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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유방암 환자용 신체이미지 척도
(K-BIBCQ)의 타당화 연구1)
유 미 숙2)
이 세 연3)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용 신체이미지 척도(BIBCQ)의 한국판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판 유방암 환자용 신체이미지척도와 유방암 환자 삶의 질 측정도구(EORTC
QLQ-BR23),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실시하였고, 조사된 자료 268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
인분석 결과, Baxter 등(2006)이 제시한 6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제 1요인은 신체징표, 제 2요
인은 팔 염려, 제 3요인은 신체외형 불만족, 제 4요인은 취약성, 제 5요인은 과민성, 제 6요인은 활동제약으로
구성되었다. K-BIBCQ의 요인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적절한 편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K-BIBCQ의 총점과 하위 변인 간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K-BIBCQ의 전체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당도 검증에서는
K-BIBCQ의 점수가 EORTC QLQ-BR23의 신체상, 신체증상 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공인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체이미지가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주요 변인에 해당하는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우
울, 불안과 EORTC QLQ-BR23의 성기능 점수가 K-BIBCQ의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여 예측 타당도가 검증되었
다. 또한 연령, 유방암 병기, 수술경과기간, 수술방법, 유방의 수에 따른 신체이미지 수준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신체이미지는 수술방법과 유방의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들은 한국판 유방암
환자용 신체이미지 척도가 타당화된 신뢰로운 측정 도구임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 신체이
미지 척도를 국내에서 최초로 타당화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K-BIBCQ의 임상 및 연구에서의 활용성과 제한점
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유방안, 신체이미지, 한국판 유방암 환자용 신체이미지 척도, 신뢰도,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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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과정에서 유방암환자의 신체이미지를

Ⅰ. 서 론

평가하는 척도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003-2005년 암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여성인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암 치료 과정

구 10만 명당 유방암 발생률은 15%로, 여성 암

에서 여성성의 상징이자 모성으로 상징되는 중

가운데 유방암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요한 신체 부위인 유방이 손상됨으로써 신체이

타났다(보건복지부, 2008). 또한 유방암 발병률은

미지의 현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Khan et

1999-2005년 사이에 매년 평균 6.8% 수준으로

al., 2000; Mock, 1993). 그로 말미암아 심리적 고

급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국가의 유방암

통이 상승되며(Helms, O’Hea, & Corso, 2008; Petronis,

검진사업 확대를 통한 조기 진단 및 치료기술의

Carver, Antoni, & Weiss, 2003), 우울, 불안 등 부

발달로 인해 국내에서의 5년 생존율은 무려 미

적응적인 심리사회적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

국의 5년 생존율 88.7%(1996-2004년)과 유사한

(Al-Ghazal, Fallowfield, & Blamey, 2000; Blichert-

수준인 87.3%(2001-2005년)로 매우 증가되었다.

Toft, 1992).

또한 높은 완치율과 더불어 유방암 진단 후 치

한편 신체이미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의 차

료경과시기가 단축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점

이는 유방암과 치료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협적

차 빨라지면서(American Cancer Society, 2000), 유

인 결과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Petronis et al.,

방암 환자의 삶에 대한 심리사회적 태도를 조망

2003). 유방암 환자가 신체이미지를 보다 긍정적

해 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으로 지각할수록 유방암을 대처하는데 있어서

그 중 신체이미지는 인간의 신체에 대한 심리

자기 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 형상으로 정의되고, 자신을 표현하는 사회적

(Pikler, & Winterowd, 2003). 반면, 이들이 신체

상징이자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이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외모에 대한

해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Cohen. David, &

불만족(Figueiredo, Cullen, Hwang, Rowland, &

Richard, 1998). 구체적으로 신체이미지는 외

Mandelalatt, 2004)과 신체적 통합의 상실에 대한

모, 건강상태, 정상적인 기능 및 유능성과 성

인식(Carver et al., 1998; Petronis et al., 2003), 여

(sexuality)에 대한 심리사회적 태도라고 할 수 있

성성과 성기능 감소(Contant et al., 2004; Kalaitzi

으며(Fobair, Stewart, Chang, D'onofrio, & Banks,

et al., 2007) 등이 수반된다고 보고되었다.

2006), 특히 여성에게는 여성성과 매력을 포함한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유방암 치료

신체적 자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이다(Mock,

는 여성 유방암 생존 환자의 신체이미지에 현저

1993; Carver et al., 1998; White, 2000).

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신체이미지의 변

인간의 심리적 성장이나 회복을 위한 심리치

화는 성정체감, 삶의 질, 심리사회적 적응과 같

료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과정에

은 장기적인 측면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서 심리치료를 위한 진단평가와 진전과정을 객

다. 즉, 유방암 치료 이후 측정된 신체이미지는

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나 척도의 개발은

유방암 환자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설명하는

중요하며, 그 중에 신체이미지의 척도는 중요한

중요한 예측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도구이다(Cohen et al., 1998).

다(Helms et al., 2008; Pecor, 2004). 유방 손상으

그러므로 유방암환자의 유방상실과 관련된 심

로 인한 신체이미지의 변화는 심각한 심리사회

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놀이치료와 같은

적 문제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 66 -

유미숙․이세연 / 한국판 유방암 환자용 신체이미지 척도(K-BIBCQ)의 타당화 연구

적절한 예방과 대처를 위해 신체이미지를 타당

개발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Vamos(1993)가 구성

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방암 환

한 신체이미지의 재 개념화를 적용한 유방암

자 임상군의 신체이미지는 변환 과정에서 유방

환자용 신체이미지 척도를 개발하였다. Vamos

암의 특정한 징후와 특수한 신체경험으로 부합

(1993)는 신체이미지가 만성질환 환자에게 보다

되는 다양한 양상으로 내면화되기 때문에(White,

현저하게 지각된다고 보았으며, 질병으로 예민

2000) 일반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기존의 신체이

하게 경험된 신체 부위에 대한 신체이미지의 다

미지 측정도구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

차원적 변화가 초래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서 유방암 환자 임상 집단을 초점으로 특수화된

환자가 질병으로 겪는 다양한 신체 경험을 내면

신체이미지 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화하여 신체이미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신체

이러한 맥락에서 암 환자 집단 혹은 유방암

이미지는 질병 또는 치료로 겪게 되는 신체적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 측정도구의

고통, 피곤, 메스꺼움 등과 관련된 감각적 차원,

개발에 대한 몇몇의 시도가 있어 왔다. Hopwood

기동성(mobility), 신체 기능의 통제감, 신체를 인

(1993)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신체이미지를 측정

지하는 능력 등과 관련된 기능적 차원, 제 삼자

할 수 있는 10문항의 단축형 Body Image Scale

가 관찰 가능할 정도로 신체 외형에 질병의 뚜

(BIS)척도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유방암은 유방

렷한 징후가 드러남으로써 의식되는 자신과 타

상실이라는 특수한 신체손상을 경험한다는 점에

인에 의한 평가적 차원, 그리고 질병의 재발에

서 다른 암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유

대한 두려움, 급작스러운 신체의 변화, 변이되는

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화된 신체이미지

정도와 관련된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형성된다고

척도 개발이 요구되었다.

설명했다(Vamos, 1993).

또한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the

Baxter 등(2006)은 이를 토대로 구성한 구조화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된 면접을 81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

Cancer(EORTC)의 연구진이 개발한 유방암 환자

하여 총 216문항을 수집하였다. 이를 164명의

용 삶의 질 측정도구(EORTC QLQ-BR23)에는 신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요인 분석한 결과, 45문

체상이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유방

항의 기본문항과 8문항의 필러문항을 최종적으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로 추출했다. 이 척도는 6개의 요인구조로 확인

축을 차지하는 신체이미지가 이 척도에서는 하

되었는데, 유방암 질병 관련 신체적 민감성을

위 속성으로 제한되어 평가되므로, 신체이미지

측정하는 취약성(Vulnerability), 유방암 수술 부위

의 단일 구조만을 측정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

를 숨기려는 욕구 수준을 측정하는 신체징표

다. 또한 이 척도는 유방암 환자의 총체적인 신

(Body Stigma), 유방암으로 변화된 유능성 수준을

체이미지를 측정하고, 특히 유방암 수술 처치

측정하는 활동제약(Limitations), 신체 외형과 몸

등으로 인한 신체이미지의 주요한 변화를 구체

매에 대한 불만족 수준을 측정하는 신체외형

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

불만족(Body Concerns), 유방암에 의한 뚜렷한

다.

신체변화에 대한 걱정 수준을 측정하는 과민성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Transparency), 팔의 증상 및 외형에 대한 걱정수

Baxter 등(2006)은 유방암 환자 임상군의 신체이

준을 측정하는 팔 염려(Arm concerns)로 구성되어

미지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도구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8로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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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2주 간격의 검사 - 재검사 신뢰도는 .77

유방암으로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치료 중인

-.85로 나타났다.

유방암 병기가 0-4기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듯 유방암 환자 임상집단에 대한 신체이

조사방법은 현장조사와 우편조사로 실시되었다.

미지 측정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신

현장조사는 사전에 병원의 협조를 받아 연구자

체이미지 척도 측정에 대한 타당화가 이루어지

와 연구보조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유방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환자의 신체이미지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연구 대상자에게 실시하였다. 우편조사는 병원

적절한 유방암 환자용 신체이미지 척도의 부재

의 협조로 인터넷 및 이메일 등 사전 접촉을 통

로 인해 유방암 환자의 신체 체험에 대한 질적

해 자료수집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목

연구들로 한정되어 있다(이윤수, 2007; 임인숙,

적과 절차를 제시한 안내문과 질문지를 환자의

2006). 또한 신체이미지와 우울, 자아존중감, 건

자택에 직접 우편 발송하여 실시하였다.

강증진행위, 사회 심리적 적응 등과 같은 심리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정을 숙명여대 김영란

사회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소수의 양적 연

교수와 함께 실시하여 본 연구 대상이 동일집단

구가 있으나,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

임을 밝힌다.

이미지 측정도구를 사용했거나, EORTC QLQ

이들 중 질문지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답하지

-BR23의 신체상 하위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않은 문항이 있는 3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다양한 유방암 징후와 관련한 복합적인 신체이

268부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자를

미지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28명(47.8%)으로

(김수현, 전은영, 이원희, 2006; 전진영, 김행자,

가장 많았고, 40대가 85명(31.7%), 60대가 36명

1996; 정경숙, 박금자, 2007).

(13.4%), 30대가 17명(6.3%)순이었다. 학력의 경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유방암 환자 268

고졸이 51.9%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 33.2%, 중

명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를 다차원적으로 측정

졸 이하가 10.4%, 대학원 졸업이 3%로 나타났

할 수 있는 BIBCQ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

다. 유방암 진단 후 경과기간은 평균 47.6개월,

여 한국판 BIBCQ의 타당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수술 후 경과기간은 평균 45개월로 나타

유방암 환자의 다차원적 신체이미지 영역을 측

났다. 유방암 병기는 2기가 46.6%로 가장 많았

정함으로써 유방암 환자 처치 효과의 비교 등

고, 1기가 29.1%, 3기가 11.2%, 0기가 9%였다.

국내 임상장면에서의 유용한 평가 도구로서 활

수술유형은

용 가능하며, 신체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를 촉진

55.6%, 유방보존술이 3.4%로 나타났다. 보조적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치료의 경우 항암치료가 68.3%, 방사선치료가

전절제술이

41%,

부분절제술이

57.5%, 항호르몬치료가 39.2%로 나타났다.

Ⅱ. 연구방법
2. 측정도구
1. 연구대상
1)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의학적 배경
본 연구는 2009년 5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두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경제적 수준, 자

달 간 서울시 소재 S대학병원 유방암센터에서

녀여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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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및 진단 후 경과된 기간, 수술방법, 폐경여

외한 45개 문항의 신체이미지 측정 문항만이 사

부, 병기, 전이유무, 환자가 받은 의학적 처치의

용되었다.

종류(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등
3) 한국판 EORTC QLQ-BR23(Korean version

의 의학적 배경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of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2) 한국판 유방암 환자용 신체이미지척도
(Korea version of Body Image after Breast

Treatment of Cancer of life questionnaire Breast
Cancer Module) 신체상, 신체증상

Cancer Questionnaire; K-BIBCQ)

EORTC QLQ-BR23는 EORTC 연구진에 의해 개

Baxter 등(2006)이 개발한 유방암 환자용 신체

발된 것으로 유방암 환자 삶의 질을 측정하기

이미지척도(BIBCQ)를 임상심리전문가이자 교수

위한 평가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

인 연구자와 심리전공 박사과정 연구원이 공동

에서는 Yun 등(2004)이 타당화한 한국판 EORTC

번안하였으며, 현재 영어권에 장기간 거주하고

QLQ-BR23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3

있는 한국인 2인과 관련 전공 박사과정생 3인과

문항으로, 다음의 두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석사과정생 1인의 검토 과정을 거쳐 몇 차례 수

있다. 신체상, 성적 기능, 성적 즐거움, 미래 전

정 번안하여 K-BIBCQ를 만들었다.

망 등 4가지 기능영역에서의 기능수준을 측정하

이 척도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45개의 신체

는 기능 척도(8문항)와 체계적 치료 부작용, 가

이미지를 측정하는 기본(common) 문항과 8개의

슴 증상, 팔 증상, 탈모에 의한 상실감 등 증상

필러(filler) 문항, 즉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을 평가하는 증상 척도(15문항)로 구성된다. 본

또한 이 척도는 6개의 하위척도로 나누어지는데,

연구에서는 하위척도 중 신체상(Body Image)에

취약성(Vulnerability), 신체징표(Body Stigma), 활동제

해당하는 4문항과 유방암 관련 신체증상을 평가

약(Limitations), 신체외형 불만족(Body Concerns), 과

하기 위한 가슴 증상(4문항), 팔 증상(3문항), 탈

민성(Transparency), 팔 염려(Arm concerns)의 6요인

모에 의한 상실감(1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 문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

항들은 지난 1주일 동안 증상과 어려움을 얼마

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나 경험하는지를 4점 Likert형 척도(1:전혀 아니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상에

다, 2: 약간 그렇다, 3: 꽤 그렇다, 4: 매우 그렇

서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이미지

다)상에서 평정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신체상은 부정적이며, 신체증상을 경험하는 빈

이들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하위척도별로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취약성이 .87, 신체징표가 .85, 활동제약이 .82,

Cronbach α는 신체상, 가슴 증상, 팔 증상 문항

신체 외형 불만족이 .85, 과민성이 .77, 팔 염려

순으로 .90, .73, .74이었다.

가 .77이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취약성이
.84, 신체징표가 .85, 활동제약이 .85, 신체 외형

4) EORTC QLQ-BR23(Korean version of the

불만족이 .77, 과민성이 .82, 팔 염려가 .78이었

European

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88이었다.

Treatment of Cancer of life questionnaire Breast

이번 한국판 유방암 환자용 신체이미지 척도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Cancer Module) 성기능

(K-BIBCQ) 타당화 연구를 위해서 필러문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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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들의 현재 기능 상태를 측정하기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3권 제1호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한국판 EORTC QLQ-BR23

Ⅲ. 연구결과 및 해석

척도에서 성기능 수준(Sexual Function)을 측정하
기 위해 성기능(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 탐색적 요인분석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기능이 좋

K-BIBCQ의 요인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주축

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합

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을 적용한 탐색적

치도 계수 Cronbach α는 .88이었다.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체이미지의 하위 요
인간의 상관이 유의미할 것으로 가정되어 사각

5) 간이 정신 진단 검사(SCL-90-R)

회전방식(direct oblimin)을 채택하였으며 고유치,

김광일,

scree검사, 누적 변량 등을 검토하였다.

김재환과

원호택(1984)이 표준화한

SCL-90-R은 9개의 증상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 과정에서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개발되었고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KMO 값이 .888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에서는 우울, 불안의 2개 증상 차원만을 측정하

5531.402(df=990, p<.001)로 요인구조는 비교적

였다. 검사내용은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유치(eigen value)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0점)에서 ‘아주 심하

1이상을 충족시키는 요인은 11개가 추출되었으

다’(4점)의 5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

나, 6개 요인을 제외하고는 설명변량이 미미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 수준이 높은 것을 의

였다. 또한 원판 척도 연구에서 6개 요인을 주

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우울, 불안

된 요인으로 제안하였으며, 스크리 도표(scree

순으로 .93, .95이었다.

plot)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6개
요인을 선정하였다. 사각 회전방식의 요인회전

3. 자료 분석

을 실시한 후 문항분석을 통하여 각 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이 .3 미만인 문항을 삭제하고 남은

본 연구에서는 K-BIBCQ의 요인구조를 확인하

문항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추가 실시하였

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확인적

다. 분석결과 이들 6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요인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요인구조

50.29%를 설명하였다. 요인 1(신체징표)은 유방

가 타당한지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K-BIBCQ

암 수술로 변화된 신체부위 노출의 어려움, 손

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전체 문항과 각 하위척

상된 유방 외형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드러내

도별의 내적 합치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공인

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요인 2(팔 염려)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EORTC QLQ-BR23의 신

는 유방암 수술 후 팔에 대한 통증, 느낌, 부종

체상 척도, 신체증상척도(가슴증상, 팔증상, 탈모

증상, 팔의 외형 변화에 대한 만족 수준 등에

로 인한 상실감)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요인 3(신체외

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의료적 특성에 따

형 불만족)은 신체, 몸매, 엉덩이의 형태 등 전

른 집단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반적인 신체 외형에 대한 불만족 수준에 관한

산출하였고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요인 4(취약성)는 암

다.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15.0과

전이와 재발 가능성 등 유방암으로 인한 질병에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대한 염려하는 정도를 드러나는 문항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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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BIBCQ의 요인구조

(N=268)

문

회전된 요인계수

항

요인 1

요인 2

내 신체를 숨기려 한다.

.745

유방수술로 남은 흉터를 보는 것을 피한다.

.716

요인 6

원척도

요인 3

요인 4

요인 5

-.024

-.104

-.005

-.109

-.187

1

.030

-.056

.031

.029

-.016

1

요인 1. 신체징표

나는 옷 갈아입을 때 내 몸을 숨긴다.

.600

-.054

.087

.000

-.252

-.033

1

나는 가슴수술 부위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577

-.051

-.006

.082

-.025

.295

1
1

내 신체의 어떤 부분은 절대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고 느낀다.

.561

-.044

.058

-.083

-.101

.155

공중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을 때 편안하다ϯ.

.559

.159

.046

.045

.012

-.146

1

나는 가슴을 가린 채 성관계를 한다.

.496

-.042

.117

-.079

-.158

.130

1

나는 내 몸으로 인해 실망하게 된다.

.495

.070

.062

.086

.033

.161

4

나는 내 가슴의 외형에 대해 자신감을 되찾아야 한다.

.465

.022

-.041

.131

-.167

.113

5

나는 내 몸에 화가 난다.

.368

.086

.239

.097

-.160

.276

4

-.139

.691

-.018

.081

-.029

.275

2

.085

.640

-.103

.049

.008

-.065

2

-.064

.625

-.021

-.118

-.144

.161

2

요인 2. 팔 염려
나는 팔 통증 때문에 힘들다.
ϯ

내 팔에 대한 느낌이 정상이다.
팔이 부어올라서 힘들다.

ϯ

.074

.604

.300

-.113

-.108

-.153

2

-.030

.450

-.042

.325

-.085

.100

4

.100

.400

.188

.194

.043

.113

6

-.051

-.091

.878

-.043

-.017

.006

3

-.093

-.047

.787

-.038

-.012

.038

3

.295

.236

.452

.181

.110

-.138

3

내 몸매에 만족한다.

.176

.136

.426

.244

.012

-.183

3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좋다.ϯ

.306

.204

.362

.125

.013

.025

3

내 팔의 모습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경미한 통증과 쑤시는 증상을 걱정한다.
나는 정상이라고 느낀다.ϯ
요인 3. 신체 외형 불만족
나는 내 엉덩이의 형태에 만족한다.ϯ
ϯ

나는 내 엉덩이의 모습에 만족한다.
나는 내 신체에 만족한다.ϯ
ϯ

요인 4. 취약성
나는 암세포 전이를 걱정한다.

-.103

-.126

.032

.845

-.119

.044

4

나는 유방암에 대해 생각한다.

.050

-.031

-.100

.644

-.035

.008

4

암이 재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내 몸에 대해 걱정한다.
내 몸에 시한폭탄이 있다고 느껴진다.

.007

.080

.003

.621

-.068

-.132

4

-.034

.031

.067

.608

.004

.195

4

.342

.003

.047

.457

.043

.002

4

-.006

.084

.065

.389

-.110

.092

4

나는 사람들이 내 가슴을 본다고 느낀다.

.051

.038

-.072

.119

-.849

-.153

5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고 느낀다.

.037

.100

.008

.094

-.684

.041

5

.246

.003

.131

.072

-.489

.087

5

나는 피로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힘들다.

.045

.195

.038

.127

-.065

.519

6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내 일을 대신해주어야 한다.

.079

.062

-.018

.059

.033

.464

6

나는 내 몸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만 두게 된다.

.099

.227

-.031

.094

-.145

.409

6

고유치(eigen value)

10.11

2.65

2.32

1.76

1.36

1.18

설명변량(%)

29.17

6.58

5.76

3.86

2.64

2.28

내 몸에 병이 퍼진 것 같다.
요인 5. 과민성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가슴을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고 볼 것 같
다.
요인 6. 활동제약

주. 원척도 1: body stigma 2: arm concerns 3: body concerns 4: vulnerability 5: transparency 6: limitations
주. ϯ 표시는 역 채점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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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다. 요인 5(과민성)는 유방암 수술로

<표 3> K-BIBCQ 전체와 하위변인 간 상관

인한 뚜렷한 신체 변화를 향한 타인의 시선에

신체

대한 인식 수준 등이 드러나는 문항들로 이루어

징표 염려

져 있었다. 요인 6(활동제약)은 유방암 수술 후

K-BIBCQ

변화된 신체적 징후, 피로 등으로 인한 일상생

총점

활 수행의 어려움, 활동의 제한 등을 반영하는

***

.86

***

팔

.73

***

신체외형
불만족
.65

***

( N=268)

취약성 과민성

.74

***

***

.73

활동
제약
.61

***

p<.001

문항들로 나타났다. 즉 K-BIBCQ의 요인구조는
원저자가 제시한 요인구조와 내용측면에서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요인 1의 3문
항과 요인 2의 2문항이 원저자가 제시한 요인과

요인 2는 .881, 요인 3은 .686, 요인 4는 .807, 요
인 5는 .823, 요인 6은 .817로 비교적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다른 요인으로 묶였다. 한국판 유방암 환자용
신체이미지 척도의 각 요인에 속한 문항과 요인
구성 및 요인부하량, 원척도와 비교 등과 같은
요인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하위변인과 전체
척도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총점과 하위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신체징표는 .86, 팔 염려는 .73,
신체 외형 불만족은 .66, 취약성은 .74, 과민성은
.73, 활동제약은 .6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2. 내적 신뢰도와 하위척도 간 상관

수준 p<.001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
다. 이를 통해 본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할 수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된 한국판

있었다.

유방암 환자용 신체이미지 척도의 신뢰도를 알
아보기 위해 내적 합치도를 구하였다. 한국판

3. 확인적 요인분석

유방암 환자용 신체이미지 척도 전체 문항의
Cronbach α는 .926이었으며, 문항제거 시 전체 척
도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는 경우는 없었다.
하위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요인 1은 .806,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부하량이 .3 미만인
12문항이 제외되어 K-BIBCQ는 최종적으로 33문
항이 선정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K-BIBCQ 척도의 요인구조가 타당한가를 확증하
기 위해 최대 우도 방식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표 2> K-BIBCQ 하위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N=268)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실시하였다. K-BIBCQ의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

신체징표

268

31.41

8.98

10

50

도 지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팔 염려

268

17.23

5.52

6

30

268

16.07

4.11

5

25

취약성

268

19.46

4.90

6

30

과민성

268

8.26

3.12

3

15

활동제약

268

8.19

2.85

3

15

전체

268

100.62

21.97

50

154

신체 외형
불만족

모형의 적합도 검증에 널리 사용하는 TLI 및
CFI의 경우 .9에 근사하고 RMSEA의 경우 .05이
하가 이상적이지만 .05-.08사이이면 허용할만한

<표 4> K-BIBCQ의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모형

2

X

6요인모형 78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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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TLI

CFI

RMSEA

1.697

.907

.918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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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문수백, 2007). 분석결과는 이러한 기준

5. 준거관련타당도(예측타당도)

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요인계수 또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K-BIBCQ척도의 6
요인 모형은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시사된다.

대다수의 연구들에서 유방암 수술로 인한 유
방의 상실은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장기간 지
속하게 됨으로써 성 기능이 감소되고 우울, 불

4. 준거관련타당도(공인타당도)

안 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여 정신건
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Beglund, Bolund,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EORTC QLQ-

Fornander, Rutqvist, & Sjoden, 1991; Figueiredo et

BR23의 신체상 척도, 신체증상 척도(가슴 증상,

al., 2004; Kalaitzi et al., 2007; Petronis et al, 2003;

팔 증상, 탈모에 의한 상실감)와의 상관분석을

Polinsky, 1994).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5에 제시하였다. 그 결

면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는 우울, 불안과는 정적

과, K-BIBCQ 척도의 총점 및 각 하위요인과

상관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성기능과 부적 상

EORTC QLQ-BR23의 신체상 척도 총점 간의 상

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

따라서 K-BIBCQ의 예측타당도를 확인해 보기

다. 또한 K-BIBCQ 척도의 총점 및 각 하위요인

위해, 신체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

과 EORTC QLQ-BR23의 신체증상척도는 대체로

되는 SCL-90-R의 정신 건강 지표(우울, 불안)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러한 결

EORTC QLQ-BR23의 성기능 측정도구와의 상관

과에 따라 K-BIBCQ 척도의 공인타당도가 확인

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

되었다.

되어 있다.
분석결과, 유방암 환자의 신체이미지 총점과
우울, 불안은 예측한 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 5> K-BIBCQ와 EORTC QLQ-BR23의 신체상 척도,
신체증상 척도 간 상관

신체상

가슴
증상
***

팔 증상

.27

.27

.18

*

팔 염려

.39***

.29***

.66***

.11

***

.086

.24

***

.19

불만족

6>

K-BIBCQ척도와

SCL-90-R

우울,

EORTC QLQ-BR23의 성기능척도와의 상관

상실감

***

.68

.49

<표

탈모에 의한

신체징표

신체 외형

우울

불안

***

***

.29

-.19**

.32***

-.13*

신체징표

.27

팔 염려

.34***

신체 외형

*

.30

불만족

불안척도,

(N=268)

***

***

성기능

***

.28

-.28

취약성

.51***

.34***

.35***

.27***

취약성

.43***

.45***

-.14*

과민성

.52***

.30***

.35***

.31***

과민성

.38***

.41***

-.17**

활동제약

.39***

.22***

.39***

.19***

활동제약

.42***

.43***

-.15*

***

K-BIBCQ

K-BIBCQ

.70

총점
*

***

(N=268)

p<.05,

***

***

p<.001

***

.34

.50

***

.26

.45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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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p<.001에서 각각 .45, .47로 유의미한 정적

연령, 유방암병기, 그리고 수술경과기간의 경우

상관을 나타냈으며, 하위변인은 모두 우울, 불안

에는 집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유방암

수술방법(전절제술, 부분절제술)에 따른 집단 간

환자의 신체이미지 총점은 성기능은 -.24로 통계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적으로 유의한 수준 p<.001에서 부적 상관을 보

다. 신체이미지 총점(t=4.68, p<.001)과 신체징표

였으며, 하위요인은 모두 성기능과 유의미한 부

(t=6.20, p<.001), 팔 염려(t=2.26, p<.001), 신체

적 상관을 나타냈다.

외형 불만족(t=2.91, p<.01), 과민성(t=4.52, p<

종합하면, 유방암 환자의 신체이미지가 성 관

.001)에서는 전절제술을 받는 유방암 환자 집단

련 변인, 정신건강 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의 평균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며, 취약성

것으로 드러나 만족할 만한 예측타당도가 검증

과 활동제약에서는 수술방법에 따른 차이가 없

되었다.

었다. 유방의 수(양쪽 유방제거, 한쪽 유방제거,
양쪽 유방보존)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

6. 연령, 수술경과기간, 수술방법, 유방의 수
에 따른 집단 간 비교

<표 8> K-BIBCQ 총점과 각 하위요인 점수의 유방의 수에
따른 집단 차이

연구 대상자의 연령, 유방암병기, 수술경과기

1.양쪽

2.한쪽

3.양쪽

간, 수술방법, 유방의 수에 따른 신체이미지 총

유방제거 유방제거 유방 보존

점과 각 하위변인의 점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Non-breast) (One-breast) (Two-breast)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n=8)

(n=102)

(n=158)

M(SD)

M(SD)

M(SD)

<표 7> K-BIBCQ 총점과 각 하위요인 점수의 수술방법에

신체

38.25

35.02

28.74

따른 집단 차이

징표

(10.53)

(8.28)

(8.38)

부분절제술

팔

20.25

18.26

16.41

(n=110)

(n=149)

염려

(5.26)

(5.67)

(5.30)

M(SD)

M(SD)

18.62

16.74

15.50

(3.11)

(3.57)

(4.38)

18.50

19.75

19.32

(5.63)

(5.01)

(4.80)

8.50

9.34

7.56

(3.92)

(3.25)

(2.80)

전절제술

신체징표
팔 염려

35.25(8.45)
18.40(5.64)

신체외형

df

t

신체

28.67(8.44) 234.93 6.20

***

15.45(4.33) 254.07 2.91**

취약성

19.66(5.04)

19.23(4.84) 229.60

과민성

9.28(3.29)

7.52(2.80)

257

활동제약

8.19(2.85)

8.11(2.89)

236.90

K-BIBCQ
총점
**

p<.01,

***

.70

취약성

과민성

HSD

20.01***

4.83

**

4.51*

1>3,
2>3
2>3

1>3,
2>3

0.40
10.92*** 2>3

***

4.52

활동

8.75

8.14

8.19

.23

제약

(3.01)

(2.85)

(2.85)

K-BIBCQ 112.87

107.25

95.72

(21.40)

(21.00)

107.66(21.53) 95.12(21.04) 231.93 4.68***
p<.001

불만족

16.14(5.27) 225.66 2.26

16.87(3.56)

불만족

외형

***

Turkey

F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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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신체징표’는 유방암 수술 부위를 숨기고 싶은

Levene의 등분산 가정 검정 결과, K-BIBCQ 총

욕구를 측정하게 되는데, 즉 자신이 유방암 수

점과 하위변인이 모두 유의확률이 .05이상으로

술로 인한 신체의 변형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와

세 집단의 분산이 동일함을 가정할 수 있었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원척도와 불일치한 3

분석 결과, 유방의 수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

문항의 경우 신체부위의 변형에 대한 자신의 인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 총점

식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에 ‘신체징표’ 요인에

(F=10.52, p<.001)과 신체징표(F=20.00, p<.001),

포함되었을 것으로 가정된다. 요인 2는 팔에 대

신체 외형 불만족(F=4.51, p<.05)에서는 양쪽 유

한 통증, 느낌, 부종 증상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

방이 모두 상실된 집단 혹은 한쪽 유방이 상실

되어 ‘팔 염려’로 명명하였다. 한편, 원척도의 취

된 집단이 양쪽 유방을 보존한 집단보다 평균점

약성에 해당하는 ‘나는 경미한 통증과 쑤시는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팔 염려

증상을 걱정한다.’ 문항과 원척도의 활동제약에

(F=4.83, p<.01), 과민성(F=10.92, p<.001)에서 한

해당되는 ‘나는 정상이라고 느낀다.(역 채점)’ 문

쪽 유방이 상실된 집단이 양쪽 유방을 보존한

항이 요인 2에 포함되었다. 유방암 절제술은 수

집단보다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술 대상자의 30-40%가 유방조직, 근육 및 림프

러나 취약성과 활동제약에서는 유방의 수에 따

절의 제거와 신경의 손상으로 수술부위의 변형,

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팔의 부종, 통증, 감각변화, 어깨관절의 기능저
하를 겪게 된다(Longman, Braden, & Mishel, 1997).
특히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에 의한 림프절 손상

Ⅳ. 논의 및 결론

은 정상적인 림프액의 흐름을 방해하며, 팔과
본 연구의 목적은 유방암 환자의 신체이미지

손에 림프액이 정체되어 환측 상지(팔)의 통증이

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BIBCQ의 한국판 척도

나 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림프부종으로 이어진

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

다(Passik & McDanald, 1998). 본 연구에서는 유방

다. 이를 위해서 유방암진단 및 수술을 받은 유

암 수술 후 통증과 관련된 신체적 후유증에서

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팔의 통증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으로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요인을 검

인해 앞서 언급된 원척도와 불일치된 통증과 정

토한 결과 6요인 구조가 가장 적합한 모델로 판

상 수준의 인식에 연관된 2문항들이 팔 염려 요

단되었으며, 6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50.29%

인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문항

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요인 1은 유방암 수

번안 과정에서 원문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하게

술로 변화된 신체 부위의 노출에 대한 어려움

전달하지 못한 오류에 기인했을 수 있기 때문에

등을 드러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신체징표’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

명명하였다. 한편 Baxter 등(2006)의 연구에서 취

다. 요인 3은 신체, 몸매, 엉덩이의 형태 등 전

약성으로 분류된 ‘나는 내 몸으로 인해 실망하

반적인 신체 외형에 대한 불만족 수준 관련 문

게 된다.’ ‘나는 내 몸에 화가 난다.’ 문항과 원

항들로 구성되어 ‘신체 외형 불만족’으로 명명

척도의 과민성 요인에 묶인 ‘나는 내 가슴의 외

하였다. 요인 4는 암 전이 및 재발 가능성 등

형에 대해 자신감을 되찾아야 한다.’ 문항이 본

유방암 질병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난 문항들로

연구에서는 신체징표 요인에 포함되었다. 이는

서 ‘취약성’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5는 유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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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인한 뚜렷한 신체변화를 인식하는 타인

을 나타냈으며, K-BIBCQ의 하위변인 모두 우울,

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등이 나타난 문항들로

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신체이미

‘과민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6은 피로 등 신

지가 부정적일수록 우울, 불안의 심리적 부적응

체적 후유증으로 인한 일상적, 사회적 활동의

을 경험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제한 수준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나타나 ‘활동제

히 불안이 신체이미지와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

약’으로 명명하였다.

다. 또한 K-BIBCQ의 총점과 EORTC QLQ-BR23

둘째, 각 하위변인과 전체 척도간의 상관을

의 성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p<.001에

살펴본 결과, K-BIBCQ 총점과 각 하위변인 간

서 -.24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 K-BIBCQ의 하위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61-.86으로

요인 모두 성기능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

나타나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났으며, 특히 신체외형 불만족이 성기능과 상관

셋째, 이 요인구조에 따라 K-BIBCQ의 신뢰도

이 가장 높았다. 즉 선행연구의 결과(Fobair et

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

al., 2006; Kalaitzi et al., 2007)와 유사하게 유방암

는 .93이며, 각 하위문항은 .69-.88 사이로 내용

환자의 신체이미지가 부정적일수록, 특히 신체

적인 일관성이 확인되었다.

외형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을수록 성기능 수준

넷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

이 저하되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

석으로 확인된 K-BIBCQ 요인별로 적합한 구조

른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유사하게 유방암 환자

로 검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6

의 신체이미지가 정신건강 변인, 성 관련 변인

요인의 구조모형의 적합지수가 비교적 적절한

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준거 예

수준으로 나타나 요인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할

언력이 있는 것으로 시사된다.
일곱째, 연구 대상자의 연령, 유방암병기, 수

수 있었다.
다섯째, K-BIBCQ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술경과기간, 수술방법, 유방의 수에 따른 집단

위해EORTC QLQ-BR23의 신체상 척도, 신체증상

간의 신체이미지 점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척도(가슴 증상, 팔 증상, 탈모에 의한 상실감)와

t-test와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BIBCQ

연령과 수술경과기간의 경우에는 집단에 따른

척도의 각 하위요인과 EORTC QLQ-BR23의 신체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방암 환자들의

상 척도 총점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의료적 특성

상관을 보였으며, EORTC QLQ-BR23의 신체증상

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Hartl 등(2003)의 연구의

척도와의 상관은 대체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

결과와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Hartl 등

타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K-BIBCQ 척도

(2003)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연령에

의 공인타당도를 지지한다.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수술경과기간과 유방암

여섯째, K-BIBCQ의 예측타당도를 검증하기

병기, 수술방법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차이는 유

위해 신체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

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수술방법에

되는 심리사회적 변인인 정신 건강(우울, 불안)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취약성과 활동제약을 제

과 성기능 측정도구와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

외한 모든 하위변인과 K-BIBCQ 총점에서 통

다. 분석결과, K-BIBCQ의 총점과 SCL-90-R의 우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절

울, 불안은 각각 .45, .47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제술 받은 집단이 부분절제술을 받은 집단보다

- 76 -

유미숙․이세연 / 한국판 유방암 환자용 신체이미지 척도(K-BIBCQ)의 타당화 연구

신체이미지가 부정적이었다. 이는 유방암 환자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인과관계를 횡단적인 시점

수술방법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차이를 탐색한

에서의 연구보다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검증되

Figueiredo 등(2004), Mock(1993)과 Moyer(1997)의

어야 할 것이다.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유방을 완전히 상실한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신체이미지를 더

구는 K-BIBCQ를 국내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타

욱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방

당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

의 수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 또한 취약성과 활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방암은 다른 질병

동제약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과 K-BIBCQ 총

과는 특수하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유방의 상실

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는 신체의 변형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

양쪽 유방이 모두 보존된 경우가 한쪽 유방을

해 신체이미지 혼란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부적

상실된 집단과 양쪽 유방 모두 상실한 집단보다

응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유방암 환자의 다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이었고, 양쪽 유방 모두 상

차원적인 신체이미지의 측정은 수술 후 적응에

실한 집단이 신체이미지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 집단을 선별하는데 유용한

즉 절제된 유방의 수가 많을수록, 신체이미지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는 향후 유방암 환자의 심

더욱 손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사회적 적응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신체이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병원 대상으로 표집 되었기

지 회복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 형성의 기초적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때문에 연구결과를 한국 유방암 환자 전체에 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환자의 심리적 적

반화하여 해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

응상태를 평가하고 놀이치료와 같은 심리치료과

서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분포에 있는 유방암 환

정의 진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도구로

자를 대상으로 추후연구를 한다면 보다 일반화

가치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둘째, 신체이미지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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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Body Image after Breast Cancer Questionnaire
Mee Sook Yoo4)
Se Yeon Lee5)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Body Image after Breast Cancer
Questionnaire, which was developed originally by Baxter et al(2006) to study the body image in a
multidimensional fashion for breast cancer patients. Followed are the major results: First, the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item property were analyzed for 268 breast cancer patient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six factors: (1) Body stigma, (2) Arm concerns, (3) Body concerns, (4) Vulnerability, (5)
Transparency, and (6) Limitations.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stable six
factor model fit properly.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K-BIBCQ and its subscale were satisfactory.
Second, criterion-related evidence of validity were investigated. Correlations of the subscales with
standardized measures of related constructs were moderately significant and supportive of the convergent
validity. Observed relationships with other measures, such as Depression, Anxiety of SCL-90-R and Sexual
Function of EORTC QLQ-BR23, supported the predictive validity. Third, the K-BIBCQ showed
differences between women treated with lumpectomy and mastectomy, and between women with no
breasts, one breast, and two breasts. Finall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BIBCQ is useful for both
clinical and research applications.
Key words : breast cancer, body image, reliability,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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