 이유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신체적 이유로는 “수술로 변형된 유방 부위에 맞게 의

복을 재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디자인적 이유가

있었다. 이 밖에 가슴의 대칭이 안 맞기 때문에 겨드랑이

Fig. 2. Clothing purchase place before and after breast canc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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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선 부분에 딱딱한 심지나 볼륨을 넣어 제작된 옷이

필요하다. 또한, 변형된 가슴이 눈에 잘 띄지 않고, 가릴

수 있으며 편안한 옷, 절제술을 한 유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옷이 필요하다. 부종으로 인해 기성복의 소매통이

좁아 못 입는 경우가 많으며, 어깨의 기울임 등 체형 변

화 및 몸의 보정을 위하여, 개인별 맞춤 란제리가 절실

하다. 수술 후의 변형된 유방은 모두가 다를 수 있는데,

내게 맞는 것을 고를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브래지어를

한 군데서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 한편, 심리적 이유로는 “보통의 의류 매장은 남

들에게 보여질 수가 있어 미용상 불편한 마음이 생기므

로 편안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유방암 전문 의류 매장에 가

서 구매하고 싶다. 또한, 일반 의류 매장에서는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의 불편함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주는

곳에서 구매하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것 같고 마음 놓

고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 유방암 전문 의류 매장에서

는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들을 위한 옷 입는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로써, 유

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를 위한 의류 전문 매장

은 백화점과 같이 높은 서비스와 함께, 각각의 서로 다

른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있어, 그들

의 유방암 절제 수술 범위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디

자인의 의복을 제공하고, 편안하게 착의할 수 있는 배려

는 물론, 유방암 환자들이 원하는 의복 스타일을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수술 후, 수술 전의 입었던 의복의 만족도

수술 전에 즐겨 입었던 의복을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

로 입는 것에 대한 유방의 절제된 범위에 따른 집단 간

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BC100의 대

상자는 수술 전에 입었던 의복을 수술 후에 입었을 때,

불만을 갖고 있는 경향이 컸지만, BC25의 대상자는 비

교적 만족스러운 경향을 나타내어 유방의 절제된 범위

에 따른 집단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1). 더 나

아가, 수술 전에 입었던 상의와 하의를 수술 후에도 지속

적으로 입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유방암 절제 범위 크

기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상의의 경

우, 유방 절제 범위에 따라 수술 전의 옷을 지속적으로

입는 경우와 입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

Table 3. The need for breast cancer clothing store

per amount of breast resection after breast

cancer surgery

Amount of surgical

removal on breast

Yes No
χ
2

n (%) n (%)

100% 29 (27.1) 13 (12.1)

7.879*50-75% 06 (05.6) 07 (06.5)

25% 21 (19.6) 31 (29.0)

*p<.05

Table 4. Still wear clothing which worn before breast cancer surgery

Amount of surgical removal on breast

Degree of satisfaction

BC100 BC50 BC25
χ
2

n (%) n (%) n (%)

Not satisfied 24 (49.0) 12 (24.5) 13 (26.5)

31.238***Normal 01 (07.7) 09 (69.2) 03 (23.1)

Satisfied 05 (09.1) 19 (34.5) 31 (56.4)

***p<.001

Table 5. The former top and bottom clothes continuously worn per amount of breast resection after breast cancer

surgery

Continuously

worn

Amount of surgical

removal on breast

Top Bottom

Yes No
χ
2

Yes No
χ
2

n (%) n (%) n (%) n (%)

100% 12 (10.3) 37 (31.9)

7.416*

19 (19.0) 23 (23.0)

.642*50-75% 04 (03.4) 09 (07.8) 05 (05.0) 07 (07.0)

25% 27 (23.3) 27 (23.3) 24 (24.0) 22 (22.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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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즉, 수술 이전의 입던 의복을 계속 입는 것에 대

하여, BC 100의 경우는 못 입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입는

경우보다 3배나 많았고, BC50의 경우 못 입는 경우가 지

속적으로 입는 경우보다 과반수 이상으로 많았다. 그러

나, BC25의 경우 수술 전의 의복을 지속적으로 입는 경

우와 못 입는 경우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하의의

경우 유방 절제 범위의 크기에 따라 수술 전의 의복을

지속적으로 입는지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그러나, <Fig. 3>과 같이, 하의의 경우 48명(40.7%)

은 수술 전의 의복을 100% 모두 그대로 입고 있다고 응

답하였으나, 그보다도 많은 수인 52명(44.1%)이 이전에

입었던 하의 중 일부분만 지속적으로 입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이는 유방암 절제 수술로 인한 신체적 변형은

단지 상체에만 영향이 있어 수술 전에 입었던 상의만 지

속적으로 못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 후 하의 또한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술 전에 입었던 상

의뿐만 아니라 하의 또한 지속적으로 입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하며, 수술 후 새로운 상의와 하의 또한 필요함

을 시사하고 있다.

5. 유방암 절제 수술 후 스타일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

<Table 6>은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의 수술 후 스

타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이다. 연령, 수술 경과 년도, 수술받았을

때의 연령, 수술 후 직업의 유무, 진단 시 병기, 건강상

태, 유방 절제 범위, 통증 여부, 수술 전후의 의류 구입비,

수술 전후의 브래지어 구매 빈도, 수술 전후의 브래지

어의 가격 중에서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에게 있어,

수술 후의 의복 스타일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

지 검정하기 위해 회귀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4.881,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
2
)는 .349

로 나타났다. 수술 후 스타일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통증(−.366)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유방암 절제 수술로

절제된 유방의 범위(+.146)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다중회귀식은 <Eq. 1>과 같다. 따라서, 유방암 절제 수

술을 한 여성 대상자의 의복 스타일의 변화 정도는 통증

의 여부와 유방의 절제된 범위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통증이란, “실질적, 잠재적인 조직 손상이나 이러한 손상

에 관련하여 표현되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이면서 주관

적인 불유쾌한 경험이다”(Task Force on Taxonomy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2012, p.

210). 이처럼 주관성을 띄고 있는 통증은, 본 연구의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들의 의복 스타일의 변화를 조

사하는 과정에서 유방의 절제된 범위 크기와 수술 후 경

과 년도에 대하여서도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이는 통증이 유방 절제 범위가 크거나 작거나 등의

크기와 상관없이, 또한 수술을 받은 직후에도 있을 수

있는 통증이 수술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났어도 나타나고

Fig. 3. Degree of sustained wear top and bottom clothing even aft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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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방암으로 인

한 유방암 절제 수술로 여성성에 초래하는 위기감(Lim,

2006)을 줄여주고, 긍정적 신체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Kim & Choi, 2002) 절제 수술에 의한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패션 디자인이 필요하다. 뿐만 아

니라, 특히 유방암 절제 수술 후에도 만성적으로 지속되

는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테라피적 의복을 고려해야 함

을 의미한다.

스타일의 변화=

1.755−.366*통증+.146*유방의 절제된 범위 ...... Eq. 1.

6.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의 수술 전과 후의 의

생활 변화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의 수술 전과 후의 의생활 변

화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쌍체 표본 평균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수술 전과 후의 의복

의 선호도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p<.05)가

나타난 항목 중, 수술 전보다 수술 후 선호도가 감소된

항목은 ‘신체에 밀착된 의복, 원단의 두께가 얇은 의복,

목 라인의 파진 디자인’이었으며, 반대로 높아진 항목은

‘활동하기 편한 쾌적한 의복, 착탈의가 용이한 의복, 옷

의 여밈의 형태가 고려된 의복, 소매가 있는 상의, 소매

의 운동성이 좋은 의복, 사이즈가 헐렁한 의복’으로 나타

났다. 이로써, 유방암 절제 수술한 대상자는 타이트한 의

복, 얇은 원단의 의복을 선호하지 않으며, 목 라인이 파

이지 않은 디자인의 편하고, 활동하기 좋으며, 여밈이 배

려되고 소매가 있는 의복, 특히, 소매의 운동성에 대하여

고려된 의복을 선호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유방

암 절제 수술과 치료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하더라도, 수

술한 유방 쪽의 손과 팔다리의 부종이 발생하고 활동하

는데 불편하고 통증이 있으며, 외관상 좋지 않아 불안,

우울 등의 정신적 문제까지 초래(Lee, 2007; Lim, 2006)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술

후의 관리 및 수술 이전의 사회생활로 자연스럽게 돌아

가기 위한 의복의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즉,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들은 유방암의 수술

로 인한 후유증을 관리해야만 하며, 피부의 가려움, 발

진, 수포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감염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림프부종의 예방은 물론 림프액이 한 곳에 정

체되어 붓는 것을 막고, 그 흐름을 원활하게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의복의 활동성과 기능성이 고려된 의복이 필

요하다 하겠다. 한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5점 만점에서 수술 전과 후 평균이 모두 4점 이상의 결

과로 의복 선호도에 있어 ‘매우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을

한 항목은 ‘의복의 흡수성, 보온성, 통기성, 신축성, 활

동하기 편한 쾌적성, 착탈의의 편리함, 세탁의 용이, 다

림질 등 보관 및 관리의 편리한 의복’의 선호도였으며,

가장 낮은 선호도를 나타낸 항목은 ‘여밈이 뒤에 있는

의복’이었다.

이 밖에도 수술 전과 후의 스타일 변화에 대한 주관

적 의견에 있어, 외형적인 신체적 변화와 내부적인 심리

적 변화로 나눌 수 있었다. 신체적 스타일의 변화에 있

어서는, 유방 수술이 눈에 띄지 않는 스타일을 선호하

였으며, 유방암 절제 수술로 인하여 유방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부분에도 체형 변화를 가릴 수 있는 스타일

을 선호하였다. 특히, 목 부분이 가능한 파이지 않음은

물론 목 라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목까지 덥히는 옷의

착용을 선호하였고, 수술로 겨드랑이의 견갑골 부분이

푹 꺼져 있는 대상자들은, “겨드랑이의 견갑골의 빈 공

간 때문에 상의를 입으면, 겨드랑이 쪽에 날개 모양의

주름이 생기며, 이를 가리기 위해 스카프나 조끼를 입어

커버한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심리적 스타일의 변화에

대하여서는, “우울할까봐 사람들에게 밝게 보이기 위해

밝게 입으려 한다. 더욱 더 내 자신의 즐거움을 찾기 위

해 신경을 쓰며, 편한 의복을 입는다. 수영장에서 샤워

할 때, 불안해서 샤워할 수가 없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로

는 큰 옷의 박스 스타일, 헐렁하고 편한 캐주얼 스타일,

Table 6. The effect of amount of surgical removal breast and pain on breast cancer women's changing of clothing

style after surgery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Adj R2 F

Constant 1.755 .167 −2.002**

.349 24.881**Pain −.366 .081 −.382 −4.419**

Amount of surgical removal .146 .030 .412 −4.774**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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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한복이 있었다.

7. 통증 여부과 유방 절제 범위에 따른 스타일의

차이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의 수술 후 의생활 변화에 대

한 25개 항목에 있어, 스타일 변화의 요인으로 나타난 통

증 유무과 유방 절제 범위 크기에 따른 집단들 간 유의미

하게 차이나는 항목은 <Table 8>−<Table 9>와 같다. 통

증의 여부에 대한 t-test 결과, 통증이 있는 대상자가 없

는 대상자보다 옷의 여밈 형태를 신경 쓰고, 앞 여밈의

상의를 좋아하며, 체형을 감추는 형태의 의복을 유의미

하게 선호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수술 후 통증 때

문에 팔이 이전처럼 자유롭지 못하여(Chung et al., 2011)

여밈이 고려된 의복을 선호하고, 손을 이전처럼 위로 올

리지 못하여 옆으로 손을 껴서 넣어 입을 수 있는 앞 여

밈의 의복을 선호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유방암 절제 수술에 따른 절제 범위 BC100, BC

50, BC 25의 3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의 동질성 검증을 통해 등분산이 가정되어 사후분

석으로 Scheffe test를 한 항목은 소매가 있는 의복, 사

이즈가 헐렁한 의복의 선호도로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었다. 분산의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여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아 사후분석으로 Games-Howell

Table 7. Changes in clothing behavior before and after surgery

Item
Before surgery After surgery

Z
Mean S.D. Mean S.D.

Price 3.60 0.888 3.60 0.926 0−.035**

Trend 3.53 0.958 3.32 1.020 −2.307**

Repair service (exchange, refund, and change) 3.91 1.021 3.84 1.022 −1.220**

Tight clothes 2.92 1.259 2.50 1.194 −3.574**

Clothes made with thin fabric 3.23 1.120 2.72 1.076 −4.492**

Touching material 4.01 0.901 3.92 0.921 −1.541**

Absorptiveness 4.14 0.889 4.01 0.822 −1.784**

Insulation 4.19 0.857 4.19 0.837 0−.127**

Air permeability 4.37 0.775 4.22 0.753 0−.060**

Stretching 4.23 0.821 4.18 0.883 0−.149**

Comfortable for activity 4.21 0.876 4.38 0.761 −2.027**

Easy to wear and take off 4.17 0.860 4.37 0.775 −2.685**

Easy to laundry 4.25 0.798 4.25 0.849 0−.105**

Easy to keep and ironing 4.12 0.957 4.23 0.932 −1.191**

Designed pattern on fabric 2.78 1.079 2.88 1.001 −1.204**

Care about style of opening type 3.10 0.973 3.44 0.957 −3.492**

Deep neck line design 3.00 1.125 2.71 1.185 −2.826**

Front opening style at top clothes 3.30 0.981 3.26 1.045 0−.161**

Back opening style at top clothes 2.69 1.084 2.48 1.022 −1.670**

No opening style at top clothes 2.86 0.890 3.02 0.943 −1.264**

Top clothes have sleeves 3.49 1.044 3.82 0.939 −3.584**

Sleeve has good movement 3.73 0.921 4.06 0.766 −3.665**

Loose size 3.22 1.103 3.61 0.952 −3.641**

Clothes can hide the physical shape 3.32 1.041 3.44 1.042 −1.197**

Clothes can express a more beautiful body 3.83 1.073 3.76 1.056 0−.333**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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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를 한 항목은 신체에 밀착된 의복, 체형을 감추는 형

태의 의복에 대한 선호도이며 그 결과는 <Fig 4>−<Fig

5>와 같다. 집단 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유방 절제 범

위의 크기에 따라 타이트한 의복, 소매가 있는 의복, 헐

렁한 의복, 체형을 감추는 형태의 의복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이는, 유방 절제 수술로 가슴 옆 겨드랑이

부분의 견갑골까지 절제된 경우가 있어 그 신체의 변형

을 헐렁한 의복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특히 소매가

없는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그 겨드랑이 부분의 견갑골

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소매가 있는 의복을 선호하고 있

음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앞 여밈 의복의 선호와 체형

을 감추는 형태의 의복 선호에 대하여, 유방암 절제 수

술의 전과 후의 스타일 변화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유방암 절제 수술의 전과 후에 상관

없이 앞 여밈의 의복을 선호하고, 체형을 감추는 형태의

의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암 절

제 수술을 받은 후 통증 여부와 유방 절제 범위에 따른

스타일의 변화에 대하여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됨으

로써,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앞 여

밈과 체형을 감추는 형태에 대한 의복 설계에 대해 더

Table 8. Clothing style change after breast cancer surgery by pain level

Item
Pain - Mean (±S.D.)

t
Yes (n=77) No (n=41)

Care about style of opening type 3.57 (±0.924) 3.20 (±0.980) −2.063**

Front opening style at top clothes 3.42 (±0.970) 2.98 (±1.129) −2.236**

Clothes can hide the physical shape 3.64 (±0.999) 3.07 (±1.034) −2.881**

*p<.05, **p<.01

Table 9. Clothing style change after breast cancer surgery by amount of surgical removal of breast

Item
Amount of surgical removal breast - Mean (±S.D.)

F
BC100 (n=49) BC50 (n=13) BC25 (n=55)

Tight clothes 2.17 (±1.226)a 2.62 (±1.044)ab 2.78 (±1.150)b 3.593*

Top clothes have sleeves 4.02 (±0.829)a 3.31 (±0.751)ab 3.75 (±1.022)b 3.365*

Loose size 3.82 (±0.928)a 3.08 (±0.641)ab 3.53 (±0.979)b 3.572*

Clothes can hide the physical shape 3.73 (±1.151)a 3.15 (±0.899)ab 3.24 (±0.922)b 3.634*

*p<.05

Scheffé test results: a>b

Fig. 4. Post-hoc (Games-Howell) analysis of tight clo-

thes.

Fig. 5. Post-hoc (Games-Howell) analysis of clothes

can hide the physical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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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급증하고 있는 유방암 절제 수

술을 받은 여성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

복장으로서 의복의 기능성을 증진시키고, 형태 적합성을

갖는 의복 설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술 후 의복

스타일의 변화를 주는 요인과 수술 전과 후의 변화된

의생활의 차이점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유방암 절제 수술 후, 직업을 가졌던 대상자 중 과반

수 이상이 직업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10만 원 이상의 고가 브래지어를 수술 전보다 두 배 이

상 구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의복의 경우, 절제

범위가 큰 대상자일수록 수술 전에 입었던 의복을 수

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못 입는 경향이 높았으며, 상의뿐

만 아니라 하의 또한 과반수 이상이 수술 후 지속적으

로 입지 못하는 의복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유

방 절제 범위가 큰 대상자일수록 유방암 환자를 위한

의류 전문 매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유방암 절제 수술 후의 의복 스타일 변화에 미치는 유

의미한 요인으로 통증의 유무와 유방의 절제된 범위의

크기로 확인되었다.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자들

은 통증이 있을수록 유방암 절제 수술 범위가 클수록 스

타일의 변화가 있었다. 이때, 의복의 스타일 변화는 유

방암 절제 범위보다도 통증이 더 큰 영향을 미쳤고, 그

통증은 유방암 절제 범위의 크기, 수술 경과 년도와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로써 유방암 절제 수술 대상자의

의복 디자인에 있어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패션 디자인

뿐만 아니라, 유방암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을 완화

할 수 있는 테라피적 의복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수술 전과 후에 의복 스타일 변화에 대해서는 신체에

밀착되지 않고, 얇은 원단의 의복을 선호하지 않으며,

목 라인이 파이지 않은 디자인의 편하고, 활동하기 좋

으며, 여밈이 배려되고, 소매가 있는 의복, 특히, 소매의

운동성에 대하여 고려된 의복을 유의미하게 선호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대상자가 통증이 있는 경

우, 여밈 형태에 신경을 쓰고, 앞 여밈의 상의를 좋아하

며, 체형을 감추는 형태의 의복을 유의미하게 좋아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절제 범위가 클수록 신체에 밀

착된 의복을 선호하지 않으며, 소매가 있는 상의를 좋아

하고, 사이즈가 헐렁한 의복을 좋아하며 통증이 있는 대

상자와 마찬가지로 체형을 감추는 형태의 의복을 유의

미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대상

자들을 위한 의복 설계를 제안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

다. 유방암 절제 수술로 변형된 신체를 의복으로 보완

하여 긍정적 신체상을 고취시킴은 물론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치유복장적 디자인으로, 외형적 건강뿐만 아니

라 내면적 건강까지 관리와 회복을 꾀함으로써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 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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