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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증진 프로그램 개발 

 

암 진단은 죽음의 공포와 함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외상 사건의 하나로 암 

진단 단계에서부터 치료 이후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암 이전 수

준의 적응 단계를 초월하는 변화인 외상 후 성장을 가져오기도 한다. 외상 후 성장 

증진은 심리적 적응, 삶의 질 향상, 생존율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므로, 외상 

후 성장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외상 경험으로 고통받는 암환자의 긍정적 변화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edeschi와 Calhoun의 외상 후 성장 모델에 근

거하여 직장인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임상적용 타당도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예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먼저 선행연구 분석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유

방암 환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심층면담으로 프로그램 요구도

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외상 후 성장 모델에 기반을 두어 자기노출 증진과 

사회적 지지 그룹의 상호작용 증진으로 의도적 반추를 증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8회기의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예비 프로그램은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모든 회기가 면대

면으로 구성되면서 8회기의 내용이 집중 제공되는 총 4회기 프로그램으로 수정보완

하였다. 암 진단과 치료를 외상으로 인식하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노출을 하

도록 말하기, 글쓰기를 그룹 및 개별중재로 제공하고, 의료인과 자조그룹의 사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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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암 치료 이후 생활관리, 운동, 심리, 영양, 외모관리 내용을 강

의, 실습, 경험 나누기 등의 그룹중재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 타당도 확인을 위해 단일군 전후설계로 S시 소재 1개 대학

병원에서 2016년 11월 5일부터 24일까지 평일반, 주말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직장

인 유방암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 타당도 평가를 

위해 프로그램 제공 전, 제공 직후, 종료 한달 후 외상 후 성장, 반추(침투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고통(불안과 우울)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최종 

13명의 자료를 paired t- test를 통해 검정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종료 직후와 종

료 한달 후에 프로그램 제공 전보다 외상 후 성장, 의도적 반추가 증가하고 불안과 

우울이 감소하였으며, 외상 후 성장과 불안이 각각 종료 직후(t=-2.67, p=.019, 

t=2.83, p=.015), 종료 한달 후(t=-2.64, p=.021, t=2.76, p=.017)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프로그램 임상 적용 타당도 검증 결과 외상 후 성장 증진 프로그램이 직장인 유방

암환자의 외상 후 성장을 증진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의도

적 반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생각을 바꾸도록 자극하는 것이 더 필요하

다고 판단되어 프로그램 제공기간을 4회기에서 8회기로 변경하였고, 시간이 가장 부

족하였던 1,3회기의 프로그램 제공시간을 15분씩 늘려 구성하였다. 최종 개발된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을 추후 동일한 대상자군에게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군, 대조군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되는 말: 외상 후 성장, 유방암, 간호,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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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 필요성 

 

유방암 발생률이 감소 추세인 미국과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파르게 상승하고있

으며, 2013년 기준 15~64세 여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암 중에서 갑상선암 다음으

로 유방암이 가장 많고 지난 10여년 전에 비해 유방암 환자 수가 3배 이상 증가하였

다(보건복지부 & 국립암센터, 2015; 한국유방암학회, 2016). 하지만 우리나라 유방암 

5년 상대 생존율은 91.3%로 미국 89.2%, 일본 89.1% 등 주요 의료 선진국에 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존율을 나타낸다(한국유방암학회, 2016). 특히 우리나라 유방암

의 연령별 발생률은 40대의 유방암 환자의 발생률이 높고, 40세 이하도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서구와 비교하여 약 3배정도 발생률이 높은데(한국유방암학회, 

2016), 우리나라 40대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이 66.8%로 가장 높으며(여성가족부, 

2016) 해당 연령군에서 유방암 발생이 가장 많은 것을 볼 때(한국유방암학회, 2016) 

직업을 가진 유방암 환자가 다수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암 진단과 치료 이후 직업이 암 경험에 대처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돕

는 것이 요구된다. 

암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암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회적 역할과 관

계변화 등으로 특징된 ‘갑자기 맞닥뜨린 외상사건’으로 인지되어 심각하게 삶을 위

협하며(Calhoun & Tedeschi, 2006), 유방암 진단과 치료 또한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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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상사건으로 볼 수 있다(Cordova et al., 2007; Fors et al., 2011). 유방암 환자는 

심각한 외상사건의 충격과 더불어 우울, 삶의 질 저하, 자신감 저하, 재발과 전이의 두

려움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며, 신체적으로 통증, 림프부종, 상지 

기능 저하, 어깨관절 기능 제한, 피로, 성적 장애, 폐경, 신체상의 변화 등의 건강문제를 

가지게 된다(Lu et al., 2009; 민효숙 et al., 2008; 박형숙, 조규영, & 박경연, 2006; 서

연옥, 2007).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유방암 환자는 암 진단을 보다 공격적이고 파괴적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심리적 고통 점수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llizzi & 

Blank, 2006; Bloom, Stewart, Chang, & Banks, 2004; Kornblith et al., 2007).  

그러나 암환자들이 암 진단이라는 외상사건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고

통 이면의 축복을 보고 암 이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목적을 발견하는 

등 인간적 성장을 이루고(서홍관, 박종혁, & 권순석, 2013), 개인의 내적 성장과 긍정

적 세계관으로의 변화, 풍부한 인간관계 등을 발견할 수 있는(Jim & Jacobsen, 2008) 

긍정적 심리 변화를 가져 오기도 한다. 이 긍정적 심리 변화는 외상 후 성장

(posttraumatic growth)으로 표현되며, 외상사건 경험 후 그 상황에 대항하는 능력을 

넘어 외상 전 수준의 단계를 초월하는 변화로서(Tedeschi & Calhoun, 2004) 암환자

의 심리적 적응 및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건강증진행위 촉진, 면역력 증가, 생존율 

상승 등의 결과를 가져온다(Danhauer et al., 2013; Liu, Wang, Wang, Su, & Wang, 

2014; Silva, Crespo, & Canavarro, 2012; Tedeschi & Calhoun, 2004). 따라서 암환

자들이 외상 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간호 중재 전략 개발이 중요하다. 

외상 후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간호중재 전략 개발에서 관심을 가져야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도적 반추이므로(Calhoun, Cann, & Tedesch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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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houn & Tedeschi, 2006, 2012),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지 그룹의 상호작용 증진으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재해석과 자신

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의도적 반추 증진이 필요하다. 하지

만 외상 후 성장 관련 중재 연구가 외상 후 성장 이론에 기반하여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았고, 중재 제공 후 발생한 긍정적 결과 중의 하나로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였다(Roepke, 2015; 박미향 & 박정숙, 2016; 이인정, 2009). 따라서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가 반영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관련 경험과 프로그램 요구도를 확인하여, 

Tedeschi와 Calhoun의 외상 후 성장 모델을 바탕으로 의도적 반추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외상 후 성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개발된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을 평가한다. 

셋째, 예비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 결과를 평가하고,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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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1.3.1.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이란 삶 속에서 외상사건 경험 후 그 상황에 대항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외상 전 수준의 단계를 초월하는 긍정 심리적 변화로(Tedeschi & Calhoun, 

2004), 이는 외상사건, 반추, 고통으로 설명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① 외상사건(Seismic event) 

외상사건이란 주관적으로 지각한‘삶의 위기’나‘삶을 뒤흔드는 사건’이며 

부정적 심리적 결과를 유발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사건으로, 

자연재난, 전쟁, 테러 뿐만 아니라 부상, 화재, 이혼, 장애 아동의 출산, 암 등의 질병, 

성폭력 경험 등 주관적으로 ‘인생의 위기’라 지각되는 다양한 사건의 경험을 

말한다(Tedeschi & Calhoun, 2004). 

본 연구에서 외상사건이란 세상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큰 충격을 주는 유방암 

진단과 치료과정을 의미한다. 

 

    ② 반추(Rumination) 

반추란 주요 핵심신념에 대한 도전 혹은 와해에 의해 촉진되는 인지적 작업으로, 

침투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로 나눌 수 있다. 침투적 반추(instructive rumination)는 

외상 사건에 대해 자동적이고 침습적으로 떠오르는 반복적 사고를 말하며,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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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이해하려는 측면에 초점 맞춰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외상 경험 및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의도적 반추(deliberate rumination)라고 한다(Calhoun & 

Tedeschi, 2006; Cann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 진단과 치료 후 그 상황에 대해 원치 않을 때에도 일어나는 

반복적인 생각을 침투적 반추라고 하며, 이런 반복적인 사고가 의도적인 특성을 띠고 

발전하여 외상 후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의도적 반추라고 하여 한국형 

사건관련 반추척도(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in a Korean population, 

K-ERRI)로 측정된 침투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점수를 의미한다. 

   

③ 고통(Distress) 

고통이란 외상 이후 경험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 증상을 말하며, 이런 고통이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성장을 경험하더라도 외상사건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Calhoun & Tedeschi, 1999). 

본 연구에서는 고통은 병원 불안 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로 평가한 불안 및 우울 점수를 말한다.  

 

    ④ 외상 후 성장 (Posttraumatic growth) 

외상 후 성장이란 단순히 외상 사건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거나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 넘는 변형과 기능에서의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자기 지각의 변화, 대인과의 관계 변화 및 인생관의 변화로 

구성된다(Tedeschi & Calhoun, 2004; Tedeschi & Calhou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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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이란 유방암 진단과 치료라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고 이전 삶으로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긍정적 

내외적 변화로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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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고찰 

 

2.1. 외상 후 성장 

 

외상 사건(seismic event)은 주관적으로 지각한 삶의 위기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며,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유발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사건이다. 이는 자

연재난, 전쟁 경험, 테러, 강력 범죄 등의 사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신체적 부상, 화

재, 이혼, 장애 아동의 출산, 성폭력,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암 등의 질병 진단,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포함한 다양한 폭력 경험 등 주관적으로 인생의 위기라 지각되는 다양

한 사건 경험들을 포함한다(Tedeschi & Calhoun, 2004). 이러한 외상 사건 이후 심

리적으로 빨리 회복 되더라도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불안, 공포, 슬픔, 죄책감, 분

노 등의 고통스러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신체 질환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Bonanno, 2004; Calhoun & Tedeschi, 2012; Keane, Marshall, & 

Taft, 2006; Spitzer et al., 2009), 특히 그 중 일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

증 등 정신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Calhoun & Tedeschi, 2012). 

그러나 외상 사건 이후 부정적 경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

는 외상 사건의 대처 결과로 일어나는 긍정적 변화도 야기 되는데 이를‘외상 후 성

장(Posttraumatic growth)’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Calhoun & Tedeschi, 

2004, 2006, 2012). 외상 후 성장이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저항하거나 그

로부터 손상 받지 않았던 이전을 넘어서는 변화를 의미하며, 단순히 외상 이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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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는 변형과 기능에서의 질적인 변화

를 포함한다(Calhoun & Tedeschi, 2006; Tedeschi & Calhoun, 2004).  

Tedeschi와 Calhoun은 먼저 외상 후 성장의 시작 단계를 외상 사건 이전의 개인

으로 보고 개인의 특성을 언급하였다(Calhoun & Tedeschi, 2004, 2006, 2012; 

Tedeschi & Calhoun, 1995). 개인적 특성은 주요 인구학적인 변인으로 연령, 교육수

준, 결혼상태, 성별 등이 있고, 개방성, 외향성, 낙관성, 자아탄력성, 자기 효능감 등 

개인 성격 특성이 포함된다. 또한 세상에 대한 개인의 신념은 세상에 대한 개인의 기

본 가정(assumptive world)이라고하여 성장 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

였는데, 외상 사건은 이러한 개인의 신념, 즉 핵심신념에 가장 큰 충격을 준다

(Calhoun & Tedeschi, 2012). 외상 사건 후 개인이 직면하는 상황은 신체적으로 무

기력해지고 에너지가 고갈되게 하며,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왜 이런 상황이 나

에게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등하게 한다.  

이러한 고통지각은 외상 사건에 대한 주관적 경험으로, 무기력감, 삶에 대한 위협, 

통제가 불가능한 것을 경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외상 자체의 특성이나 유형보다 

외상 후 성장과 더 관련 있다고 하였다(Linley & Joseph, 2004). 외상 사건이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여 개인이 사건이 주는 영향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나므로(Tedeschi, Calhoun, & Cann, 2007)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인

지적 변화 과정을 겪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매우 극심한 고통의 지각은 부정적인 결과

로도 이어질 수 있다(Tedeschi & Calhoun, 1995). 

이와 같이 외상 전 개인은 외상 사건을 통한 고통, 목표와 신념, 세계관을 뒤흔들거

나 붕괴시키는 징후를 자각하고 기존의 세상에 대한 도식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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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위기 후에 따라오는 인지적 처리과정을 반추(rumination)라고 설명하고 침투적 

반추(intrusive rumination)와 의도적 반추(deliberate rumination)로 분류하였다

(Tedeschi & Calhoun, 2004).  

침투적 반추는 개인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반복적으로 자주 떠올라 고통을 주게 되

지만, 단지 부정적인 스트레스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 고통의 지각을 통해 관련된 

상황의 이해와 삶의 의미나 목적의 통찰을 얻게 하는 의도적 반추를 촉진하는 것으로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선행단계로 불 수 있

다(Calhoun & Tedeschi, 2004, 2006, 2012).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무슨 일

이 일어났었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에 대한 반복적인 사고로 의도적 특성

(deliberate quality)이 더 강해지는데(Calhoun & Tedeschi, 2012), 이를 의미하는 

의도적 반추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분석, 의미 발견, 재평가를 거쳐 개인의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역할을 하며 보다 의도적이고 성장적 사고과정으로의 도식 변화, 

인생 이야기 발달로 사건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Calhoun & 

Tedeschi, 2004, 2006, 2012; 전유진 & 배정규, 2013; 조선화 & 강영신, 2015). 또

한 의도적 반추 역시 외상 후 성장 가능성에 중요한 요인이므로(Cann et al., 2011), 

외상사건 이후 의도적 반추를 많이 할수록 외상 후 성장 경험 역시 많이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추의 과정으로 외상 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노출을 통해 자신의 경

험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속에서 이해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노출은 외상 사건에 대한 조망을 발달시키고, 외상관련 정서에 대해 개인을 노

출시키는 것으로 외상 후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Calhoun & Tedeschi,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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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송승훈, 2007). 심각한 고통을 겪을 때 개인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른 사람에

게 말하기, 글쓰기 등으로 표현하는 자기노출을 통하여 정서적 지지를 받고 부정적 

감정의 완화를 경험하며, 글쓰기와 기도하기 등을 통해 외상경험의 긍정적인 부분을 

재평가하고 숙고할 수 있다(Calhoun & Tedeschi, 2012). 

또한 외상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주변에서 도움이 되어주고 위로해 주는 사회적 지

지를 통해 마음의 위안으로 재건할 힘을 얻는데, 이는 외상 후 성장으로 이끌어 주는 

원동력으로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사회문화적 요소이다(Tedeschi & Calhoun, 

2004). 개인이 외상 사건을 겪는 동안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지지해 주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Wilcox, 2010),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이 감소하면 침습

적 반추보다 의도적 반추가 더 자주 일어나 사건에 대한 인지적 과정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Calhoun & Tedeschi, 2006).  

외상 후 성장은 외상 사건 이전의 개인과 개인의 특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삶의 위

기를 경험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로 끝나는 것을 

말한다(Calhoun et al., 2010). 외상 후 성장 경험은 자신에 대한 변화, 타인관계에서 

변화, 인생관의 변화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Tedeschi & Calhoun, 

1996). 첫째, 자신에 대한 변화는 개인이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 중 내면의 강점과 새

로운 삶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외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취약성을 지

각하고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겨 인생의 새로운 길과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둘째, 타인관계에서 변화는 타인에 대한 친밀감, 연민, 동정, 신뢰, 자기

노출 등의 경험이 증가했다는 것이며, 셋째, 인생관의 변화는 인생목표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증가했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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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생존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Calhoun & Tedeschi, 2012). 외상 사건으로 힘들었으나 

삶에 대한 도식이 바뀌고,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 더 넓은 눈을 가지고 더 적응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게 된다(Tedeschi & Calhoun, 2004).  

따라서 외상 후 성장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Tedeschi와 

Calhoun(2006)의 외상 후 성장 모델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A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Tedeschi & Calhou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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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는 암환자(김희정, 권정혜, 김종남, 이란, & 이건숙, 

2008; 이숙 & 김연정, 2012; 한인영 & 이인정, 2011), 소방공무원과 경찰(김희숙, 

2014; 한승우 & 김희숙, 2015), 청소년(김현미 & 정민선, 2014), 북한이탈 

여성(이숙영, 이동혁, 조해연, 김경미, & 김효정, 2016) 등 다양한 대상자들의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을 확인한 연구와 외상 후 성장 관련 중재 연구(고아름, 2012; 

박경, 전진수, & 정선용, 2013; 윤미라, 2014; 임선영, 2014; 장재혁, 2013; 최권호, 

2015; 하늘, 2012)가 시행되었다. 특히 외상 후 성장 관련 중재 연구는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기제가 외상 후 성장을 

증진 시켰는지, 어느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상 후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입에 대한 연구가 충분한 자료가 

마련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으며, 앞으로는 프로그램 개입 효과와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재평가, 효과 요인을 밝힐 수 있는 실험설계 연구 등 다양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Roepke, 2015; 박미향 & 박정숙, 2016; 이인정,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 증진을 위해 반추,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외상 후 

성장 요소가 포함된 외상 후 성장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 

개발하고, 암환자, 특히 직장인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외상 후 성장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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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암 경험은 암환자에게 심리사회적 고통을 주며 지속적으로 삶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외상 사건이 될 수 있지만, 암 경험을 통해 개인의 내적 성장, 긍정적 

세계관으로의 변화, 타인과의 관계 호전, 대처 기술 향상 등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다(Jim & Jacobsen, 2008; Mystakidou et al., 2007). 유방암 또한 진단과 치료과정 

자체가 외상사건이 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후유증이 크게 나타나 유방암 치료 

후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장애가 나타날 위험이 크지만(Fann 

et al., 2008; Gurevich, Devins, & Rodin, 2002; Kangas, Henry, & Bryant, 2002; 

Mehnert & Koch, 2007) 외상사건이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에 대면하고 이겨내고자 하는 노력은 유방암 환자 스스로와 주변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특히 양진향(2008)은 암 진단을 받고 암환자는 분노감을 느끼지만 깊은 탐색을 

통해 암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찾게되며, 이 의미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의 변화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이타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삶에 대한 과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건강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환자는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나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지만, 삶의 의미를 깨닫고 

가족과의 사랑이 두터워지며 새로운 인연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불확실한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 희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영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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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생존율의 증가로 많은 암환자들의 근로 능력의 중요성과 직업복귀가 중요한 

주제로(Mehnert et al., 2016), 직업은 ‘회복의 과정이자 치유의 중요한 부분’,  

‘발달적이며 동적인 진화적 과정’,‘환자에게 생존자로의 전환에 중요한 

이정표’로서(손미라 & 이정섭, 2014) 암 이후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여성 암 중 가장 발생률이 높은 유방암은 주요 근로 연령층인 20대에서 50대에 집중 

되어있어(중앙암등록본부, 2015) 직장인 유방암 환자에게 직업의 의미는 삶과 치료 

비용을 확보하고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김수근, 2013)와 더불어 암 

이후의 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직장인 유방암 환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로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부의 

연구에서 ‘유방암 치료 후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주위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 포용적으로 생각하기’,‘무엇보다 자신의 

일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하며 근로자로서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기’등 긍정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정수, 2016). 따라서 직장인 유방암 환자들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암 경험 이후 삶과 관계의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을 통한 개인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의 긍정적 특성을 강화시키고 강점을 계발하며, 내부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자원 확인과 최상의 기능 상태의 향상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간호중재 제공이 필요하다.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지(Hasson-Ohayon et al., 2016; 

Park, Jung, & Jung, 2016; 김다명 & 조성호, 2015; 김희정 et al., 2008), 대처(Park 

et al., 2016; 김희정 et al., 2008; 양어진, 2009; 이숙 & 김연정, 2012), 자존감(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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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t al., 2008; 이숙 & 김연정, 2012), 직업상태(Wang, Liu, Wang, Chen, & Li, 

2014), 교육수준(Danhauer et al., 2013; Wang et al., 2014), 나이(Boyle, Stanton, 

Ganz, & Bower, 2016) 등으로 확인되었고, 외상 후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제공된 

중재는 대부분 마음기반 스트레스 감소, 명상, 관계증진, 상담, 심리영성 등에 초점을 

둔 심리중재 프로그램(Garlick, Wall, Corwin, & Koopman, 2011; Lieberman, Golant, 

Giese-Davis, & Winzlenberg, 2003; Wiesenthal, 2006; 박경 et al., 2013; 윤미라, 

2014)이었다.  

또한 산재환자들이 외상 후 성장을 이루면서 사회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

해 긍정 심리학에 기반을 둔 심리재활 중재가 있으나(임성견, 우종민, 채정호, 고아름, 

& 류희경, 2012), 직장인 유방암 환자를 비롯하여 암환자를 위한 외상 후 성장 중재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을 도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외상 후 성장 증진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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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Tedeschi와 Calhoun(2006)의 외상 후 성장 모델에 기반을 두고, 침투

적 반추를 감소하고 의도적 반추 증진을 통한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증

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 특성을 갖고 있는 개인이 외상사건을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기본 가정에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외상사건은 유

방암의 진단과 치료과정으로 보았다. 유방암 진단과 힘든 치료 과정을 마주치며 유

방암이라는 사건을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려고 하지만 심리적인 고통을 겪으며 갈

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 가정이 도전받고 와해되면 삶의 

중요한 목표나 삶의 내러티브도 함께 와해될 수 있는데 여기서 반추라는 인지적 작

업이 수반된다.  

반추는 침투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로 나누어지는데, 침투적 반추로 인해 유발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경험을 감소시키면서 의도적 반추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본 

외상 후 성장 증진 프로그램은 매 회기 프로그램 목표를 자기노출 증진과 사회적 지

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 증진을 포함하였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거나 편지쓰기, 

워크시트 적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쓰기를 통해 자기노출을 증진시키게 되며, 이러

한 자기노출을 통해 프로그램 제공자인 의료인 지지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조

집단의 사회적 지지를 얻어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

게 (Calhoun & Tedeschi, 2006)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고통스러운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사고로 대처 필요성을 느끼고 자기노출의 적응적 대처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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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심리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외상 후 성장에 도달하게 된다(Tedeschi et al., 

2007). 또한 외상사건이 반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경우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심

리적 디스트레스를 고통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도 경험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J. A. Beyer, 2010; C. Knaevelsrud, A. Liedl, & 

A. Maercker, 2010; Kohle et al., 2015; Slavin-Spenny, Cohen, Oberleitner, & 

Lumley, 2011; Wagner, Knaevelsrud, & Maercker, 2007; Yun et al., 2013; 고아름, 

2012)를 통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불안과 우울로 확인되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불안과 우울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도식

화하여 나타낸 것은 <Figure 2>와 같다.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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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 방법 

 

4.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4.2. 연구진행 절차 

 

연구진행 과정은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프로그램 개발과 개발된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 결과 평가 후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하기 위해 ADDIE 모델(Branch, 2009)에 

따라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프로그램 요구도를 확인하는 분석단계와 예비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 설계단계, 예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 집단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 받는 개발단계를 거쳐 수정된 예비 프로그램을 임상에 적용하는 

실행단계 후 임상적용 결과평가 및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평가단계로 진행되었다. 

연구진행 과정은 <Figure 3>와 같다. 

 

<Figure 3> Procedures for Development of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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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 개발 

 

ADDIE 모형에 기반하여 진행된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 개발은 첫째, 

분석단계로 선행연구 분석과 프로그램 요구도 확인이 이루어졌다. 

선행연구 분석은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의 내용 도출을 위해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색한 후 이루어졌다. 문헌의 검색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16년 3월 10일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과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외상 후 성장 등 관련 용어가 나타난 것이 

1990년대 후반으로 오래되지 않은 이유이다. 연구설계 기준은 모든 실험연구 및 

연구 프로토콜(study protocol)까지 포함하였으며, 영어와 한국어로 서술된 

연구만으로 제한하였다. 검색에 활용된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의학 분야 전자 데이터 

베이스(MEDLINE), 간호보건 분야 전자 데이터베이스(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 코크란 임상시험등록 

데이터베이스(The Cochrane Register Controlled Trials, CENTRAL)이고,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학술정보 통합서비스 사이트(DBpia) 

국회도서관 및 과학기술 정보 통합서비스(NDSL)였다. 검색을 위해 사용된 주요 

핵심어는‘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프로그램(program)’, 

‘중재(intervention)’였다.  

각 데이터 베이스별 검색을 통해 검색된 논문의 편수는 50편이었고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중복되거나 맞지 않은 19편의 논문을 제외하였다. 그 후 본문을 읽으면서 

검토하여 5편을 제외하였으며, 본 연구에 포함할 문헌 26편을 최종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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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는 유방암 환자, 유방암을 제외한 암환자 및 암환자를 돌보는 보호자, 암환자가 

아닌 질환을 가진 대상자, 일반인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가 포함되었다(Figure 4). 

 

 

<Figure 4> Flowchart of Literature Selection Process 

 

프로그램 요구도를 확인하는 과정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유방암 관련경험 확

인과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직장인 유방암 환자들의 암 진단 후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확인한 연구가 다

양하지 못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의 인터넷 카페글 분석을 통해 유방암 환자들의 관련 

경험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구성시 기초자료로 사용 하기 위해 사전 연구를 시행하였

다(배가령 & 권선영, 2016). 사전 연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IRB 승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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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IRB No. 2016-0013),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시 멤버

수가 가장 많고 전체 글과 새로운 글이 많아 가장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된 유방

암 환우모임 카페 한 곳을 선정하여, 2016년 4월 5일부터 5월 29일까지 55일간‘직

장’,‘직업’,‘복직’,‘회사’,‘휴직’등의 직업관련 키워드 입력을 통해 수집한 

1186건의 게시글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직장인 유방암 환자 심층면담을 통해 유방암 환자가 암 진단 후 투병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하는 긍정심리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요구도를 확인하였다. IRB 승인(IRB No. 2016-0014, SMC 2016-08-163)을 받은 

후 2016년 5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S시 소재 2개 3차 종합병원 외래에 내원한 

유방암 환자를 의도적 표집방법에 의해 선정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

한 자 총 8명은 대상으로 30분~1시간동안 1회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처음 심

층면담의 질문은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직장생활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리 작성한 면담설문지를 통해 이야기를 이

어가며 직장인 유방암 환자로서 경험한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면담동안 참여자

의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고, 중요한 표현이나 참여자의 행동, 반응을 메모하여 필사

시 함께 보관하였으며, 필사된 자료는 Colaizzi(1978)의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

하였다. 

둘째, 예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계단계에서는 선행 연구의 문헌고찰 및 

프로그램 요구도 확인을 바탕으로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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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발단계에서는 확인된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총 8회기의 예비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개발된 예비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전문가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암 환자를 실제로 교육하고 있는 자로 하였다. 석사졸업과 임상경력 15년 

이상의 종양전문간호사 2인, 체육학 박사 1인, 박사수료 이상의 심리 상담사 2인, 

석사졸업 및 임상경력 5년 이상 임상영양사 1인, 유방암 생존자이자 실제 암환자 

교육경험이 있는 스타일리스트 1인으로 이루어진 총 7명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정성적 평가를 통해 전문가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7명의 분야별 전문가에게 E-

mail이나 서면으로 예비 프로그램을 먼저 보내 검토할 시간을 가지게 한 이후 

면대면으로 한 명씩 만나 프로그램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다. 1회 면담시 1시간~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었으며 장소는 전문가의 연구실이나 병원 암교육센터의 상담실에서 

시행되었다. 면담사항과 피드백 내용은 연구자가 들으며 기록을 하였으며, 추가 

피드백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을 경우 E-mail이나 전화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구성, 형식, 내용에 대한 검증을 받고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4회기의 수정된 예비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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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 평가 

 

ADDIE 모델의 실행 단계를 거쳐 개발된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① 연구 설계 

개발된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연구로 진행되었다(Table 1). 

<Table 1> Research Design of Study 

 

사전 중재 

사후 

중재 즉시 
중재 종료  

한달 후  

실험군 E1 X E2 E3 

 

 E1: General characteristics, Posttraumatic growth, Rumination, Emotional distress 

 X: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 (Once a week, A total of 4 times) 

 E2, E3: Posttraumatic growth, Rumination, Emotional distress 

 

② 연구 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 소재 3차 종합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외래를 방문 

중인 환자로 구체적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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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만 50세 미만의 성인 

      - 유방암 진단 후 적극적인 암 치료(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거

나 치료가 끝난 환자 

- 유방암 진단 후 직업을 유지하고 있거나, 병가나 휴직, 사직 상태에서 앞으

로 직업을 가지기를 계획하고 있는 자 

-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의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답을 할 수 있

는 자 

 

  제외기준 

- 정신질환 및 기타 중증 합병증이 있는 자 

- 다른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자 

- 유방암 진단 전 직업 경험이 없는 자 

- SNS와 인터넷 사용할 수 없는 자 

- 교육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자 

 

프로그램 특성상 6명 가량의 소규모 집단 운영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6명 중 

탈락률 20%를 고려한 최대 8명의 대상자로 평일반, 주말반 두 개의 시간대로 

운영하였다. 최종 평일반 8명, 주말반 7명 총 15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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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도구 

연구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외상 후 성장 척도 21문항, 한국판 

사건 관련 반추 척도 20문항, 병원 불안 및 우울 척도 14문항의 총 5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특성, 직업특성, 외상경험을 묻는 

문항이 47문항으로 모두 102문항이다. 매 회기 프로그램 종료시 프로그램 만족도를 

측정하는 8문항의 만족도 측정도구도 포함되었다. 관련 도구들은 원도구 개발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모두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외상 후 성장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 등(2009)이 한국어로 번안한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사용하였는데, 타인과의 관계, 

새로운 가능성, 개인의 강점, 영적변화, 삶에 대한 감사의 5개의 하위영역을 포함하는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측정은 6점 Likert 척도로 0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자주 그렇다’이며, 합산한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05점 사이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송승훈 등(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5이었다. 

 

  반추 

유방암 진단과 치료과정을 경험한 후 발생하는 인지적인 과정인 침투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Cann 등(2011)이 개발한 사건 관련 반추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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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의 등(2013)이 한국어로 번안하였으며(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in a Korean population, K-ERRI), 연구자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침투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는 각각 10문항이고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0점 ‘전혀 아니다’에서 3점 ‘자주 그렇다’로, 합산한 점수의 

범위는 침투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각각 0점부터 30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반추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현의 등(2013)의 

연구에서 침투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는 각각 Cronbach’s α=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침투적 반추는 Cronbach’s α= .94, 의도적 반추는 Cronbach’s 

α= .89이었다. 

 

 고통 

유방암 진단과 치료라는 외상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성장에 이르지 못하거나 성장을 

하더라도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을 불안과 우울로 측정하였으며, 일반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흔한 불안과 우울 정도를 짧은 시간에 측정할 수 있도록 Zigmond와 

Snaith(1983)이 개발하였고, 오세만 등(1999)이 한국어로 표준화한 병원 불안 및 

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홀수번호의 불안 소척도(HADS-A) 7개와 짝수 번호의 우울 

소척도(HADS-D) 7개로 구성되며 4점 Likert 척도로 0점의 ‘없음’에서 3점의 

‘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산한 점수의 범위는 각각 0점부터 21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오세만 등(1999)의 연구에서 

불안과 우울이 각각 Cronbach’s α= .89와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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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은 각각 Cronbach’s α= .72과 .79이었다.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직업관련 특성, 외상 경험 관련 

특성으로 선행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자가 선택한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정도, 종교, 가정의 월수입, 자녀유무 및 자녀나이를 

포함하였으며, 질병관련 특성으로 병기, 수술방법, 림프절 절제유무, 치료방법, 호르몬 

치료 유무, 유방암 진단시기, 현재 받고 있는 치료, 피로를 측정하였다. 피로의 측정은 

Mendoza 등(1999)이 개발한 간이 피로 평가지를 Yun 등(2005)이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형 간이 피로 평가지(The Korean version of the Brief Fatigue Inventory, BFI-

K)를 사용하였다. 피로의 정도, 과거 24시간 내의 피로가 일상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피로를 객관화하는 것으로 총 10문항이다. 1개의 문항은 지난 

일주일간 피로를 느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고 3개의 문항은 현재의 피로정도, 

지난 24시간 동안의 피로정도, 가장 피곤함을 느낄 때 피로정도를 묻는 문항이며 

6문항은 지난 24시간동안 피로가 일반적인 활동, 일, 기분, 대인관계, 보행 능력에 

얼마나 지장을 주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피로를 느끼는지 묻는 항목은 예, 아니오로 

평가하고, 나머지는 0점에서 10점까지로 표시되며 0은‘피로가 없거나 방해받지 

않는 경우’, 10은‘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피로로 방해를 많이 받는 경우’를 

말한다. 합산한 점수는 최저 0점부터 최고 9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높음을 의미한다. Mendoza 등(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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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관련 특성으로 현재 직업상태, 직업종류, 근속기간, 암 진단과 치료 후 

직업복귀를 고려할 때 가장 힘든 것을 포함하였다.  

외상경험 관련 특성으로 고통지각과 외상경험이 포함되어있는데 고통지각은 

유방암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함으로 Horowitz 등(1979)이 

개발한 것을 Weiss와 Marmer(1997)가 수정, 보완하였으며, 은헌정 등(2005)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형 사건 충격 척도 수정판(The Korean version of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K)을 본 연구자가 연구의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2문항으로 침습증상, 회피증상, 과각성 

증상을 측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외상사건에 관계되어 지난 한달간 경험한 주관적인 

증상을 개인이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로 0점 ‘전혀 

없다’에서 4점 ‘자주 있다’이며,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88점 사이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의 심각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형 사건 충격 척도 

수정판에 따르면(은헌정 et al., 200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선별할 수 있는 

절단점을 24/25점으로 보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경향을 지닌 것을 17/18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Weiss와 Marmer(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9였으며, 

은헌정 등(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3,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0이었다.  

외상경험 관련 특성 중 외상경험은 유방암 진단과 치료가 환자에게 외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는지의 여부와 긍정적 변화의 여부, 긍정적 변화가 생긴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송승훈(2007)의 외상경험 스케쥴(traumatic experience schedule for Korean, 

TESK) 중에서 세 개의 문항을 유방암 환자에게 맞게 수정,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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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프로그램 진행절차 

 대상자 모집 

먼저 해당병원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반적인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IRB No. SMC 2016-08-163). 이후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진료과에 연구자가 연구

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진행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관련자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

다. 연구 대상자 모집 포스터를 유방암 센터, 유방암 병동, 통원치료센터, 방사선종양

학과, 혈액종양내과 외래, 암교육센터에 게시하였다. 또한 인터넷 유방암 환우회 카페, 

병원 자조모임 인터넷 카페, 희망정보교육센터 홈페이지, 암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각각

의 인터넷 커뮤니티 관리자 허락 후 모집에 대해 공지하였다. 

손쉬운 프로그램 안내와 상담을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옐로아이디)를 만들어 24시

간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연구자의 핸드폰 전화, 문자, E-mail, 병원의 암교육센

터 연락처를 통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환자는 연구자와 직접면담이나 

전화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환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최종 동의시 본 연구의 대상자로 확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사례로 5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은 평일반의 경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반으로 2016년 11

월 7일부터 28일까지, 주말반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반으로 2016

년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1회씩 4주간 총 4회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표는 자기노출 증진과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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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으로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 회기마다 프로그램 내용은 선

행연구 분석과 프로그램 요구도 확인을 통해 도출된 암 치료 이후 관리, 운동, 심리, 

영양, 외모관리를 4회기로 나누어 매 회기 2시간 가량 제공하면서 자기노출 증진과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의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재 방법을 적용하였다. 

중재방법은 그룹중재와 개별중재로, 그룹중재는 대상자들이 모여 강의를 듣고 실습

하며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개별중재는 수시로 온라인 커뮤니티

를 통한 상담 진행과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를 성찰 하도록 구성되었다. 

교육자료는 영국의 ‘BC Cancer Agency’의 ‘Cancer and Returning to Work: A 

Practical Guide for Cancer Patients’(Parkinson & Maureen, 2014)를 번안, 수정

하고 국내 암환자를 위한 교육자료와 서적 중 직업복귀와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하여 

제공하였다(Appendix 7). 교육자료 구성은 참여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보기 편하

게 구성하였으며 실제 프로그램 운영시 작성할 수 있는 워크시트(worksheet)를 추가

하여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보도록 하였다(Appendix 8).  

 

 임상 적용 타당도 확인 

개발된 예비 프로그램이 임상에서 적용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타당도 조사를 위해 

사전,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3회에 걸친 설문은 15명 모두가 빠짐없이 응답하였으

나, 평일반 3회기에 2명이 개인 컨디션 문제로 불참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총 13

명의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개발된 프로그램이 매 회기마다 각각 다른 주제

를 다루고 있어, 1회기라도 불참할 경우 정확한 프로그램 타당도 확인이 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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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사전조사는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1회기 진행 시작 전 외상 후 성장, 반추, 

고통,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는 구조화된 사전조사 설문지를 제공하고 응답이 끝나면 

즉시 연구자가 회수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조사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와 프로그램 종료 

한달 후, 총 2회에 구조화된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프로그램 직후 측정은 강의장에서 

바로 설문지를 제공하여 작성 후 수거하였고, 한달 후 설문지 측정은 대상자의 선호

도에 따라 직접조사, 인터넷 메일, 우편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매 회기 마무리 시

간에 각각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지를 통해 작성하도록 하고 수거하였으며, 좋

았던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적도록 하여 최종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였다.  

 

⑤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3.0 program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이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사전-사후, 사전-종료 한달 후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aired t-test

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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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구자 준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연구자의 준비는 다음과 같았다. 본 연구자는 8년간 3차 종

합병원에서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6년간 대학에서 간호학생

들을 대상으로 간호학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

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자에게 여러 주제에 대한 강의와 교육 경험을 쌓았다. 종

양간호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 종양전문간호사와 미국 종양전문

간호사를 취득한 이후로 현재까지 암환자와 관련된 연구에 관심을 가지며 지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긍정심리학의 일부인 외상 후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 2015년 긍정

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016년 멘탈 휘트니스 긍정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

램 초급 워크숍을 수료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구성 중 에니어그램 이해와 적용

을 위해 한국 에니어그램 초급과정을 이수하였다. 

 

 

4.2.3.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 결과 평가 및 최종 

프로그램 확정 

 

ADDIE 모델의 실행 단계인 수정된 예비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을 거친 후, 임상적

용 결과평가 및 대상자, 제공자의 피드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증진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평가단계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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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 결과 

 

5.1.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 개발 

 

5.1.1. 외상 후 성장 중재 선행연구 분석  

 

26편의 선행연구에 대해 프로그램 대상자, 연구설계, 제공 장소 및 제공자, 제공 기

간, 내용, 효과 측정, 대조군 처치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① 프로그램 대상자 

프로그램 대상자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8편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 환

자 대상과 유방암을 제외한 암환자 연구가 각각 7편,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 대상 연

구와 암 이외의 기타 질환자 연구가 각각 2편이었다. 

유방암을 제외한 암환자 연구 7편 중 유방암과 부인암 환자 대상이 1편, 대장암 환

자 대상이 1편, 그 외 여러 암종이 포함된 연구가 5편이었다. 암환자를 돌보는 보호

자로 배우자 대상이 1편, 소아암 환자를 돌보는 부모가 1편이었다. 암 이외에 기타 

질환자로 PTSD 진단을 받은 대상자 연구가 2편이었으며, 일반인 연구 8편은 죽음, 

이별, 성피해 등을 겪은 대상자에게 시행되었는데 대학생 대상자가 3편으로 가장 많

았다. 

특히 유방암 환자 대상 연구 7편에 대한 분석결과 병기는 1편이 0~III기 대상자였

고(Garlick et al., 2011), 1편이 I~II기 대상자였으며(윤미라, 2014), 나머지 5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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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기 대상자였다(Lieberman et al., 2003; Marcus, Garrett, Cella, & Wenzel, 2010; 

Pat-Horenczyk, Perry, Hamama-Raz, & Ziv, 2015; Wiesenthal, 2006; 박경 et al., 

2013). 

 

② 연구설계 

연구설계를 요약하면 26편 중 3편(Köhle et al., 2015; Lo et al., 2015; Scheffold 

et al., 2015)의 연구는 프로토콜 개발 연구였고, 4편(Garlick et al., 2011; Gray et al., 

2012; Labelle, Lawlor-Savage, Campbell, Faris, & Carlson, 2015; Lieberman et 

al., 2003)의 연구가 비무작위 대조군 연구(non randomized controlled trial, NRCT)

였다. 19편의 연구가 무작위 대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로, 약 

73%의 연구가 무작위 대조군 연구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프로그램 제공장소와 제공자 

프로그램의 제공장소를 밝힌 13편의 연구 중에서는 병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7편

(Gray et al., 2012; Labelle et al., 2015; Lo et al., 2015; Pat-Horenczyk et al., 

2015; Scheffold et al., 2015; Wiesenthal, 2006; 윤미라, 2014)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4편(Jonathan A. Beyer, 2010; Heinrichs et al., 

2012; Christine Knaevelsrud, Alexandra Liedl, & Andreas Maercker, 2010; 

Zernicke et al., 2014)이었고, 심리상담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2편(고아름, 2012; 

최권호, 2015)이 있었다. 

프로그램 제공자를 밝힌 15편의 연구에서 연구자 단독이 6편(Jonathan A. Be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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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Garlick et al., 2011; 김정희, 2014; 임선영, 2014; 최권호, 2015; 하늘, 2012)

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자와 관련프로그램의 관련 보조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함께 제

공하는 경우는 5편(Wiesenthal, 2006; 고아름, 2012; 박경 et al., 2013; 윤미라, 

2014; 장재혁, 2013), 관련 분야 석박사급 전문가가 제공하는 경우는 4편(Köhle et 

al., 2015; Christine Knaevelsrud et al., 2010; Lo et al., 2015; Marcus et al., 2010)

이었다. 

 

④ 프로그램 제공 기간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제공횟수는 주 1회로 6회 제공이 1편(박경 

et al., 2013), 8회 제공이 2편(Garlick et al., 2011; Pat-Horenczyk et al., 2015)이

었으며, 주 1회로 16회 제공은 1편(Lieberman et al., 2003), 주 2회로 16회 제공은 

1편(윤미라, 2014), 3달간 격주로 6회 제공이 1편(Wiesenthal, 2006), 48주내 16회 

제공이 1편(Marcus et al., 2010) 있었다. 기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소 

3~6달 사이 3~6회 제공하는 경우(Lo et al., 2015)부터 6달동안 11회 제공하는 연

구(Hawkes, Pakenham, Chambers, Patrao, & Courneya, 2014)까지 모두 제공기간

이 달랐다. 

암환자 가족 및 암이외 질환자, 일반인 연구는 최소 1회 제공(Slavin-Spenny et 

al., 2011)부터 1일 1회 총 4회 제공(장재혁, 2013)이 각각 1편씩 있으나, 1주에 1회

로 6회가 2편(Gray et al., 2012; Köhle et al., 2015), 8회가 2편(김정희, 2014; 임선

영, 2014), 12회가 1편이 있었으며, 1주에 2회 제공되어 5주에 10회 제공한 연구가 

1편(Wagner et al., 2007)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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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프로그램 제공기간은 1주에 1회씩 제공되어 총 6회 제공된 연구와 8회 제

공된 연구가 각각 7편으로 가장 많았으나, 그 외 프로그램들은 제공기간이 매우 다양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1회당 프로그램 제공시간은 짧게는 25분부터 길게는 240분까지 다양하였다. 제공

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4편을 제외한 22편 중 60분 미만은 7편(Jonathan A. Beyer, 

2010; Christine Knaevelsrud et al., 2010; Marcus et al., 2010; Scheffold et al., 

2015; Slavin-Spenny et al., 2011; 장재혁, 2013; 하늘, 2012), 60분 이상부터 120

분 미만은 9편(Gray et al., 2012; Köhle et al., 2015; Labelle et al., 2015; 

Lieberman et al., 2003; Pat-Horenczyk et al., 2015; Wiesenthal, 2006; 고아름, 

2012; 김정희, 2014; 최권호, 2015), 120분 이상은 6편(Garlick et al., 2011; 

Heinrichs et al., 2012; Zernicke et al., 2014; 박경 et al., 2013; 윤미라, 2014; 임

선영, 2014)으로 60분 이상부터 120분 미만이 약 41%로 가장 많았다. 

 

⑤ 프로그램 제공방법과 내용  

유방암 환자 대상 연구 중 그룹중재는 4편(Garlick et al., 2011; Pat-Horenczyk et 

al., 2015; 박경 et al., 2013; 윤미라, 2014), 개별중재 2편(Lieberman et al., 2003; 

Marcus et al., 2010), 부부중재 1편(Wiesenthal, 2006)으로 그룹중재가 많았다. 기

타 암환자 연구 역시 그룹중재 3편(Labelle et al., 2015; Lo et al., 2015; Yun et al., 

2013), 개별중재 3편, 부부중재 1편(Heinrichs et al., 2012)이었으며, 그외 암환자 

가족과 암이외 질환자, 일반인 대상 연구의 경우 그룹중재 5편, 개별중재 6편으로 그

룹중재와 개별중재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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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은 심리치료가 대부분으로 마음관리, 마음수련, 심리영성, 마음챙김, 

치료적 글쓰기, 미술치료 등이 포함된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로 이루어졌다. 

요약하면 프로그램 제공방법은 그룹 및 개별 중재, 부부 중재로 나눌 수 있었고 그

중 그룹중재가 12편인 약 48%로 가장 많았다. 그룹 중재에는 대부분 인지 행동 치

료가 포함되었으며, 개별 중재로는 개별 전화상담, 인터넷 기반 중재가 포함되었다.  

 

⑥ 프로그램 효과 측정 

프로그램 효과 측정 시기와 측정 횟수도 매우 다양하였다.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7편 중 4편(Garlick et al., 2011; Lieberman et al., 2003; Wiesenthal, 2006; 

박경 et al., 2013)은 프로그램 제공 전과 제공 직후 측정을 하였고, 이 중 한달 후 1

편(Garlick et al., 2011), 6주후 1편(박경 et al., 2013), 1년후 1편(Wiesenthal, 2006)

이 프로그램 직후와 프로그램 제공 후 한달에서 일년이 지나 측정을 시행하였다. 유

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7편 중 2편(Marcus et al., 2010; 윤미라, 2014)은 프

로그램 전후 측정 외에 프로그램 진행 중에도 효과 측정을 하였다. 

기타 암환자 대상 연구 7편 중에서도 프로그램 제공 전과 직후 측정만 한 연구는 

1편(Zernicke et al., 2014)이었고 나머지 2편은 프로그램 종료 후 측정을 2회

(Hawkes et al., 2014; Yun et al., 2013), 3회(Heinrichs et al., 2012)하였으며, 3편

(Labelle et al., 2015; Lo et al., 2015; Scheffold et al., 2015)은 프로그램 제공 전, 

중, 후에 측정하였다. 

그 외 암환자 가족과 암이외 질환자, 일반인 대상 연구의 경우 프로그램 제공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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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측정만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7편(Jonathan A. Beyer, 2010; Gray et al., 2012; 

Slavin-Spenny et al., 2011; 고아름, 2012; 김정희, 2014; 장재혁, 2013; 하늘, 2012)

으로 대부분이었으며, 프로그램 직후와 3개월 후와 4주 후 한차례 더 측정한 연구가 

2편(Christine Knaevelsrud et al., 2010; 임선영, 2014), 프로그램 직후와 이후 2회 

사후 측정을 한 연구 1편(Wagner et al., 2007)이었다. 프로그램 전, 중, 후 측정한 

경우는 1편(최권호, 2015)이었다. 

요약하면 총 26편 연구 중 10편이 프로그램 제공 전후 측정을 하였으나, 프로그램 

종료 직후부터 1년여까지 1~3회 사후 측정이 이루어진 연구도 11편이었다. 또한 프

로그램 전후 측정과 더불어 프로그램 중 측정을 한 연구는 5편이었다. 

 

⑦ 대조군 처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 대조군에게 간호교육이나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Wiesenthal, 2006; 윤미라, 2014) 소책자를 제공(Marcus et al., 2010)하

는 경우도 있었으며 종료 후 프로그램을 제공(박경 et al., 2013)하기도 하였다.  

기타 암환자 대상 연구의 대조군 처치는 암교육(Heinrichs et al., 2012), 진료실에

서 제공될 수 있는 수준의 디스트레스 스크리닝(Lo et al., 2015), 지지적 심리치료

(Scheffold et al., 2015), 브로셔 제공(Hawkes et al., 2014)등이 있었으며 종료 후 

중재를 제공하거나 실험군과 같은 시기에 어떠한 처치없이 동일한 척도로 측정한 경

우(Labelle et al., 2015; Yun et al., 2013; Zernicke et al., 2014)도 있었다.  

그 외 암환자 가족과 암이외 질환자, 일반인 대상 연구의 경우 프로그램 종료 후 

중재를 제공하거나 어떤 중재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C. Knaevelsrud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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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le et al., 2015; Wagner et al., 2007; 고아름, 2012; 김정희, 2014; 임선영, 2014; 

하늘, 2012)가 7편으로 많았고, 실험군에게 주제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기노출을 하도록하지만 대조군에는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주제로 표현하도록 하는 

중재가 3편(Jonathan A. Beyer, 2010; Slavin-Spenny et al., 2011)이었다. 자조집단 

출석, 민간단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연구는 1편(최권호, 2015)이었다. 



40 

<Table 2> Characteristics of PTG Intervention 

분류 
저자 

(년도) 

연구 

설계 

프로그램 대상자 

(실험군/대조군) 

프로그램 

제공장소/ 

제공자 

프로그램   

제공기간 

프로그램 

제공방법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효과측정 

대조군 

처치 

유방암 

환자 

Lieberman 

et al. 

(2001) 

NRCT 1~3기 유방암 환자

(25) 

?/ 연구자 16주/16회 

(90분) 

개별중재 인터넷 지지 

그룹제공 

사전/사후 - 

Wiesenthal 

(2006) 

RCT 1~3a기 유방암   

환자와 배우자 

(13/10) 

병원/박사급   

임상 심리사 

3달/격주   

6회(75분) 

부부중재 관계증진      

프로그램 

사전/사후

/1년후 

암교육 

Marcus et 

al. (2010) 

RCT 1~3a기 유방암   

환자 

(152/152) 

?/? 48주/16회 

(45분) 

개별중재 전화상담 

프로그램 

사전/3달

/6달/12달

/18달후 

소책자 

우편  

제공 

Garlick et 

al. (2011) 

NRCT 0~3기 유방암 환자 

(24) 

?/연구자 8주/8회 

(180분) 

그룹중재 심리-영성    

통합프로그램 

사전/사후

/1달후 

- 

Park K. 

(2013) 

RCT 1~3기 유방암 환자 

(15/5) 

?/연구자,보조

진행자 

6주/6회 

(240분) 

그룹중재 한국형 마음   

기반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 

사전/사후

/6주후 

중재 후   
프로그램  

제공 

Yun MR 

(2014) 

RCT 1,2기 유방암 치료

마친 환자(22/24) 

병원/연구자, 

보조진행3인,

명상강사 

8주/16회 

(120분) 

그룹중재 마음수련명상  

소그룹 모임   

배정, 문자전송, 

강사초빙 

사전/ 

4주후/ 

8주후 

1회/주, 

2시간씩 

4주간 
자가관리  

교육    

프로그램 

Pat-

Horenczyk 

et al. 

(2015) 

RCT 1~3기 유방암 환자

(49/45) 

병원/? 8주/8회 

(90분) 

그룹중재 Building-

resilience    

프로그램 제공 

사전/ 

6달후 

? 

PTG= Posttraumatic growth;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NRCT=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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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PTG Intervention(continued) 

분류 
저자 

(년도) 

연구 

설계 

프로그램 대상자 

(실험군/대조군) 

프로그램 

제공장소/ 

제공자 

프로그램   

제공기간 

프로그램 

제공방법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효과측정 

대조군 

처치 

기타 

암환자 

Heinrichs 

et al. 

(2012) 

RCT 유방암과 부인암 환자

와 배우자 (38/34) 

가정/? 2달/4회 

(120분) 

부부중재 부부-기술치료 사전/사후

/6달후/ 

12달후 

암교육 

Yun et al. 

(2013) 

RCT 장기 암생존자 

(암진단 5년이상) 

(34/36) 

?/? 8주/? 그룹중재 건강교육, 리더쉽,   

코칭 포함된 암환

자 건강 파트너쉽 

프로그램 

사전/    

8주후/   

16주후 

없음 

Hawkes 

et al. 

(2014) 

RCT 진단 6개월 이내  

대장암환자 

(149/155) 

?/ 건강코치 

이수자 

6달/ 

11회 

개별중재 ACT 기반 전화  

건강코칭중재, 

사전/    

8달후/  

12달후 

브로셔 

4회   

무료  

제공 

Zernicke 

et 

al.(2014) 

RCT 암치료 완료된지 3년

이내의 다양한 암종 

환자 

(30/32) 

가정/? 8주/8회 

(120분) 

개별중재 온라인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 둔   

스트레스 감소 프

로그램 

사전/    

8주후 

종료 후   

중재  

제공 

Labelle 

et al. 

(2015) 

NRCT 다양한 암종환자 

(75/61) 

병원/심리사, 

간호사 

8주/9회 

(90분) 

그룹중재 마음챙김 명상 기

반의 스트레스 감

소 프로그램 

사전/4주

/8주후 

Wait 

list 

Lo et al. 

(2015) 

RCT  

예정 

진행되거나 전이암  

환자 

(121/121예정) 

병원/석사  

사회복지사 

3~6달/  

3~6회 

그룹중재 관계애착, 존재   

이론에 바탕 둔   

지지, 인지적존재, 

의미중심 치료 

사전/3달

/6달후 

진료실 

수준 
디스트레

스 

스크리닝 

Scheffold 

et al. 

(2015) 

RCT 

예정 

3, 4기 진행성암환자 

(?/?) 

병원/심리사 6달/8회 

(50분) 

개별중재 암 관리와 의미있

게 살기(CALM) 

사전/3달

/6달후 

지지적 

심리 

치료 

PTG= posttraumatic growth;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NRCT=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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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PTG Intervention (continued) 

 

PTG= posttraumatic growth;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NRCT=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분류 
저자 

(년도) 

연구 

설계 

프로그램 대상자 

(실험군/대조군) 

프로그램  

제공장소/ 

제공자 

프로그램   

제공기간 

프로그램 

제공방법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효과측정 

대조군 

처치 

암환자 

가족 

Kohle et 

al. 

(2015) 

RCT  

예정 

암환자의 배우자 

(87/87/87예정) 

?/ 

심리학 석사생 

6주/6회 

(60분) 

개별중재 ACT 기반    

프로그램 

사전/3달

/6달/12달

후 

사전 검사  

3달후  중재 

제공 

Choi KH 

(2015) 

RCT 소아암 부모 

(7/8) 

상담실/연구자 12주/12

회 

(90분) 

그룹중재 TSL-CCF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1주전/   

1주후/   

10주후 

자조 집단 

출석, 민간 

단체 서비스 

이용 

암이외 

질환자 

Beyer 

(2010) 

RCT PTSD 증상있는 

대학생 

(36/39/40/36) 

대상자 가정/ 

연구자 

7~10일 

(40분) 

개별중재 글쓰기 4그룹 

비교 

사전/사후 일반적 

글쓰기 

Gray et 

al. 

(2012) 

NRCT 전쟁겪고 현재 일

하고 있는 PTSD 

추정되는 군인

(44) 

병원/심리사 6주/6회 

(90분) 

? 자기노출 기반 

치료인 적응적 

자기노출(AD) 

사전/사후 - 

일반인 Wagner 

et al. 

(2007) 

RCT 사별경험자 

(26/25) 

?/ 

연구자 2인 

5주/10회 개별중재 온라인으로 

구조화된 

글쓰기, CBT  

병행 

사전/사후

/3달후

/1.5년후 

Wait list 

Knaevels

-rud et 

al.(2010) 

RCT 다양한 외상사건경

험 환자 

(49/47) 

대상자 가정/ 

박사급 임상심

리사 

5주/10회 

(45분) 

개별중재 온라인 CBT 

글쓰기 

사전/사후

/3달후 

Wai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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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PTG Intervention (continued) 

분류 
저자 

(년도) 

연구 

설계 

프로그램 대상자 

(실험군/대조군) 

프로그램 

제공장소/ 

제공자 

프로그램 

제공기간 

프로그램 

제공방법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효과측정 

대조군 

처치 

일반인 

(계속) 

Slavin-

Spenny 

et al. 

(2011) 

RCT 다양한 외상사건 

경험 대학생 

(6개의 군에 28~ 

36명) 

개별방/ 

대학원생 

1회 

(30분) 

개별중재 역경에 대해 

글쓰기, 말하기 

사전/ 

6주후 

일반적 

글쓰기, 

말하기 

Ko AR 

(2012) 

RCT 죽음관련 경험 

고등학생 

(8/9) 

상담실/ 

연구자, 

대학원생 

4주/8회 

(60~80

분) 

그룹중재 ACT 프로그램 사전/사후 항후 

프로그램 

제공 공지 

Ha N 

(2012) 

RCT 성피해 경험있는  

대학생 

(16/16) 

?/ 

연구자 

4회 

(30분) 

(평균 2

주, 일부 

1개월 

소요) 

개별중재 글쓰기, 

저널치료, 

사전/사후 없음 

Jang JH 

(2013) 

RCT 상실외상 경험   

대학생 

(12/12) 

?/ 

연구자, 

대학원생 

4일/4회 

(25분이

상) 

그룹중재 표현적 글쓰기 사전/사후 피상적 주

제글쓰기 

Kim JH 

(2014) 

RCT 탈북청소년 

(10/10) 

4개기관방문/

연구자 

8주/8회 

(90분) 

그룹중재 미술치료 사전/사후 없음 

Im SY 

(2014) 

RCT 상실경험자 

(10/12) 

?/ 

연구자 

8주/8회 

(120분) 

그룹중재 상실의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 

실험군: 

사전/사후

/4주후 

대조군: 

사전/사후

/8주후 

없음 

PTG= posttraumatic growth;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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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프로그램 요구도 확인 결과 

 

①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유방암 환자의 경험 확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유방암 환자의 경험 확인을 위해 사전 연구로 진행된 결

과(배가령 & 권선영, 2016)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과 시각화를 통해 최종 212개의 키워드를 분석하였고, 유방암 

환자의 경험을 최종 6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는 구어적 특성이 많이 반

영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결과를 기술하면 다

음과 같다. 

212개의 키워드 분석결과 가장 많이 나타난 키워드는‘일’ ,‘암(유방암)’ ,‘항

암’,‘먹(다)’,‘직장’,‘복직’,‘힘들(다)’,‘스트레스’,‘병’,‘치료’등으로, 

유방암 환자의 일, 직장, 복직 등과 같은 직업관련 경험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상위

권에 포함되어 있었고 6개의 그룹의 분류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룹 1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암’,‘복직’,‘일’,‘직장’ 의

단어로 표현되었다.‘고민’,‘결정’,‘신경’,‘결정’,‘스트레스’,‘우울증’,‘힘

든’,‘직장생활’,‘병가’,‘근무’,‘편의’등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암 진단 이후 

직업을 유지할 것인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주요어에

서 나타나 <유방암과 직업 속에서의 갈등>으로 명명하였다.  

그룹 2는 ‘수술’,‘항암(치료)’,‘방사(선 치료)’,‘표적치료’와 함께‘힘들’,

‘피곤’,‘수치’,‘컨디션’,‘마스크’,‘입원’ 등이 주요어로 나타나 <일하면서 

치료를 병행하는 어려움>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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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3은‘먹는’것과 ‘운동’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암 진단을 받

은 직장인들은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며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따라서 직

장생활 중에도 이를 반영하여 도시락 준비하기, 직원들과 함께 식당을 이용할 때 메

뉴 선택에 대한 부담 해결방법, 회식자리에서 술 권유를 피하기 뿐만 아니라 퇴근 후 

운동의 어려움, 전문적인 운동교육 경험 나누기 등이 포함되어 <일하며 유방암 잘 다

스리기>로 명명하였다.  

그룹 4는 유방암을 진단받고 일을 병행하거나, 복직을 앞두고 있으며 다시 복직하

여 일하면서 몸과 마음이 힘들지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키워드로 이루어져 <바

쁘고 힘들지만 감사한 삶>으로 명명하였다. 

그룹 5는 그동안 일을 하면서 등한시했던 내 ‘몸’을 가장 ‘우선’ 필요로 했으

며 치료로 인해 변한 몸에 실제로 필요한 ‘화장품’과 ‘가발’등의 키워드를 통해 

<내 몸이 필요한 것>으로, 그룹 6은‘친구’,‘아이들’,‘어린이집’ 등 일과 직업 

두 가지를 병행하는 유방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포함하고 있어 <내 마음이 필요한 것>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유방암 환자의 경험과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직장을 가진 여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계속 일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일하며 치료를 병행하는 어려움이 가장 크지만 일하면서 건강도 

챙기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것들로 바쁘고 힘들지만 감사하며 살아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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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장인 유방암 환자 심층면담 결과 

심층면담을 시행한 직장인 유방암 환자 8명의 총 연령은 34세부터 53세였고, 병기

는 II기가 가장 많았으며, 현재 5명이 복귀하여 일을 하고 있었다(Table 3).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depth Interview Participants 

 나이 병기 교육정도 결혼유무 직업 직업상태 

A 53 II 대졸 미혼 교사 파트타임 

B 34 II 대학원졸 미혼 교사 병가 휴직 

C 46 III 대졸 기혼 CEO 근무 중 

D 38 III 대학원졸 기혼 회사원 병가 휴직 

E 35 II 대졸 기혼 간호사 근무 중 

F 37 II 대졸 기혼 회사원 사직 

G 40 I 고졸 기혼 회사원 근무 중 

H 42 II 대졸 미혼 회사원 근무 중 

 

이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된 내용은 4개의 주제와 11개의 하위 주제로 분류

하였다. 분석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첫번째 주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으로 세 개의 하위 주제인‘건강했던 내 몸의 반전’,‘나를 돌보지 못함’,‘강제적

으로 맡겨진 환자역할’로 도출되었다.  8명의 참여자 모두 평소 매우 건강하였으나,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 건강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우연찮게 검진에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면서부터 믿었던 자신의 건강을 잃게 되었다는 놀라움과 함께 그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함을 한탄하고, 모든 것을 놓고 환자 역할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

을 토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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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처럼 식이조절 잘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주위에서도 놀라

죠..건강검진 해보자 자신있게 왔는데 암이 있다고 하니까 앞이 깜깜했어요(참여

자 A) 

 

스트레스.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랑 언

니도 암 때문에 아팠으니 나도 그런 것 같고. 조심했어야했는데. 일도 그만두려고 

저 그냥 쉴께요 했더니 1년 푹 쉬고 나오라하대요. 나 결혼도 안했어요 사실. 죽

을까봐 겁나고. 뭘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참여자 H). 

 

두번째 주제는 <바보가 되어버린 나>로‘집에서 보내는 답답한 일상’,‘무너지는 

자존심’,‘애기처럼 받는 관심’의 세 개의 하위 주제로 도출되었다. 활발한 사회생

활을 하다가 암 진단과 치료로 일을 그만두고 하루종일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답답함, 나보다 뒤쳐졌던 이들의 승진소식에 자존심 상함, 당당한 워킹우먼

에서 많은 사람의 관심과 걱정을 받는 애기가 된 듯한 모습에 부담스럽고 버겁다고 

하였다. 

 

기침이 나거나 두통이 있던지 아주 사소한 것에도 이게 혹시 암 때문인가.. 두

려움과 불안이 나타나면서..또 재발해서 항암받게 되는거 아닌가해서 항암 때의 

기억이 막 떠오르는거예요. 참 힘들었거든요. 집에 있다보면 계속 어디가 아픈 것 

같고 가슴은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그냥 그렇게 흘러갔어요(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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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힘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무조건 쉬어야 해, 주변에서 하도 그렇게 하니

까..내 결정은 크게 작용할 새도 없이 직장도 그만두고 학생들하고도 인사도 못하

고 이별을 해야했어요(울음). 급히 수술하고..항암하느라 뻗어있고. 내가 할 수 있

는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참여자 B). 

  

세번째 주제인 <하늘이 준 기회>는‘내 몸 돌보기’와 함께‘가족 챙기기’,‘하고 

싶었던 것 하기’의 하위 주제 두 개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암 진단시에 극심한 

공포와 좌절감, 자기 자신을 그동안 잘 챙기지 못한 미안함 등으로 힘들어하였지만 

암 진단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찾기도 하였다.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아오다보니.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시기에 너 좀 쉬어야

겠다하고 휴가를 준건가. 너를 좀 살펴보아라. 가족이랑 주변도 좀 돌아봐라. 이

럴 때 좀 쉬겠지 언제 쉬겠냐 하신건가 싶더라구요(참여자 D). 

 

그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려구요. 좋은 것만 먹고, 보고, 듣고, 배우

고 싶은 것도 배우고. 소중한 내 몸을 그렇게 몰라줬으니까요. 어디가 아프면 “아, 

니가 여기가 아팠구나. 힘들었구나.”하고 챙겨줘야죠. 누가 챙겨주겠어요(웃

음)(참여자 E). 

 

네번째 주제는 <역경을 경력으로 바꾸기>이며, 두 개의 하위 주제인‘상황에 멋지

게 대처함’,‘암 이후의 나로 다시 태어남’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유방암이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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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도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계획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다. 

 

오히려 아프고 난 후에 겁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너무 생겨 사업이 번창하고 지

금은 직원도 많이 생기고 여유도 많이 생겨난게.. 진작에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네요. 제 생일이 2월 8일이었는데 지금은 수술했던 2월 3

일을 더 뜻깊은 날로 생각해서 그 날은 기부도 하고 저에게 선물도 하고 그럽니

다(웃음)(참여자 C). 

 

이런저런 이유로 ‘아! 아프다고 일을 쉬면 안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연차와 

단축 근무 이용해서 치료도 잘 끝냈구요. 공백없이 근속 계속한거죠. 육체적인 일

을 안해도 되고..하루종일 앉아서 하는 일이고 틈틈히 휴가도 쓸 수 있고 일에 집

중만하면 2시간이면 모든 업무를 끝낼 수 있는 경력이 있으니 이제 일하는데 솔

직히 부담이 없어요(참여자 G). 

 

 심층면담을 통해 직장인 유방암 환자는 환자 역할에 적응 해야하는 어려움과 함께 

당당한 워킹우먼에서 애기가 되어버린 듯한 모습에 힘들어하였지만, 유방암 진단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찾고 상황에 대처하며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경험을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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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 구성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제공횟수, 제공기간, 제공방법, 효과측정 시기에 대

한 프로그램 요소를 확인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경험분석을 통한 프로

그램 요구도 확인에서 유방암 치료 이후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 내용은 첫째, 건강한 삶을 위해 먹고, 운동하는 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필요, 

둘째, 신체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부분 중 외모관리 교육 및 상담의 필요, 셋째, 일

하면서 치료를 병행할 때 힘듦을 완화시키는 방법 제공 필요, 그리고 넷째, 비슷한 고

민을 가진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프로그램에 포함된 내용이 확인되었는데, 직장인 유방암 

환자들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챙기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환자 역할 적응과 함

께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의 경험을 표현

하기 때문에 유방암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고, 암 이후 새로운 삶을 계획해 봄으로

서 암으로 인한 어려움의 시간을 줄이고 내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

요하며 암 진단 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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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osing the Preliminary Program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Identified Demands for the Program 

 

 선행연구 분석 

프로그램 요구도 확인 
예비 

프로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분석 
심층면담 

프로그램 

제공횟수 

6, 8회 제공 가장 

많음 

  8회 제공 

프로그램 

제공기간 

1주에 1회 제공 가

장 많음 

  1주에 1회 제공 

프로그램 

제공방법 

그룹중재로 교육 및 

인지행동치료 시행, 

개별중재로 개별전

화상담, 인터넷 기

반 중재 시행이 많

음 

  그룹중재로 교육과 

인지행동요법을 병

행하고, 개별중재인 

개별전화상담과 온

라인 커뮤니티 운영

함  

프로그램 

효과측정 

시기 

프로그램 전과 직후 

측정 외에 1~2회 

사후 측정이 가장 

많음 

  프로그램 전, 직후, 

한달 후 측정함 

프로그램 

제공내용  

 먹고 운동하는 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필요 

 

 

 

 

 

 

 

 

 

 

 

 
 

변화된 외모 관리 

방법 교육 필요  

 

일과 치료병행시 어

려움 완화 방법 제

공 필요 

 
비슷한 사람들과 마

음 나누기 필요 

 

 

 

 

 

유방암 의미 이해 

필요 

 

암 이후 새로운 삶 

계획하기 

 

암 이후 상황 대처 

방법 필요 

 

 

 

암치료 관련 일상생

활 교육 필요 

 

 

 

 

 

 

1회기: 일상에서 쉽

게 할 수 있는 운동

법과 식사준비 교육 
 

2회기: 암이 나에게 

준 축복알기 

 

3회기:인생 여정 설

계하기 

 

4회기,6회기:긍정적

인 생각 변화하기, 

치료 후 타인과의 

관계변화 대처하기  

 

5회기: 치료 후 변

화된 내모습 

 

7회기,8회기:직업복

귀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직업복귀 준

비 
 

8회기:선배환우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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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 개발  

 

    ① 예비 프로그램 개발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은 매주 1회씩 8주 총 8회기 제공되는 프로그램

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매 회기에 자기노출 증진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 의도적 

반추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제공방법은 병원 방문시 

이루어지는 3회의 그룹중재와 프로그램 제공자와의 전화상담으로 진행되는 5회의 개

별중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자기노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방법으로 글쓰기, 말하기 활동을 매 회기마다 포

함시켰는데 이는 자신에게 편지쓰기, 전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 등 프로그램 

제공자와 함께 시행하는 활동과,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하여 글 남기기로 가정에서 자

신의 변화를 성찰하는 활동으로 구분하여 제공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의도적 반추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는 프로그램 제공

자와의 전화상담과 강의, 실습으로 의료인 지지가 이루어지고, 직장인 유방암 환자

들로 구성되어 말하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자조집단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구체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회기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그룹 안에서 자신

을 표현하는 말하기를 통한 그룹중재와, 자기노출 증진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각자 나는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글쓰기인 개별중재로 구성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

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과 식사준비에 대한 강의와 실습, 운동과 식사준비 경험 

나누기를 그룹중재로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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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는 암이 나에게 준 축복 확인으로, 유방암이 나에게 준 것과 그것으로 잃거나 

얻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말하기로 표현하도록 개별중재인 전화상담으로 구성하였다.  

3회기는 제공된 워크시트에 인생여정 설계를 위한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서 좋았던 

순간과 고통스러운 순간을 확인하고 말하기를 통해 현재의 시각에서 재구성, 재평가 

해볼 수 있도록 개별중재인 전화상담으로 구성하였다.  

4회기는 긍정적인 생각의 변화를 위해 ABCDE에 맞춰 생각변화를 말하기를 통해 

표현해봄으로써 나쁜 일을 겪은 후 이를 당연시하는 자신의 믿음을 효과적으로 반박

하여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개별중재인 전화상담으로 구성하였다.  

5회기는 병원을 방문하여 그룹중재를 통해 치료 후 변화된 내 모습을 말하기로 표

현해보도록 하였다. 또한 암 치료로 인해 변화된 일상생활에 대처하는 방법과 외모관

리법을 강의를 통해 배우고 직접 실습해 보면서 각자의 경험을 나누어 보도록 하였다.  

6회기는 암 치료로 변화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관계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나누기 위해 개별중재 전화상담으로 구성하였다. 말하기를 통해 치료 후 타인과

의 관계변화를 표현하도록 하고, 글쓰기는 소중한 이를 선택하여 편지를 써보는 것으

로 하였다.  

7회기는 직장인 유방암 환자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직업복귀를 하기위한 효과적 대

처를 개별중재인 전화상담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8회기는 직업복귀를 그룹중재를 통해 말하기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계획한 새

로운 인생을 되짚어보고 복귀 계획의 진행정도를 확인 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앞서 유방암을 겪고 직업복귀를 한 선배환우의 경험담을 나누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피드백을 받도록 하였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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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velopment of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 

 

회기  프로그램 내용 목표 프로그램 제공방법 제공주기 

1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노출 증진 그룹중재 

- 말하기: 자신에 대해 표현하기 

개별중재 

- 글쓰기: 자신에게 편지쓰기 

 

1회 

 

1회 

암 이후 운동과 식사  

준비법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 증진 

그룹중재 

- 강의와 실습 

- 운동과 식사준비 경험 나누기 

 

1회 

1회 

자신의 변화 성찰 자기노출 증진 개별중재 

- 글쓰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변화를 

쓰기 

 

매일 

 

2 

 

암이 나에게 준 축복 자기노출 증진 개별중재 

- 말하기: 전화를 통한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 

 

1회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 증진 
개별중재 

- 전화상담 

 

1회 

자신의 변화 성찰 자기노출 증진 개별중재 

- 글쓰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변화를 

쓰기 

 

매일 

 

3 

 

인생여정 설계 자기노출 증진 개별중재 

- 그리기:  제공된 워크시트에 인생 그래프 그리기 

개별중재 

- 말하기: 전화를 통한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 

 

1회 

 

1회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 증진 
개별중재 

- 전화상담 

 

1회 

자신의 변화 성찰 자기노출 증진 개별중재 

- 글쓰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변화를 

쓰기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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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velopment of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continued) 

 

회기  프로그램 내용 목표 프로그램 제공방법 제공주기 

4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 

자기노출 증진 개별중재 

- 말하기: 전화를 통하여 부정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을 표현하고 ABCDE에 맞춰 생각변화  표현하기 
1회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 증진 

개별중재 

- 전화상담 
 

1회 

자신의 변화 성찰 자기노출 증진 개별중재 

- 글쓰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변화를 

쓰기 

 

매일 

 

5 

 

치료 후 변화된 

내 모습 

자기노출 증진 그룹중재 

- 말하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표현하기 
 

1회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 증진 

그룹중재 

- 강의와 실습 

- 생활과 외모 관리에 대한 경험 나누기 

 

1회 

1회 

자신의 변화 성찰 자기노출 증진 개별중재 

- 글쓰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변화를 

쓰기 

 

매일 

 

6 

 

치료 후 타인과의 

관계변화 

자기노출 증진 개별중재 

- 글쓰기:  소중한 이에게 편지쓰기 

개별중재 

- 말하기: 전화를 통한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 

 

1회 

 

1회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 증진 

개별중재 

- 전화상담 
 

1회 

자신의 변화 성찰 자기노출 증진 개별중재 

- 글쓰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변화를 

쓰기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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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velopment of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continued) 

회기  프로그램 내용 목표 프로그램 제공방법 제공주기 

7 

 

직업복귀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자기노출 증진 개별중재 

- 말하기: 전화를 통해 직업복귀시 어려움과 대처에 대

한 생각 표현하기 
1회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 증진 

개별중재 

- 전화상담 1회 

자신의 변화 성찰 자기노출 증진 개별중재 

- 글쓰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변화를 

쓰기 

 

매일 

 

8 

 

직업복귀 준비 자기노출 증진 그룹중재 

- 말하기: 직업복귀 준비정도에 대해 표현하기 
 

1회 

선배환우 만남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 증진 

그룹중재 

- 강의 

- 직장인, 유방암 환우로서 경험 나누기 

 

1회 

1회 

자신의 변화 성찰 자기노출 증진 개별중재 

- 글쓰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변화를 

쓰기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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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와 이에 따라 수정, 보완된 프로그램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제공횟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8회기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

기 쉽지 않으므로 집중적인 중재를 제공하면서 4회기로 조정하는 의견을 5명이 제시

하였고, 라포형성과 의도적 반추의 강조를 위해 4회기도 좋으나 6회기로 조정을 고려

하도록 2명이 제안하였다. 따라서 자기 변화 성찰을 나누는 개별 중재인 전화상담을 

줄이고, 4회기동안 참여자들을 직접 만나서 집중적으로 중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8회기 프로그램을 4회기로 축소하였다. 

둘째, 제공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상자의 자기노출 증진을 위해 라포형

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되는 전화상담보다 면대면 개별중재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전문가가 3명으로, 대상자가 프로그램 제공자와 다른 참여자들을 만나는 것도 

사회적 지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4회기 모두 면대면으로 프로그

램을 제공하되 자기노출은 자신에 대해 표현하고 자신의 변화에 대해 표현하는 말하

기로 구성하였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은 글

쓰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전문가가 4명으로, 대상자들이 그룹중

재에서 충분히 경험이나 생각을 나눌 수 없는 부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쉽게 

접근하여 글쓰기로 표현할 수 있도록 추가 구성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내용은 운동, 암 치료 이후 생활관리, 선배환우와의 만남, 타인과의 

관계변화 및 자신의 변화 성찰 확인 도구, 효과적인 대처 표현의 여섯 가지가 있었다. 

‘암 이후 운동과 식사관리법’중 운동 프로그램은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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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지속성이 요구되며,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시간 날 때마다 많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전문가가 3명이었다. 따라서 웨어러블 디바

이스를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착용하도록 하여 걸음 수, 이동거리, 계단을 

오른 개수 측정을 매일 개인 핸드폰 앱으로 연동 후 자신의 운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터넷에서도 운동상태 확인이 가능하므로 주 1회 운동처

방사가 확인 후 운동관련 코멘트를 주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시

적으로 자신의 체중과 근육량, 체지방량을 확인하면 체중조절이 가장 중요한 유방암 

환자들에게 운동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며 2명이 제안하여, 병원 체력측

정실에 있는 전문가용 체성분 분석기로 프로그램 전후 체성분 분석 측정 결과를 대상

자들에게 제공하고, 프로그램 제공 전후 비교에 대한 코멘트를 운동처방사가 함께 제

공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치료 후 변화된 내 모습’이라는 주제로 암 이후 생활과 외모 관리를 모두 다루

기에 짧은 시간내 진행이 어렵고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제안한 전문가가 3명으로, 암

치료 이후 전반적인 생활관리 교육과 외모관리 교육으로 나누었으며, 전반적 생활관

리 교육은 강의로 진행하고 외모관리 교육은 강의를 듣고 직접 눈썹 그리기를 실습해

보도록 하였다. 특히 외모관리에 대해서도 가발관리, 헤어스타일 연출 등 다양한 내용

이 있는데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항암화학요법 후 탈모를 경험하면서 눈썹도 대부분 

빠지게 되므로 자신의 얼굴형에 맞는 눈썹 모양을 찾고 직접 그려보는 연습을 한 후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선배환우 만남’은 직장인 유방암 환자에게 적절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대상

자 선정이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는 2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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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치료 후 타인과의 관계 변화’ 및 ‘자신의 변화 성찰’ 에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도구로 에니어그램 검사를 전문가 4명이 추천하였고 이를 통해 각각의 성격 유형

을 분석하고 자신의 강점 파악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처하는 것

으로 수정하였다.  

‘직업복귀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에서는 실제 복귀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므로 갈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5명의 제안에 따라 역할극을 해보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표준화 환자(standardized patient)를 통한 역할극은 실제감을 주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연구자가 직접 역할극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논의하고 그 중 몇 가지 사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수정하였다. 따라서 <Table 6>과 같이 

수정보완 되었고‘점프(JUMP: Join with Us for working and Moving on for 

Posttraumatic growth)’프로그램으로 명명하였다. 수정된 예비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체적 내용은 <Table 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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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프로그램 내용 목표 프로그램 제공방법 제공주기 

1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노출 증진 그룹중재 

- 말하기: 자신에 대해 표현하기 

개별중재 

- 글쓰기: 자신에게 편지쓰기 

 

1회 

 

1회 

암 이후 생활관리법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 증진 

그룹중재 

- 강의, 자신의 암 이후 생활관리 경험 나누기 
 

1회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 

그룹중재 

- 강의와 실습, 운동 경험 나누기 
 

1회 

자신의 변화 성찰 자기노출 증진 개별중재 

- 글쓰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변화를 

쓰기 

 

매일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 증진 

개별중재 

- 연구자와 개별상담 필요시 

2 

 

에니어그램 활용과 

이해 

자기노출 증진 그룹중재 

- 말하기: 자신의 에니어그램 유형 확인하고 표현하기 

개별중재 

- 글쓰기: 에니어그램 워크시트 작성하기 

1회 

 

1회 

암 이후 외모관리법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 증진 

그룹중재 

- 강의와 실습, 암 이후 외모관리 경험 나누기 1회 

자신의 변화 성찰 자기노출 증진 개별중재 

- 글쓰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 쓰기 

 

매일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 증진 

개별중재 

- 연구자와 개별상담 

- 운동 피드백 확인하기 

 

필요시 

1회 

<Table 6> Revised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 for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JUMP: Join with Us for working and Moving on for Posttraumatic growth)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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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프로그램 내용 목표 프로그램 제공방법 제공주기 

3 

 

긍정적으로  

생각 변화하기 

자기노출 증진 그룹중재 

- 말하기: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 

개별중재 

- 글쓰기: 워크시트 작성하기 

 

1회 

 

1회 

암 이후 영양관리법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 증진 

그룹중재 

- 강의와 실습 

- 자신의 암 이후 영양관리 경험 나누기 

 

1회 

1회 

자신의 변화 성찰 자기노출 증진 
개별중재 

- 글쓰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 쓰기 

 

매일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 증진 

개별중재 

- 연구자와 개별상담 

- 운동 피드백 확인하기 

 

필요시 

1회 

4 

 

직장복귀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자기노출 증진 그룹중재 

- 말하기: 역할경험을 통한 자신의 감정 표현하기 1회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 증진 

그룹중재 

- 역할극 1회 

자신의 변화 성찰 자기노출 증진 개별중재 

- 글쓰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 쓰기 

 

매일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 증진 

개별중재 

- 연구자와 개별상담 

- 체성분 측정결과, 운동 피드백 확인하기 

 

필요시 

1회 

<Table 6> Revised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 for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continued) 

(JUMP: Join with Us for working and Moving on for Posttraumatic growth)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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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eliminary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 (1st phase) 

단계 내용 세부내용 
제공  

방법 

도입 

(15분) 

1. 프로그램 목적과 내용, 일정 

소개(5분) 

 

2. 나는 어떤 사람인가(10분) 

- 본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일정을 

알아본다. 

 

-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기소개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 싶은 것,  

변화하고 싶은 것을 간단히 말해본다. 

그룹중재 

(강의) 

 

개별중재 

(말하기) 

전개 

(120분) 

1. 암 이후 생활관리법(60분) 

 

 

 

 

2.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60분) 

- 암 이후 생활을 힘들게하는 신체적, 심리

적 문제를 알아보고 대처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 교육 후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눈다. 

- 운동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측정한 인바디 검사결과로 개별 신체  

상태를 확인한다. 

- 웨어러블 디바이스 착용과 모니터링,   

사용방법을 이해한다. 

-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을   

배우고, 실제로 해본다. 

- 교육 후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눈다. 

그룹중재 

(강의, 

경험  

 나누기) 

 

그룹중재 

(강의,  

실습,  

경험  

 나누기) 

 

 

 

 

종결 

(5분) 

1. 프로그램 마무리 (5분) 

 

- 이번 회차 교육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다음 회차 교육내용을 알아본다. 

-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방법을 이해한다. 

- 만족도 조사지를 작성한다. 

그룹중재 

(강의) 

추후 

관리 

1. 자신의 변화 성찰 

 

 

 

-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프로그램 지속

에 대한 각오, 일상생활, 느낌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표현한다. 

- 필요시 연구자와 전화나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 상담한다. 

개별중재 

(글쓰기) 

 

개별중재 

(글쓰기, 

말하기) 

준비 

물품 

사전설문지, 연구 동의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지, 필기도구, 이름표, 카메라, 

강의실 준비(컴퓨터,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등), 강의장 안내문, 개별 웨어러블 

디바이스, 인바디 검사 결과지, 요가매트 

비고 프로그램 시작 전 인바디 검사시행, 사전설문지와 연구 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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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eliminary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2nd phase) 

 

 

단계 내용 세부내용 
제공  

방법 

도입 

(5분) 

1. 프로그램 일정 확인(5분) 

 

- 금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일정을  

알아본다. 
그룹중재 

(강의) 

전개 

(150분) 

1. 에니어그램 활용과 이해  

(90분) 

 

 

 

 

 

2. 암 이후 외모관리법(60분) 

- 에니어그램을 통한 유형별 특성을 이해

한다. 

- 에니어그램을 통해 내가 해결해야 할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한다. 

- 교육 후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눈다. 

 

- 암 치료 후 달라진 외모변화를 이해한다. 

- 외모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중 얼굴형에 

맞는 눈썹을 알아보고 그려본다. 

- 교육 후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눈다. 

그룹중재 

(말하기) 

개별중재 

(글쓰기) 

 

 

 

그룹중재 

(강의, 

실습,  

경험  

 나누기) 

종결 

(5분) 

1. 프로그램 마무리 (5분) 

 

- 이번 회차 교육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다음 회차 교육내용을 알아본다. 

- 만족도 조사지를 작성한다. 

그룹중재 

(강의) 

추후 

관리 

1. 자신의 변화 성찰 

 

 

 

2. 운동 피드백 확인 

-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프로그램 지속

에 대한 각오, 일상생활, 느낌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표현한다. 

- 필요시 연구자와 전화나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 상담한다.- 필요시 연구자와 상담

한다. 

-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인바디 측정 결과 

분석을 제공받아 자신의 신체상태와 운동

상태를 확인한다. 

개별중재 

(글쓰기) 

 

개별중재 

(글쓰기, 

말하기) 

준비 

물품 

필기도구, 이름표, 카메라, 강의실 준비(컴퓨터,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등),  

강의장 안내문, 에니어그램 검사지, 만족도 조사지, 개별 메이컵 박스     

비고 프로그램 시작 전 에니어그램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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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eliminary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3rd phase) 

 

 

단계 내용 세부내용 
제공  

방법 

도입 

(5분) 

1. 프로그램 일정 확인(5분) 

 

- 금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일정을  

알아본다. 
그룹중재 

(강의) 

전개 

(120분) 

1. 긍정적으로 생각 변화하기 

(60분) 

 

 

 

 

 

 

2. 암 이후 영양관리법 

(60분) 

- 지난 1주일동안 스트레스 상황을 확인 

하고, 생각 바꾸기 방법을 적용하여 말과 

글로 표현한다. 

- 에니어그램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상황

에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익힌다. 

- 교육 후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눈다. 

 

- 암 이후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안다. 

- 바쁜 일상에 필요한 식사준비법을 안다. 

- 실제 식사준비를 해보고, 시식해본 후  

느낌을 표현한다. 

- 교육 후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눈다. 

그룹중재 

(말하기) 

개별중재 

(글쓰기) 

 

 

 

 

그룹중재 

(강의, 

실습,   

경험       

 나누기) 

종결 

(5분) 

1. 프로그램 마무리 (5분) 

 

- 이번 회차 교육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다음 회차 교육내용을 알아본다. 

- 만족도 조사지를 작성한다. 

그룹중재 

(강의) 

추후 

관리 

1. 자신의 변화 성찰 

 

 

 

2. 운동 피드백 확인 

-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프로그램 지속

에 대한 각오, 일상생활, 느낌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표현한다. 

- 필요시 연구자와 전화나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 상담한다. 

- 웨어러블 디바이스 측정 결과 분석을 제

공받아 자신의 운동상태를 확인한다. 

개별중재 

(글쓰기) 

 

개별중재 

(글쓰기, 

말하기) 

준비 

물품 

필기도구, 이름표, 카메라, 강의실 준비(컴퓨터,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등),  

강의장 안내문, 만족도 조사지, 햇반, 반찬, 감잎차, 따뜻한 물, 종이컵, 일회용  

쟁반, 일회용 수저, 생각바꾸기 연습장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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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eliminary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4th phase) 

단계 내용 세부내용 
제공  

방법 

도입 

(5분) 

1. 프로그램 일정 확인(5분) 

 

- 금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일정을  

알아본다. 
그룹중재 

(강의) 

전개 

(90분) 

1. 직장복귀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90분) 

 

 

 

 

 

- 직장인 유방암 환자로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정하고, 역할을 정하여 역

할극을 해본다. 

- 해당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인 대

처방법을 익힌다. 

-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눈다. 

그룹중재 

(말하기) 

 

 

  

종결 

(30분) 

1. 프로그램 마무리 (30분) 

 

- 이번 회차 교육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만족도 조사지를 작성한다. 

-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내 모습과 서

로의 모습을 나눈다. 

- 프로그램 수료증을 받고, 단체사진 촬영 

등 프로그램 마무리를 한다. 

그룹중재 

(강의) 

추후 

관리 

1.  자신의 변화 성찰 

 

 

 

2. 운동 피드백 받기 

-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프로그램 지속

에 대한 각오, 일상생활, 느낌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표현한다. 

- 필요시 연구자와 전화나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 상담한다. 

- 지난 4주간 운동 양상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인바디 측정결과의 전후비교를 통

해 내 몸의 변화를 파악한다. 

개별중재 

(글쓰기) 

 

개별중재 

(글쓰기, 

말하기) 

준비 

물품 

필기도구, 이름표, 카메라, 강의실 준비(컴퓨터,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등),  

강의장 안내문, 만족도 조사지, 사후 설문지, 수료증, 선물 

비고 수료식 후 사후 설문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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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 평가 

 

5.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3명의 대상자 평균 연령은 42.38세이며, 40대가 69.2%로 30대의 2배 이상이었

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는 76.9%이며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92.3%로 대부

분이었고, 69.2%는 종교가 있었다. 한 달의 가정수입은 300~500만원과 500~700만

원이 각각 30.8%이었으며,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가 69.2%로 많았다. 

질병관련 특성으로 진단병기 중 III기가 46.2%로 가장 많았고, 전전제술과 부분절

제술을 한 대상자가 46.2%로 같았다. 수술을 한 대상자 중 림프절 절제를 한 대상자

가 53.8%이었고,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을 받은 대상자가 53.8%로 가

장 많았다.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받지 않는 대상자보다 2배 이상 많았

으며(66.7%), 진단받은지 6개월에서 1년이내 대상자가 53.8%로 가장 많았고 유방

암 진단 후 평균 14.31개월 지난 상태였다. 현재 치료 상태로 46.7%가 적극적인 치

료를 마쳤으며 나머지는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법, 표적치료 중이었고, 피로는 90점 

만점에서 평균 36.69점이었다. 

직업관련 특성으로 진단 후 사직하였지만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는 대상자가 15.4%, 

전일제로 근무하는 대상자가 23.1%, 휴직상태인 대상자가 61.5%로 대부분의 대상자가 

휴직상태에 있었다. 직종은 사무직이 61.5%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이 30.8%로 그 

다음 순이었다. 현재 속해있는 직장에서 근무한지 5년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가 

46.2%로 많았으며, 직업복귀시 가장 큰 어려움은 체력저하가 60.0%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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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경험 관련 특성 중 고통지각은 88점 만점 평균 42.08점이었으며,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로 선별할 수 있는 25점 이상은 대상자의 92.3%로 대상자의 대부분이 

유방암을 외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외상 경험을 확인하는 질문 중 암 진단과 치료

시 공포, 무력감, 전율, 긴장 등 고조된 감정이 생겼는지 여부 확인시 모든 이가 ‘그

렇다’라고 답하였으며, 긍정적 변화가 생겼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46.2%가 ‘그렇다’

라고 하였으며 38.5%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46.2%

를 대상으로 변화가 언제부터였는지 묻는 질문에는 절반이 1개월 전에, 절반은 1개월

보다 더 이전에 있었다고 답하였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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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3) 

 특성 분류 명(%) 평균±표준편차 

사회 

인구학적 

특성 

나이(세) 30~39 

40~49 

4  (30.8) 

9  (69.2) 

42.38±4.86 

배우자 유무 있음 

없음 

10 (76.9) 

3  (23.1)  

 

학력 ≤고졸 

≥대졸 

1  (7.7) 

12 (92.3) 

 

종교 있음 

없음 

9  (69.2) 

4  (30.8) 

 

월 가계수입 

(10,000원) 

100~300 

300~500 

500~700 

>700 

3  (23.1) 

4  (30.8) 

4  (30.8) 

2  (15.4) 

 

자녀의 나이 

(세) 

 

자녀없음 

<18 

≥18 

2  (15.4) 

9  (69.2) 

2  (15.4) 

 

질병관련

특성 

병기 I 

II 

III 

IV 

5  (38.5) 

1  (7.7) 

6  (46.2) 

1  (7.7) 

 

수술방법 유방 전절제술 

유방 부분절제술 

해당없음* 

6  (46.2) 

6  (46.2) 

1  (7.7) 

 

림프절 절제 시행함 

시행하지 않음 

해당없음* 

7  (53.8) 

5  (38.5) 

1  (7.7) 

 

치료방법 
CTx 

CTx+ RTx 

RTx 

CTx+표적치료 

CTx+RTx+표적치료 

2  (15.4) 

7  (53.8) 

2  (15.4) 

1  (7.7) 

1  (7.7) 

 

 

 

호르몬 치료 Yes 

No 

9  (69.2) 

4  (30.8) 

 

진단받은 시점 <6개월 

6개월~1년 

>1년 

2  (15.4)    

7  (53.8)       

4  (30.8) 

14.31±16.52 

CTx: 항암화학요법; RTx: 방사선 요법. * 선행화학요법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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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continued)                     
(N=13) 

 특성 분류 명(%) 
평균± 

표준편차 
질병관련  

특성 

치료상태 

 

 

 

피로 

항암화학요법 중 

방사선 요법 중 

표적치료 중 

치료종료 

2  (15.4) 

3  (23.1) 

1  (7.7) 

7  (46.7) 

 

 

 

 

36.69±

16.76 

직업관련  

특성 

현재직업상태 전일제 근무 

휴직 

사직(구직 중) 

3  (23.1) 

8  (61.5) 

2  (15.4) 

 

직종 관리직 

전문직 

회사원(사무직) 

1  (7.7) 

4  (30.8) 

8  (61.5) 

 

근무년수 <5년 

5~10년 

>10년 

2  (15.4) 

6  (46.2) 

5  (38.5) 

 

직업복귀시 어려움* 체력저하 

스트레스 

피로 

업무부담감 

회사,동료에게 피해줄것 같은 생각 

외모변화 

집중력 저하 

신체사용 제한 

암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불안 

돈을 벌어야한다는 부담감 

우울 

사회적 지지의 부족 

9  (60.0) 

8  (53.3) 

7  (46.7) 

7  (46.7) 

6  (40.0) 

6  (40.0) 

5  (33.3) 

5  (33.3) 

5  (33.3) 

4  (26.7) 

3 (20.0) 

1  (6.7) 

1  (6.7) 

 

외상경험 

관련 

특성 

디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선별  

 

Risk group (18~24) 

High risk group (25≤) 

 

1  (7.7) 

12 (92.3) 

42.08±

14.16 

암진단, 치료시 고조된  

감정 발생 여부 
 

암진단, 치료시 긍정적변화 

발생 여부 
 

긍정적인 변화 시점
# 

예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1개월 전 

1개월보다 오래전 

13 (100) 
 

6  (46.2) 

2  (15.4) 

5  (38.5) 
 

3  (50.0) 

3  (50.0) 

 

* 중복응답, #대상자 수=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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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외상 후 성장 증진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 타당도 검증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 타당도 검증은 먼저 Shapiro-Wilk test를 통해 정규성 가정

을 확인 후 paired t-test를 시행하여 대상자의 프로그램 전-후, 전-프로그램 종료 

한달 후 외상 후 성장, 반추, 고통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은 105점 만점에 프로그램 제공 전 평균이 66.23점이었으나, 프로그

램 제공 직후 평균 79.69점으로 프로그램 제공 전보다 제공 직후에 점수가 상승하였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70, p=.019)를 보였다. 또한 프로그램 제공 종료 

한달 후에 평균 74.77점으로 프로그램 제공 전보다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64, p=.021)를 보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직장인 유방암 환자들은 프로

그램 제공 전보다 직후, 종료 한달 후에 외상 후 성장이 증진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외상 후 성장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타인과의 관계, 새로운 가능성, 개인의 강점, 영

적 변화, 삶에 대한 감사 모두 프로그램 제공 전보다 프로그램 제공 직후에 평균 점

수가 상승하였고, 그 중 타인과의 관계 영역은 프로그램 제공 전에 비해 프로그램 제

공 직후에 21.23점에서 26.54점으로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26, 

p=.007)를 보였으며, 프로그램 제공 종료 한달 후에도 24.92점으로 프로그램 제공 

전보다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19, p=.008)를 보였다. 개인의 강

점 영역 또한 프로그램 제공 전에 비해 프로그램 제공 직후에 12.92점에서 15.77점

으로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24, p=.045)를 보였으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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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종료 한달 후에도 14.62점으로 프로그램 제공 전보다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41, p=.033)를 보였다. 새로운 가능성 영역은 프로그램 제공 전에 

비해 프로그램 제공 종료 한달 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43, p=.032) 

가 있었다(Table 9). 

 

② 반추 

반추 중 침투적 반추는 30점 만점에 프로그램 제공 전 평균 12.23점이었으나 프로

그램 제공 직후 평균 9.23점으로 프로그램 제공 전보다 제공 직후 감소하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t=1.86, p=.088)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공 종료 

한달 후 평균 13.38점으로 제공 전보다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t=-.49, p=.633)으로 나타났다.  

반추 중 의도적 반추는 30점 만점에 프로그램 제공 전 평균 19.69점, 제공 직후 

평균 20.46점으로 제공 직후 증가하였고, 프로그램 제공 종료 한달 후 평균 20.15점

으로 프로그램 제공 전보다는 증가하였으나 직후보다는 감소하였다. 프로그램 전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제공 직후(t=-.64, p=.535), 프로그램 제공 종료 한달 후

(t=-.30, p=.769)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9). 

 

③ 고통 

고통 중 불안은 21점 만점에 프로그램 제공 전 평균 6.85점이었으나 프로그램 제

공 직후 평균 4.85점으로 프로그램 제공 전보다 제공 직후 점수가 감소하였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83, p=.015). 프로그램 제공 종료 한달 후에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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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5.00점으로 프로그램 제공 전보다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므로(t=2.76, p=.017), 외상 후 성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직장인 유방암 환자

들의 불안이 프로그램 제공 전보다 제공 직후와 종료 한달 후에 감소되었다. 

고통 중 우울은 21점 만점에 프로그램 제공 전 평균 7.08점, 프로그램 제공 직후 

평균 5.69점으로 감소하였고, 프로그램 제공 종료 한달 후 평균 6.15점으로 프로그램 

종료 한달 후에도 감소하였으나, 프로그램 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프로그램 직후

(t=1.76, p=.105), 프로그램 종료 한달 후(t=1.14, p=.278)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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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ffect of Posttraumatic Growth according to time  

  

 

분류 가능범위 

사전 종료 직후 종료 한달 후  t(p)  

Mean±SD Mean±SD Mean±SD 
사전/직후 사전/한달 

후  
 

외상 후 성장 전체 0~105 66.23±20.25 79.69±12.70 74.77±19.12 
-2.67 

(.019) 

-2.64 

(.021) 

타인과의 관계  0~35 21.23±7.46 26.54±5.01 24.92±6.24 
-3.26 

(.007) 

-3.19 

(.008) 

새로운 가능성   0~25 15.62±5.61 18.85±3.51 17.92±4.80 
-1.97 

(.072) 

-2.43 

(.032) 

개인의 강점 0~20 12.92±4.86 15.77±2.05 14.62±4.05 
-2.24 

(.045) 

-2.41 

(.033) 

영적변화   0~10 4.92±3.25 6.38±2.53 5.69±3.23 
-2.00 

(.069) 

-1.28 

(.225) 

새로운 삶 0~15 11.54±2.63 12.15±2.67 11.62±2.93 
-.82 

(.426) 

-.11 

(.912) 

 

반추 침투적 반추 0~30 12.23±6.56 9.23±4.62 13.38±7.71 
1.86 

(.088) 

-.49 

(.633) 

의도적 반추 0~30 19.69±4.15 20.46±3.36 20.15±4.26 
-.64 

(.535) 

-.30 

(.769) 

 

고통 불안 0~21 6.85±2.15 4.85±2.58 5.00±2.58 
2.83 

(.015) 

2.76 

(.017) 

우울 0~21 7.08±3.73 5.69±3.28 6.15±2.88 
1.76 

(.105) 

1.14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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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프로그램 평가 

  

① 대상자에 의한 만족도 조사 결과 

대상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매회기 프로그램이 끝난 후 5점 척도의

8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Appendix 5). 1회기는 평균평점 

4.57점, 2회기 평균평점 4.67점, 3회기 평균평점 4.62점, 4회기 평균평점 4.66점으로 

만족도가 높았다(Table 10). 

 

<Table 10> Mean per Rating about Program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N=13)  

설문항목 
평균평점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1. 강의내용이   만족스러웠습니까? 4.50 4.74 4.54 4.60 

2. 강의내용이   도움 되셨습니까? 4.55 4.67 4.62 4.53 

3. 기대했던 것과 일치하였습니까? 4.46 4.60 4.54 4.53 

4. 이 강의를 다른 환자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4.59 4.64 4.73 4.67 

5. 내용은 이해가 쉬웠습니까? 4.71 4.67 4.58 4.73 

6. 진행방식은   만족스러웠습니까? 4.59 4.67 4.58 4.73 

7. 강사의 태도는 만족스러웠습니까? 4.63 4.74 4.70 4.73 

8.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4.55 4.67 4.70 4.73 

회기별 평균평점 4.57 4.67 4.62 4.66 

 

또한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프로그램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과 직업복귀를 준비하면서 힘든 상황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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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같은 고민과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에 큰 만족을 하였다. 부족한 점은 프로

그램 진행 시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프로그램 시작전 개설을 하여 월, 토요반으로 나누어 모든 대상

자가 가입하도록 하였다. 월요반의 게시글은 총 24개, 덧글은 103개였고, 토요반의 

게시글은 총 28개, 덧글은 106개였으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계속 대상자들이 글

을 남기며 현재까지 커뮤니티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게시글 내용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낀 점, 궁금한 점, 좋은 글과 사진 등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으며, 

주로 덧글은 서로 응원의 메세지를 남기거나 프로그램의 참여를 격려하였다. 

 

② 제공자에 의한 프로그램 평가 

매 회기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해당 프로그램 제공자가 강의 중 좋았던 점, 보완해야 

할 점, 프로그램에 추가해야 할 사항에 대해 프로그램 운영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

였다. (Appendix 6). 

좋았던 점은 직장인 유방암 환자들의 실제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첫 시간 보완점이 만족되어 보다 나은 강의가 되었음을 표현하였다. 강의 진

행상 시간적 분배, 강의자료 제공, 강의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

하였고, 실제 환자들에게 받은 질문을 통해 암 이후 생활과 영양, 외모관리 강의에서 

질문내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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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 임상적용 결과 평가 및   

최종 프로그램 확정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에 대한 임상적용 결과로 

수정, 보완된 최종 프로그램 구성요소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종 프로그램 제공횟수는 4회기에서 8회기로 변경되었다. 예비 프로그램 제

공 직후 외상 후 성장과 의도적 반추는 증가하였다가, 프로그램 종료 한달 뒤에는 다

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침투적 반추가 프로그램 제공 직후 감소하였다가 프

로그램 종료 한달 뒤에는 프로그램 전보다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

종 프로그램에서 더욱 의도적 반추를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생각을 바꾸도

록 조금 더 자극하여 외상 후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공

횟수를 늘렸다. 이때 프로그램 제공 직후 외상 후 성장과 의도적 반추는 증가하고, 침

투적 반추와 고통이 감소하는 결과를 감안할 때 예비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면대면 그룹중재로 구성된 4회기 예비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하면

서, 자기 생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이것에 맞추어 프로그램 제공자가 대상자

에게 매주 피드백을 주는 것이 4회 추가된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상기(reminder), 

강화(reinforcement)를 위한 장치를 통해 대상자들의 의도적 반추를 증가시킬 수 있

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프로그램 제공시간은 대상자와 프로그램 제공자 평가에서 모두 프로그램 제공 시간

에 대해 부족하다고 피드백 받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시간이 가장 부족하였

던 1회기의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 시간과 3회기 긍정적으로 생각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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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간을 각각 15분씩 늘려 75분간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하나의 강의 후 바로 

이어서 강의가 이어짐에 따라 힘들었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회기별 첫 프로그램 종

료 후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이완을 도왔다.  

프로그램 내용은 8회기로 증가된 프로그램 기간에 맞추어 일부 수정되었다. 프로그

램 내용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암치료 이후 생활과 운동, 영양, 외모관리에서 추가로 

정리한 내용을 면대면 그룹중재 이후에도 매주 제공하고 실천여부를 연구자가 확인하

도록 하였다. 특히 운동과 외모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 과정을 동영상 

자료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든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눈썹 그리기 연습

장을 추가로 제공하여 틈틈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변화 성

찰과 타인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의도적 반추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5~8회기에도 매

주 작성할 수 있는 생각 바꾸기 연습장을 제공하고 작성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

한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매 주마다 작성한 생각 바꾸기에 대한 임상심리사

의 피드백을 추가하였다. 침습적 반추가 조금 더 내면화되고 이해되는 의도적 반추로 

향하며 지속적, 반복적이고 수용과 유익성 발견을 할 수 있도록 매일 감사일기를 작

성해 보는 것을 추가하였다(Table 11). 

더불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예비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

된 것과 임상적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 프로그램으로 확정된 내용을 요약하여 제

시하면 <Figur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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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Final version of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 (1st phase) 

단계 내용 세부내용 
제공  

방법 

도입 

(15분) 

1. 프로그램 목적과 내용, 일정 

소개(5분) 

 

2. 나는 어떤 사람인가(10분) 

- 본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일정을 

알아본다. 

 

-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기소개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 싶은 것,  

변화하고 싶은 것을 간단히 말해본다. 

그룹중재 

(강의) 

 

개별중재 

(말하기) 

 

전개 

(145분) 

1. 암 이후 생활관리법(60분) 

 

 

 

 

* Break time(10분) 

2.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 (75분) 

- 암 이후 생활을 힘들게 하는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알아보고 대처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 교육 후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눈다. 

 

- 운동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측정한 인바디 검사결과로 개별 신체  

상태를 확인한다. 

- 웨어러블 디바이스 착용과 모니터링,   

사용방법을 이해한다. 

-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을   

배우고, 실제로 해본다. 

- 교육 후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눈다. 

그룹중재 

(강의, 

경험     

나누기) 

 

 

그룹중재 

(강의, 

실습, 

경험 

나누기) 

 

 

종결 

(5분) 

1. 프로그램 마무리 (5분) 

 

- 이번 회차 교육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다음 회차 교육내용을 알아본다. 

-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방법을 이해한다. 

- 만족도 조사지를 작성한다. 

그룹중재 

(강의) 

변화유지

관리 

1. 자신의 변화 성찰 

   

 

 

 

 

 

-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프로그램 지속

에 대한 각오, 일상생활, 느낌 등을 온라

인 커뮤니티에 표현하며 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한다. 

- 운동 동영상보며 매일 운동한다. 

- 필요시 연구자와 전화나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 상담한다. 

개별중재 

(글쓰기) 

 

 
 

개별중재 

(글쓰기,

말하기) 

준비 

물품 

사전설문지, 연구 동의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지, 필기도구, 이름표, 카메라, 

강의실 준비(컴퓨터,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등), 강의장 안내문, 개별 웨어러블 디바이스, 

인바디 검사 결과지, 요가매트, 운동 동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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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1>Final version of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2nd phase) 

단계 내용 세부내용 
제공  

방법 

도입 

(5분) 

1. 프로그램 일정 확인(5분) 

 

- 지난 프로그램을 리마인드한다. 

- 금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일정을  

알아본다. 

그룹중재 

(강의) 

전개 

(160분) 

1. 에니어그램 활용과 이해 

(90분) 

 

 

 

 

 

 

* break time(10분) 

2. 암 이후 외모관리법(60분) 

- 에니어그램을 통한 유형별 특성을 이해

한다. 

- 에니어그램을 통해 내가 해결해야할   

감정을 표현한다. 

- 에니어그램을 통한 삶의 과제 확인과  

실천계획을 세운다. 

- 교육 후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눈다. 

 

- 암 치료 후 달라진 외모변화를 이해한다. 

- 외모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중 얼굴형에 

맞는 눈썹을 알아보고 그려본다. 

- 눈썹 그리기 연습장 사용방법을 안다. 

- 교육 후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눈다. 

그룹중재 

(말하기) 

개별중재 

(글쓰기) 

 

 

 

 

그룹중재 

(강의, 

실습, 

경험 

나누기) 

종결 

(5분) 

1. 프로그램 마무리 (5분) 

 

- 이번 회차 교육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다음 회차 교육내용을 알아본다. 

- 만족도 조사지를 작성한다. 

그룹중재 

(강의) 

변화유지

관리 

1. 자신의 변화 성찰 

 

 

 

 

 

 

 

2. 운동 피드백 확인 

-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프로그램 지속

에 대한 각오, 일상생활, 느낌 등을 온라

인 커뮤니티에 표현하며 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한다. 

- 운동 동영상보며 매일 운동한다. 

- 눈썹 그리기 연습장을 작성한다. 

- 필요시 연구자와 전화나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 상담한다. 

-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인바디 측정 결과 

분석을 제공받아 자신의 신체상태와 운동

상태를 확인한다. 

개별중재 

(글쓰기) 

 

 

 

 

개별중재 

(글쓰기,

말하기) 

준비 

물품 

필기도구, 이름표, 카메라, 강의실 준비(컴퓨터,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등),  

강의장 안내문, 에니어그램 검사지, 만족도 조사지, 개별 메이컵 박스, 연필, 눈썹 그리

기 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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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Final version of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3rd phase) 

 

단계 내용 세부내용 
제공  

방법 

도입 

(5분) 

1. 프로그램 일정 확인(5분) 

 

- 지난 프로그램을 리마인드한다. 

- 금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일정을  

알아본다. 

그룹중재 

(강의) 

전개 

(145분) 

1. 긍정적으로 생각 변화하기 

(75분) 

 

 

 

 

 

 

* break time(10분) 

2. 암 이후 영양관리법 

(60분) 

- 지난 1주일동안 스트레스 상황을 확인 

하고, 생각 바꾸기 방법을 적용하여 표현

한다. 

- 에니어그램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상황

에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익힌다. 

- 교육 후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눈다. 

 

 

- 암 이후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안다. 

- 바쁜 일상에 필요한 식사준비법을 안다. 

- 실제 식사준비를 해보고, 시식해본 후  

느낌을 표현한다. 

- 교육 후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눈다. 

그룹중재 

(말하기) 

개별중재 

(글쓰기) 

 

 

 

 

그룹중재 

(강의, 

실습,  

경험  

나누기) 

종결 

(5분) 

1. 프로그램 마무리 (5분) 

 

- 이번 회차 교육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다음 회차 교육내용을 알아본다. 

- 만족도 조사지를 작성한다. 

그룹중재 

(강의) 

변화유지

관리 

1. 자신의 변화 성찰 

 

 

 

 

 

 

2. 운동 피드백 확인 

-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프로그램 지속

에 대한 각오, 일상생활, 느낌 등을 온라

인 커뮤니티에 표현하며 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한다. 

- 운동 동영상보며 매일 운동한다. 

- 눈썹 그리기 연습장을 작성한다. 

- 필요시 연구자와 전화나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 상담한다. 

- 웨어러블 디바이스 측정 결과 분석을 제

공받아 자신의 운동상태를 확인한다. 

개별중재 

(글쓰기) 

 

 

 

 

개별중재 

(글쓰기,

말하기) 

준비 

물품 

필기도구, 이름표, 카메라, 강의실 준비(컴퓨터,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등),  

강의장 안내문, 만족도 조사지, 햇반, 반찬, 감잎차, 따뜻한 물, 종이컵, 일회용  

쟁반, 일회용 수저, 생각바꾸기 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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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Final version of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4th phase) 

 

 

단계 내용 세부내용 
제공  

방법 

도입 

(5분) 

1. 프로그램 일정 확인(5분) 

 

- 지난 프로그램을 리마인드한다. 

- 금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일정을  

알아본다. 

그룹중재 

(강의) 

전개 

(120분) 

1. 직장복귀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90분) 

 

 

 

 

 

2. 지난 4주간 경험 나누기 

(30분) 

- 직장인 유방암 환자로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정하고, 역할을 정하여 역할

극을 해본다. 

- 해당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익힌다. 

-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눈다. 

 

-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내 모습과 서로

의 모습을 나눈다. 

- 앞으로의 다짐을 말한다. 

그룹중재 

(말하기) 

 

 

 

 

 

그룹중재 

(말하기)  

종결 

(5분) 

1. 프로그램 마무리 (5분) 

 

- 이번 회차 교육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만족도 조사지를 작성한다. 

그룹중재 

(강의) 

변화유지

관리 

1. 자신의 변화 성찰 

 

 

 

 

 

2. 운동 피드백 확인 

-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프로그램 지속

에 대한 각오, 일상생활, 느낌 등을 온라

인 커뮤니티에 표현하며 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한다. 

- 운동 동영상보며 매일 운동한다. 

- 눈썹 그리기 연습장을 작성한다. 

- 필요시 연구자와 전화나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 상담한다. 

- 지난 4주간 운동 양상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측정 결과 분석

과 인바디 측정결과의 전후비교를 통한 

내 몸의 변화를 파악한다 

개별중재 

(글쓰기) 

 

 

 

 

개별중재 

(글쓰기,

말하기) 

준비 

물품 

필기도구, 이름표, 카메라, 강의실 준비(컴퓨터,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등),  

강의장 안내문, 만족도 조사지, 사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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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Final version of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  

(5~8 phase) 

단계 내용 세부내용 
제공  

방법 

변화유지 

관리 

1. 자신의 변화 유지 

 

 

 

 

 

 

 

 

 

 

 

 

 

 

2. 운동 피드백 확인 

 

 

 

3. 생각바꾸기 연습 유지 

-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프로그램 지속

에 대한 각오, 일상생활, 느낌 등을 SNS

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표현한다. 

- 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한다. 

- 운동 동영상보며 매일 운동한다. 

- 암이후 생활관리 정리 내용을 숙지한다(5

주차). 

- 운동관리 내용을 숙지한다(6주차) 

- 영양관리 식단을 참고하여 매일 식단을 

이행한다(7주차). 

- 외모관리 팁 내용을 숙지한다(8주차). 

- 눈썹 그리기 연습장을 작성한다. 

- 필요시 연구자와 전화나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 상담한다. 

 

- 매주 웨어러블 디바이스 측정 결과 분석

을 제공받아 자신의 운동상태를 확인한

다. 

 

- 제공된 생각바꾸기 연습장에 한 주 동안 

생각 바꾸기 경험을 적는다. 

- 연습장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피드백 받

는다. 

개별중재 

(글쓰기) 

 

개별중재 

(글쓰기) 

 

 

 

 

 

 

개별중재 

(글쓰기,

말하기) 

 

 

 

 

개별중재 

(글쓰기) 

 

준비 

물품 

암 이후 생활관리 정보(림프부종 예방법, 항호르몬 요법시 부작용 관리법, 치료 

후 추적관리) - 5주차 

운동관리 정보(스트레칭 방법) - 6주차 

영양관리 식단 정보(일주일 식단) -7주차 

외모관리 정보(가발관리 및 헤어스타일 연출법, 암 치료 이후 피부관리법, 메이컵 

방법) - 8주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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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hange of Program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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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논의 

 

본 연구는 Tedeschi와 Calhoun의 외상 후 성장 모델에 기틀을 두고, 직장인 유방

암 환자에게 자기노출을 증진하면서 침투적 반추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 증진으로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장에서는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 개발 및 예비 프로

그램의 임상 적용 후 타당도 평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6.1.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라는 외상 사건 이후 침투적 반추와 의도적 반

추를 거치면서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과정 중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 요소가 포함

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침투적 반추를 감소시키고 의도적 반추를 증가하여 외상 후 

성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예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선행연구들의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중재는 의미중심치료(Lo et al., 2015; Scheffold et al., 2015), 수용전

념치료(Hawkes et al., 2014; Köhle et al., 2015; 고아름, 2012), 마음챙김 및 명상

(Labelle et al., 2015; Zernicke et al., 2014; 박경 et al., 2013; 윤미라, 2014), 글쓰

기(Jonathan A. Beyer, 2010; Christine Knaevelsrud et al., 2010; Wagner et al., 

2007; 장재혁, 2013; 하늘, 2012) 등 대부분 심리적 중재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기존

에 시행되던 중재의 심리치료적 기제로 대상자의 외상 경험 재구조화를 통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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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확장과 심리적 성장을 돕는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론적 모델에 기반하여 개

발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예비 프로그램은 외상 후 성장 모델(Calhoun & 

Tedeschi, 2006)에 기반을 두고 개발되어 어떤 기제를 통해 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

하였으며,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과 실제 프로그램 대상자인 직장인 유방암 환자

의 프로그램 요구도 확인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한 예비 프로그램 구성요소로 프

로그램 제공횟수, 제공방법과 제공내용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예비 프로그램 제공횟수는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 26편의 연구를 확인

한 결과 8회 제공한 연구가 7편(Garlick et al., 2011; Pat-Horenczyk et al., 2015; 

Scheffold et al., 2015; Zernicke et al., 2014; 고아름, 2012; 김정희, 2016; 임선영, 

2014)으로 가장 많아 8회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암환자 대상 심리사

회적 프로그램이 1년에서 수년간 지속되는 장기 프로그램도 있지만 6주에서 8주간의 

단기 프로그램이 경제적 효과성과 더불어 장기 프로그램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황숙연, 박병우, & 이경식, 2000), 주 1회 8주동안 제공된 8회기의 프로그램이 유방

암 환자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대처 증진이라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황숙연, 박병우, 

& 이경식, 2001), 유방암 환자의 대응방법의 내재화와 불안과 우울 등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주 1회 6주 6회기는 짧다는 연구(김조자, 허혜경, 강덕희, & 김보환, 2004) 

결과도 반영하였다. 

예비 프로그램 제공방법은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 선행연구 분석에서 그룹중재로 

교육과 인지행동치료와, 개별중재로 전화상담, 인터넷 기반 중재 시행이 많다는 것을 

토대로 본 연구의 중재 프로그램에 면대면 만남을 통한 그룹중재와 비면대면으로 전

화상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개별중재를 시행하였다. 특히 매 회기마다 자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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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증진을 위한 말하기, 글쓰기의 작업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표현해 보도록 한 것

은 기존의 말하기, 글쓰기를 활용한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외상 사건 경

험자의 경우 특정한 지침을 주어 표현하도록 하였을 때 외상 후 성장이 더 크게 나타

난다고 하였으므로(Gebler & Maercker, 2007) 매 회기별 연구자가 제시하는 주제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워크시트에 글쓰기, 편지쓰기, 그리기와 말하기를 하도록 하여 자

기 통찰을 통한 적극적인 자기노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매개로 하

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쓰기를 매일 하도록 했는데 이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늘고 

인터넷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 제공자와 참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외상 경험을 나누는 것에 힘들어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장현아, 2011),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를 통해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우울,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Knaevelsrud & Maercker, 2007; 장현아, 2011) 본 연구의 자기노출을 위한 중재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자기노출 증진과 함께 의도적 반추를 돕는 사회적 지지 그룹의 상호작용은 외상 후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Calhoun & Tedeschi, 2006), 개인이 외상 사건에 맞서는 동안 

지지를 요구하거나 필요로 할 때 곁에서 지지해 주는 사람은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Wilcox, 2010),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 심리적인 

적응에서 외상 후 정서적 고통과 과각성 상태 등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완화시켜 외상 

사건을 이해하려는 메타인지 과정을 활성화시켜 외상 후 성장을 도울 수 있다

(Calhoun & Tedeschi, 2006). 외상 후 성장 중재 프로그램 선행연구에서(Heinri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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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2; Wiesenthal, 2006) 사회적 지지체계 중 특히 배우자 지지에 초점을 맞

추고 부부중재 시행 전후 부부적응, 대처를 확인하였고, 그 외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

한 언급이나 측정을 시도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 목표는 외상 후 성장 증진을 위해 의도적 반추를 증진시

키는 것이므로 중재방법으로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중 의료인의 지

지는 암환자의 사회 적응과 대처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Ohaeri, Oladele, & 

Ohaeri, 2001; 김혜영 & 소향숙, 2012), 유방암 환자의 자조집단 지지는 불안과 우

울 등의 부정적 정서 감소, 인지능력 향상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대처능력 획득 등의 

역량 강화 및 개인적 성장, 중재방법으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Coreil, Wilke, & Pintado, 2004; Sutton & Erlen, 2006; Zeigler, Smith, & Fawcett, 

2004; 이명선, 유영미, & 황은경, 2014) 의료인 지지와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자조집

단 지지를 모두 포함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 제공자인 간호사가 심리적 중재 외에 

간호교육과 상담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의료인 지지를, 유방암 환자 중 특히 직장인

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것을 자조집단 지지로 하였다. 3회기의 면대면 그

룹중재와 5회기의 전화상담을 통한 개별중재 제공은 의료인 지지를 높이며, 면대면 

만남과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라포형성으로 직장인 유방암 환자 자조집단의 

지지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대상자의 말하기와 글쓰기로 표현된 자기노출 정도는 

의료인 지지와 자조집단의 지지를 통해 의도적 반추를 증진할 수 있었고 이는 외상 

후 성장 증진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예비 프로그램 내용은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프로그램 요구도 확인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였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분석으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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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는 법과 변화된 외모관리 방법, 일과 치료 병행시 어려움 완화방법, 비슷한 사

람들과 마음 나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심층면담을 통해 유방암의 의

미 이해, 암 이후 새로운 삶 계획, 암 이후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암 치료 관련 일상

생활 교육이 필요함을 알고 프로그램 구성요소로 포함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프로그

램이 유방암 진단과 치료라는 외상 사건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단기적인 대처나 

인지적 회피가 아닌, 실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다른 외상 후 성장 중재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이

다. 이처럼 직장인 유방암 환자로서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은 문제해결적 행동 대처로 볼 수 있으며, 외상 후 성장을 위한 과정적 요소이자 성

장의 결과물로서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 인지적 대처와 더불어 행동적 대처도 

병행되어야 함을 말해준다(Zoellner & Maercker, 2006; 최승미, 김영재, & 권정혜, 

2013). 본 예비 프로그램에서 외상 경험 후 외상 후 성장 모델에 따른 인지적 처리 

과정을 통한 외상 후 성장 증진 외에 암 치료 이후 적극적인 문제해결적 행동 대처를 

돕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이후 삶에서 실제 행동으로 전환 되었을 때보다 높은 수

준의 외상 후 성장을 보일 수 있으며 이를 긍정적인 적응 지표로도 해석할 수 있다

(Hobfoll et al., 2009). 이렇게 외상 후 성장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암 투병이라는 상

황에서도 적극적인 삶의 의지와 긍정적인 삶에 대한 시선으로 건강증진 행위를 더 많

이 실행할 수 있으므로(장선희, 이해랑, 여형남, & 최순옥, 2014), 직장인 유방암 환

자들이 보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장기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후 개발된 예비 프로그램은 전문가 타당도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수정되었는데 

프로그램 제공횟수와 제공방법의 경우 8회에서 4회의 면대면 그룹중재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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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기간 중재를 통해 ‘치료’보다 정상반응에 대한 개입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장애를 예방하고 대상자가 원래 기능 수준으로 돌아오도록 돕고

자 실제로 4회기 단기 개입에도 효과가 있었으며, 암환자 사회심리적 간호중재의 효

과를 검증한 선행연구 결과(오복자, 2008; 임성견 et al., 2012)를 바탕으로 4회기 프

로그램을 반영하였다. 외상 후 성장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에서도 2개

월동안 4회의 부부기술 치료(Heinrichs et al., 2012), 1회의 글쓰기,말하기 효과연구

(Slavin-Spenny et al., 2011), 평균 2주간 4회 글쓰기 연구(하늘, 2012), 4일 4회 

표현적 글쓰기(장재혁, 2013)의 4편의 연구가 단기간의 효과를 확인한 것이나, 대부

분이 글쓰기 연구로 본 연구와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실제 임상에서 

적용시 프로그램의 제공횟수와 기간이 길수록 중도탈락율이 높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고, 대상자 특성상 직장에 다니거나 직장복귀를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짧은 시

간동안 집중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였으므로, 변경된 제공횟수에 맞추어 보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지속성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내용으로 수

정하였다. 따라서 실제 직장인 유방암 환자에게 프로그램을 시행해보는 임상적 적용

을 통해 수정된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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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 임상  

적용 평가 

 

총 4회기로 수정된 예비 프로그램의 임상적용 평가에서 모든 대상자가 유방암 진단과 

치료시 공포, 무력감, 전율, 긴장 등을 느꼈으며, 13명 참여자 중 대다수인 12명(92.3%)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항암치료 중인 유방암 

환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양승경과 김은심(2015)의 연구의 26.9%, 하부

영 등(2014) 연구에서 53.5%로 나타난 것보다 유방암 진단과 치료를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 수준으로 보는 비율이 본 연구 대상자에게서 매우 높았다. 양승경과 김은심

(2015)의 연구에서는 진단 받은지 1년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70.9%, 3년에서 5년이 지

났다는 대상자도 32.8%였으며, 나이는 50세 미만이 37.3%였고 병기와 치료방법, 수술

방법은 알 수 없었다. 하부영 등(2014)의 연구에서는 유방암을 진단받은지 1년 미만이 

55.8%이며 50세 미만이 39.5%였고, 수술,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을 모두 받은 환

자가 42.6%로 가장 많았지만 질병의 중증도 수술 방법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

의 대상자는 유방암을 진단받은지 1년 이하 대상자가 69.2%이며, 모두 50세 미만으로 

III기 이상이 53.9%, 수술,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을 모두 받은 환자가 53.8%로 대

상자의 특성이 달랐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유방암 진단과 치료받은 시간이 짧을수

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을 위험이 높고, 진단과 치료 후 경과시간이 길어질

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감소한다는 Andrykowski 등(2000)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 대상자의 수정된 프로그램 제공 전 외상 후 성장 평균점수는 105점 

만점 중 66.23점으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윤미라(2014)의 연구에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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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6점, Pat-Horenczyk 등(2015)의 연구에서 평균 65.1점과 비슷했다. 하지만 김

희정 등(2008), 박진희 등(2016), 양어진(2009)의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평균점수가 70.68~79.18점으로 나타난 것보다 낮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

의 46.2%가 암 진단과 치료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여 아직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외상 후 성장은 수정된 프로그램 중재 전보다 직후, 프로그램 종료 한 달 후 모두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가 단일군 

사전사후 실험연구로, 외상 후 성장의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 상승 정도를 확인할 수 

없어 그 값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유방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외

상 후 성장을 진단 후 6개월 간격으로 확인한 Danhauer 등(2013)의 연구에서 평균 

54.03점, 56.47점, 57.31점, 58.14점으로 소폭씩 상승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평균 점수가 10점 가량 증가하여,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외

상 후 성장을 증진하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외상 후 성장의 다섯 개의 하위영역 모두 수정된 프로그램 제공 전보다 직후, 종료 

한달 후에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그 중 타인과의 관계 영역과 개인의 강점 영역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의 타인과의 관계 

영역과 개인의 강점 영역에서 프로그램 제공 전보다 직후, 종료 한달 후에 평균 점수

가 상승한 것은 무엇보다 내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위해 매 회기 지속되는 성찰의 기

회와 함께 2회기의 에니어그램 관련 프로그램 내용이 타인과의 관계를 증진하는데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외상 후 성장 중재 프로그램에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연

구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를 통해 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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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집단 경험으로 인간관계를 협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업

복귀를 앞두고 타인에 대한 긍정적 이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움

이 되어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서 프로그램 제공 전보다 직후, 종료 한달 후에 평균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인의 강점 영역에서 프로그램 전보다 프로그

램 직후와 종료 한달 뒤에 증가한 것도 2회기에 걸친 에니어그램 관련 프로그램 내용

이 대상자 각자의 내부에 있는 강점을 인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화하고 힘을 

실어주었으며, 개인내적 역동 속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

록하였기 때문에(정용구, 2014) 에니어그램의 자기긍정과 힘의 인식을 통해 이루어졌

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 증진 프로그램에 에니어그램을 활용

할 때 단순한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통찰까지 이끌어 낸 것이 본 연구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지지를 얻었고, 임상적용 결과에서도 효과가 있었음을 볼 

때 앞으로 많은 외상 후 성장 중재 프로그램에서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상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제공 직후 외상 후 성장과 의도

적 반추가 증가하고, 침투적 반추와 고통이 감소하는 결과로 수정된 예비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공 종료 한달 후에는 외상 후 

성장과 의도적 반추가 증가하였으나 제공 직후 증가폭보다 작고, 고통이 감소하였으

나 제공 직후보다 감소폭이 작았으며, 침투적 반추는 오히려 프로그램 전보다 증가하

였기 때문에 외상 후 성장 증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가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였다.  

외상 후 성장 중재 프로그램 뿐 아니라 더 넓게 긍정심리 중재가 몇 회기를 진행할 

때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대상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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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적, 회기, 대상자의 요구 등에 따라 다르다는 박태수(2000)의 연구결과와 

우울 중재를 위한 단기 인지행동치료 중재를 위해 보통 10~12주 동안 6~8회기를 

추천한다는 영국 국립보건원의 가이드라인(2009)를 찾아볼 수 있어 이를 근거로서 

전체 프로그램 제공횟수를 8회기로 결정하였다. 기존의 4회기 면대면 그룹중재와 온

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개별중재로 제공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제공 직후 연구대상자

의 외상 후 성장과 의도적 반추가 증가하고, 침투적 반추와 고통이 감소하였기 때문

에 최종 프로그램에서 이것은 4회기로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4회기는 비면대면으

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개별중재를 하는 것으로 추가하였다. 추가된 4회기 비면

대면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개별중재는 대상자들이 자신이 가진 강점 및 다양한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서 고통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대면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험하고 배운 것을 그들의 일상생활에 잘 활용할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강화할 수 있는 장치로 매일 자기 변화를 성찰하면서 자기노

출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개별중재는 긍정심리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김지윤과 정가윤(2015)의 연구에서 정서적 상호작용으로 유대감

과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유용한 제공방법임이 확인된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는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종료시점에 

직장에 복귀를 한 대상자가 4명으로, 기존에 전일제로 근무하던 대상자 3명을 포함하

여 총 7명이었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대상자가 직장인임을 감안할 때 중재

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염두에 두어 다양한 자원들이 잘 활용되고, 지속적

인 상기와 강화를 위한 장치를 잘 관리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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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연구의 의의 

  

6.3.1.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는 직장인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증진을 위해 실제 병원환경에서 프

로그램을 운영하여 임상적용 타당도 평가를 확인하였기에 바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많은 외상 후 성장 증진 프로그램은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

적 접근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의 치료 후 생활관리, 운동, 

심리, 영양, 외모관리 교육을 통해 건강증진 행위를 강화하고 인지적 대처 및 행동적 

대처를 증진하여 내외적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6.3.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는 Tedeschi와 Calhoun의 외상 후 성장 모델에 바탕을 두고 모델의 핵심

개념인 반추에 관여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ADDIE 모델을 근간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국내외 외상 후 성장 관련 중재연구 분석 뿐만 아니라 유방암 환자 경험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과 심층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구성시 대상자의 요구도를 반영하였다. 

외상 후 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알려진 침투적 반추를 줄이고, 의

도적 반추를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향후 다양한 암종의 환자에게 적용하

여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간호연구 기초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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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3. 간호교육 측면 

암 진단과 치료시 발생되는 부작용 등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키는 것이 대부분이

었던 기존의 암환자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공하여 간호사들이 암환자들은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만 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관점을 벗어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인간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시야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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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론 및 제언 

 

7.1. 결론 

 

외상 후 성장 모델을 기반으로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과 유방암 환자 경험에 대

한 온라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분석과 심층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요구도를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개발한 외상 후 성장 증진 예비 프로그램의 임상적용 타당도를 검증하여 

확증한 최종 프로그램 제공횟수, 내용, 제공방법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노출 증진을 통한 침투적 반추의 감소,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도적 반추 증진

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의 제공횟수는 총 8회기이다. 전반 4회기는 면대면으로 직접 

제공하는 그룹중재와 개별중재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구성하였으며, 암 치료 

이후 생활, 운동, 영양, 심리, 외모관리 교육을 통한 건강증진 행위와 대처 증진으로 

외상 후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제공시 직접 말

하기와 글쓰기, 가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쓰기, 감사일기 쓰기를 통해 자기노출

을 쉽고 자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 제공자의 의료인 지지와 함께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자조모임 지지를 통한 사회적 지지 그룹의 상호작용 증진 

으로 외상 후 성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후반 4회기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개별중재로 이루어지며 지난 4주간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이루어진 변화가 습

관화되어 유지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공자와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관리하는 과정으

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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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최종 확정된 외상 후 성장 증진 프로그램을 같은 대상자군에게 적용해보고, 

실험 대조군을 통한 프로그램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4주간의 집중적인 프로그램 제공 후 4주간의 인터넷 커뮤니티

에 글쓰기를 통한 상기, 강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침투적 반추를 감소시키고 

의도적 반추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집중적인 프로그램 제공 후 외상 후 성장을 위

한 긍정적 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의 적용 연구가 향후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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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IRB 승인서 II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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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IRB 승인서 III(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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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암 진단 후 일을 계속 하고 계시거나, 휴직, 사직한 이후 현재 직업복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외상의 정도를 파악하고, 내외적 성장을 증진    

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귀하께서 암을 진단

받으시고 직업복귀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소중한 응답은 귀중한 연구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귀하의 자발적인 참여의사로 결정됩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참여하더라도 본 기관에서 이득이나 손해 없이 언제라도 연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를 위한 목적 외에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식별 

정보를 제거하고 코드화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설문 각각의 항목에 솔직히 빠짐없이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어려운 질문에 답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설문과 연구과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빠른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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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문항은 귀하의 암 경험 후 일어난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평가하여 v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 문항은 귀하의 암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경험 

못함 

매우

적게 

경험

함 

조금

경험

함 

꽤 

경험

함 

많이 

경험

함 

매우 

많이 

경험

함 

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내 삶이 가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다.       

나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더 커졌다.       

영적, 정신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 커졌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내 감정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는 내 삶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있게 되었다.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매일에 대해 더 감사하게 되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접하게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정이 더 깊어지게 되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단지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나는 종교적인 믿음이 더 깊어졌다.       

나는 생각했던것보다 내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는 이웃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더 인정하게 되었다.       

1. 암 진단과 암 치료를 받을 때 공포, 무력감, 전율, 긴장 등 고조된 감정이 생겼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2. 암 진단과 암 치료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3.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면 암 진단 후 언제부터였습니까? 

     ① 암 진단 직후      ② 일주일     ③ 1개월 후     ④ 3개월 후      ⑤ 6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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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항은 귀하의 암 진단, 치료경험과 관련하여 평소 얼마나 경험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그렇다 

자주 

그렇다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암으로 고통 받던 상황에 대해 자꾸 생각하곤 

한다. 
    

그 일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면 그것을 멈출 수가 없다.     

그 일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     

그 일과 관련한 이미지나 생각들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 일에 대한 생각, 기억 또는 이미지가 내가 원치 않을 때도 마음속에 

떠오른다. 
    

그 일을 생각하면 마치 그때 당시를 그대로 경험하는 것만 같다.     

그 일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접하게 되면 그 당시를 자꾸 생각하게 된다.     

나도 모르게 그때의 일을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어떤 것들은 자꾸 그 일을 생각나게 만든다.     

나는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에서 생각을 

떨쳐낼 수 없다. 
    

나는 그 일로부터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 일을 겪음으로써 내 삶에서 얻은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곤 한다.     

그 경험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일부러 생각해보려고 한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떤 것을 배웠는가에 대해 생각해본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세상에 대한 나의 신념이 변화되었는가에 대해 

생각해본다. 
    

나는 그 경험이 내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경험 이후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 사건에 대한 내 감정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해본다.     

그 일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 지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그 일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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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항마다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v표시 해 주십시오. 

1. 나는 긴장감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 
 

0) 전혀 아니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거의 그렇다. 

2. 나는 즐겨오던 것들을 현재도 즐기고 있다. 
 

0) 똑같이 즐긴다. 

1) 많이 즐기지는 못한다. 

2) 단지 조금만 즐긴다. 

3) 거의 즐기지 못한다. 

3. 나는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0) 전혀 아니다. 

1) 조금 있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2)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3) 매우 분명하고 기분이 나쁘다. 

4. 나는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잘 웃는다. 
 

0) 나는 항상 그렇다. 

1) 현재는 그다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전혀 아니다. 

5. 마음속에 걱정스러운 생각이 든다. 
 

0) 거의 그렇지 않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6. 나는 기분이 좋다. 
 

0) 항상 그렇다. 

1) 자주 그렇다. 

2) 가끔 그렇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7. 나는 편하게 긴장을 풀 수 있다. 
 

0) 항상 그렇다. 

1) 대부분 그렇다. 

2) 대부분 그렇지 않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8. 나는 기력이 떨어진 것 같다. 
 

0) 전혀 아니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거의 항상 그렇다. 

9. 나는 초조하고 두렵다. 
 

0) 전혀 아니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매우 자주 그렇다 

10. 나는 나의 외모에 관심을 잃었다. 
 

0) 여전히 관심이 있다. 

1) 전과 같지는 않다. 

2) 이전보다 확실히 관심이 적다. 

3) 확실히 잃었다. 

11.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한다. 
 

0)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12. 나는 일들의 즐거움을 고대한다. 
 

0) 내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다. 

1) 전보다 조금 덜 그렇다. 

2) 전보다 확실히 덜 그렇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13. 나는 갑자기 당황스럽고 두려움을 느낀다. 
 

0)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끔 그렇다. 

2) 꽤 자주 그렇다. 

3) 거의 항상 그렇다. 

14. 나는 좋은 책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을 

즐길 수 있다. 
 

0) 자주 즐긴다. 

1) 가끔 즐긴다. 

2) 거의 못 즐긴다. 

3) 전혀 못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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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항은 암 진단과 치료경험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묻는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증상을 경험한 정도를 평가한 후 v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항 

전혀

아니

다 

아주 

드물

다 

보통

이다 

가끔 

그랬

다 

자주 

그랬

다 

암 진단과 치료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이 나에게 그때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나는 수면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나는 다른 일로 인해 암 진단과 치료 당시를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암 진단과 치료 이후로 예민하고 화가 난다고 느꼈다. 
     

암 진단과 치료 당시 상황에 대해 생각하거나 떠오를 때마다 혼란스러워

지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했다.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당시 상황이 생각났다.      

암 진단과 치료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

다. 

     

암을 상기 시키는 것들을 멀리하며 지냈다.      

그 당시의 영상이 나의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곤 했다. 
     

나는 신경이 예민해졌고 쉽게 깜짝 놀랬다. 
     

그 사건에 관해 생각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암 진단과 치료 상황에 대해 여전히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알았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암에 대한 나의 감정은 무감각한 느낌이었다. 
     

나는 마치 암 진단과 치료상황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거나 행동할 때가 

있었다. 

     

나는 암 진단 이후로 잠들기가 어려웠다.      

나는 암 진단에 대한 강한 감정이 물밀 듯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내 기억에서 암에 대한 것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했다.      

나는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암을 떠올리게 하는 그 어떤 것에도 식은땀, 호흡곤란, 울렁거림, 심장 두

근거림 같은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나는 암 진단과 치료 받는 꿈들을 꾼 적이 있다.      

내가 주위를 경계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암 진단과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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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피로와 관련해서 느끼는 정도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v표시 해 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매우 지치거나 피로를 느낍니다. 당신은 지난 일주일동안 평소와

는 달리 지치거나 피로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지금 이순간, 당신이 느끼는 피로함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0        1        2        3        4        5         6        7        8        9       10 

피로가 없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피로 

2. 지난 24시간 동안의 통상적인(평균) 피로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0        1        2        3        4        5         6        7        8        9       10 

피로가 없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피로 

3. 지난 24시간 동안 당신이 가장 피곤함을 느꼈을 때, 그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0        1        2        3        4        5         6        7        8        9       10 

피로가 없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피로 

4. 지난 24시간 동안 피로가 당신에게 얼마나 지장을 주었는지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동그라미 하십

시오. 

 A. 일반적인 활동 

0        1        2        3        4        5         6        7        8        9       10 

지장을 주지 않음                                                                완전히 지장을 줌 

B. 기분 

0        1        2        3        4        5         6        7        8        9       10 

지장을 주지 않음                                                                완전히 지장을 줌 

C. 보행능력 

0        1        2        3        4        5         6        7        8        9       10 

지장을 주지 않음                                                                완전히 지장을 줌 

D. 일(집안 일을 포함한) 

0        1        2        3        4        5         6        7        8        9       10 

지장을 주지 않음                                                                완전히 지장을 줌 

E. 대인관계 

0        1        2        3        4        5         6        7        8        9       10 

지장을 주지 않음                                                                완전히 지장을 줌 

F. 삶의 즐거움 

0        1        2        3        4        5         6        7        8        9       10 

지장을 주지 않음                                                                완전히 지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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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기본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시 해 주세요. 

 

1. 연 령: ____________세 

2. 결혼 유무: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별거 

2. 종 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3. 교육 여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를 포함한 가족의 현재 월 가계 소득은?  

① 100만원 이하   ② 100-300만   ③ 300-500만    ④ 500-700만     ⑤ 700만 이상  

5. 자녀유무:  남 (       )명, (       )세 / 여  (        )명, (        )세      

6. 유방암을 진단 받은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          )년  (          )개월 

7. 유방암 병기: ① 1기     ② 2기    ③ 3기    ④ 4기 

8. 유방암을 진단 받고 어떤 수술을 하셨나요?   모두 체크해주세요. 

① 부분절제술     ② 전절제술     ③ 림프절 절제 (       )개 

9. 유방암 진단받고 치료받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모두 체크해주세요. 

① 수술    ② 항암화학요법     ③ 방사선치료     ④ 항호르몬요법    ⑤ 표적치료 

10. 현재 직업 혹은 휴직, 사직 전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                               /직책:                        / 정규직/비정규직 ) 

11. 근무 근속 기간: (          )년  (          )개월 

12. 암 진단받고 직업유지 혹은 직업복귀를 준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가능) 

  ① 외모변화(탈모, 림프부종 등)      ② 체력저하        ③ 피로        ④ 집중력 저하    

⑤ 신체사용제한            ⑥ 스트레스             ⑦ 우울              불안     

 돈을 벌어야하는 부담감        사회적 지지의 부족    ⑪ 암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⑫ 업무부담감            ⑬ 회사나 동료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 생각 

 

♥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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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지 

금일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께서 프로그램 참여시 느꼈던 만족도를 v표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프로그램 명/강사명> 

매우 

그렇다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강의 내용이 만족스러웠습니까? 
          

2.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3. 강의가 기대했던 것과 일치하였습니까? 
          

4. 이 강의를 다른 환자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5. 강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6. 강의 진행방식은 만족스러웠습니까? 
          

7. 강사의 태도는 만족스러웠습니까? 
          

8. 오늘 강의가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습니까? 
          

 

프로그램 진행 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진행 시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요? 

                                                                                                   

 

♥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119 

Appendix 6. 프로그램 운영 평가표 

강사명 

 

 

일시 2016.  .  . ~ 

 

목표에 따른 강의 

이행 정도 

% 이유 

 

 

환자의 호응정도 

 

 

금일 강의 중 

좋았던 점 

 

 

 

금일 강의 중 

보완해야할 점 

 

 

 

환우들께 추가로 

전달할 사항  

 

 

 

환우들에게 수업외 

질문받은 사항 

 

 

 

 

 

 

♥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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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7. 교육자료 

 

직장복귀를 준비하는 객관적인 팁 
 

 

 

 

 

 

 

 

 

 

 

 

 

 

 

1. 자신의 에너지 수준 확인하기 

 

나의 활동시간, 피로수준 등을 기록해 보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준은 매일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록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① 기상시간부터 하루 동안 당신이 한 모든 것을 시간대별로 

적어주세요. (낮잠, 식사 포함)  

② 활동을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③ 1단계(낮음)부터 5단계(높음)로 당신의 에너지 수준을 측정

해 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활기를 북돋우는 활동들 (활력

을  주는 것들)과 소모시키는 활동들 (소진시키는 것들)

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정보는 일할 때

나 휴식할 때(예를 들어 걷거나, 명상, 업무변경, 낮잠, 스

트레칭) 에너지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도

움이 됩니다. 
 

시간 활동 기간(분) 활동 이후  

에너지 수준 

9am 명상 30분 4 

10am TV에서 드라마 보기 1시간 2 

11am 걷기와 스트레칭 1시간 4 

12pm 점심때 친구만남 40분 5 

그 외    

1= 매우 낮음, 2=낮음, 3=보통, 4=높음, 5= 매우 높음 
 

④ 에너지가 부족한 시간에는 일의 양과 강도를 줄여보세요. 

반대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숫자들에 집중하고, 신체적인 요구도가 있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나의 컨디션이 가장 활기차다고 느끼는 순간

에 해 보세요. 

 

 

직업복귀를  

어렵게 하는 것 

 

•신체적 요구가 높은 직업  

•피로  

•질병의 중증도와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높음  

•다른 건강 문제나 장애 

•우선순위의 변화  

(중요도에 대한 느낌) 

직업복귀에  

도움이 되는 것 

 

•근무환경: 시간,  

근무현장의 유연성  

•상사와 동료들과 좋은 

관계  

•직장과 가정에서의 지지  

•과정을 겪는 동안 직업 

재활 지지  

•제한점과 가능성에 대한 

주치의의 명확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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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복귀 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기 

당신이 복귀하기 전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직업복귀 후 근무 

시간을 결정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래서 만약 근무시간이 오전 

9시라면 오전 9시부터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즉시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당신의 수면 패턴을 천천히 

바꿔보는 것(일주일에 30분)도 좋습니다. 근무할 때 

스케줄처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신체리듬이 맞추어 집니다. 

출퇴근 시 통근시간을 포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3. 지지자 찾기 

내 업무를 잘 아는, 그래서 안전하면서 위험이 적은 방법을 

함께 찾아 줄 수 있는 지지자를 구하십시오. 예를 들어 직장에

서 요구하는 다양한 업무를 제한된 시간 안에 조절할 수 있도

록 도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업무상 서서 해야 하는 

일이 많다면, 지지자는 서서 일할 수 있는지 미리 연습해 보라

고 하는 등 당신이 현재 에너지 수준과 기능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4. 체력을 회복 하는 다양한 방법 시도해보기 

당신의 에너지를 회복하는데 돕는 활동(낮잠, 이완법, 산책, 

명상, 요가)들을 찾아보고,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한번 시도

해 보세요. 이러한 노력들은 오랫동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5. 나의 직무 분석하기 

자신이 할 수 있을 업무를 적어보는 것은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당신의 강점과 제한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솔직하게 고용주, 직원, 동료들과 얘기할 때 좋은 자료가 

됩니다.  

• 직장 복귀에 필요한 나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 당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만약 당신이 직업을 바꾸려고 한다면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름: 작성일: 

직업명: 직속상사명: 

주당 근무시간: 직무현황:정규직/비정규직/ 

임시직 

시간별 업무 일정표 유무: 혜택: 없음/요양급여/고용보험 

직장의 환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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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장 스트레스 관리하기 

•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설정하세요.  

• 문제에 대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두세요.  

한정된 은행계좌처럼 당신의 에너지를 고려하세요  

•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 일, 개인적인 시간과 관계, 휴식시간 속에서 시간의 균형을 

맞추세요.  

• 직장과 직장 밖에서 당신의 지지체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세요.  

•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신체적인 활동을 

반드시 가지세요.  

 

7. 복귀시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 

• 직장요인  

 - 업무의 물리적 강도: 신체적 강도, 업무량의 정도  

 - 업무의 정신적 강도: 상사의 이해, 동료의 지지, 업무 스트

레스  

 

• 암 치료요인  

 - 과거치료: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업무에 영향  

 - 현재치료: 치료 중이라면 업무 활동이 치료 경과에 영향을 

주면 안됨  

 - 미래치료: 향후 치료 과정을 예상하여 업무를 지속하는 것

이 무리 없어야 함  

 

직무

유형 
직무내용 

하루 

중 

비율 

정서적 신체적 
인지 

심리적 

잠재적 

도전 

부문 

필수

적인 

일 

      

      

      

필수

적이

지 

않은 

일 

      

      

      

직업복귀의 방해요인 요약 

 

 

상의해야할 필수적인 임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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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8. 워크시트 (부분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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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 for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Bae, Ka Ryeo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 Introduction 

 

 1. Background 

In South Korea, the incidence of breast cancer is the highest among women in their 40s, but breast 

cancer patients aged 40 or younger also account for 15% of the entire breast cancer patient 

population, exceeding breast cancer incidence in the West three-fold. Despite such high incidence, 

five-year survival in South Korea is a whopping 91.3%, which is superior to those of other major 

medically advanced countries worldwide. Considering that the employment rate for women is the 

highest in women in their 40s (66.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and that the 

same age group shows the highest breast cancer rate (Korean Breast Cancer Society, 2016), it is 

reasonable to predict that most breast cancer patients are employed, necessitating measures to help 

patients’ jobs to become an important coping mechanism after breast cancer diagnosis.  

Notwithstanding the rising survival rate of cancer patients, cancer remains a serious threat to one’s 

life (Calhoun & Tedeschi, 2006), as it is perceived as a “suddenly encountered traumatic event” 

characterized by uncertainty for the future and changes in social roles and relationships. By the same 

toke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breast cancer may also be seen as a traumatic event that has a 

shocking impact on the patient (Cordova et al., 2007; Fors et al., 2011). Nevertheless, al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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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patients face negative experiences caused by the traumatic event of being diagnosed with 

cancer, cancer may also have positive aspects in that it may promote personal growth, such as 

focusing on the blessings accompanied by the pain and discovering new meaning of life or purpose 

of life after cancer (Seo, Park, & Kwon, 2013) and in that it leads to positive psychological changes 

to discover one’s internal growth, changes in the view of life, and ric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im & Jacobsen, 2008). Such positive psychological changes are referred as posttraumatic growth. 

Referring to posttraumatic changes that transcend one’s abilities to cope with the traumatic event 

and growing beyond one’s pre-traumatic levels (Tedeschi & Calhoun, 2004), posttraumatic growth 

not only promotes cancer patients’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improves their quality of life but 

also facilitates health-promoting behaviors and increases immunity and survival rate (Danhauer et 

al., 2013; Liu, Wang, Wang, Su, & Wang, 2014; Silva, Crespo, & Canavarro, 2012; Tedeschi & 

Calhoun, 2004). Thus,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that promote posttraumatic growth 

in cancer patients is crucial. 

Intrusive and deliberate rumination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such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Calhoun, Cann, & Tedeschi, 2010; Calhoun & 

Tedeschi, 2006, 2012). Hence, it is imperative that intrusive rumination is lowered by helping 

patients to candidly open their experiences and emotions while providing social support to increase 

deliberate rumination, which enables the patients to perform positive re-interpretations and help 

them understand and accept others. However, many posttraumatic growth studies describe 

posttraumatic growth as a positive outcome of intervention or lack clear explanations for the 

underlying process of posttraumatic growth, thereby lacking consistent results (Roepke, 2015; Park 

& Park, 2016; Lee, 2009). Furthermore, despite the fact that many studies have confirmed the 

benefits of posttraumatic growth, there are practically no interventions for cancer patients to promote 

posttraumatic growth in Ko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a posttraumatic growth program for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based on the posttraumatic growth model suggested by Tedeschi and Calhoun to 

reduce intrusive rumination and increase deliberate rumination.  

 

2. Purpose of study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a program that promotes posttraumatic growth in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and the specific objective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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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develop a preliminary posttraumatic growth program for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Second, assess the clinical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eliminary program.  

Third, assess the outcomes of clinical application of the preliminary program and finalize the 

program.  

 

II. Methods 

 

1. Study design 

This study is a methodological study aiming to develop a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 for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2. Procedure 

First, a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eliminary program was developed. After assessing the 

clinical application of the preliminary program, the final program was confirmed based on the 

ADDIE model (Branch, 2009). 

In the analysis stage, we analyzed the literature and identified demands for the program. Previous 

studies pertaining to posttraumatic growth in Korea and abroad were searched to determine the 

contents of the preliminary posttraumatic growth program. The literature search was limited to 

research articles and dissertation papers published (by March 10, 2016) in Korean and non-Korean 

journals. Study design criteria included all experimental studies and study protocols, written in 

English or Korean only. The key words used for the search were “posttraumatic growth,” “program,” 

and “intervention.” Fifty article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search of each database. After 

reviewing the title and abstract, 19 articles were excluded for redundancy or inappropriate topic. 

Five additional articles were excluded after reviewing the text, resulting in a total of 26 articles for 

the analysis. The 26 articles included studies conducted on breast cancer patients, non-breast cancer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non-cancer patients, and general population. In terms of study design, 

about 73% of the studies wer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nd interventions were mostly provided 

once a week for a total of six or eight sessions. Programs were offered by groups, individuals, and 

married couples, of which group intervention was the most common (48%). Most of the programs 

comprised psychological interventions. The period and frequency of measuring the effec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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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varied widely, and treatment for the control group was also heterogeneous across the 

studies (e.g., no intervention, simple education program).  

Program needs were identified by examining breast cancer-related experiences via an online 

community and by performing in-depth interviews with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Despite the 

important of understanding and showing interest in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post-diagnostic 

experience, there is only a handful of studies that investigated post-breast cancer diagnosis 

experiences in detail. Hence, we turned to posts in online communities to understand such 

experiences and used it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our program. First, the study was approved by 

the IRB at the investigator’s affiliated institution. Data for work-related web posts (posts agreeing 

to public search) were collected for 55 days in an online community frequented by breast cancer 

patients. A language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1,186 posts collected to examine the 

context of various terms. A total of 212 key words were analyzed, based on which breast cancer 

patients’ experiences were classified into six groups: “conflict between breast cancer and my job,” 

“difficulty of undergoing treatment while working,” “controlling breast cancer while working,” 

“being grateful even though things are busy and challenging,” “my physical needs,” and “my 

emotional/psychological need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fter being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women agonize over whether to continue working or not. Undergoing treatment while 

continuing to work is the most difficult, but patients desperately strive to improve their health while 

still working. Further, things are hectic and everything’s challenging, but patients are grateful for 

their lives.  

In addition, we performed in-depth interviews with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to obt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ositive psychological changes that patients experience throughout their 

treatment and to identify the needs for a posttraumatic growth program for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20, 2016 to August 30, 2016. From breast cancer patients 

aged 50 years or younger who have visited the outpatient department at two tertiary general hospitals 

based on Seoul, eight patients were selected via purposive sampling. The interview was conducted 

once for about 30 minutes–one hour on those who provided informed consents. After analyzing the 

interviews, four themes and 11 sub-themes were identified. The themes were “the sky crumbling 

down on me,” “becoming incompetent like a baby,” “heaven-sent opportunity,” and “transforming 

hardship into a valuable experience.” The findings suggested that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have difficulty adapting to their newly acquired role as a patient and accepting the shift fro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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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t working woman to an incompetent individual like a baby. However, they strive to discover 

the meaning of breast cancer in their lives, cope with the situation, and plan a new life around it.  

In design stage, we identified the components of a posttraumatic growth program for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program needs identified in the previous 

step. We identified the components of a program mainly consisting of posttraumatic growth 

intervention by reviewing the literature. Analyzing posts published in an online community revealed 

that patients are in need of measures to relieve their difficulties of undergoing treatment and work, 

professional insight into a healthy diet and exercise, and aesthetic management and counseling as 

well as support groups in which they can confide all their feelings and experiences with people in 

similar situations.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s, we determined that the intervention program 

should help patients understand the meaning of breast cancer, learn methods to cope with various 

situations, and plan a new life after cancer, thereby minimizing any difficulties and troubles brought 

upon by cancer and achieve internal and external growth.  

In development stage, The initial preliminary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the findings 

obtained in the design stage. Content validity was verified by an expert panel, and the structure, 

format, and content of the program were verified by seven experts, based on which the program was 

modified and complemented.  

In implement stage, the preliminary program that was verified by an expert panel is implemented 

in the clinical setting via the following procedure.  

 

 1) Participants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at a tertiary general hospital in Seoul and are 

visiting the outpatient clinic for treatment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inclusion criteria were as 

follows: among adults aged 19–50 years who, after being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are 

undergoing or have completed active cancer treatment (surgery, chemotherapy, radiotherapy), those 

who have taken a sick leave or general leave or quit their jobs after being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but is planning to return to their workplace or get a new job and those who are capable of 

communication and understand and respond to the questionnaire. 

The exclusion criteria were as follows: patients with a mental disorder or other severe 

complications, patients currently participating in another intervention program, patients who have 

had no working experience prior to breast cancer diagnosis, internet-illterate patients, and patients 

who cannot continually participate in the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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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at a small group of about six individuals are needed for this particular program, a 

maximum of eight participants were recruited based on a 20% withdrawal rate. Fifteen participants 

were finalized for two time periods: weekday (n=8) and weekend (n=7).  

 

 2) Tools 

① Posttraumatic growth 

Posttraumatic growth of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was measured with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 developed by Tedeschi and Calhoun (1996) and adapted for use in Korea 

by Song (2009). The PTGI comprises 21 items in five areas (i.e., relationship with others, new 

possibility, individual strengths, spiritual change, gratitude for life). Each item was rated on a six-

point Likert scale, where 0 indicates “not at all” and 5 indicates “very true.” The total score ranges 

from 0–105 with a higher score indicating higher growth. The Cronbach’s α was .91 in Song’s (2009) 

study and .95 in our study.  

 

② Rumination 

Intrusive and deliberate rumination, which are cognitive processes that occur after being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and undergoing treatment, were measured with the Event-Related 

Rumination Inventory in a Korean Population (K-ERRI), which was originally developed by Cann 

et al. (2011) and adapted for use in Korea by Ahn (2013). The instrument was partially modified for 

use in this study. The K-ERRI comprises 20 items with 10 items each for intrusive and deliberate 

rumination. Each item is rated on a four-point Likert scale, where 0 indicates “not at all” and 3 

indicates “very true.” Both the intrusive rumination score and deliberate rumination score range 

from 0–30, with a higher score indicating greater reliance on the corresponding type of rumination. 

The Cronbach’s α for both intrusive and deliberate rumination were .93 in Ahn et al.’s (2013) study, 

and those were .94 and .89, respectively, in our study.  

 

③ Emotional distress 

After experiencing a traumatic event (breast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the psychological 

pain that patients suffer as a result of failing to achieve growth or the pain that they still suffer even 

if they do grow from the experience was measured as anxiety and depression. The Korean 

standardized version (Oh, 1999) of the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 which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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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by Zigmond and Snaith (1983) to measure anxiety and depression that arises from 

hospital visits in a short-term, was used. The HADS comprises 14 items, with seven odd-number 

subscale (HADS-A) and seven even-number subscale (HADS-D). Each item is rated on a four-point 

Likert scale, from 0 “None” to 3 “Severe.” The total score ranges from 0–21, with a higher score 

indicating higher anxiety and depression. The Cronbach’s α for anxiety and depression were .89 

and .86, respectively, in Oh et al.’s (1999) study, and were .72 and .79, respectively, in our study.  

 

 3) Participant recruitment 

Before recruiting participants, the investigator obtained approval by the relevant department after 

providing thorough explanations about the study and received assistance from the department 

personnel in subsequent processes. Participant recruitment posters were posted on the bulletin 

boards at the outpatient clinics and patient wards. Further, a notification about the recruitment was 

posted online at each relevant communities upon approval by the community administrator.  

A mobile website was created to provide information and counseling about the program 24 hours 

a day. Candidates who wish to participate in the study voluntarily applied via the investigator’s cell 

phone, text message, or e-mail, after which the candidates were interviewed in person or over the 

phone to examine their physical state and to explain about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e study. 

Candidates who provided consents were enrolled in the study. All participants were given a small 

gift worth about 50 thousand Korean won.  

 

 4) Program provision 

The weekday classes were held on Mondays and weekend classes on Saturdays at 10 AM, once a 

week, for four sessions from November 5 to November 26, 2016. 

Based on the posttraumatic growth model, the greatest components of the program are increasing 

self-disclosure and social support, and by doing so, the program aims to facilitate deliberate 

rumination to ultimately promote posttraumatic growth. Therefore, we divided the program contents 

into increasing self-disclosure and increasing social support for each session, and post-cancer 

treatment management, exercise, psychology, nutrition, and aesthetic management were divided into 

four sessions to provide a two-hour program each session.  

Group and individual interventions were provided. Group intervention was provided every 

session, and during a group intervention, the participants attended a lecture at the hospital’s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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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 or participated in discussions or role-playing activities. Individual interventions involved 

counseling via SNS and a mobile community where the participants express themselves in writing, 

drawings, and photographs at anytime and anywhere.  

The learning materials were created by adapting, modifying, and summarizing “Cancer and 

Returning to Work: A Practical Guide for Cancer Patients” developed by the UK’s BC Cancer 

Agency and adding contents about returning to the workplace from the learning materials for cancer 

patients available in Korea. The learning materials were structured to engage participants and to 

increase readability, and a worksheet was added for patients and the investigator to write about their 

thoughts.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at measures posttraumatic growth, rumination, emotional distres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was administered to the participants prior to beginning the first session. 

The investigator collected the questionnaires immediately after the patients completed them.  

Two post-intervention surveys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rogram, once 

immediately after completing the fourth session and once one month after completing the program. 

The questionnaire was structured like the pre-intervention survey questionnaire, except that the 

items asking ab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were removed. The first post-

intervention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and collected at the lecture hall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the program, and the second post-intervention questionnaire was sent to the participant in 

person, via e-mail, or via mail, depending on the patient’s preference, and was collected via the same 

method.  

To survey the participants’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a satisfaction survey was administered 

and collected at the end of each session, and the participants were instructed to note the things that 

they liked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which were reflected in the modification of 

the program.  

 

 5)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BM SPSS 23.0 program, and the validity of clinical 

application was assessed. The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present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paired t-tests were used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program compared to the baseline (pre- and post-) and effects of the program 

after one-month compared to the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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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valuate stage, The final posttraumatic growth program for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was 

formulated by modifying and complementing the preliminary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of 

clinical implementation and participant and investigator feedback. 

 

III. Results 

 

1. Development of a preliminary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  

The preliminary posttraumatic growth program was created based on an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on posttraumatic growth intervention for cancer patients, examination of breast cancer 

patients’ experiences through online communities, and identification of program needs through in-

depth interviews with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The program was structured as an eight-week 

program, provided once a week for eight weeks.  

The program comprised a mixture of group intervention, provided during hospital visits, and 

individual intervention, give via phone counseling. The goal of the program is to curb intrusive 

rumination by increasing self-disclosure and increase deliberate rumination by providing social 

support. As measures of increasing self-disclosure, each session included writing and speaking 

activities. Further, to increase deliberate rumination through social support, we helped the patients 

to receive support from the medical staff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program provider and from 

the self-help group consisting of fellow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The content validity of the preliminary program was verified by an expert panel via a qualitative 

evaluation. Based on the panel’s suggestions, the eight-week program was reduced to a four-week 

program, and a face-to-face group intervention was provided for each session to build a good rapport 

so that the participants can engage in supported self-disclosure. Further, a mobile community was 

added to give easy access to a community where the participants can express their experiences and 

opinions, through writing, that they were not able to share during the group intervention. The final 

preliminary program was developed after modifying and adding contents about exercise, post-cancer 

therapy lifestyle management, meeting with fellow patients with longer disease duration, tools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changes in oneself, and effective coping 

expression programs<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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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alidity of the clinical application of the preliminary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 

1) Validity of the clinical application of the preliminary program  

Posttraumatic growth increased immediatel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79.59/105 

points) from the baseline (66.23/105 points), but posttraumatic growth measured one month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74.77/105 points) was slightly lower than that immediately after the 

program, though still higher than the baseline. Compared to the baseline,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posttraumatic growth immediately after the program (t=-2.70, p=.019) and one month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t=-2.64, p=.021). More specifically, the areas of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individual strengths significantly differed immediately after the program (t=-3.26, 

p=.007, t=-2.24, p=.045) and one month after the end of the program (t=-3.19, p=.008, t=-2.41, 

p=.033) compared to the baseline. However, the area of new possibility only significantly differed 

one month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compared to the baseline (t=-2.43, p=.032) . 

With regard to rumination, intrusive rumination decreased immediately after the program (9.23/30 

points) from the baseline (12.23/30 points) but increased one month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compared to the baseline (13.38/30 points). Compared to the baseline,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intrusive rumination immediately after and one month after the program 

(t=1.86, p=.088, t=-.49, p=.633). Deliberate rumination increased immediatel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20.46/30 points) from the baseline (19.69/30 points), but deliberate rumination 

measured one month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20.15/30 points) was lower than that 

immediately after the program, though still higher than the baseline. Compared to the baseline,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deliberate rumination immediately after and one month after the 

program (t=-.64, p=.535, t=-.30, p=.769) . 

Among aspects of pain, anxiety decreased immediately after the program (4.85/21 points) 

compared to the baseline (6.85/21 points), which slightly increased one month after the program 

(5.00/21 points).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anxiety immediately after (t=2.83, p=.015) and 

one month after the program (t=2.76, p=.017) compared to the baseline. As with anxiety, depression 

decreased immediately after the program (5.69/21 points) compared to the baseline (7.08/21 points), 

which slightly increased one month after the program (6.15/21 point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depression immediately after or one month after the program compared to the 

baseline (t=1.76, p=.105, t=1.14, p=.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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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valuation by the participant and provider  

To examine participants’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a satisfaction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at the end of each session, and the participants showed high satisfaction on average 

(4.6/5 points). Further, many of them mentioned that the good things about the program were that 

they learned about the methods of coping with various situations while preparing to return to work 

and that they were able to sympathize with their fellow patients with the same concerns. Many 

participants stated that there was not enough time to proceed with the entire program.  

The program provider was instructed to complete an evaluation chart for the program after each 

session. They mentioned that being able to listen to the actual experiences of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was one of the benefits, and they provided suggestions about effective time distribution, 

provision of lecture materials, and points to be considered during lectures. 

 

3. Development of the final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 for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The length of the program was extended from a four-session program to eight-session program. 

The initial four-session program comprising face-to-face group interventions was preserved, and 

four sessions were added, during which the investigator provided weekly feedback to the participants 

via the mobile community. The purpose of the additional sessions is to provide continuous reminders 

and reinforcements, ultimately to lower intrusive rumination and increase deliberate rumination. 

Moreover, program hours were lengthened in response to the provider and participant feedback 

pertaining to the issue; particularly, the exercise in daily life lecture in the first session and changing 

my thoughts positively lecture in the third session were each extended by 15 minutes. In addition, a 

ten-minute break was added after the first lecture in each session to help patients physically and 

mentally in response to the feedback that consecutive lectures without breaks are exhausting.  

In each session, participants were provided with a summary sheet containing a summary of the 

contents of the life, exercise, nutritional, and aesthetic management lectures in the corresponding 

session, and the investigator checked whether the participants practiced what they have learned. 

Particularly, exercise postures and practice were video-recorded to help patients follow along as they 

watch the video to promote continuous exercise, and an eyebrow practice sheet was additionally 

provided to help patients practice at their leisure. Further, participants were also given a 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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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ssions 4–8 to practice “changing my thoughts positively” that they have learned in sessions 2 

and 3 in their daily lives, and the investigator checked whether the participants are complying with 

the instructions. To provide an accurate guide, the clinical therapist provided feedback on the weekly 

changing thoughts activity. The participants were also encouraged to keep a thank-you diary every 

day to further facilitate the conversion of intrusive rumination to deliberate rumination and help 

patients practice acceptance and discover benefits. 

 

IV. Discussion 

In the present study, a program to help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increase self-disclosure and 

intentional rumination through social support in order to reach posttraumatic growth was developed 

using Tedeschi and Calhoun's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as the framework. In this chapter, the 

discussion will be around the validity assessment after the development and clinical application of 

the preliminary program to promote posttraumatic growth in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1. Development of a preliminary program to promote posttraumatic growth in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The preliminary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a posttraumatic growth model (Calhoun & 

Tedeschi, 2006) and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effects of the program are obtained were 

investigated.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on the relevant previous studies and program needs 

of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to whom the actual program developed in the present study will 

be provided) were surveyed. And, the components of the preliminary program, i.e., the number of 

sessions, the approaches, and the contents, were determine by reflecting the findings deriv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survey.  

A review of 26 studies on posttraumatic growth programs showed that the highest number of 

studies offered 8 sessions. Thus, the preliminary program of the present study was also provided for 

8 sessions. Based on the finding of the analysis conducted on previous studies of posttraumatic 

growth programs that education an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were often provided in group 

intervention, while telephone counseling and Internet-based intervention were often provided in 

individual intervention, we conducted group interventions through face-to-face meetings and 

individual interventions in a non-face-to-face manner using telephone counseling and an online 

community. Particularly, in every session, participants were encouraged to continuously thin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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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their thoughts with speech and writing in order to promote self-disclosure, similarly to the 

existing posttraumatic growth programs focusing on speech and writing. However, we encouraged 

the preliminary program participants to actively do self-disclosure through self-reflection by writing 

intentionally on a worksheet according to the topics suggested by the researcher in each session, 

writing letters, drawing, and speech. Additionally, they were encouraged to write on an online 

community everyday using the Internet as a medium, which was based on the considerations of 

accessibility, effectiveness, and economy, since Smartphone use has recently increased and the 

Internet is easily accessed. This approach can be an option for those having difficulty in sharing their 

traumatic experiences, because the program provider and the participant can exchange feedback 

without being face-to-face (Chang, 2011), In fact, writing on the Internet can affect posttraumatic 

growth,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depression, and anxiety (Knaevelsrud & Maercker, 2007; 

Chang, 2011). Therefore, it was designed to be a part of the interventional approach for self-

disclosure in the present study. 

In addition to increased self-disclosure, the interaction with a social support group which helps 

intentional rumination is an important element of posttraumatic growth (Calhoun & Tedeschi, 2006). 

A previous study on an interventional program for posttraumatic growth (Heinrichs et al., 2012; 

Wiesenthal, 2006) focused on spousal support among various social support systems, and examined 

spouse adjustment and coping pre- and post-couple intervention. Aside from that study, no other study 

was conducted where a social support system was mentioned or measured. An objective of program 

development in the present study was to promote intentional rumination in order to foster posttraumatic 

growth, and hence, social support was utilized as an interventional approach. Of various types of social 

support, the medical staff's support critically affects how cancer patients adjust to the society and cope 

(Ohaeri, Oladele, & Ohaeri, 2001; Kim & So, 2012), and a support from a breast cancer self-help group 

can stimulate patients' capacity to acquire new knowledge and coping ability by reducing negative 

emotions like anxiety and depression and improving cognition, and also to improve quality of life by 

fostering personal growth and providing intervention (Coreil, Wilke, & Pintado, 2004; Sutton & Erlen, 

2006; Zeigler, Smith, & Fawcett, 2004; Lee, Yoo, & Whang, 2014). Thus, the supports from both 

medical staff and breast cancer self-help group were included in the present study. For support from 

medical staff, the program provider, nurse, performed nursing education and counseling in addition to 

psychological interventions, and a support from breast cancer self-help group was defined as an 

interaction among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through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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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needs of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were investigated and the findings were reflected 

to create the contents of the preliminary program. A difference between the program developed in 

the present study and other posttraumatic growth programs is that the current program was not a 

short-term coping measure or a cognitive avoidance to protect participants from the traumatic events 

of breast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but it was an aggressive effort to help them seek a new 

meaning of life when facing difficulties in reality.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aggressive effort 

to reach posttraumatic growth can be viewed as a problem-solving, coping behavior, and it is a 

process for posttraumatic growth and simultaneously, an outcome of such growth. This suggests that 

both behavioral coping and cognitive coping should occur in parallel in order to experience 

posttraumatic growth. 

With much experience of posttraumatic growth, patients can have an active will to live and a view 

for positive life light, and thus, can conduct more health-promoting behaviors, even in the situation 

where they fight with cancers (Chang, Lee, Yeo, & Choi, 2014). Thus, it will be helpful for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to live healthy physically as well as mentally for a long term. 

 

2. Clinical application assessment of the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eliminary 

program in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The preliminary program for posttraumatic growth consisting of a total of 8 sessions was 

developed through the program development process of the present study. After an expert group 

examined the content validity, the preliminary program was revised to offer a total of 4 sessions. 

In the clinical application assessment of the revised preliminary program, it was confirmed that all 

participants felt fear, helplessness, shudder, tension, and so on at the diagnosis and treatment for breast 

cancer and that a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12 out of 13 (92.3%), ha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We believe the latter finding was due to patient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 69.2% of 

the participants had been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under a year, all were young and under 50 years 

of age, 53.9% had stage III cancer or higher, and 53.8% underwent all of surgery, chemotherapy, and 

radiation therapy. Th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what Andrykowski and colleagues (2000) have 

found, that is, the shorter it has been since breast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the higher the risk to 

be diagnosed with PTSD, and the longer it has been, the lower the risk. 

The mean score of posttraumatic growth before the revised program was provided was 66.23 out 

of a full score of 105. The mean is close to the scores reported in Yoon (2014) with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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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a mean of 65.36) and Pat-Horenczyk and colleagues (2015) (a mean of 65.1), but lower 

than the findings of Kim and colleagues (2008), Park and colleagues (2016), and Yang (2009), where 

the mean posttraumatic growth score of breast cancer patients ranged between 70.68 and 79.18.  

We believe that it is because there were many participants in the present study yet to experience 

positive changes, as only 46.2% said they experienced positive changes through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The mean scores of posttraumatic growth improved immediately after and a month after the 

intervention of the revised program compared to before, and the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present study was a single-group pretest-posttest experimental study and thus,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the extent of a natural increase over time in posttraumatic growth cannot be 

measured and excluded. However, Danhauer and colleagues (2013) examined the posttraumatic 

growth of patients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in 6-month intervals and found that the mean score 

was slightly improved, from 54.03 to 56.47 to 57.31 and to 58.14. In contrast, the mean score 

increased in the present study by approximately 10 points across the short period of 1 month, which 

suggests the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posttraumatic growth. 

The mean scores in all the 5 subdomains of posttraumatic growth were improved immediately 

after and a month after providing the revised program compared to before. Of the 5 subdomains,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personal strength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mproved. It is particularly 

notable that in the present study, the mean score of changes in the relationship with others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Through the use of Enneagram Personality Type Inspection, we 

encouraged the participants to cooperatively develop interpersonal relationships via group 

experience where mutual understanding was fostered. Considering a return to work, it would be very 

helpful to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based on positive understanding, we believe that 

this approach in the program corresponds well with the intention of the program. Also, the increase 

of the scores for personal strengths immediately after and a month after the program completion 

compared to before can be considered to have been achieved through self-affirmation and 

empowerment spurred by the use of the Enneagram. When the Enneagram is used in a program for 

posttraumatic growth, it means more than just using a simple test. The use of the Enneagram enables 

the participants to be more insightful. In the present study, it had a high level of participant 

satisfaction and support, and was effective in the clinical application. Accordingly, the Enneagram 

should be more frequently utilized in interventional programs for posttraumat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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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found that posttraumatic growth and intentional rumination increased, and intrusive 

rumination and pain decreased immediately after program completion, which confirms the 

effectiveness of the revised preliminary program. Thus, in the final program, we maintained the 4 

face-to-face group intervention sessions and subsequently provided additional interventions to 

encourage individual participants to effectively use their strengths and various resources. The 

additional interventions also served as a tool for continuous reminder and reinforcement as well as 

for managing pain and negative emotions. 

There still is limited information on how many sessions are necessary to bring favorable outcomes 

regarding not only posttraumatic growth but, more widely, positive psychology interventions. So, 

we instead focused on how well, after group intervention, the participants can apply what they have 

experienced and learned through the program in their own everyday lives. And, based on the study 

finding that it depends on participant type, program objectives, the number of sessions, and the needs 

of participants (Park, 2000) and the guidelines from the UK National Health Service that 6–8 

sessions over 10–12 weeks are typically recommended in a short-term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tervention for depression (2009), we determined to add 4 more sessions to the existing 4 and 

provide a total of 8 sessions in the final program. Also considering that the program participants 

were working people and thus it was thought that the temporal and spatial limitations would be 

greater in the program compared to others. In order to complement this, individual interventions 

through an online community, which had been provided in the 4 existing sessions to ruminate 

personal changes and increase self-disclosure every day, were offered during the 4 added sessions. 

In a previous study on a program to promote positive psychology (Kim & Chung, 2015), this 

approach has been found to be effective in strengthening the bond and support system through 

emotional interaction. 

 

V. Conclusions 

This study developed a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eliminary program for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based on the posttraumatic growth model and finalized the main program with 

reference to the results of the clinical application of the preliminary program.  

An eight-session posttraumatic growth program for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was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linical implementation of the preliminary program. The goal of this program 

is to reduce intrusive rumination while increasing deliberate rumination through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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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four sessions comprised face-to-face group interventions and individual interventions, 

during which the participants learned about post-cancer life, exercise, nutritional, psychological, and 

aesthetic management. These lectures trained the participants with health-promoting behaviors and 

coping measures to ultimately promote posttraumatic growth. Moreover, the participants were 

encouraged to express themselves frequently through speaking, writing, posting on the online 

community at home, and keeping a thank-you diary. Increasing social support through support from 

the medical staff-the program provider—and support from a self-help group—the fellow participants 

of the program—also contributed to promoting posttraumatic growth. The latter four sessions 

comprised individual interventions through the online community, particularly focusing on 

continuously encouraging and managing patients to help them habitualize and maintain the changes 

that were made through active intervention in the first four weeks.  

The finalized posttraumatic growth program should be validated in the same group of individuals 

in the future. We suggest researchers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program using a controlled study 

with a large sample of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The present study aimed at reducing intrusive 

rumination and increasing deliberate rumination by providing an intensive intervention for the first 

four weeks and using reminder and reinforcement in the following four weeks. In the future, studies 

should explore various methods and appropriate durations to maintain the changes generated by an 

intensive program to promote posttraumat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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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 for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JUMP: Join with us for Unique worker and Move on for Posttraumatic growth)  

 

Session  Content Goal Method Frequency 

1 

 

Who am I Increase self-disclosure Group intervention 

- Speaking: Express yourself 

Individual intervention 

- Writing: Write letters to yourself 

 

1 

 

1 

Post-cancer life 

management 

Increase deliberate 

rumination through social 

support 

Group intervention 

- Lecture and hands-on practice,  

- Share about your life management experience after cancer 

 

1 

Easy exercise in 

everyday life 

Group intervention 

- Lecture and hands-on practice 

- Share about your exercise experience 

 

1 

Reflect on your changes Increase self-disclosure Individual intervention 

- Writing: Write about the changes in your behaviors and thoughts on 

the online community 

 

Daily 

Increase deliberate 

rumination through social 

support 

Individual intervention 

- Individual counseling with the investigator Upon need 

2 

 

Utilization and 

understanding of 

enneagram 

Increase self-disclosure Group intervention 

- Speaking: Identify and express your enneagram type 

Individual intervention 

- Writing: Complete an enneagram worksheet 

1 

 

1 

Post-cancer appearance 

management 

Increase deliberate 

rumination through social 

supports 

Group intervention 

- Lecture and hands-on practice 

- Share about your appearance management experience after cancer 

1 

Reflect on your changes Increase self-disclosure Individual intervention 

- Writing:  Write about the changes in your behaviors and thoughts 

in the online community 

 

Daily 

 

Increase deliberate 

rumination through social 

support 

 

Individual intervention 

- Individual counselling with the investigator 

- Review exercise feedback 

 

Upon need   

1 

<Table 1>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 for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JUMP: Join with Us for working and Moving on for Posttraumat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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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Content Goal Method Frequency 

3 

 

Changing my thoughts 

positively 

 

Increase self-disclosure Group intervention 

- Speaking: Express your thoughts 

Individual intervention 

- Writing: Complete a worksheet 

 

1 

 

1 

Post-cancer nutritional 

management 

Increase deliberate 

rumination through social 

support 

 

Group intervention 

- Lecture and hands-on practice 

- Share about your experience of nutritional management after 

cancer 

 

1 

1 

Reflect on your 

changes 

Increase self-disclosure 
Individual intervention 

- Writing: Write about the changes in your behaviors or 

thoughts on the online community 

 

Daily 

 

Increase deliberate 

rumination through social 

support 

 

Individual intervention 

- Individual counseling with the investigator 

- Review exercise feedback 

 

Upon need 

1 

4 

 

Effectively dealing 

with returning to work 

 

Increase self-disclosure Group intervention 

- Speaking: Express your feelings through role-playing 1 

Increase deliberate 

rumination through social 

support 

 

Group intervention 

- Role playing 
1 

Reflect on your 

changes 

Increase self-disclosure Individual intervention 

- Writing:  Write about the changes in your behaviors or 

thoughts on the online community 

 

Daily 

 

Increase deliberate 

rumination through social 

support 

 

Individual intervention 

- Individual counseling with the investigator 

- Measurement result of body components, exercise feedback 

 

Upon need 

Once 

<Table 1>  Posttraumatic Growth Promoting Program for Working Breast Cancer Patients  

 (JUMP: Join with Us for working and Moving on for Posttraumatic grow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