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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9년 국가암정보센터[1]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의 암 발생 1위는 단

연 유방암이었으며, 이의 생존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

만 생존율의 증가와는 별개로 유방암 치료 후 조직에 액체와 단백질 

등이 축적되어 생기는 림프부종의 발병으로 5명 중 1명의 유방암 생존

자가 이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2,3]. 게다가 림프부종은 단순하게 액

체나 단백질이 조직에 축적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

유방암 생존자의 림프부종과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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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Lymphedema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long-term issues for breast cancer surviv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

ing lymphedema and the practice of self-care of lymphedema among breast cancer survivor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103 breast can-

cer survivors as a descriptive cross-sectional study. Results: The level of lymphedema differed in body mass index (BMI), and lymphedema level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fatigue. Factors affecting lymphedema were identified as BMI and depression, and the higher the BMI and 

depression, the more severe the lymphedema was. The degree of self-care practice of lymphedema differed statistically in age at first diagnosis, and the 

degree of self-care practice of lymphedema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symptoms of lymphedema, such as numbness, pain and stiffness, as 

well as lymphedema education and fatigue level. Factors affecting the practice of self-care of lymphedema were identified as numbness, education and 

fatigue, and the higher the degree of numbness, education and fatigue, the higher the practice of self-care of lymphedema. Conclusions: This study 

could confirm that physical,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are all required in the plan for mediating to alleviate lymphedema. Nursing 

providers must constant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elf-care to control lymphedema as it is one of the long-term complications of breast cancer 

treatment that require care throughout the life of breast cancer survivors. Nursing researchers will also be required to conduct various studies to provide 

various grounds to encourage the management of lymphed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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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하면 피하조직의 섬유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3,4]. 이로 인하여 림프부종은 환자 개인의 불편감뿐만 

아니라 변형된 외모로 사회생활을 꺼리게 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개

인 및 사회적 비용까지 초래되고 있다[5]. 따라서 유방암 치료 후 림프

부종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발생한다면 조

기에 진단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서 의료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개

입뿐만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노력이 요구된다. 림프부종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 중재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림프부종과 림프부종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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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유방암 생존자에게 림프부종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2-4] 림프부종의 위험요인이나 영향요인을 

확인한 선행연구는 유방암 치료 방법이나 발병 시의 병기, 또는 신체적

인 특성(체중 등) 등을 변수로 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6-8]. 하지만 교

육은 신체적 증상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림프부종 관리에도 반드

시 요구되는 부분이다[9]. 또한, 림프부종이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증상임을 고려할 때 개개인의 신체 ·정서적인 요인에 따른 림프

부종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10]. 따라서 림프부종을 관리하기 위

한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이며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관

리법의 개발에 앞서 림프부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유방암 생존자에게서 림프부종은 살아있는 동안 평생의 장기

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보건의료관리자들의 개입에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 효과적인 림프부종 관리를 위해서는 환자 개개

인의 노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으므로 유방암 환자의 자가관리 실천을 

독려하기 위하여 자가관리 실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유방암 환자의 자가관리 실천 실

태 정도나 삶의 질 또는 일상생활 활동 등의 일부 변수와의 관계를 조

사한 연구결과는 있으나[11-14]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자가관리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신체 ·정서적 요인

이 개개인의 건강 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유방암 생

존자의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을 독려하고, 이들을 위한 자가관리 중

재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 및 신체 ·정서

적 측면을 고려하여 유방암 환자의 자가관리 실천의 영향요인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방암 생존자의 림프부종과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정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이는 유방암 

생존자가 자신의 위험을 인지하여 림프부종을 관리함으로써 장기적

인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림프부종으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의 기초자

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림프부종과 자가관리 실

천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림프부종, 자가관리, 교육, 우울, 피로 정도를 확

인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림프부종, 자가관리, 교육, 우울, 피로 정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림프부종과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정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유방암 생존자의 림프부종과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정

도를 확인하고, 림프부종과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정도의 영향요인

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광역시의 유방암 자조 단체에 등록하여 

활동 중인 유방암 환자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유방암 이외에 

다른 암으로 진단되지 않은 대상자를 편의 표집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예상인원은 G-Power 3.1.9.2로부터 회귀분석 효과크기 0.15, 

검정력 0.80, 요인 6개를 사용하여 최소인원 98명으로 산출되었고 10% 

탈락률을 고려하여 108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 설문지 검토를 

통해 응답이 불완전한 5부를 제외하고 103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건강 행위 관련 특성, 질병 관련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나이, 교육 정도, 배우자 유무, 직업 유무, 주관

적인 경제 상태 등이 포함되었고, 건강 행위 관련 특성으로는 키, 체중, 

음주 여부, 운동습관 등이 포함되었다. 유방암 관련 특성은 처음 진단 

후 경과 기간, 처음 진단 시 나이, 진단 시 병기, 수술 종류, 화학요법 여

부, 방사선요법 여부, 항호르몬요법 여부, 면역요법 여부 등을 조사하였

다. 키와 체중을 이용하여 산출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kg/m2)는 대한비만학회[15]의 한국형 비만 진단기준에 따라 정상 18.5-

22.9, 비만 전 단계 23.0-24.9, 비만 단계(1단계 25.0-29.9, 2단계 30.0-34.9, 

3단계 35.0 이상)로 분류하였다.

림프부종

본 연구에서 림프부종 정도는 Lymphedema Symptoms and Intensity 

Distress Survey-Arm [16]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30문항으로 팔의 림

프부종과 관련된 신체 증상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림프부종 정도만을 확인하고자 하였기에 스

트레스 문항을 제외한 신체 증상 13문항만을 이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팔이 붓는다’, ‘팔이 저리다’, ‘팔을 옆으로 머리까지 올리기가 어렵다’ 

등이 있으며, 이분형 문항(예/아니오)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종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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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전체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개발 당

시 0.93-0.94이었고[16], 본 연구에서 사용한 13문항의 신뢰도는 0.86이

었다.

또한, 림프부종의 개별적인 신체 증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Chun et 

al. [6]의 연구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게 확인된 저린감, 통증, 뻣뻣함 

증상을 0-10점의 시각 사상 척도로 만들어 측정하였다. 

자가관리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정도는 Casley-Smith and Casley-Smith [17]

의 도구를 수정한 Cho et al. [1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20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1-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관리 

실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i and Choi [12]의 

연구에서 0.87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8이었다.

교육

림프부종 관리 교육 정도는 Park et al. [14]이 개발한 도구를 Jeong 

[18]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0문항으로 대상자가 림

프부종 관리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교육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다. 문항은 이분형 문항(예/아니오)으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림프부

종 관리 교육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eong [18]의 

연구에서 0.94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0.94이었다.

우울

우울 정도는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19]을 Han et al. [20]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9문항, 4점 척도(0-3점)로 점수

가 높을수록 우울의 심각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et al. [21]의 연구에서 0.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0이었다.

피로

피로 정도는 암 피로 도구(Cancer Fatigue Scale) [22]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5문항, 5점 척도(1-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0.79-0.89이었으며[22], 본 연

구에서는 0.85이었다.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대구광역시 유방암 자조 단체에 등

록한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

로부터 연구 승인(IRB No. 1040621-201809-HR-020-02)을 받은 후 수

집되었다. 자조 단체의 책임자에게 협조를 얻어 연구자가 정기모임에 

참여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연구목적과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 측면을 

설명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림프부종과 림프부종 자가관리 정도의 차이는 서술통계와 독립

표본 t-test 또는 분산분석(scheffe test)을 하였다. 대상자의 림프부종, 자

가관리, 교육, 우울, 피로 정도는 서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림

프부종, 자가관리, 교육, 우울, 피로 정도 간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림프부종과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

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림프부종과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58.0 ± 5.80세

(range 42-72)이었고, 50대가 49.5%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

업자가 65.0%, 현재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66.0%, 주관적인 경제 상태

는 보통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65.0%를 차지하였다.

건강 행위 관련 특성으로 평균 BMI (kg/m2)는 22.47± 2.36 (range 

17.72-29.36)이었으며, 한국형 비만 진단기준에 따른 정상 또는 이하인 

대상자가 65.0%, 주 2-3회 운동을 하는 대상자가 46.6%로 나타났다.

질병 관련 특성으로 유방암 처음 진단 시 나이는 평균 50.80 ± 6.12

세(range 37-67)이었고, 50대에 처음 진단받은 대상자가 52.4%이었으며, 

처음 진단 시 병기는 2기가 64.1%, 치료 방법 중 화학요법을 시행받았

던 대상자는 86.4%를 차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림프부종의 차이는 BMI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F =5.49, p= 0.005). 이의 사후분석에서 1단계 비만한 대

상자(6.94 ± 4.15)는 정상 또는 그 이하인 대상자(3.88± 3.35)보다 림프부

종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정도의 차이는 진단 

시 나이(F = 4.62, p= 0.01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사후

분석에서 진단 시 60대였던 대상자(45.00 ±17.86)는 40대 이하(56.15 ±

11.03)와 50대(57.74 ± 9.87)였던 대상자보다 자가관리 실천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Table 1).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교육, 우울, 피로 정도

림프부종 정도는 평균 4.53 ± 3.63점이었고, 림프부종의 신체 증상은 

저린감(3.43 ± 2.39), 통증(3.36 ± 2.28), 뻣뻣함(2.91 ±1.70)으로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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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교육, 우울, 피로 정도 간의 관계

림프부종은 우울(r= 0.35), 피로(r= 0.28)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정도는 림프부종의 신체 증상인 저

린감(r= 0.37), 통증(r= 0.34) 및 뻣뻣함(r= 0.25), 림프부종 교육(r= 0.20), 

다. 자가관리 실천 정도는 평균 56.12 ±11.46점, 림프부종 교육 정도는 

5.52 ± 3.98점, 우울 정도는 6.71 ± 5.71점, 피로 정도는 42.38 ±7.27점이었

다(Table 2).

Table 1. Differences of lymphedema and self-ca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03)

Variables Category n (%)
Lymphoedema Self-care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Sociodemograpic 
characteristics

Age (y)  
(M±SD=58.0±5.80)  
(Range 42-72)

40-49 8 (7.8) 3.75±2.66 2.17 (0.096) 56.88±8.39 1.63 (0.188)
50-59 51 (49.5) 4.08±3.30 58.25±10.74
60-69 40 (38.8) 4.88±3.89 53.95±11.92
≥70 4 (3.9) 8.50±5.07 49.00±17.91

Education Middle school 14 (13.6) 4.86±3.53 0.13 (0.874) 56.29±10.74 0.52 (0.592)
High school 67 (65.0) 4.57±3.96 55.37±12.20
Above college 22 (21.4) 4.23±2.62 58.27±9.56

Having a spouse Yes 85 (82.5) 4.40±3.41 -0.81 (0.419) 55.36±11.79 -1.46 (0.149)
No 18 (17.5) 5.17±4.62 59.67±9.18

Current employment status Employed 35 (34.0) 4.54±3.09 0.02 (0.986) 11.43±4.94 1.21 (0.229)
Unemployed 68 (66.0) 4.53±3.90 9.99±6.10

Subjective economic condition Sufficient 9 (8.7) 2.22±3.27 2.07 (0.132) 53.00±15.00 0.67 (0.512)
Middle 67 (65.0) 4.70±3.82 55.82±12.10
Insufficient 27 (26.2) 4.89±3.06 57.89±8.21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BMI (kg/m2)  
(M±SD=22.47±2.36)  
(Range 17.72-29.36)

Normal or lessa 67 (65.0) 3.88±3.35 5.49 (0.005)
a<c

55.43±11.98 0.34  (0.714)
Pre-obesityb 18 (17.5) 4.56±3.24 57.33±11.60
Obesity: Stage 1c 18 (17.5) 6.94±4.15 57.44±9.49

Alcohol Yes 13 (12.6) 5.23±3.56 0.74 (0.462) 53.15±10.71 -0.10 (0.321)
No 90 (87.4) 4.43±3.65 56.54±11.55

Exercise (per wk) No 10 (9.7) 5.30±4.88 1.67 (0.178) 53.30±13.32 1.60 (0.194)
1 19 (17.5) 6.06±4.33 52.17±13.93
2-3 48 (46.6) 3.98±3.37 58.42±10.15
≥4 27 (26.2) 4.22±2.87 55.70±10.81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Duration since diagnosis (y) <5 38 (36.9) 4.76±3.11 0.16 (0.853) 56.29±11.89 0.43 (0.650)
5-10 37 (35.9) 4.51±3.79 57.16±11.74
>10 28 (27.2) 4.25±4.16 54.50±10.67

Age when first diagnosed  
(M±SD=50.80±6.12)  
(Range 37-67)

40s and youngera 41 (39.8) 4.20±3.61 0.42 (0.656) 56.15±11.03 4.62 (0.012)
a, b>c50sb 54 (52.4) 4.67±3.36 57.74±9.87

60sc 8 (7.8) 5.38±5.55 45.00±17.86
Stage of disease 0-I 26 (25.2) 3.54±3.90 1.32 (0.273) 53.92±12.83 1.74 (0.181)

II 66 (64.1) 4.88±3.53 56.08±11.24
III 11 (10.7) 4.82±3.49 61.55±7.76

Kind of surgery Partial 60 (58.3) 4.10±3.71 -1.44 (0.153) 54.25±11.70 -1.98 (0.050)
Total 43 (41.7) 5.14±3.47 58.72±10.69

Chemotherapy Yes 89 (86.4) 4.81±3.56 1.96 (0.052) 56.84±10.93 1.64 (0.105)
No 14 (13.6) 2.79±3.75 51.50±13.93

Radiation therapy Yes 73 (70.9) 4.55±3.72 0.06 (0.952) 56.11±11.24 -0.01 (0.992)
No 30 (29.1) 4.50±3.47 56.13±12.16

Hormonal therapy Yes 69 (67.0) 4.26±3.89 -1.09 (0.279) 57.55±9.80 1.83 (0.070)
No 34 (33.0) 5.09±4.08 53.21±13.95

Immune therapy Yes 24 (23.3) 4.71±3.48 0.27 (0.790) 58.33±11.74 1.08 (0.281)
No 79 (78.7) 4.48±3.70 55.44±11.36

M±SD, mean±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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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r= 0.28)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림프부종 및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유방암 생존자의 림프부종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

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BMI와 상관관계가 확인된 우울과 피로를 

포함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림프부종 영향

요인에 대한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16.23, p< 0.001), 

이의 설명력은 23%이었다. 림프부종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BMI (β=  

0.35)이었고, 다음으로는 우울(β= 0.35)이었으며, 림프부종은 BMI와 우

울 정도가 높을수록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정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

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유방암 처음 진단 시 나이와 상관관계가 확

인된 림프부종의 신체 증상(통증, 저린감, 뻣뻣함), 교육, 피로를 포함하

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9.91, 

p < 0.001), 이의 설명력은 21%이었다.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정도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저린감(β= 0.34)이었고, 다음으로는 교육(β= 0.27)

과 피로(β= 0.19) 순이었으며, 저린감, 교육, 피로 정도가 높을수록 자가

관리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의 상관계수가 0.80 이상인 변수가 없어 변수 간의 독립성

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모형에서 Durbin-Watson 통계량은 2.10과 2.18

로 자기 상관이 없었고, 분산팽창인자와 공차 한계로 확인한 다중 공

선성도 문제가 없었다. 잔차의 가정을 확인하기 위한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도 이상이 없었으며, Cook’s distance 값도 1.0

을 초과하는 값이 없어 회귀분석의 가정을 모두 만족하였다(Table 4). 

고  찰

본 연구는 유방암 생존자의 림프부종 자가관리 중재방안을 모색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조사 연구로 림프부

종 및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유방암 생존

자 103명의 설문 조사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인 유방암 생존자의 림프부종 정도와 관련된 결과를 

Table 2. Scores for lymphedema, practice of delf-care, education, depres-
sion, and fatigue among breast cancer survivors (n=103)

Variables
Item Mean±SD 

(min-max)
Mean±SD 
(min-max)

Possible 
range

Lymphedema 0.35±0.28 (0-1) 4.53±3.63 (0-13) 0-13
   Numbness - 3.43±2.39 (0-9) 0-10
   Pain - 3.36±2.28 (0-9) 0-10
   Stiffness - 2.91±1.70 (0-7) 0-10
Practice of self-care 2.81±0.57 (1.45-4.00) 56.12±11.46 (29-80) 20-80
Education 0.55±0.40 (0-1) 5.52±3.98 (0-10) 0-10
Depression 0.75±0.63 (0-3) 6.71±5.71 (0-27) 0-27
Fatigue 2.83±0.48 (1.60-4.73) 42.38±7.27 (24-71) 15-75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Correlations among lymphedema, practice of self-care, education, depression, and fatigue among breast cancer survivors (n=103)

Variables
Lymphedema Numbness Pain Stiffness Self-care Education Depression

r (p) r (p) r (p) r (p) r (p) r (p) r (p)

Practice of self-care 0.13 (0.196) 0.37 (<0.001) 0.34 (<0.001) 0.25 (0.010)
Education 0.00 (0.977) -0.12 (0.237) -0.14 (0.161) -0.01 (0.916) 0.20 (0.040)
Depression 0.35 (<0.001) 0.28 (0.004) 0.28 (0.004) 0.22 (0.026 0.14 (0.154) -0.12 (0.220)
Fatigue 0.28 (0.004) 0.36 (<0.001) 0.32 (0.001) 0.24 (0.017) 0.28 (0.005) -0.12 (0.225) 0.52 (<0.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lymphedema and practice of self-care among breast cancer survivors (n=103)

Variables B SE β t p 95% CI

Lymphedema (Constant) -9.07 3.04
BMI 0.54 0.13 0.35 4.04 <0.001 0.28-0.81
Depression 0.22 0.06 0.35 3.97 <0.001 0.11-0.33

Adjusted R2 =0.23, F=16.23, p<0.001
Practice of self-care (Constant) 33.74 6.36

Numbness 1.61 0.45 0.34 3.55 0.001 0.71-2.51
Education 0.76 0.26 0.27 2.97 0.004 0.25-1.27
Fatigue 0.30 0.15 0.19 2.00 0.048 0.00-0.60

Adjusted R2 =0.21, F=9.91, p<0.001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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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림프부종 정도는 13점 만점에 평균 4.53점으로 중하 정도의 

림프부종 정도를 나타냈고, 0-10점 범위의 시각 사상 척도로 측정한 

증상은 저린감 3.43점, 통증 3.36점, 뻣뻣함 2.91점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Fu et al. [23]의 연구에서도 유방암 생존자의 림프부종 정도가 중간 

이하 정도를 보였으며, Ververs et al. [24]의 연구에서는 통증과 저린감, 

뻣뻣함 등이 증상으로 확인되었고, Park [25]의 연구에서도 림프부종 

유무에 따라 저린감과 뻣뻣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증상이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림프부종의 차이는 BMI에서 확인

되었으며, 림프부종 정도는 우울과 피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이들을 포함하여 림프부종의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림프부종의 

영향요인은 BMI와 우울로 확인되었고, 총 변량의 23.0%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림프부종은 BMI와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BMI가 정상 또는 이하인 대상자보다 비

만(25.0 kg/m2 이상)인 대상자가 림프부종이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데 이는 Park et al. [26]의 연구에서 BMI가 25.0 kg/m2 이상이면 림프부

종의 위험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Chun et al. [6]의 연구에서도 BMI가 증가할수록 림프부종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Gillespie et al. [7]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림프부종이 심한 것으

로 확인되었는데, 정서적인 측면을 변수로 하여 림프부종의 영향요인

을 확인한 선행연구는 부족하였으나 림프부종이 있는 여성이 림프부

종이 없는 여성에 비해 정신건강이 나빠질 확률이 73% 높다는 연구결

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0]. 또한, 림프부종 유무에 따른 정서적 상

태를 비교한 연구에서 림프부종이 생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

해 우울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25]. 따라서 유방암 생

존자의 림프부종 관리를 위하여 BMI 및 우울 증상을 조절하는 방안

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대상자의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정도와 관련

된 결과를 살펴보면, 자가관리 실천 정도는 80점 만점에 평균 56.12점

으로 중간 이상의 자가관리 실천 정도를 보였다. 이는 같은 도구를 이

용한 Park et al. [14]의 연구에서 59.96점, Choi and Choi [12]의 연구에

서 60.38점으로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정도의 

차이는 처음 진단 시 나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는데 처

음 진단 시 60대였던 대상자는 40대와 그 이하 또는 50대였던 대상자

보다 자가관리 실천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처음 진단 시 나이를 변수

로 하여 림프부종 자가관리 정도를 확인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려웠으

나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을 독려하기 위하여 

진단 시 나이가 많은 대상자는 조금 더 많은 교육 및 관심이 요구된다

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정도는 림

프부종 증상인 저린감, 통증, 뻣뻣함과 함께 림프부종 교육, 피로 정도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들을 포함하여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의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의 영향요인

은 림프부종 증상인 저린감과 교육, 피로로 확인되었고, 총 변량의 

20.8%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저린감, 교육, 피로 정도가 높을수록 림프

부종 자가관리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림프부종의 증상인 저린감이 높을수

록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Jung et 

al. [13]의 연구에서 림프부종 정도에 따른 자가간호의 차이는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신체적 불편감이 심할수록 자가간호 

행위 정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Park et al. [14]의 연구에서는 림

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정도는 림프부종이 있는 대상자가 합병증이 없

는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인 림프부종의 증상인 저린감이 심할수록 자가관리 실천 정도가 높

은 것에 대한 유사한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

서 확인된 것과 같이 어느 정도의 신체적 불편감은 자가관리의 필요성 

및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두 번째, 본 

연구는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정도가 높다

고 하였는데, 림프부종 자가관리와 교육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지만, 교육프로그램이 자가간호를 증진한다는 결과는 유방암 

환자의 항암 화학요법교육[27] 이나 신장 이식환자 교육[28] 등에서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림프부종 자가관리를 독려하기 위한 사회적인 

지지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피로 정도가 심할수록 림프부종 자가관리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운전기사의 건강 행위를 조사한 연구에서 피로감이 

건강 행위 실천 정도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결과와 유사하였다[29].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피로와 건강증진행위의 상관

관계는 확인되었으나 영향요인으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30]. 

따라서 림프부종을 경험하고 있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피로감

을 변수로 하여 림프부종 자가관리의 영향요인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

겠다.

본 연구결과 림프부종 관리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이들의 영향요인

을 확인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측

면의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자조 단

체를 모집군으로 하여 설문을 진행하였기에 일반화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종 정도 측정을 객관화하지 않고 대상자의 주관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였기에 추후 이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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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인 

림프부종을 경감시키기 위한 자가관리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유방암 생존자의 림프부종과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유방암 생존자의 림프부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BMI

와 정서적 우울로 확인되었으며, 림프부종을 위한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림프부종의 신체 증상인 저린감, 교육, 피로감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림프부종을 완화하기 위한 중재 계획에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중재가 모두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

제공자는 림프부종이 유방암 생존자의 일생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유

방암 치료의 장기적인 합병증의 하나이므로 이것을 조절하기 위한 자

가관리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여야만 한다. 또한, 간호연구가는 림

프부종의 관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

한 연구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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