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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appearance management experiences of breast cancer patients undergoing mast-

ectomy. For data collection, one-on-one interviews were held with 18 Korean females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from the first stage to the third stage from 2008 to 2015.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a three-step

analysis of grounded theory. QSR NVivo 11.0 for Mac was applied in order to avoid biased results accord-

ing to the subjective viewpoint of researchers. From open coding results, six paradigms and 15 categories

were drawn. The results of axial coding showed that the psychological changes category was the central

phenomenon. Additionally, three categories (skin changes, scalp/hair changes, and general reactions) were

found to be causal conditions, and five paradigms (clothing behavior, skin care behavior, makeup behavior,

scalp/hair-care behavior, and shopping behavior) were found to b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Last, select-

ive coding integrated fragmented qualitative data through open coding and axial coding in order to derive

explanatory narrative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breast

cancer patients suffering from extreme stress due to physical/psychological changes enables this study to

provide a foundation for related studies to be activated in the clothing and textiles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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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의 외모 관리 경험에 대한 탐색

적 고찰을 통해,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변화된 외모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연

구의 결과를 통해, 의류학계에서 유방암 환자와 같이 외

모 트라우마를 가진 집단의 외모 관리 행동에 대한 연

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외모 관리 산

업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4년 한국유방암학회에서 발간된『2014유방암백

서』에 의하면, 국내 유방암 발병율은 동아시아 국가 1위

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Korean Breast Ca-

ncer Society, 2014).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여성학,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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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학, 심리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유방암 환자의 외모 관

리 경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외모 관리를 주 연구분야로 다루는 의류학에서는 유방

암의 치료 과정에서 수반되는 외모 관리 경험에 대한 연

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시행된 의류학 분야

의 관련 연구들은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 개발을 위한

연구(Choi & Lee, 2001; Lee & Choi, 2001), 유방암 환자

의 의생활 조사(Oh, 2016a, 2016b), 유방암 환자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연구(Lee & Rhee, 2016) 등이 있다. 의류

학에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

은 상황에서, 이들 연구는 관련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

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의류학계의 기존 연구들이

유방암 환자의 브래지어, 의생활, 신체 이미지와 같이 특

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유

방암 환자의 외모 관리 행동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함으

로써, 향후 의류학계에서 유방암 환자의 다양한 외모 관

리 영역에 대한 후속연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

공하고자 한다.

유방의 절제, 항암제의 투여, 방사선 요법과 항호르몬

제의 투여와 같은 유방암의 치료 과정들은 유방의 형태

변형 및 손상, 탈모, 체중의 증가 및 감소와 같은 외모의

변화와(Brunet et al., 2013; Lim, 2006), 우울감과 불안감,

신체적 수치심, 자아 존중감의 하락과 같은 심리적 고통

을 함께 유발한다(Burgess et al., 2005; Kim et al., 2006).

유방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는 외모

에 대한 트라우마를 야기하며, 이는 유방암 환자의 전반

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Härtl et al., 2003; Moreira &

Canavarro, 2010; Park & Choi, 2008).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유방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

적 변화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변화에 대한 대처 전략

으로 시행한 외모 관리에 대한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찰

할 필요가 있다.

Moreira and Canavarro(2010)에 의하면, 유방암 환자

들이 느끼는 신체적 수치심은 유방암의 치료가 끝난 이

후에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방암의 치료 경험이 신체적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사회적 이상미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 신

체적 소외 계층이 아닌 다수의 일반 여성들도 외모에 대

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Blaine & McElroy, 2002;

Evans, 2003). 이러한 상황에서,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손실을 입은 유방암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신체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외모에 대한

트라우마를 포함하여, 외모에 대한 다양한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는 의류학계는 향후 유방암 환자와 같이 외모

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신체 소외 계층에 대

한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류학계는 신체

소외 계층의 외모 트라우마 극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외모 트라우마를 해소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 사항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의 목적이 도출되었다.

연구목적 1. 유방암 환자의 외모 관리에 대한 탐색적

고찰을 통해, 유방암 환자의 외모 관리

행동의 현황을 파악한다.

연구목적 2. 유방암 환자의 외모 관리 행동의 현황

파악을 통해, 의류학계에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외모

관리 산업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유방암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

경제적 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 고지방과 고칼로리

로 대변되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이로 인한 비만의 증가,

늦은 결혼 연령과 출산율 및 모유 수유의 감소로 인해,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 갑상선암

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발병율을 보이고 있다(Jung et

al., 2015).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증

가 추세에 있지만, 건강 검진에 의한 조기 진단의 비율

상승과 표준화된 치료법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국내

유방암 환자의 사망률은 타 장기의 암에 비해 비교적 낮

은 편이다(Korean Breast Cancer Society, 2014). 유방암

환자들은 대부분 유방 절제술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는 있지만 환자들은 여성성을 상

징하는 유방의 훼손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경

험하고 있다(Brunet et al., 2013; Moreira & Canavarro,

2010; Porock, 1998; Schover, 1991). 최근 수술 기법의

발전에 따라 유방을 보존하는 유방 보존술이 전체 유방

암 관련 수술의 67.2%까지 증가하였으나(Korean Breast

Cancer Society, 2014), 이 경우에도 암의 전이 및 재발 방

지를 위해 시행하는 항암 요법, 방사선 요법, 항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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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법이 다양한 신체적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어 유방암

환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

유방암을 진단받고 병변이 있는 한쪽 가슴을 완전히

절제한 경우, 유방암 환자들은 무게 중심의 불균형으로

인한 어깨의 통증 및 운동 범위의 감소, 척추 측만에 시

달리고 있었다(Al-Ghazal et al., 2000). 뿐만 아니라, 유

방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대부분 항암 요법과 방사

선 요법, 항호르몬 요법이 병행되었으며, 이들 요법들

역시 다양한 신체적 부작용을 동반하였다. 유방암 환자

들은 타 암 환자들이 호소하는 부작용인 탈모, 만성 피로

감, 오심과 구토, 점막 기능의 약화로 인한 피부 발진, 골

수 기능의 약화, 감염 위험의 증가, 식욕 부진, 소화 불

량, 인후통, 집중력 감퇴와 더불어, 림프 부종으로 인한

팔의 부종, 열감 및 압박감, 방사선 조사 부위에 생기는

겨드랑이 부종, 유방의 통증과 열감, 유방과 유두의 변

색, 호르몬의 변화에 따른 체중 증가 등의 신체적 부작

용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Bolderston et al., 2006;

Chun et al., 2005; Dua et al., 2017; Han & Park, 2014;

Lee & Rhee, 2016; Oh, 2016a, 2016b; Porock & Krist-

janson, 1999).

유방암의 치료는 신체적 부작용과 더불어 심리적 부

작용도 수반하였다. 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여성

성과 모성을 상징하는 유방의 손상 및 훼손으로 인해

여성으로서의 상실감, 자격지심, 상대적 박탈감, 타인

의 시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Lim,

2006). 특히, 여성의 매력을 신체 및 성적 매력으로 획일

화하는 현대 사회의 풍토는 유방암 환자들의 부정적인

심리를 더욱 강화시켰다(Brunet et al., 2013). 여성성의

손실로 인해 비롯된 부정적 심리는 전반적인 신체 이미

지 및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 자신감 등의 자아 개

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Helms et al., 2008). 여기

서 주목할 점은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

적인 심리 상태가 단순히 치료 과정 중에만 나타나는 일

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

로 한 횡적 연구에 의하면, 유방암 치료가 종료된 6개월

이후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직후의 상태를 비교하였을

때 이들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과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유방암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 오히려 증가했으며 삶의

질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oreira & Ca-

navarro, 2010).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방암의 치료로 인

한 신체적 상처는 신체적 트라우마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2. 유방암 환자의 외모 관리 행동

유방암 환자들은 변화된 신체 및 심리 상태에 대처하

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이중 외모 관

리 행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unet

et al., 2013). 유방암 환자들의 외모 관리 행동을 다룬 선

행연구들은 크게 의복 행동, 화장 행동, 모발 관리 행동

등으로 구분되었다(Bolderston et al., 2006; Brunet et al.,

2013; Jang & Bae, 2010; Oh, 2016b; Ucok, 2007; Yoh,

2015).

유방암 환자들의 의복 행동을 밝힌 연구로는 유방암

환자의 의복 추구 혜택을 밝힌 Lee and Rhee(2016)의 연

구,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후의 의생활 변화를 밝힌 Oh

(2016b)의 연구가 있다. Lee and Rhee(2016)에 의하면 유

방의 절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유방암 환자들

은 전반적으로 의복을 통한 혜택 중에서 체형의 보완, 사

회적 자기 표현, 기능성 및 건강성의 혜택을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복의 감성적 혜택에

속하는 여성성과 유행성의 혜택은 비교적 중요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의복의 감성적 기능

이 강화되고 이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치되는 것이다(Kim & Kim, 2000).

다시 말해, 유방암 환자들은 일반 여성과는 다른 그들만

의 특화된 의복 혜택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h

(2016b)의 연구는 의류학계에서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방암 환자들의 수술 전후의 의생활 변화를

심도있게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

는 유방암 수술 전후의 브래지어 구매 행동의 차이, 유방

암 수술 전에 입었던 의복에 대한 수술 이후의 만족도,

유방 절제 후 의복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방 절

제술 전후의 의생활 변화, 유방의 통증과 절제 범위에 따

른 스타일의 차이, 유방암 환자의 의복 선호의 하위 차

원 등을 심도있게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유방암 환자를 위한 의복을 개발함에 있어 고려해

야 할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유방암 환자들의 화장 행동의 양상을 직접적으로 다

룬 연구는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화장 행위가 갖는 심리

적 효과, 화장을 포함한 패션 테라피의 효과를 검증한 연

구가 의류학 및 미용학계에서 진행되었다(Kim & Kim,

2005; Yoh, 2015). 이들 연구는 화장 행동이 유방암 환

자의 변화된 신체 및 심리 상태를 관리하는데 유용한 외

모 관리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화장은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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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워지길 원하는 인간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대인

관계에 있어 긍정적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인 자아 개념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Kim & Kim, 2005).

이러한 이유로 화장 행동은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나

타난 신체적, 심리적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여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화장

기법을 포함한 패션 테라피 프로그램 시행 전후의 차이

를 비교한 결과, 패션 테라피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우

울감의 개선, 긍정적 정서의 증가, 부정적 정서의 감소,

자아 효능감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Yoh,

2015).

탈모는 암 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신체 변화

중 하나이기 때문에(Dua et al., 2017), 이들은 가발을 착

용하거나, 모자나 두건으로 탈모를 은폐하거나, 탈모 방

지를 위한 다양한 보조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Dua et al., 2017; Jang & Bae, 2010). Jang and Bae

(2010)는 탈모를 경험한 여성 암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가발 착용 전후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가발 착

용의 건강적/사회적 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질병

의 심화로 인해 가발 착용 후의 삶의 질은 착용 전보다

더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발 착용으로 인한 건강

적 효과(자신감 부여, 심리적 건강 개선, 암 치료에 도

움, 삶의 의욕)와 사회적 효과(헤어스타일에 대한 만족,

심리적 안정감, 적극적인 사회 생활, 미적 효과)는 오히

려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방암 환자의 외모 관리와 관련된

연구들은 선행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관

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유방암 환자

의 다양한 외모 관리 전략에 대한 총체적 관점의 부재

로 인해, 이들의 외모 관리 전략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

모하고 각 전략 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

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암의

치료 과정 중에 어떠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

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외

모 관리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지 포괄적인 관점에서 알

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암의 치료 과정 중

에 어떠한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경험하

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암의 치료 과정 중

에 어떠한 외모 관리 경험을 하는지 고

찰한다.

2. 자료수집

자료의 수집을 위해 유방암을 진단 이후 유방 절제술

을 받은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를 시행하였다. 인터뷰는 구조화된 설문을 기반으로 일

인당 20분 정도 일대일 개별 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인터

뷰의 문항은 유방암 환자의 외모 관리 경험과 신체 소

외 집단의 신체에 대한 대처 전략을 다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Cash et al., 2005; Kim, 2010;

Lawrence et al., 1998; Oh, 2016b; Yoo & Lee, 2010), 세

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인터뷰 참가자의 연령대는 29세에서 58세 사이였으

며, 20대가 1명, 40대가 5명, 50대가 12명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유방암을 진단받았으며, 진

단 상태는 유방암 1기가 3명, 2기가 7명, 3기가 8명이었

다. 참가자들은 모두 유방암 진단 후 치료의 목적으로

유방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절제하였으며, 이중 5명은 유

방 복원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명을 제외한

16명의 참가자는 수술적 요법 이외에도 항암 치료, 방

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 등을 추가로 시행하였다고 하

였다. 인터뷰 참가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3. 분석방법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필사되어 분석에 사용

되었으며,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기반으로 분석되

었다. 근거이론은 실증적인 조사에서 이론을 생성하는

연구기법으로, 여기에서 ‘이론’이란 자료에서 추출한

복수의 개념(범주)을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구성한 틀을

의미한다(Glaser & Strauss, 1967; Strauss, 1987; Strauss

& Corbin, 1990). 근거이론 기법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는 경우, 특정

집단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집단이나 현상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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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erview questions

Category Question

Clothing Behaviors

I will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how you are currently managing your appearance after receiving

mastectomy. What clothes (all kinds of clothes including innerwear, outerwear, daily wear, etc.) do you

usually wear? Could you tell me why you like to wear those clothes?

Do the clothes you actually wear, which you mentioned in the above question, match up with the clothes

you want to wear? If so, please tell me why. If not, please tell me why as well.

Skin Care Behaviors
When you take care of your skin, what is your biggest concern and why you care most about it? Could

you explain how you manage your skin usually?

Makeup Behaviors
What do you care most about when you put makeup on your face and why? If you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makeup, what would you like to learn? Please tell me why.

Scalp and Hair-Care

Behaviors

If you have had stress because of your hair, please tell me what your experience was. Please tell me what

stress was and what kinds of help you needed.

If you have ever worn a wig, what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onsider when choosing a wig? Please

tell me if you have any inconveniences or wishes to have a supplement while wearing a wig.

Shopping Behaviors

Where do you usually shop for clothes, cosmetics, shoes, hats, and other fashion items? Please tell me

why you do. Also, please let me know what you were satisfied with and what was inconvenient when

shopping.

Please tell me what you are satisfied with or dissatisfied with when shopping for clothes, cosmetics, shoes,

hats, and other fashion products. Also, please tell me why you think so.

General Question
Please tell me what you are satisfied with or dissatisfied with when you usually wear clothes, skin care,

make-up, or manage your hair. Also, please explain why you think so.

Closing
Last question. Do you have something you would like to say to your interviewer? Please do not hesitate. It 

will be appreciated.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ask us. We will sincerely respond to your questions.

Table 2. Information of interviewees

ID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Diagnosis

Date

Cancer

Stage
Type of Surgery Additional Treatments

1 48 College Married 2012 1 Partial Mastectomy Chemotherapy, Hormonal Therapy

2 53 High School Married 2012 2
Radical Mastectomy,

Breast Reconstruction
None

3 53 High School Married 2014 3 Radical Mastectomy None

4 53 College Married 2014 1 Partial Mastectomy Chemotherapy, Radiation, Hormonal Therapy

5 58 High School Married 2015 3 Radical Mastectomy Chemotherapy, Radiation

6 45 College Married 2013 2 Partial Mastectomy Chemotherapy, Radiation

7 29 College Single 2014 2
Radical Mastectomy,

Breast Reconstruction
Chemotherapy, Radiation

8 48 High School Married 2012 3 Partial Mastectomy Chemotherapy, Radiation

9 58 High School Married 2012 3 Radical Mastectomy Chemotherapy, Radiation, Hormonal Therapy

10 58 High School Married 2013 2 Partial mastectomy Chemotherapy, Chemoradiotherapy

11 56 High School Married 2008 3 Radical Mastectomy Chemotherapy, Radiation

12 58 High School Married 2008 2 Radical Mastectomy Chemotherapy, Radiation

13 52 College Married 2013 3
Radical Mastectomy,

Breast Reconstruction
Chemotherapy, Radiation, Hormonal Therapy

14 53 College Married 2013 1
Radical Mastectomy,

Breast Reconstruction
Radiation

15 57 High School Married 2014 2 Partial Mastectomy Chemotherapy, Radiation

16 49 College Married 2014 3 Partial Mastectomy Chemotherapy, Radiation, Hormonal Therapy

17 52 High School Married 2013 3
Radical Mastectomy,

Breast Reconstruction
Chemotherapy, Radiation

18 44 High School Divorced 2009 2 Partial Mastectomy Chemotherapy, Hormon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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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용된다(Fassinger, 2005). 근거이론은 인간의 모

든 사회적 행위는 행위자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을 주시하고 해석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다고 보는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

의 관점에서 해석한다(Glaser & Strauss, 1967). 따라서,

근거이론은 자료에 근거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개인 및 조직의 사회적, 심리적, 구조적 현상을 파악하

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탐

색적 연구이며, 유방암 환자들의 외모 관리라는 현상을

그들이 처한 맥락적 환경 속에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자 하므로, 근거이론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

하겠다는 판단하에 분석기법으로 채택되었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의 3단계 분석기법인 개방 코딩

(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을 모두 시행하였다. 우선, 개방 코딩을 통해 수

집된 질적 자료를 의미 단위로 분석하여 범주화하였다.

두번째 단계인 축 코딩 단계에서는, 개방 코딩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과 패러다임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선택 코딩을 통해, 개방 코딩과 축

코딩을 통해 의미 단위로 파편화된 질적 자료를 각 패러

다임 요소들과 범주들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하나

의 설명적인 이야기로 도출하였다. 지금까지 근거이론

분석기법을 적용한 다수의 연구가 마지막 단계인 선택

코딩 단계를 제외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택 코딩이 질적 자료를 연구자의 기준으로 파편화시

켜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근거

이론에 대한 비판을 보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해

야 하는 단계라고 판단되어 분석에 포함시켰다(Fassin-

ger, 2005; Schreiber & Stern, 2001).

질적 자료의 분석을 위해 QSR NVivo 11.0 for Mac이

사용되었다. QSR NVivo는 1995년 호주 맬버른에 위치

한 QSR International에 의해 개발된 질적 자료분석 프

로그램으로, 현재 질적 자료의 분석에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다(Bazeley & Jackson,

2013). 이는 근거이론의 분석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프

로그램으로, 자료의 범주화와 조직화를 단계적이고 효

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Bazeley & Jackson,

2013). 기존의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자 의존도가 높아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

다. 그러나 NVivo를 사용함으로써 연구자는 모든 자료

에 동일한 가치를 두고 코딩할 수 있으므로, 편향되고 과

장된 연구결과를 도출할 위험성이 감소된다(Kim & Kim,

2008).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NVivo 프

로그램이 근거이론을 분석기법을 활용한 본 연구에 적

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편향이 연구결과

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

성을 높일 수 있겠다고 판단되어 NVivo 프로그램을 분

석에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개방 코딩 결과: 자료의 범주화

근거이론의 첫 단계인 개방 코딩을 통해, 수집된 자

료를 의미 단위로 분석하여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총

6개의 패러다임 요소와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다

음의 <Table 3>은 개방 코딩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심리적

변화

첫번째 패러다임은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

이 겪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였다. 이 범주는 크게

‘피부 변화’, ‘모발 및 두피 변화’, ‘전신 반응’, ‘심리적

변화’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다수의 유방암 환자들은 수

술적 요법 이외에도 유방암의 치료를 위해 항암 요법, 방

사선 요법, 항호르몬 요법을 시행하였는데, 이들 치료법

들은 암을 치료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신체적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암 치료에 따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신체

적 변화는 심리적 변화를 동반하여, 유방암 환자들은 건

강 악화와 함께 신체의 변화와 심리적 문제를 함께 경험

하여 고통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방암 환자들이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Baxter et

al., 2006; Brunet et al., 2013; Helms et al., 2008; Kim &

Cho, 2015; Kim et al., 2006; Lim, 2006; Noh, 2003; Sch-

over, 1991).

(1) 피부 변화

유방암 환자들은 암의 치료 과정에서 피부의 변색과

탄력의 감소를 호소하였다. 또한, 피부의 잡티가 증가하

며, 민감도와 건조감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암의 치료 과

정에서 나타나는 색소 침착, 피부 건조, 혈색 저하, 탄력

감소, 민감도 증가 등의 피부의 부작용은 유방암뿐만이

아닌 타 암 환자에게서도 가장 빈번하고 명백하게 나타

나는 부작용이라 한다(Han & Park, 2014).

“얼굴이 푸석해 보여서 불만족합니다. 모두 영양분 부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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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tegorization of appearance management experiences of breast cancer patients

Paradigm Category Sub-Category Contents

Physical/

Psychological

Changes in the

Treatment of

Breast Cancer

Skin Changes
paled skin color, reduced skin elasticity, increased blem-

ishes, increased skin sensitivity, increased skin dryness

Scalp and

Hair Changes

hair loss (including eyebrows and body hair loss), dam-

aged scalp, damaged hair

General Reactions

poor blood circulation, mobility limitation of arms, ede-

ma, hydrosis, changes of body shape, changes of breast

shape

Psychological

Changes

increase in depression, decreased self-confidence, increa-

sed sense of shame, increased socio-phobia

Clothing

Behaviors

Clothing Attributes

for Choices

good for activity, comfortable fit, motor fitness, body

protection, easy and low maintenance

Preferred Clothes

Preferred Fabric cotton

Preferred Design
well-fitting design, feminine design, elegant design, sleek

design for breast shape

Reasons not to Wear

Preferred Clothes

highlighted body figure, highlighted breast shape, health

concerns

Actually

Weared Clothes

Actually

Weared Fabric
cotton

Actually

Weared Design

loose fit design, practical design, comfortable design,

design to hide the breast

Skin Care

Behaviors
Skin-Care Methods

UV Protection
wearing UV protection clothes, applying sunscreen, we-

aring a hat, refraining from going out during daytime

Dietary Control
balanced diet, eating enough fruit, drinking enough wa-

ter

Skin Hydration

using moisturizing cosmetics, using facial masks, using

humidifier, getting facial massages, cleansing manage-

ment, using cosmetics for cancer patients

Sensitive

Skin Control

using prescribed ointment from dermatologist, caution

for waxing, caution for mosquito (bug bite)

Anti-Aging using anti-aging cosmetics

Makeup

Behaviors

Preferred Makeup natural makeup, healthy makeup

Difficulties

of Makeup

poorly taken makeup, impression seemed to be sick, eye-

brows loss

Makeup Methods

Skin Expression
bright skin, healthy skin, blemish cover, wrinkle cover,

dark circle cover

Lip Expression bright colors of lip

Eyebrows

Expression
expression of thick eyebrows

Scalp and

Hair-Care

Behaviors

Pains Resulting

from Hair Loss

Psychological

Distress

increase in stress, increase in depression, increase in so-

ciophobia, decrease in self-confidence, increase in com-

plex about appearance, increase in fear about hair loss

Hair Loss

Management

Methods

Methods

Except Wigs

taking nutritional supplements, diet therapy, using cos-

metics and shampoo, wearing a hat, wearing a bandana

Wearing a Wig

Standards for

Selecting a Wig

hairstyle, skin irritation, comfortable fit, natural fit, stable

fit, easy for washing, light of weight

Difficulties of

Wearing a Wig

instability of wearing in/off a wig, physical discomforts,

limitations of style, artificiality, weak durability, difficul-

ties in maintenance (difficulties in washing), economic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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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피부가 칙칙하고 화사한 감이 없어요.

피부 건조가 심해서 보습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참가자 5)

“피부에 탄력이 없고 생기가 없어 보여요.” (참가자 6)

(2) 모발 및 두피 변화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의 가장 빈번한 부작용 중 하나

는 탈모 현상을 동반한 모발 및 두피의 변화였다(Helms

et al., 2008). 인터뷰에 참여한 유방암 환자들은 여러 부

작용 중에서도 탈모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들은

탈모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고 언제 탈모가 진

행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였으며, 탈모 이외에

건조해지고 푸석하진 모발의 상태도 스트레스를 유발

하는 요인이 되었다. 탈모는 단순히 모발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두피의 변화로 인한 것이란 응답이 많았다.

“항암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조금만 머리카락이 빠

지면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어요.” (참가자 9)

“머리카락이 건조하고 유분기가 없어요. 매끄럽지 못해요.” (참

가자 10)

“두피가 약하고 건조해졌어요. 모발은 두피 자체에서부터 윤

기가 없어서 좋은 제품을 써도 효과가 없어요.” (참가자 2)

(3) 전신 반응

피부의 변화 및 모발과 두피의 변화 이외에, 항암제

와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로 인해 신체 전신에 걸

쳐 나타나는 전신 반응도 다수의 인터뷰 참가자들에 의

해 언급되었다(Brunet et al., 2013; Helms et al., 2008).

인터뷰에 참여한 유방암 환자들은 암 치료 과정에서 나

타난 신체적 부작용으로 혈액 순환 부진, 팔의 운동성

저하, 부종, 발한 과다, 체형의 변화, 가슴 모양의 변화를

언급하였다.

“유방암 치료 후 몸의 움직임이 힘들고, 팔을 올리기가 힘들어

요.” (참가자 1)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손발 부종이 생겼어요.” (참가자 2)

(4) 심리적 변화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수반되는 피부의 변화, 모발

Table 3. Continued

Paradigm Category Sub-Category Contents

Shopping

Behaviors
Shopping Spots

Department

Store 

Shopping Items clothes, cosmetics, shoes

Reasons for

Choice

rest area, pleasant environment, excellence of products,

wide selection, ease of trial (in case of apparel), product

reliability

Complaints limited product size assortment, burdensome price range

Online

Shopping

Shopping Items clothes, cosmetics

Reasons for

Choice

wide selection, affordable price, one-stop shopping, in-

convenience of going out, time-saving, psychological

comfort (burden in social relationships), ease of purch-

ase

Complaints
poor product quality, defective size, defective color, in-

correct delivery

Outlet and

Discount Store

Shopping Items clothes

Reasons for

Choice

excellence of products, wide selection, affordable price,

one-stop shopping, ease of trial (in case of apparel), pro-

duct reliability

TV Home

Shopping

Shopping Items clothes, cosmetics

Reasons for

Choice

affordable price, inconvenience of going out, weak health

condition (lowered immunity), psychological comfort

(burden in social relationship)

Complaints
limited product size assortment, limited product style,

impossibility of trial, poor quality of product materials

Other

Shopping Spots
shopping mall (shopping center), tradition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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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두피의 변화, 전신 반응과 같은 신체적 변화는 심리

적 변화를 수반하였다(Burgess et al., 2005). 유방암을 치

료하면서 나타나는 신체의 부정적 변화는 피부, 모발

및 두피, 가슴 모양, 체형 등 외관상 쉽게 타인이 인지

할 수 있는 곳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들 부위는 여성의

신체적 아름다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Lim,

2006; Ucok, 2007). 이러한 이유로 유방암 환자들은 암

이라는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 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부작용과 함께, 신체적 결함이 있다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신체적 트라우마

는 우울감과 자괴감, 대인 기피의 증대, 자신감의 감소

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항암 치료 후 외모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 스스로가

컴플렉스를 느끼면서 사람 만나는 걸 꺼려요. 유방암을 치료하고

나서, 우울증 및 신체에 대한 자멸감이 생활을 힘들게 해요.” (참

가자 1)

“유방암 치료 후 대인 관계 사람을 만나거나… 공중 목욕탕을

못 다녀요.” (참가자 2)

2) 의복 행동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경험한 신

체적 변화로 인해, 그들만의 독특한 의복 행동을 보여주

었다. 이들이 의복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

은 건강한 여성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선

호하는 의복과 실제로 착용하는 의복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방암 환자들이 그들만의 고유한 의복

행동을 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Bru-

net et al., 2013; Lee & Rhee, 2016; Lee & Choi, 2001;

Oh, 2016a, 2016b).

(1) 의복 선택의 중요 속성

유방암 환자들이 의복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하게 생

각하는 속성은 활동성, 편안한 착용감, 운동 적합성, 신

체 보호, 관리의 용이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속

성들은 건강한 여성들이 의복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하

게 생각하는 디자인, 색상, 무늬, 유행성, 조화(코디) 같

은 미적 속성이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Kim & Kim, 2000). 유방암 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

는 의복의 속성들은 대부분 실용적인 것이었는데, 이는

건강의 악화로 인해 의복의 미적 속성보다는 기능적 속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수술 후 활동성이 좋고 가볍고 세탁 관리가 편한 옷을 자주

착용해요.” (참가자 3)

“바지는 스판으로 된 바지를 주로 입고 허리가 고무줄 밴드로

된 것을 입으려고 해요. 활동성과 편리함이 있어요.” (참가자 7)

(2) 선호하는 의복

유방암 환자들은 땀 흡수가 좋은 면 소재를 선호하였

으며, 몸매를 살려주는 핏되는 맞음새, 여성스럽고 우

아한 디자인, 가슴의 모양을 아름답게 돋보여주는 디자

인을 선호하였다. 이들의 응답 중 유방암의 치료 과정

에서 땀이 많아지는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면 소재를

선호한다는 응답 이외에, 디자인적 선호와 관련된 응답

은 의복의 미적 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반 여성의

응답과 유사하였다(Shim, 2006).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

방암 투병 중인 환자들도 일반 여성들처럼 의복의 미적

요소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출할 때 옷 핏이 살아나게 몸에 붙는 디자인의 옷으로 착용

하고 싶어요.” (참가자 5)

“여성스러운 드레시한 옷이 입고 싶은데… 활동하기에 편하지

않아서… 몸매가 드러나 보여서… 가슴이 이뻐 보이고, 가슴이 풍

성해 보이는 옷을 입고 싶어요.” (참가자 2)

(3) 실제 착용하는 의복

유방암 환자들이 실제로 착용하는 의복은 이들이 선

호하는 의복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자주 착용하는

의복의 소재는 면 소재로 나타나, 선호하는 소재와 일치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착용하는 의복의 디자인은 몸매

를 감추어주는 느슨한 맞음새의 디자인, 실용적이고 편

안한 디자인, 가슴의 모양을 숨겨주는 디자인이었다. 유

방암 환자들이 실제 착용하는 의복의 특성은 유방암 수

술 후 변화된 체형을 의복을 통해 보완하고, 악화된 건

강에 무리를 주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Oh, 2016b).

“땀 흡수 잘 되는 면 소재 의류를 선택합니다.” (참가자 1)

“꼬이거나 타이트하지 않은 디자인을 골라 구입합니다.” (참가

자 2)

“유방암 치료 후 몸 움직임(팔 올리기가 힘듦)이 불편해 의류

구입 시 조금 넉넉한 옷을 구입해 체형 변형된 것이 표시나지 않

게 입어요.” (참가자 4)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었을 경우... 양쪽 가슴과 다르게 보일

까 봐... 얇은 옷은 피하고 약간 헐렁한 옷으로 커버하고 있어요.”

(참가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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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호하는 의복을 입지 못하는 이유

인터뷰에 참가한 유방암 환자들은 선호하는 의복과

실제로 입는 의복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도 함께 언급하

였다. 이들은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변화된 몸매가 부

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적인 요소를 고려한 의복

선택으로 인해 건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걱정, 달

라진 가슴의 모양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걱정으

로 인해 선호하는 의복을 선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암 수술 후, 수술 이전

에 입었던 의복을 더 이상 입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Oh, 2016b).

“타이트하게 맞는 옷을 입고 싶지만 몸의 라인이 드러나 가슴

과 비만함이 드러나서…” (참가자 4)

3) 피부 관리 행동

암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사선 요법은 특히 색

소 침착을 동반한 피부 변색, 피부 자극도 상승, 피부 건

조감 강화 등의 피부 부작용을 빈번하게 동반하는 것으

로 알려져있다(Bolderston et al., 2006; Han & Park, 2014;

Porock & Kristjanson, 1999). 유방암 환자들은 치료의

부작용으로 변화된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관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방법들은 자외선 차단,

식이 관리, 보습 관리, 민감 피부 관리, 노화 관리로 나

타났다.

(1) 피부 관리 방법: 자외선 차단

유방암 환자들의 피부는 항앙 및 방사선 치료의 휴유

증으로 민감도가 증가해서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피부

가 착색되고,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였다(Porock & Kri-

stjanson, 1999).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자외선을 철저하

게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이

들은 자외선 차단 소재의 의복이나 팔, 다리와 같은 부위

를 가려주는 의복을 선택하였다. 또한, 선크림을 바르거

나 모자를 착용함으로써 자외선을 차단하기도 하였다.

몇몇 응답자들은 자외선이 강한 낮 시간에는 되도록 외

출을 삼가는 경우도 있어, 이들이 자외선에 얼마나 민감

하게 반응하는지 유추할 수 있었다.

“항암 치료 중 피부가 약해져서 외출 시 햇볕에 민감해져 여름

철 짧은 소매의 옷을 피해야 해서 덥고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요.” (참가자 18)

“피부가 약해져서 자외선 노출에 더 신경 써 선크림을 더 신경

써서 발라주고 있어요.” (참가자 18)

(2) 피부 관리 방법: 식이 관리

유방암 환자들은 민감하고 건조하며 약해진 피부를

음식을 통해 보호하고 치유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먹는

것이 곧 나의 몸이 된다는 신념을 갖고, 여러 영양소가

고루 갖춰진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고, 과일과 수분을 충

분히 섭취하여 피부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녹황색 채소, 저지방 식품, 수분 보충, 단백질 섭취 및 오메가

3를 복용합니다. 식생활도 내부와 연계되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

고 있어요.” (참가자 3)

(3) 피부 관리 방법: 보습 관리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건조해진 피부를 개선하기 위

해(Bolderston et al., 2006), 유방암 환자들은 보습 관리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들은 피부 보습을 위해 보습 화장품

이나 마스크팩을 사용하였고, 주기적으로 마사지를 받

기도 하였다. 이들은 화장을 지우는 세안 시에도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썼고, 항암 전용 화장품을 통

해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습기를 통

해 실내 환경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함으로써 피부가 메

마르지 않도록 하였다.

“피부가 건조할 때는 세안 후 영양크림을 듬뿍 바르고 팩을 평

소보다 자주해서 촉촉함을 유지해 주었어요.” (참가자 2)

(4) 피부 관리 방법: 민감 피부 관리

유방암 환자들의 피부는 항암 요법과 방사선 치료로

인해 극도로 민감해져 있었다(Porock, 1998). 이들은 홍

반, 가려움 등을 동반한 민감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크림을 사용하거나, 제모 시 피부

자극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또한, 여름철에는 모기

와 같은 벌레에 물려 민감해진 피부에 심한 트러블이 나

지 않도록 조심한다고 하였다.

“여름철 제모 관리는 피부에 자극을 덜 주는 전기면도기를 사

용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게 신경 썼어요.” (참가자 1)

(5) 피부 관리 방법: 노화 관리

유방암 환자들의 피부는 수분의 부족, 자외선 민감도

의 증가, 민감해진 피부 상태로 인해 전반적으로 노화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유방암 환자들은 피부의 노화

에 대처하기 위해 노화 방지 화장품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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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가 탄력이 떨어져서 피부에 좋은 제품을 구입하게 되요.

아이크림을 듬뿍 도포하고, 팩도 자주 합니다.” (참가자 4)

4) 화장 행동

유방암 환자들은 얼굴 부위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

적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 부작용들은 피부 혈

색의 악화, 피부 잡티의 증가, 눈썹 빠짐 등이었다. 이들

은 이러한 얼굴 부위의 변화를 화장을 통해 보완하였다

(Brunet et al., 2013). 실제로 암 환자를 포함한 여성 환자

의 부정적 정서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패션

테라피 프로그램에도 화장 기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

나, 유방암 환자의 외모 관리에 화장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Yoh, 2015).

(1) 선호하는 화장

유방암 환자들은 자연스러운 화장과 건강해 보이는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투병의 여파

로 자칫 어둡고 생기 잃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

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해 보이는 화장 이미지

를 선호하였다. 이들은 건강한 이미지의 화장을 위해 무

조건 진한 화장을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화장을 통해

인위적인 느낌을 주지 않고자 하였다.

“화장을 나이가 있어 진하게 하지 않는 편입니다. 내추럴하게

하는 편이고…” (참가자 3)

“탄력 있는 피부로 생기 있고 밝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참

가자 10)

(2) 화장의 애로 사항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피부의 변화는 이들

의 화장에 있어 애로 사항이 되었다. 이들은 건조해진 피

부 때문에 화장이 잘 먹지 않고 들뜬다고 하였으며, 색소

침착을 동반한 피부의 변색은 아파 보이는 인상을 준다

고 하였다. 또한, 전신의 탈모로 인해 눈썹이 빠져버려

화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피부 탄력이 없어 화장이 들떠요.” (참가자 6)

“눈썹이 많이 없어 눈썹에 항상 신경 쓰이고 번거로워요.” (참

가자 2)

(3) 화장 방법

유방암 환자들의 화장법은 피부 표현, 입술 표현, 눈썹

표현에 있어 모두 건강하고 생기있는, 아픈 사람이 아

닌 것 같은 인상 형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피부 표현의

경우, 이들은 화사하고 건강한 피부 톤과 잡티와 주름,

다크서클의 커버를 통해 생기있고 건강한 이미지를 연

출하고자 하였다. 밝은 컬러로 표현한 입술과 탈모로 연

해진 눈썹을 보완하여 짙게 그린 눈썹 라인은 암 투병으

로 인한 신체의 부작용을 커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피부에 생기가 있어 보이면서 화사하고 촉촉함이 있는 피부

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참가자 10)

“피부 톤과 잡티 제거, 주름 커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참가자 4)

“눈썹, 아이라인 등 포인트를 살려 윤곽을 잡아주어 화장해 주

면 아픈 환자가 아닌 느낌을 들게 해 주어 만족스러워요.” (참가

자 1)

5) 두피 및 모발 관리 행동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중에서 탈

모는 가장 큰 스트레스 유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탈모가 암 환자의 스트레스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었

다(Dua et al., 2017). 유방암 환자들은 탈모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가발을 착용하거나, 가발 착용 이외에도 다양

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었다.

(1) 탈모로 인한 고통

유방암 환자들은 치료에 수반되는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하였으나, 그중에서도 탈모를 가장 두려워하고 가

장 극심한 스트레스의 유발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들은 탈모로 인해 슬픔, 수치심, 무력감, 두려움, 우울감,

당혹감, 공포감 등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

며(Dua et al., 2017), 이는 자신감의 상실과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로 이어졌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강력한 강

도의 스트레스를 유발시켰으며, 신체에 대한 트라우마

를 형성하게 하였다.

“항암 치료 후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많

이 상실됐어요.” (참가자 9)

“항암 치료 시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서 심리적인 변화로 인해

힘들었어요. 가발이 필요했지만 자연스럽지 않아 스트레스가 오

히려 더 커졌어요.” (참가자 5)

“머리카락이 항암 치료 후 2주 후 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머리

를 다 밀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참가자 13)

(2) 탈모 관리 방법: 가발 이외의 방법

탈모에 대한 대처로 가발의 착용과 함께 다양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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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구되고 있었다. 유방암 환자들은 탈모 방지에 도움

이 되는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거나, 탈모 예방에 도움

이 되는 식이 요법을 시행하였다. 더불어, 탈모 방지에

도움이 되는 샴푸나 화장품을 사용하였으며, 모자나 두

건 등의 패션 아이템을 사용해 탈모된 머리를 가리기도

하였다. 일부에서는 머리카락이 빠질까봐 머리를 감는

것도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여, 이들이 탈모로 인해 극심

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머리카락이 빠질까봐 되도록 머리를 적게 감으려고 노력했어

요.” (참가자 6)

“항암 치료 후 머리가 많이 빠져 스트레스를 받아 밀고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참가자 2)

(3) 탈모 관리 방법: 가발 착용

탈모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대처 방법은 가발을 착용

하는 것이었다(Brunet et al., 2013). Jang and Bae(2010)

에 의하면, 암 환자의 탈모는 항암 요법을 시작한 후 1~

2주부터 시작되어 2개월이 되면 완전 탈모 상태에 도달

하고, 탈모 암 환자들은 대게 1~2년 정도 가발을 착용

한다고 한다. 유방암 환자들의 가발 선택의 기준은 유행

과 취향에 맞는 헤어스타일, 피부 자극을 주지 않는 소

재,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착용감, 세탁과 관리

의 용이성, 가벼운 무게감이었다. 유방암 환자들에게 있

어 가장 큰 스트레스 유발 요인인 탈모에 대한 대처 방

안으로 가발이 선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용했던 가발에 대해 불만 사항이 많았다. 이들이 언급

한 가발 착용의 애로 사항은 탈부착의 불안정성, 착용 시

느껴지는 신체적 불편감, 헤어스타일의 한계, 착용 시 가

발인 것이 티나는 부자연스러움, 약한 내구성, 관리와 세

탁의 어려움, 고가의 가격 책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었다.

“잘 벗겨지지 않고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고 가뿐한 가발이었

으면 좋겠어요. 가발 가격이 너무 비싸고 탈부착 시 고정이 잘 안

되는데다가, 수명도 너무 짧아요.” (참가자 2)

“여름엔 답답하고… 땀이 났을 경우 관리 방법이 애매해요. 또

착용 시 가발 표가 날까 걱정이 되었어요. 자연스럽고 표시가 나

지 않는 가발이 나오면 좋겠고… 특히 가격이 너무 비싸요.” (참

가자 4)

“가발 가격이 몇 십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너무 차이가 나서

고르기 힘들었어요. 가발은 인모가 아니라서 햇빛을 받으면 가발

이라는 것이 티가 확 나더라구요. 또, 탈부착할 때, 고정력이 약해

서 가발이 떨어질까봐 불안했어요.” (참가자 13)

6) 쇼핑 행동

유방암 환자들은 의복 행동, 피부 관리, 화장, 모발 및

두피 관리뿐만이 아니라, 쇼핑 행동에서도 일반 여성들

과 차이를 보였다(Oh, 2016b). 유방암의 투병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는 이들의 쇼핑 행동에도 영향을 미

친 것이다. 이들의 주요 쇼핑 장소는 백화점, 인터넷 쇼

핑, 아울렛 및 할인매장, TV 홈쇼핑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주요 쇼핑 장소: 백화점

유방암 환자들이 쇼핑 장소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한

곳은 백화점이었다. 이들이 백화점에서의 쇼핑을 선호

하는 이유는 쾌적한 환경과 휴식 공간으로 인해 피로감

을 덜 느끼면서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

다. 이는 유방암의 투병 과정에서 체력이 약해져 편안하

고 안락한 쇼핑을 원하는 이들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이

며, 유방암 환자의 의류 구매 장소를 연구한 Oh(2016b)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믿을만한 브랜드

의 우수한 제품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백화

점 유통의 장점으로 작용했다. 유방의 절제와 부종 등의

신체적 변화로 인해 유방암 환자의 의복 구매에 있어 시

착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는데, 백화점에서는 편안하고 손

쉽게 의복을 입어보고 구입할 수 있다는 응답도 많았다.

그러나, 제품의 가격대가 높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제품 사이즈의 구색이 한정적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이

들은 백화점에서 의복, 화장품, 신발을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에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어서 쉴 수 있구요. 환경이

쾌적해서 쇼핑 시 피로감이 덜해요. 또, 다양한 브랜드를 판매해

서 믿고 구매할 수 있구요.” (참가자 1)

“실내 환경이 쾌적하고 쇼핑 동선이 잘 짜여져 피로감이 덜 느

껴져요. 곳곳에 잠시 휴식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있고 쇼핑 시 여

러 가지 옷을 입어봐도 고객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아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어요.” (참가자 9)

(2) 주요 쇼핑 장소: 온라인 쇼핑

유방암 환자들은 온라인을 통한 쇼핑도 즐겨 하고 있

었다. 이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한 제

품을 저렴한 가격에, 한 곳에서 다양한 품목을 한번에

원스톱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의 기능적 장점과 더불어, 유방암 환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도 온라인 쇼핑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쳤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 3, 2017

– 568 –

다. 이들은 변화된 신체로 인해 대인 관계에 대한 부담

이 있었고, 투병으로 인해 저하된 체력 때문에 오프라인

쇼핑을 체력적으로 힘들어했다. 온라인은 대면 구매를

하지 않으므로 대인 관계에 대한 부담이 없어 심리적으

로 편안하고, 약한 몸으로 불편하게 외출을 하지 않아

도 되므로 매력적인 쇼핑 장소로 선호되었다. 또한, 쇼

핑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도 선호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그러나, 제품 품질에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많

았고, 특히 의류 제품의 경우 온라인상으로 봤던 제품

과는 다른 품질과 사이즈, 색상의 제품이 배송되어 온라

인 쇼핑에 대한 불만으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온라인 쇼

핑을 통해 주로 의복과 화장품을 구매한다고 하였다.

“일단 가격대가 저렴하구요, 제품 구색이 다양해서 좋아요. 하

지만, 인터넷 제품이라 가끔 품질이 떨어지거나 (쇼핑몰에서 본

제품과) 다른 제품이 오기도 해요.” (참가자 7)

“시간이 절약되는거랑,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서 인터넷 쇼

핑몰을 통해 구입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불만점은 색상이

나 사이즈가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 (참가자 2)

“쇼핑은 주로 G마켓을 통해 구입해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혼자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단점은 (온라인에서

본 제품과) 쇼핑한 물건(배송된 물건)이 상이할 때…” (참가자 12)

(3) 주요 쇼핑 장소: 아울렛 및 할인매장

아울렛 및 할인매장도 유방암 환자들이 쇼핑을 위해

즐겨 찾는 장소로 언급되었다. 이들이 이 곳을 선호하는

이유는 우수한 품질의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백화

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

이었다. 또한, 백화점 유통의 장점인 편안한 환경과 쉽

게 의류 제품을 시착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

용하였다. 이들이 이곳에서 주로 쇼핑하는 품목은 의복

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서 상품 재질이 좋고 고급스러워서 좋

구요. 제품을 믿을 수 있어서 선호해요. 옷을 입어 볼 경우, 외모

에 약간 컴플렉스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진긴 해요.” (참가자 4)

“아울렛에서 구입은 가격이 저렴해 좋아요. 다양한 제품이 많

구요. 하지만, 신발과 모자는 디자인이 단조로운 것 같아요.” (참

가자 3)

(4) 주요 쇼핑 장소: TV 홈쇼핑

TV 홈쇼핑도 유방암 환자들의 주요 쇼핑 장소로 언

급되었다. 면역력과 체력이 약해져 오프라인 쇼핑을 부

담스러워하는 이들은 불편하게 외출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안하게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TV

홈쇼핑을 선호하였다. 또한 대인 관계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인적 접촉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TV 홈쇼핑의 선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다양한

스타일의 제품을 둘러볼 수 없고, 제품 사이즈 구색이

한정적이며, 의복의 경우 시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TV

홈쇼핑의 불만 사항으로 작용했다. 또한 의복의 경우, 유

방암 환자들이 선호하는 면 소재를 찾아보기 어렵고, 소

재가 고급스럽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들은 TV 홈

쇼핑을 통해 의복과 화장품을 주로 구매한다고 하였다.

“일반 사람들 만나기 꺼려져서 주로 TV 홈쇼핑으로 쇼핑을 하

는데,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고 면 옷이 없어요. 가슴이 예뻐보이

는 옷도 없구요.” (참가자 13)

“홈쇼핑을 주로 이용해요. 면역력도 약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

는 것도 꺼려져서…” (참가자 16)

2. 축 코딩 결과: 범주와 패러다임 요소 간의 관계

파악

근거이론의 두번째 단계인 축 코딩을 통해, 개방 코딩

을 통해 도출된 패러다임 요소와 범주들 간의 관계를 파

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Fig. 1>과 같다.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암의 투병으로 인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

는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제공하는 중심 현상은 ‘유

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심리적 변화’ 패

러다임 중 ‘정신적 변화’ 범주였다. 인과적 조건은 중심

현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말하며, 본 연구에

서는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의

패러다임 중에서 ‘피부 변화’, ‘모발 및 두피 변화’, ‘전신

반응’의 범주가 인과적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은

중심 현상에 대한 대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는 ‘의복 행동’, ‘피부 관리 행동’, ‘화장 행동’, ‘두피 및 모

발 관리 행동’, ‘쇼핑 행동’의 범주가 전략으로 설정되었

다.

3. 선택 코딩 결과: 유방암 환자의 외모 관리 경험

에 대한 이야기 도출

근거이론의 마지막 단계인 선택 코딩은 근거이론을

적용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제외되어왔다. 그러나, 선

택 코딩은 연구자의 분석으로 인해 파편화된 질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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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 패러다임 요소들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설

명적인 이야기로 도출함으로써 다시 질적 자료화시킨

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분석의 단계이다(Strauss &

Corbin, 1990).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선택 코딩이

근거이론 분석의 필수적인 단계라고 판단하였다. 선택

코딩을 통해 도출된, 유방암 환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변

화와 이에 대한 대처로 시행된 외모 관리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유방암 진단 후 유방 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은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함께 경험하

고 있었다. 유방암으로 인해 이들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악화

되었고, 유방암의 치료를 위해 시행한 유방 절제술은 여성성을 상

징하는 유방의 형태를 훼손시켰다. 또한, 유방암의 치료를 위해

시행한 항암 요법, 방사선 요법, 항호르몬 요법은 신체적 부작용

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유방암 환자들의 우울감을

증대시키고, 자신감을 감소시켰으며, 자괴감을 증가시켜, 사회적

대인 관계를 기피하는 결과를 낳았다.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신체적 부

작용들은 크게 피부의 변화, 모발 및 두피의 변화, 전신 반응으로

나타났다. 우선 피부의 경우, 유방암의 치료 과정 중 유방암 환자

의 혈색이 나빠져 피부 톤에 병색이 완연하였으며, 피부의 탄력이

감소하여 피부의 노화가 빨라졌다. 자외선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

하여 피부의 잡티가 증가하였으며, 피부가 민감해져 미세한 환경

의 변화와 약한 강도의 자극에도 피부가 금새 반응하였다. 또한,

피부의 건조함이 증가하여 피부의 메마른 느낌이 증가하였다. 모

발 및 두피의 변화 역시 유방암 환자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

다. 유방암 환자들은 눈썹, 머리카락과 같은 전신의 털이 빠지는

전신 탈모를 경험하였다. 또한 모발의 경우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

도 쉽게 손상되어 윤기를 잃고 거칠어졌다. 모발의 손상과 함께

두피의 손상도 모발 변화의 큰 축을 담당했다. 유방암 환자가 경

험하는 신체적 부작용은 전신 반응으로도 나타났다. 이들은 혈액

순환이 나빠져 쉽게 몸이 붓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땀이 과

도하게 흐르는 발한 과다를 경험하였다. 유방 절제술로 인해 여성

성을 상징하는 가슴의 모양이 훼손되었으며, 절제술 부작용으로

팔의 운동성이 수술 전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마지막으로 전

반적인 체형이 유방암 진단 이후 급변하여 여성 환자들의 스트레

스 유발 요인이 되었다.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변화된 신체를 다양

한 방법을 통해 통해 관리하고 있었으며, 주력 관리 분야는 의복,

피부, 화장, 모발 및 두피였다.

의복의 경우, 유방암 환자들은 의복을 선택함에 있어 활동의

편리성, 편안한 착용감, 운동의 용이성, 신체 보호 정도, 관리의

용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들은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 발

한이 증가하고 피부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땀 흡수가 잘되고 피부

에 자극이 적은 면 소재를 선호하였다. 유방암 환자들은 몸에 잘

맞는 핏되는 맞음새의 여성스럽고 우아한 디자인과 가슴의 모양

을 여성스럽고 아름답게 부각시켜주는 디자인의 의복을 선호하

였다. 그러나, 실제 착용하는 의복은 선호하는 의복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들이 실제 착용하는 의복은 느슨한 맞음새의 실용적이

고 편안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가슴의 모양을 숨기는

디자인의 의복이 선호되었다. 이와 같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유

방암 환자들이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 변화한 몸매와 가슴이 부각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의복의 미적 요

인보다 실용적 요인에 가치를 둘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한 것

Fig. 1. The result of axial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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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피부 관리에 있어, 유방암 환자들은 자외선 차단, 식이 관리,

보습 관리, 민감 피부 관리, 노화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

들은 자외선의 차단을 위해 자외선 차단 의류를 착용하거나, 선크

림을 바르고, 모자를 착용하였다. 자외선에 매우 민감한 경우에는

자외선이 많은 낮 시간때에 외출을 삼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유방암 환자들이 자외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가 칙칙해지고 잡티가 증가하며 피부의 노화가 빨

라졌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선 먹는

것을 잘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균형잡힌 식생활, 과

일과 수분의 충분한 섭취를 통해 피부가 속부터 건강해지는 피부

관리 전략을 취하였다.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피부가 건조해진

유방암 환자들은 피부 보습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은 피부 보

습을 위해 보습 화장품과 팩을 사용하였으며 항암 전문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마사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더불어 특

별한 세안법을 통해 피부의 수분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유

방암 환자들은 민감해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피부 트러블이 났

을 때는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크림을 사용하였고, 제모 시 피부가

손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또한, 모기같은 벌레에 물리면 민감

한 피부가 더 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주

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빨라진 피

부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화 방지 화장품을 사용하였다.

유방암 환자들은 자연스러우면서도 건강해 보이는 화장을 선

호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탈모로 인해 눈썹 빠짐, 칙칙하고 아파

보이는 피부 톤, 건조해진 피부로 들뜨는 화장으로 인해 화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들이 선호하는 화장법은

다음과 같았다. 피부 표현의 경우, 화사하고 건강해 보이는 피부

톤 연출에 주력하였다. 잡티와 주름, 다크서클의 커버도 이들의

화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밝은 컬러로 입술

을 표현하여 화사하고 건강해 보이는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였

으며, 탈모로 인해 빠져버린 눈썹이 표시나지 않도록 눈썹을 짙게

표현하였다.

유방암 환자들이 외모 관리에 있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가

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야는 두피 및 모발 관리 분야었다. 이

들은 탈모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감, 대인 기피, 외모 컴플렉스가

증가되었으며, 자신감을 상실하여 외모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탈모가 심하지 않은 환자들도 언제 탈

모가 진행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들이 탈모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가발의 착용과 가발 이외의 방법으로 나뉘

었다. 가발 이외의 방법은 탈모 방지 영양제의 복용, 탈모 방지 식

품의 섭취, 탈모 방지 샴푸 및 화장품의 사용, 모자 및 두건의 착

용이 있었다. 이러한 탈모 이외의 방법은 대부분 부차적인 것으로,

탈모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들은 가발을 사용하고 있

었다. 이들이 가발을 선택하는 기준은 유행과 취향에 맞는 헤어스

타일, 피부 자극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며 안정적인 착용감, 가

벼운 무게감, 세탁 및 관리의 용이성이었다. 이상과 같은 선택의

기준들은 이들이 가발을 착용 시 경험했던 애로 사항과 밀접한 관

련이 있었다. 이들이 착용했던 가발은 탈부착이 불안정하고 착용

시 가발인 것이 표시나는 부자연스러운 것이 많았다. 또한 다양한

유행 스타일을 반영하지 못한 디자인으로 인해 원하는 이미지 연

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착용 시 신체적으로 편안하지 않았다. 가

격 또한 만만치 않아 부담이 되었으며, 세탁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다수의 유방암 환자들이 신체적 변화 중 탈모에 가장 민

감하게 반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착용했었던 가발은 이

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유방암 투병 경험은 쇼핑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주

로 백화점, 인터넷 쇼핑, 아울렛 및 할인매장, TV 홈쇼핑을 통해

쇼핑을 하고 있었으며 로드샵, 멀티 쇼핑몰, 재래 시장을 이용하

기도 하였다. 백화점은 휴식 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고, 환경이 쾌

적하며, 우수한 품질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

으며, 의복의 경우 시착이 용이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쇼핑 장소

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백화점은 제품의 사이즈와 구색이 한정되

어 있고, 제품이 고가인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백화점에서 주로 의복, 화장품, 신발을 구매하고

있었다. 인터넷 쇼핑의 경우, 제품이 다양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편안하게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쇼핑 장소로 각광받

았다. 또한, 건강상, 심리적 문제로 인해 면대면 쇼핑이 부담스러

운 유방암 환자들은 외출의 불편함과 대인 관계에서 오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쇼핑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품질, 사이즈, 색상이 기대에 못미치고, 오

배송이 되는 경우도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을

통해 주로 의복과 화장품을 구매하였다. 유방암 환자들은 아울렛

및 할인매장도 쇼핑 장소로 선호하였다. 이 곳은 우수하고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다양한 구색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저

렴한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쇼핑 장소로 선택되고

있었다. 또한 한 곳에서 다양한 품목의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며, 의복의 경우 편안하게 시착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곳의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유방암 환자들은

아울렛 및 할인매장에서 주로 의복을 구매하였다. 마지막으로, 유

방암 환자들은 TV 홈쇼핑도 쇼핑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TV 홈쇼핑은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을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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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쇼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면역력과 체력이 약해지고

대인 관계에 부담을 갖는 유방암 환자들은 집에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TV 홈쇼핑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TV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소재가 불량하고 제품

의 사이즈와 스타일이 한정적이며, 의복의 경우 실제로 입어볼 수

없어 제품 구매 전에 맞음새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이들의 가

장 큰 불만 사항이었다. 유방암 환자들은 TV 홈쇼핑을 통해 주로

의복과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수반되

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겸험하고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처 행동으로 다양한 외모 관리 전략을 시행하고 있었다. 유방암

환자의 신체적 변화에서 유발된 우울감과 자괴감 및 대인 기피의

증대, 자신감의 감소와 같은 정신적 변화는 유방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켰으나, 이들은 의복 관리, 피부 관리, 화장 관리, 두

피 및 모발 관리 등의 다양한 외모 관리 전략을 통해 변화된 신체

를 아름답게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이 경험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는 쇼핑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발병 이전과

는 다른 양상의 쇼핑 행동을 보였다. 유방암 환자의 외모 변화는

이들의 자아 개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향후 이들의 니즈에 맞춤화된 전문 제품

의 출시 및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고려한 쇼핑 환경의 조

성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방암을 진단받고 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

자들이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는지 살펴보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

행한 외모 관리 행동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유방 절

제술을 받고 추가적으로 항암 요법, 방사선 요법, 혹은

항호르몬 요법을 시행한 유방암 환자들은 건강에 악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작용과 함께 외적인 아름다움이

손상되는 치명적인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

러한 신체적 변화는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져, 유방암 환

자들은 우울감, 자괴감, 대인 기피의 증가와 자신감의 감

소를 경험하고 있었다.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변화된

신체적, 심리적 상황에 대한 대처로, 이들은 의복, 피부

관리, 화장, 모발 및 두피 관리, 쇼핑 등의 다양한 외모

관리 전략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방암 환

자들의 외모 관리가 단순히 신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유방

암 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처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외모 관리 행동을 총체적인 관

점에서 접근하였다. 지금까지 유방암 환자의 외모 관리

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시행되었으

며, 최근에는 의류학에서도 유방암 환자의 외모 관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Lee & Rhee, 2016;

Oh, 2016b). 이들 연구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관

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지만, 유방암 환자들이 시행

하는 외모 관리 행동을 총체적 관점에서 파악하지 못했

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이 외모

관리를 통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

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포괄적인 관점에서 살펴

봄으로써, 향후 의류학 분야에서 유방암 환자의 외모 관

리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기여하

였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의복 행동, 피

부 관리 행동, 화장 행동, 모발 및 두피 관리 행동, 쇼핑

행동 등의 외모 관리의 하위 구성 요소들에 대한 연구들

이 의류학 분야에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의 외모 관리 행동이 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

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의학적 치료

기술의 개선에 힘입어, 유방암은 타 장기에 발생하는

암에 비해 환자의 사망률이 낮은 편이다(Korean Breast

Cancer Society, 2014). 그러나 환자의 생명 보존과 함께

이들의 삶의 질 개선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여성성을 상

징하는 유방의 훼손과 수술 외적인 치료법이 동반하는

부작용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은 신체적 건강 상실과 함

께 외적인 아름다움의 손상,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Brunet et al., 2013; Burgess et al., 2005; Sch-

over, 1991). 이러한 유방암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며, 유방암의 치료가 종료된 이후

에도 지속되어 영구적인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문제

의 심각성이 있다(Moreira & Canavarro, 2010).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방암 환자들은 다양한 분

야의 외모 관리 행동의 시행을 통해 변화된 신체와 상처

받은 심리를 보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 관리 행동

이 외모의 개선을 통한 치유 효과를 갖는다는 최근의 연

구결과와 일치한다(Lee et al., 2016; Yoh, 2015). 본 연구

는 외모 관리 행동이 갖는 신체적 아름다움의 개선을

통한 치유 효과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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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를 통해 외모 관리 산업에 다음과 같은 제

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의류, 패션, 피부 관리, 뷰티, 체

중 관리, 성형, 식품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외모 관

리 산업은 인간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는 루키

즘(lookism)의 열풍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

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은 유방암 환자들처럼 신체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제품

과 서비스의 개발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

양한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통해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신체 소외 계층은 물론 일반 소비

자에게도 신체에 대한 부정적 자의식을 심어주는데 일

조하고 있다. 유방암 환자와 같은 신체적 소외 집단은

소비 시장으로서의 경제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의무 이행,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 긍정적 기

업 이미지의 고취가 가능하므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는 기업에게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외모 관리 산업은 소비자의 사랑

을 기반으로 쌓은 기업의 이윤을 신체적 소외 계층을 도

움으로써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실제로 아모레

퍼시픽 그룹(AMOREPECIFIC Group)은 지난 2008년부

터 현재까지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Makeup Your Life)”

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 암 환자들에게 메이크업, 피부

관리, 헤어 연출법 등의 외모 관리 강좌를 시행하고 있

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외모 가꾸기가 아닌 여성

암 환자가 투병 중 겪는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고 건전

한 자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외모 관리 산업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통해 인간의 외모는 획일적인 기

준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아름다움의 가치

를 갖고 있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글

로벌 뷰티 및 건강 제품 소비재 기업인 유니레버의 도

브(DOVE)는 리얼 뷰티 캠페인(Real Beauty Campaign)

을 통해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확산시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에 이어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진행되길 기

대해 본다. 본 연구가 유방암 환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그에 따른 외모 관리 행동을 총체적 관점에서 살

펴보았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각각의 외모 관리 행동

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했으면 한다. 본 연

구에서 제시된 유방암 환자들의 외모 관리 행동인 의복

행동, 피부 관리 행동, 화장 행동, 모발 및 두피 관리 행

동, 쇼핑 행동은 각각의 추구 혜택과 시행을 통한 효과

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양한 외모 관리 행동

을 연구의 주제로 삼고 있는 의류학에서 관련 후속연구

가 활성화된다면, 외모와 관련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유방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

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 관리 행동이 유방

암 환자의 신체적 결손으로 인해 유발된 트라우마를 경

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최근 외모 관리

행동의 치유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의류학 분야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연구들이 활성화

되어 외모 관리 행동의 심리적, 사회적 가치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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