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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유방암 환자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 아 현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이 의학적인 치료 외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대처 방안에 

주목한다.  

암은 현대인의 삶에 깊숙히 들어와 있는 질병으로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또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암’은 불치병, 혹은 죽음과 

연관시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어 ‘암 환자’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인 부정적 낙인은 유효하다.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암 치료 후 암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living with 

cancer)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다. 즉, 암 환자가 의학적인 치료 

이후에도 암 생존자로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대응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유방암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구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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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40대의 발병률이 제일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유방암 치료 이후에도 암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매우 길다는 

것을 의미해, 투병 과정에 따른 지속적인 적응과 더불어 

심리사회적(psychosocial) 지지가 중요해진다(황숙연, 박병우, 이경식, 

2000). 

이처럼 유방암 환자들에게 의학적인 치료 외에 심리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가족이나 동료, 

의료진으로부터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누군가의 강요나 외부적인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노출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게다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기본적으로 글쓰기와 

읽기라는 행위가 동반되고 있는데, 환자들은 글쓰기를 통해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재해석과 객관화를 이끌어 내어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노출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게시글을 통해 자신을 노출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환자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된다.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때 

환자들의 자기노출이 어떻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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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실제로 어떠한 사회적 지지가 교환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에 따라 수행한 연구문제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은 유방암 환자들이 게시글에서 자신을 노출하는 

행위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유도하느냐를 분석한 것으로, 이때 

자기노출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에서 직접 사용된 단어와 

이미지의 사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온라인에서 환자들이 

인지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 어휘 사용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 댓글로 대표되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이미지를 게시글에 노출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자신의 정보를 드러내는 것은 타인에게 불확실성을 

줄이고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문제 2>에서는 게시글에 나타난 사회적 지지에 따라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 

게시글에서는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이 더 많이 나타났으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댓글 수나 댓글 길이가 더 높게 나타나 게시글에서 정서적 지지를 

표현할수록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정서적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 

타인으로부터의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실제 지지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3>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게시글과 댓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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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정보적 지지의 경우 게시글에서 의학적 상태보다 일상 생활이나 치료 

과정에 따른 사소한 증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게시글의 정보 요청에 대해 댓글이 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의료진과의 

커뮤니케이션과는 그 목적이 다르며, 의료진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정보를 얻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감과 격려를 요청하였으며, 댓글을 통해 충분한 

공감과 격려가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적 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임을 증명하였다. 더불어 게시글에서 부정적 정서를 

노출하는 경우 댓글에서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여 부정적 정서를 

상쇄하려 하였으며, 긍정적 정서의 경우에는 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댓글에서 정서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내용분석을 

통해 실제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량의 

데이터를 통한 분석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제한점을 지적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유방암, 자기 노출, 사회적 지지, 온라인 상호작용, RIAS 

학  번 : 2008-3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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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이 의학적인 치료 외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대처 방안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은 ‘암(cancer)’ 진단으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진단 후 치료와 점검, 자가 관리를 

통해 완치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전이와 재발로 인한 투병 과정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암 환자들은 의학적인 치료로 인한 고통 

외에도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암 진단을 

사형 선고나 죽음으로 고정관념화 하는 ‘암 환자’라는 낙인과 사회적 

편견은 환자들의 투병 생활에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1은 인구 10만 명 당 남자 337.2명, 여자 321.3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3이 전 인생동안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국립암센터, 2015). 또한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암 

                                   
1  연령표준화발생률: 각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인구의 비율에 가중치를 주어 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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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생존율(암 발생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68.1%로, 최초 암 

진단 이후 3명 중 2명이 5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추정된다(Jung, Won, 

Kong, Oh, Cho, Lee et al., 2015) 2. 이처럼 암은 현대인의 삶에 깊숙히 

들어와 있는 질병으로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또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암’은 불치병, 혹은 죽음과 연관시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어 ‘암 환자’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인 부정적 낙인은 

유효하다. 이로 인해 많은 암 환자들이 암 진단 후 우울이나 무기력감, 

절망감 등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3 , 이는 국내 암 환자의 

69.9%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19.8%는 우울을, 18.9%는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는 보고(보건복지부, 2009)에서도 잘 나타난다.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암 환자가 의학적인 치료 

이후에도 암 생존자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암 

환자의 새로운 삶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암 환자가 진단 후 경험하게 되는 암 환자로서의 

새로운 삶, 나아가 치료가 끝난 후 암 생존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그 과정에서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2 암 환자의 생존율은 암 환자에 대한 관리 등록이 시작되었던 1993~1995년 41.2%에 

비하면 2007~2011년 66.3%로 25.1%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암이 이제 더이상 불

치의 병도, 진단 받으면 곧 죽을 병도 아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암 환자들은 투병 과정을 통해 삶의 의지를 다지고, 새롭게 자신의 삶에 대한 정의

를 만들며, 희망적인 삶을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Carroll-Johnson, Gorman, & Bush, 

2006; 태영숙, 조명옥, 홍영혜, 2003),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psychosocial) 대응을 통해 심한 우울이나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한다(Carroll-Johnson, 

Gorman, & Bush, 2006; 오복자, 이연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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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북돋아 줄 것인지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차원의 연구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 중에서도 유방암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구미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40대의 발병률이 제일 높게 

나타나, 투병 과정에 따른 지속적인 적응과 심리사회적(psychosocial) 4  

지지가 더욱 중요해진다(황숙연, 박병우, 이경식, 2000). 

특히 많은 학자들이 논의했듯이, 유방암의 경우 ‘암’이라는 질병이 

지닌 사회적인 낙인 외에도 ‘여성성 상실’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질환이다.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유방 절제수술은 

환자의 생명은 구할 수 있지만, 환자에게 유방 상실에 따른 신체적 

결함과 미관 손상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주게 된다. 유방 절제 수술을 

경험한 여성들은 유방의 기능 감소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성적 매력 

감소로 인한 파트너의 부정적 반응을 두려워하며, 이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김종남, 권정혜, 2005; 유앙숙, 조옥희, 2001; 최복희, 

2002). 이는 성적 자아에 대한 불안이 죽음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임인숙, 2006). 따라서 유방암 환자들은 다른 암 

                                   
4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사회적 중재는 마음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심신의학의 이론적 배경(Ock, 2006; 박정숙, 오윤정, 

2010, 재인용, p. 595)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중재는 특히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정서적인 고통 감소와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암 관련 신체적 증상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심

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주로 ‘심

리사회적(psychosoci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연구를 진행하므로, 이 연구에서도 ‘심리

사회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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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 비해서 치료 과정에서 심리사회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며(박은영, 이명선, 2009; 유양숙, 조옥희, 2001; Landmark & Wahl, 

2002), 생존율과 치료율 뿐만 아니라 암 환자가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오복자, 1995; Ah, Kang, & Carpenter, 2007).  

이에 따라 유방암 환자들은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속에서 사회적 지지를 확인함으로써 생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Kvale, 2007). 환자들은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으며, 임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 즉 다시 말해 주변으로부터 

지지 자원이 풍부한 경우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보고되어 있다(Lugton, 1997; Manning-Walsh, 2005).  

이처럼 유방암 환자들에게 의학적인 치료 외에 심리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환자들이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가족이나 동료, 

의료진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는데, 최근에는 환자들의 온라인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5 , 기존의 면대면 상황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되기 시작하였다(예: Batenburg & 

                                   
5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2013)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5%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자신이나 주변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온라인 검색을 해 봤으며, 이를 바탕

으로 온라인을 통해 직접 진단을 내린 이들 중 41%는 의료진으로부터 확진을 받았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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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2014; Bender, Katz, Ferris, & Jadad, 2013; Chen, 2012; : Gooden 

& Winefield, 2007; Shaw et al., 2006; Shim, Cappella, & Han, 2011 

등). 온라인의 경우 환자들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 

기존의 면대면 상황과는 다른 환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온라인 활동은 타인의 강요나 외부적인 

압력에 의 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은 현실에 비해 자신을 표현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주고받는 메시지도 솔직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재신, 연보영, 2008, Stern, 2002). 

따라서 이 연구는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유방암 환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어떠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유방암 환자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생산된 글은 환자들이 처한 상황이나 그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Pennebaker& Lay, 2002; Pennebaker, 

Slatcher & Chung, 2005; Pennebaker, 2007). 기존의 연구들은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안녕이나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득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 

왔다(예: Eichhorn, 2008; Han et al, 2012; Rains & Keating, 2011; 

Shaw et al, 2006 등). 하지만, 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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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호작용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면 하게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작성한 

게시글과 게시글에 따른 댓글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며, 

실제 메시지들이 어떤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영향을 해석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단순히 글쓰기와 읽기 

외에도 댓글 달기와 그에 따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게시글 작성 외에도 게시글과 댓글에 따른 상호작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예: Wang, Kraut, & Levine, 2012). 

특히 타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댓글은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며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상호작용적인 장치로 

간주된다(권상희, 김익현, 2008, p.53).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자기노출적인 

글쓰기가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살펴보고,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 획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유방암 환자들이 오프라인과 달리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고, 오프라인의 사회적 지지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재로서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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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총 5장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장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연구의 배경이 

되는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지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3장에서 연구문제와 그에 따른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을 기술하였다. 이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분석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이 지니는 함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3장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온라인 게시글에서 나타난 자기 노출과 

상호작용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의 관계를 살펴보고,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5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와 함께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기술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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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유방암 환자의 병리적 

특성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심리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심리사회적 대응의 방법으로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유방암 환자들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여 유방암 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접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노출하고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긍정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느냐에 관심을 두었다면,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 자체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동안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데에서 나아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면 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글쓰기라는 

자기노출 행위가 내적으로 인지적 재구조화를 거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과 더불어 사회적 과정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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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글쓰기는 환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구하고, 얻게 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온라인 상의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았다.  

 

제1절 유방암과 커뮤니케이션 

 

1. 유방암 환자의 병리적 특성 

 

1) 유방암 발생률 

유방암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여성암 중 하나다. 

유방암은 유방의 구성 조직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어 다른 암에 

비해 종류가 다양하며, 혈류와 림프관을 따라 전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암 중 유방암 발생률은 갑상선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발생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조발생률이 65.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방암은 

연령표준화발생률이 1999년 24.5에서 2012년 50.7로 유방암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립암센터, 2015). 유방암의 발병이 

증가하는 원인은 확실히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고지방, 고칼로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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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되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그에 따른 비만, 늦은 결혼과 출산율 저하,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 등으로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정부의 주도 하에 적극적인 암 검진사업으로 유방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유방암 발견 빈도가 늘어나고, 환자들의 등록 관리가 

체계화 된 것 역시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아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한국유방암학회, 2014). 

구미의 경우 주로 50대 이상의 연령에게서 유방암이 발병하지만, 

국내의 경우 40대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국내 유방암 환자의 연령별 발병 추이를 살펴보면 40대, 50대, 60대, 

30대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유방암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 

전체적으로 발병 연령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방암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구미와는 달리 국내 여성의 

경우 유방암 발병률이 50대 중반까지 증가하다 그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국내 여성의 경우 폐경 전 유방암 비율만 

비교해 보면 서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양상으로, 폐경 전 유방암 

환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실제로 국내 유방암 환자 중 40세 이하의 

젊은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며, 이는 

서구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한국유방암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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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방암의 생존율 

2012년을 기준으로 국내 유방암 연령표준화사망률은 10만명 당 

6.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유방암 검진으로 인해 조기 진단 비율이 상승해 상대적으로 

치료 예후가 좋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로는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호르몬요법 및 표적치료법이 유방암의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유방암 생존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유방암 환자들은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법 

이후에도 표적치료법과 약 5년 정도의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는 호르몬 

요법 등의 복합적 치료를 통해 유방암을 치료하고 관리하게 된다.  

국내 유방암의 5년 생존률은 1995년 77.9%에서 2012년 91.3%로 

증가하였다(국립암센터, 2015). 이는 미국 89.2%(2003~2009년)나 

일본의 89.1%(2003~2005년) 보다 앞선 수치로 유방암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한국유방암학회, 2014).  

앞에서 우리는 국내 유방암 환자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젊은 나이의 

환자가 많다는 것을 꼽았으며, 여기서는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일 정도로 예후가 좋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수치적인 

설명을 통해 우리는 국내 유방암 환자들이 젊은 나이에 암을 경험하게 

되며, 질병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심리적으로는 끊임없이 재발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게 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제 암은 급성 



 12  

질환이 아니라 암을 진단 받는 그 순간부터 암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living with cancer) 만성 질환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암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초래하게 

되며, 유방암 환자들은 암 진단 후 찾아오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관리와 대처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Kyngäs et al., 2001). 암 

환자들은 신체적 증상 및 치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심리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의 신체적 증상 

및 치료에 대부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개개인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돌보는 것이 쉽지 않게 마련이다(서지영, 이명선, 2015). 실제로 국내 

유방암 환자들의 경우 삶의 질 중 정서적, 심리적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나(서연옥, 2007)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측면의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유방암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필요성 

 

암이라는 질병은 한 두 차례의 치료로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치료 과정 후에도 꾸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며, 그 과정에서 

언제든 전이와 재발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은 다양한 질병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문화적 배경, 나아가 

사회에서 암을 대하는 태도나 반응 등에 따라 환자들은 다양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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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투병 과정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Ashing-Giwa KT, Padilla G, Tejero J, Kraemer J, 

Wright K, Coscarelli A et al, 2004; Carroll-Johnson, Gorman, & Bush, 

2006; Szegedy-Maszal M, Hobson K, 2004).  

대체로 암 환자들은 암을 진단 받으면, 자신에게 찾아온 암이라는 

질병을 받아들이기까지 다양한 심리적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가장 먼저 

암 환자들은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거나,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는지에 대해 분노하는 부정과 분노 단계를 

시작으로,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 환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해 하는 과정을 거쳐 암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두 번째 과정을 

겪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암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수용 

단계를 지나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계를 

거친다(국가암정보센터, 2015). 이와 같은 과정을 겪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치료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들은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법 등의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많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이광자, 송영선, 조재경, 전효경, 2007). 또한 치료가 

종료된 이후 스스로 질병을 관리해야 하는 시기에도 환자들은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거나 전이에 대한 불안과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여 심리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하게 된다(정경숙, 허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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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숙, 2014). 

이처럼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암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인 변화는 

치료가 끝나고 난 뒤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Pennebaker& 

Chung, 2011). 암 환자들은 가족들이 자신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가족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며, 

수면 장애와 우울 등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Carpenter et al., 

2004). 심지어 암 환자들은 치료 의사로부터 ‘완치’ 통고를 받은 

후에도 암 투병 과정이 남긴 신체적, 정신적 흔적으로 괴로워하거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Szegedy-Maszal M, 

Hobson K, 2004). 이와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들 6 은 환자들이 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치료가 완료된 생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유방암 생존자들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재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여전히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정서적 측면의 스트레스는 치료 중인 환자들보다 유방암 

생존자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권은진, 이명선, 2012). 이는 치료가 

끝난 생존자의 경우 치료 중에 의료진과 가족들로 부터 받던 지지가 

                                   
6 외국의 경우 심리사회적 문제를 호소하는 암 환자가 적게는 34.0%에서 많게는 43.0%

로 알려져 있으며(Carlson et al., 2004; Mehnert, 2008), 국내의 경우 암 환자의 69.9%

가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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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치료 중인 암 환자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 역시 불안과 두려움을 포함하는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이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관리와 심리사회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환자들의 스트레스의 관리 및 심리사회적인 지지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의료진을 비롯하여 

주변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암 환자들에게 적절한 정보 및 지지를 

제공해 주게 되고, 이는 암 환자들이 느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환자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좌절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암 환자의 대다수는 그들의 질병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길 원한다(Talosig-Garcia & Davis, 2005). 구체적으로 

유방암 환자의 83%가 그들의 질병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원했고, 

91%는 추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예후에 대해 알기를 원했지만, 

의료진들은 환자가 원하는 정보의 양과 종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잘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Parker et al., 2009). 환자들 역시 암과 관련하여 정보를 

원하는 욕구는 강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왜곡된 

정보나 주어진 정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Marks, Reed, & Ibrahim, 2004), 암과 관련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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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도 언급했던 ‘암 환자’라는 사회적 낙인은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암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가족 내에서 환자의 위치가 

누군가의 엄마이기 쉬운데 이 경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위로받기 

전에 자신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될 자녀를 먼저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가족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게 

된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쉽게 터놓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진들과의 커뮤니케이션마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짧은 진료 시간에 따른 불충분한 설명이나 

의료진의 무시하는 어투, 공감을 표현하는 경청의 부족은 국내 

의료진과 환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안서원, 2007).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가족이나 주변인, 의료진과의 부족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주목하였다. 온라인 공간은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환자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환자들과의 

공감대가 쉽게 형성된다는 강점을 지닌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은 

보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되며, 이러한 자기노출은 온라인 

상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다. 더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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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얻게 되는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는 면대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부담을 지니지 않은 선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게다가 온라인 검색을 통해 얻게 되는 질병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 역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강점이 

된다(김민철, 이동철, 2005).  

 

 

제2절 자기노출과 상호작용에 관한 논의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방암 환자들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관리의 

과정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심리사회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하지만 ‘암 환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따가운 

상황에서 쉽사리 자신을 드러내며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환자들은 투병 과정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마련이므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공감을 

요청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게 된다.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자신을 이해해 주고 

자신을 노출해도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되는데, 이러한 공간으로 

온라인이 주목받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노출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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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온라인에서의 자기노출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펴봄으로써 

자기노출이 환자들에게 어떠한 긍정적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1. 자기노출의 개념 

 

1) 자기노출 개념 및 특징 

자기노출(self-disclosure)은 “자신의 정체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자기 자신을 남에게 보여줌으로써 타인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Jourard & Lasakow, 1958; 손영란, 박은아, 2010, p. 

157, 재인용). 다시 말해 자기노출은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 경험, 

일상생활과 같은 사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것이며(이새봄 등, 2012), 

이러한 자기노출은 스스로를 노출시킴으로써 타인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전범수, 2013).  

자기노출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개인적 정보를 교환하면서 관계 초기에 존재하게 되는 서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게 된다. 이 

때, 자기노출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를 포함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노출을 하면서 자신의 약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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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거나 상대가 자신의 노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부룩하고 

사람들은 자기노출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신뢰를 쌓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친 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Derlega, 1984). 

이러한 자기노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다르게 나타나느데, 온라인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억제되어 있던 다양한 

의견이나 느낌의 표현이 자유롭게 드러나는 탈억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윤해진, 2008). 다시 말해,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과는 

다르게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가 과장되거나 스스로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게 되므로,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보다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적극적인 자기노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때 

온라인은 오프라인 공간과는 달리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 상에서 드러난 문자를 

중심으로 자기노출을 파악하게 된다. 최근에는 온라인 상에서도 

아바타나 이모티콘 등의 정서적인 인디케이터들이나 오프라인과의 

융합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파악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자기노출 

장치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노출의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언제 어디서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간편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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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방법(Esterling, L’Abate, Murray, & Pennebaker, 1999)인 

글쓰기를 중심으로 자기노출과 그에 따른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온라인 자기노출의 특징 

초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면대면 상황과는 달리 표정이나 몸짓, 

억양 등의 비언어적 의사 소통이 제한되어 물리적이고 사회적 맥락 

단서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인 관계 형성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Lea & Spears, 1995),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디지털 매체 환경이 나타나고, 이 과정 속에서 온라인 이용자들은 

아바타나 이모티콘을 비롯한 새로운 방식 7 을 통해 온라인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있다. 또한 면대면 상황이 아니라는 제약은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스스로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온라인 공간은 사회적 실재감이 낮고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면대면 상황보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자신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Wallace, 2001). 게다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현실 공간에서보다 솔직하고 깊은 내용을 드러낼 수 

                                   
7 아바타나 이모티콘과 같은 정서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화 된 상징

적 장치들은 CMC 환경에서 부족한 사회, 정서적 단서 및 비언어적 단서를 제공하면

서 좀 더 풍부한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박성복,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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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Leopore & Smyth, 2002; Rains & Young, 2009; Shim, 2008).  

실제로 온라인 이용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자신을 힘들게 했던 오랜 비 을 온라인으로 

털어놓은 경험이 있다는 이용자가 전체의 67%나 되었다는 

연구결과(McKenna & Bargh, 1998)나 인터넷 게시판의 133개 

스토리를 분석한 로손(Rosson, 1999)의 연구에서처럼 사적인 내용이 

전체의 72%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 상에서 자기에 대한 정보의 노출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온라인 상에서의 이러한 자기노출은 

상대방과 친 감을 형성하고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McKenna & Bargh, 1998; Rosson, 1999).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 자기노출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친 감을 형성하고 대인관계를 

발전시키게 됨을 알 수 있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자기노출을 하는 대표적인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는 유사한 관심사와 가치관,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상호작용하는 집단으로(김유정, 조수선, 2001, pp. 12~13),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은 글쓰기를 통해 서로 만나고 

관심사를 공유하고, 때론 사회적 지지를 교환하기도 한다(Walther & 

Boyd, 2002).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그 태생 자체가 타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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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혀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되며(Miura & Yamashita, 2007), 

이러한 상호작용은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고립감을 완화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Baker, Psych & Moore, 

2008; Chin & Chignell, 2006).  

이와 더불어 온라인 공간이 지닌 익명성은 자기노출에 있어 

온라인 공간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윤해진, 

2006). 실제로 면대면 상황의 경우에는 자기노출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인해 일정 부분 

자기노출을 꺼리게 된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면대면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자기노출에 따른 잠재적인 

불안이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때문이다(Lepore & Smyth, 

2002; Shim, 2008).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기노출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친 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프라인에서의 

자기노출은 상대의 상호호혜적인 노출을 이끌어 내고(Collins & Miller, 

1994), 이를 통해 관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데(Foynes & Freyd, 

2013), 온라인의 경우 친 한 관계 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관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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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적인 일상을 노출하는 것으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온라인에서 타인과의 관계 가 형성되는 것을 설명해준다(Rains, 

Brunner, & Oman, 2014). 특히 온라인에서의 자기노출은 주로 

글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자기노출을 

글쓰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려 한다.  

 
 

2. 자기노출과 상호작용 

 
1) 자기노출의 내적 기능: 인지적 재구조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속한 사회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타인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인간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데,  특히 글쓰기는 인간이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이나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나 용어들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글쓰기는 자기노출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글쓰기에 등장하는 특정 표현이나 언어를 분석하여 

저자의 심리적 상태내지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언어심리학(psycho-linguistic) 분야에서 다수 이루어졌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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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ebaker& King, 1999).  

글쓰기는 자기노출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언제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경제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Esterling, 

L’Abate, Murray, & Pennebaker, 1999),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내적 

안녕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은 글쓰기를 통한 자기노출이 잠재적인 건강 상의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글쓰기의 효용성을 살펴보고 있다(예: Frisina, 

Borod, and Lepore, 2004; Pennebaker, 1997; Pennebaker & Francis, 

1996; Sloan & Marx, 2004 등). 펜네베이커(Pennebaker, J. W.)와 그의 

동료들은 글쓰기를 통한 자기노출이 내부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직면을 통해 재구조화를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신적 외상경험(traumatic experience)에 대한 글쓰기를 통한 일련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글쓰기를 통해 자기노출을 한 집단에서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거나(Pennebaker & Francis, 1996), 면역기능이 

강화되기도 하며(Pennebaker, Kiecolt-Glaser, & Glaser, 1988), 평균 

학점이 향상되는(Lumley &Provenzano, 2003)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 외에도 자기노출적 글쓰기와 관련한 메타연구들 역시 

글쓰기를 통한 자기노출이 혈압이나 심박동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의 

생리적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적 안녕에 기여하는 등 건강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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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있음을 밝혀냈다(Sloan & Marx, 2004; Smyth, 1998).  

이러한 정신적 외상경험에 대한 글쓰기는 스트레스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을 재구조화하여 이를 극복하게 한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를 펜네베이커는 ‘억제-직면(inhibition-

confrontation)’이라는 심리적 과정으로 자기노출의 효과를 

설명한다(Pennebaker, 1997).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이나 경험에 대해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대처를 억제할 경우 강박적 

사고와 불안, 신경/생리적 신체 부담 현상이 나타나는 데(Kemeny & 

Schedlowski, 2007) 반해, 스트레스에 대한 '직면'은 스트레스 사건을 

인지적으로 통합, 재조직함으로써 강박과 억제 욕구를 없애주고, 

의식적 억제를 위해 사용했던 생리적 활동을 줄여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김세진&김교헌, 2005).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글쓰기는 스트레스에 대한 직면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신적 안녕과 생리적 증진을 가능하게 한다. 외상 

기억에 대한 자기노출적 글쓰기는 외상 경험을 언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경험을 재구조화하여 새로운 시각을 획득하게 해 주며, 이 

과정에서 외상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내면의 불일치를 해소하게 되어 

더 이상 이러한 외상 경험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이 가능하다고 

본다(Pennebaker, 1997; Sloan & Marx,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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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점으로는 외상 경험에 대해 글을 쓰는 동안 개인들은 

그들이 경험한 요소와 신체적 느낌이나 감정과 같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면서 부정적 영향을 환기하게 되는데(Leopore, 

Greenberg et al., 2002), 이처럼 불쾌하고 피하고 싶은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이를 습관하하여 부정적 감정을 제거할 수 

있다(Leopore, 1997). 이를 정서 노출과 습관화 모형(the emotional 

exposure-habituation model)이라 부른다(Sloan & Marx, 2004). 

어느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메커니즘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신적 외상 상황에 대한 자기노출적 글쓰기는 스스로 

외상 상황을 돌이켜보고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스스로 찾아냄으로써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심리적, 신체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노출적인 글쓰기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에 영향을 주는 

매커니즘이 알려지면서 어떤 형태의 글쓰기가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는 글쓰기의 언어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로 체계화되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글쓰기에서 ‘웃다(laugh)’나 ‘행복한(happy)’ 등과 같은 긍정적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슬픈(sad)’이나 ‘화난(angry)’과 같은 부정적 

단어의 사용은 보통인 경우 자기노출에 따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거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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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understand)’나 ‘깨닫다(realize)’ 등의 통찰적 단어나 

‘원인(cause)’, ‘이유(reason)’와 같은 인과적 단어의 사용이 일반적 

상황에 대한 글쓰기보다 증가했을 때, 자기노출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Pennebaker, Mayne, & Francis, 1997; Pennebaker & Seagal, 

1999). 이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그에 

대한 인과적 추론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재구성 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완화되어 건강 상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자기노출적 글쓰기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46건의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유방암의 투병 과정에서 암과 관련한 정서적 표현을 

잘 할수록 스스로 느끼는 신체적 건강상태가 호전되었음이 

밝혀졌다(McKenna, Zevon, Corn, Rounds, 1999), 이는 스탠톤 등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Stanton, Danoff-Burg, 

Cameron et al., 2000) 이는 유방암 환자들이 암과 관련하여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암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자기노출적 

글쓰기는 환자가 암에 대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여주었다(Stanton, Danoff-Burg, Sworowski et al, 2002). 자신이 

암에 걸렸음을 부정하거나 암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애써 표현하기 

꺼리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암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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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게 하는 것이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온 반면, 자신이 암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환자의 경우에는 암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글쓰기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글쓰기라는 자기노출은 글쓰는 사람의 내면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직면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2) 자기노출의 외적 기능: 관계의 형성 

자기노출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한 저라드(Jourard, 1958, 

1964, 1968, 1971)는 자기노출 경험은 인간에게 참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타인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김교헌, 1992, p.81, 재인용). 자기노출은 

자기노출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드려다 보는 계기를 마련해 자기 개념을 명료화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주게 된다. 또한 적절하게 자신을 노출함으로써 

자신의 태도나 가치를 사회적으로 타당화시키고, 타인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게끔 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노출 정보를 수신하게 되는 수신자는 상대의 노출에서 

드러나는 내적 욕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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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게 되며, 상대와 대등한 수준의 자기 노출을 통해 상대에 대한 

신뢰나 호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안정되고 친 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며, 각자의 개별 지식체계를 넘어 

집단 지식의 활용 체계를 발달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한다(김교헌, 1992).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기노출이 개인 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타인과의 만남에서 통성명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상대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며, 신뢰를 

쌓아간다(손영란, 박은아, 2010). 이때 타인에게 자신을 노출하는 것은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 내 견해나 감정, 행동의 타당성을 확인하게 되며, 

자신의 욕구나 동기, 가치관, 정서 등을 공개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기노출은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와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노출의 증가는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자기노출 과정 속에서 타인과 비 을 공유하게 될 때 이들 

사이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진다는 것이 메타 연구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Collins & Miller, 1994).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좀 더 드러내 보이려 하게 되며, 

이렇게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는 사람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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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관계가 발전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 노출을 통해 단순히 

상대에게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더 많이 이해해주길 바라게 된다. 앞에서 자기노출의 

수신자가 상대의 노출 정도에 따라 자신 또한 자기노출을 하는 기능이 

있음을 설명한 것처럼 자기노출은 타인의 피드백과 타인의 노출이라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관계 형성 초기,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자기노출을 

하게 된다면, 관계가 발전하면서 자신의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상태에 

대한 노출이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시 타인의 감정을 

노출시키는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Tardy & Dindia, 

1997).  

이처럼 자기노출은 일반적으로 면대면 상황에서 사람들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기노출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인지적 재구조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적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온라인 상에서의 자기노출과 상호작용 

 

자기노출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하면서 면대면 상황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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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에서의 적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재콥슨(Jakobsson, 

1999)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기노출 표현이 오프라인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대인관계나 상호작용을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에서의 면대면 

상황처럼 친 감의 정도를 넘어서서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Rheingold, 1993).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 자기노출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 

상호작용을 하는 면대면 상황에서의 관계형성과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기노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온라인 공간 역시 오프라인의 면대면 상황처럼 대인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Parks & Floyd, 1996; Baym, 2000; 박성복, 황하성, 

2007, 재인용).  

 

1) 온라인 상에서 자기노출의 내적 기능: 인지적 재구조화 

온라인 공간에서 글쓰기와 사진, 그림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노출은 오프라인보다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이게 마련이다(전범수, 

2012).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일종의 자기 고백식 일기와도 같은 투병기가 꾸준이 올라오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 상태를 공개하는 글쓰기가 일반적이다.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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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이러한 자기노출적 글쓰기는 오프라인 상의 일기 쓰기와 

마찬가지로 문제에 대한 대처(coping)를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심리적 대처 기능을 증진시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Baker, Psych & Moore, 2008; McNeill, 2003).  

온라인 상의 자기노출적 글쓰기는 외상 경험에 대한 감정이나 

내면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고, 타인의 표정이나 태도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대면 상황에서 나누기 

어려웠던 경험이나 감정을 보다 쉽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암 진단 역시 개개인에게는 강력한 외상 경험으로 작용하게 되며, 

환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오프라인보다 좀 더 쉽게 자신을 노출하게 된다.  

게다가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노출해야만 

타인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노출을 

하는 경우에 상호작용이 쉽게 일어난다.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입자가 자신의 의도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고 긍정적으로 노출하는 경우에 데이트 성공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Gibbs, Ellison, & Heino, 2006). 면대면 

상황의 경우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자기노출의 수위를 조절하게 

되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상대의 반응을 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을 노출해야 그만큼 타인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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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보다 더 적극적인 자기노출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의 글쓰기는 온라인 공간에 

저장되고 있어 분석이 용이하다는 면에서도 주목할 만 하다(Alpers et 

al., 2005). 기존 오프라인 공간에서 글쓰기를 통한 자기노출은 주로 

실험이라는 방법을 통해 특정 공간에서 특정 시간에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기노출에 대한 글쓰기를 하게 하는 강제성을 띄었다면, 

온라인 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자가 가장 편안한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므로, 보다 자유로운 

자기노출이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결과가 온라인 

공간에 저장되고 있어 추후 분석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이러한 온라인 상의 자기노출적 글쓰기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실제 

온라인 상에서의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먼저 오프라인 

상에서 나타났던 자기노출의 효과가 온라인 상에서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앞에서 소개한 자기노출적 글쓰기에서 사용된 언어를 통해 

효과를 검증했던 연구들은 주로 LIWC 프로그램 8 을 활용하여 분석을 

                                   
8펜네베이커(Pennebaker, 1997)는 글이나 말에 내포된 질적인 측면의 다양성을 객관적

으로 그리고 신뢰성 있게 분석하기 위해 LIWC라는 컴퓨터 내용분석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LIWC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3000여 개의 단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디

지털 사전과 텍스트로 이루어진 분석 대상 파일을 비교해 확률적으로 텍스트를 분석하

는 프로그램이다. LIWC에 탑재된 사전은 언어적 차원(linguistic dimension), 심리학적 

과정(psychological processes), 시간과 공간의 관련성(relatibvity), 그리고 개인적 관심

사(personal concern) 등을 포함한 7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 대상이 되

는 텍스트에서 각 해당 항목에 속하는 단어들의 비율을 분석해 결과를 도출한다(Rude, 

Gortner & Pennebak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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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온라인 상에서도 LIWC 프로그램을 활용해 온라인에서의 

자기노출적 글쓰기가 건강증진의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예: 

Campbell &Pennebaker, 2003;Pennebaker, 1997; Ramirez-Esparza, 

Chung, Kacewicz, &Pennebaker, 2008; Rude, Gortner &Pennebaker, 

2004 ; Stirman &Pennebaker, 2001 등).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들을 LIWC로 분석한 앨퍼스 등의 연구(Alpers 

et al., 2005)는 온라인 상에서의 LIWC 분석의 타당도를 확인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자기노출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언어학적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건강 증진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오프라인에서의 자기노출적 

글쓰기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인지적 단어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정서적 

안녕이 나타나는 것이 검증되었고, 부정적 정서를 드러낼수록 

심리사회적 건강 증진에 영향이 있음이 밝혀졌다(Owen et al., 2005). 

특히 이와 같은 어휘 사용을 통한 자기노출의 경우 초기에 정서적 

안녕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Shaw et al., 2006), 통찰적인 

어휘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Shim, Cappella, & Han, 2011). 또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의 경우 ‘화’에 대한 표현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 반면, 

‘두려움’이나 ‘불안’의 경우 단어 사용 빈도가 증가할수록 삶의 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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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나(Lieberman & Goldstein, 2006) 부정적 정서의 유형에 따라 

자기노출적 글쓰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1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높은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암을 자신의 

문제로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었으며(Shaw et al,, 2008), 자기 

통찰적 어휘사용이 증가할수록 환자들이 지각하는 정서적 안정이 

높아지고(Shim, Cappella, & Han, 2011), 부정적 기분이 

줄어들었다(Shaw et al., 2006). 또한 종교적 믿음과 실천에 대한 단어 

사용 빈도가 높은 경우 자기 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등(Shaw et al., 

2007) 게시글에서 사용하는 어휘에 따라 건강 증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통찰적 어휘의 사용을 통한 

자기노출은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정서 

중에서도 화에 대한 표현을 통한 자기노출은 환자들의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환자들이 

자기노출적 글쓰기 과정에서 통찰적 어휘나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의 사용을 통해 유방암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재구조화가 나타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안녕과 같은 건강증진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이들 연구는 오프라인에서의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에서의 자기노출을 자신의 게시글을 쓰는 행위 



 36  

자체로만 분석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이용자가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 외에도 타인의 글을 읽거나 

이용자들 사이에 댓글(혹은 답글)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까지는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자기노출이 가져다 주는 건강 상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글쓰기를 통한 

자기노출에서 나아가 글쓰기를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 

형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온라인에서의 자기노출의 외적 작용: 관계의 형성 

오프라인에서의 자기노출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 상에서도 자기노출은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온라인 상에서 게시글과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댓글이란 인터넷 게시물에 남기는 

짧은 글로, 덧글, 코멘트(comment), 리플(reply)이라고도 한다. 댓글은 

게시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호텍스트성을 지니며, 

게시물에 대한 댓글 작성자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대화적 텍스트로 볼 

수 있다(조국현, 2007). 따라서 우리는 온라인에서 게시글을 통해 

자신을 노출하는 행위가 타인의 댓글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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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필요가 있다(Dietz-Uhler, Bishop-Clark, & Howard, 2005).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을 읽는 행위와 

쓰는 행위를 통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간다. 게시글을 읽는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장 주된 활동임과 동시에 소극적인 

행동이며,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활동으로 여겨진다. 

이 과정 속에서 본문을 작성하지는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댓글 작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줌과 동시에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댓글은 

타인의 게시글에 대한 반응이며, 댓글을 통한 상호 간의 정보 교류 및 

의견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예: 김채환, 2009; 

최동성, 최성은, 최용준, 2008).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이 메시지를 교환하고 공유하며, 의미를 

창출해가는 순환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최영, 김병철, 2000), 이 

과정에서 댓글은 게시글에 대한 하나의 반응에서 나아가 다시 게시글 

작성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측면에서 댓글은 게시글의 주제에 따라 참여도가 

달라졌는데, 게시글을 작성한 이용자들의 경우 자신의 글에 달린 댓글 

수나 조회수를 자신에 대한 관심의 척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김채환, 

2009; 천명기, 2009). 이때 같은 댓글이라도 댓글의 길이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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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참여의 깊이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의 

정도를 나타내 준다. 실제로 1~2줄 정도의 단문 댓글의 경우 게시글에 

대한 단순 감정 표현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3줄 이상의 장문 댓글의 

경우에는 해당 글에 대한 이해도와 글쓴이의 생각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천명기, 2009). 또한 일반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댓글은 커뮤니티의 성향이나 

분위기, 커뮤니티 내의 여론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로 작용하기도 

한다(Metzger, Flanagin, & Medders, 2010). 예를 들어 누군가 

게시글을 통해 지지를 요청하는 경우, 게시글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댓글이 달려있는 경우 커뮤니티 참가자들은 새로운 댓글을 

작성할 때 기존의 분위기에 맞춰가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댓글을 작성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Li & Feng, 

2015). 즉, 다시 말해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은 또 다른 상호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댓글은 온라인 상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풍부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연구와 유사하게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게시글의 

유형에 따라 댓글이나 조회수, 추천수와 같은 상호작용성을 살펴본 

연구(이세진, 이정교, 2012)에서는 게시글 작성자가 게시글에서 여성 

정체성과 조회수와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글쓴이가 자신을 

‘여성’으로 범주화하거나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글일수록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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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조회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났으며, 여성 정체성을 드러낸 

게시글과 댓글 수 역시 약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게시글의 유형이 사적인 토론일 경우 댓글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를 목적으로 한 게시글 보다는 자기 표현이나 관계 

지향적인 게시글에서 상호작용인 댓글이 상대적으로 많이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게시글 내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노출한 글에서 

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났으며, 댓글의 경우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단순한 

이해를 넘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내면화하는 경향을 통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유방암이라는 암의 속성 상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이며, 투병 

과정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상에서 이들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 

나가는지,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어떻게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커뮤니티를 지속시켜 나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은 게시글 작성자의 정서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법으로 게시글 

작성자의 정서변화를 댓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Qiu, Zhao, Mitra, Wu, Caragea, Yen, Greer, &Porti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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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서 부정적 정서를 노출한 경우에 댓글을 많이 받게 되면 

게시글 작성자의 정서가 긍정적으로 변하였으며, 게시글에서 긍정적 

정서를 노출한 경우에는 댓글이 많을수록 긍정적 정서를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암 생존자 네트워크(American 

Cancer Society Cancer Survivors Network)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여 

기계학습 방법과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이용해 게시글의 정서 상태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게시글 작성자의 정서 변화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게시글에서 부정적 정서를 노출했던 게시글 작성자의 75%는 

타인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댓글을 받은 경우 그 뒤에 긍정적 정서를 

표현했는데, 타인으로부터 받은 댓글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확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받은 댓글 수에 따라 게시글에서 

긍정적 정서를 노출했던 게시글 작성자의 긍정적 정서 역시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확률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다 댓글을 받고 난 

후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노출하며 지지를 호소한 

게시글에 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면 게시글 

작성자가 그로 인해 정서적으로 안녕을 찾아 초기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긍정적 정서를 노출한 경우에는 같이 기뻐해 주는 

타인의 댓글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 정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 글쓰기는 자신을 노출하는 것에서 머무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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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타인의 반응인 댓글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자기노출은 이미지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 

온라인 상에 올리는 이미지는 게시글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제시하는 효과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이미지 

단서들은 초기 인상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향후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Wang, Moon, Kwon, Evans, 

& Stefanone, 2010). 사람들은 관계 형성 초기 단계에 상대를 잘 

모르는 데에서 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줄이고자 노력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제공되는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이미지 단서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노출함으로 인해 불안감을 줄이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의 경우 

상대의 프로필 사진을 검색함으로써 처음 알게 된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거나(김아름 외, 2011; Fitzgerld, Steele, Evans, & Green, 2009),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다(Wang et al., 2010). 프로필 사진에 비격식적 사진이 게시된 

경우가 격식적 사진을 게시한 경우보다 호감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격식적 사진을 게시하고 정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격식적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정보적 메시지를 

제공한 경우가 오프라인에서의 관계 발전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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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이미지 단서가 인상 형성에서 나아가 관계의 유지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온라인 상에 게시된 이미지는 

이용자가 본인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선택적으로 등록한다는 점에서 

그 사람의 신체적 매력도나 외향성 정도가 드러나게 된다. 관계 형성 

초기에는 외모나 표정, 차림새와 같은 신체적 매력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의 경우 프로필 사진 속 매력도가 높은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친구 관계를 맺으려 하거나(김인희, 심민선, 2014; Wang et 

al., 2010), 친구 요청에 대한 수락 가능성이 높았다(Greitemeyera & 

Kunza, 2013). 또한 프로필 사진이 인물의 외향적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 프로필 주인의 인기가 더 많을 것이라고 인식되는 등(Utz, 2010) 

이미지 단서가 인상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처럼 이미지를 통한 자기 노출은 개인의 인상을 형성하고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 연구는 이미지를 통한 

자기노출이 상대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에서 우리는 자기노출이 인지적 재구조화라는 내적 과정과 

관계의 형성 및 유지라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이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게시글에서의 자기노출이 어떻게 타인과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는지를 게시글과 댓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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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존 연구들(Baker, Psych & Moore, 2008; Dietz-Uhler, Bishop-

Clark, & Howard, 2005; Shim, 2008 등)을 바탕으로 게시글을 통한 

자기 노출의 효과를 정리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게시글을 통한 자기 노출의 영향  

 

온라인 상에서 환자들은 게시글을 통해 자신의 질병 상태나 치료 

상황은 물론 투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 

또한 노출을 하게 된다. 게시글을 통해 드러난 자기노출은 댓글이라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 유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유방암 환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여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기노출과 함께 이 연구에서는 

게시글에서 드러난 사회적 지지에 따라 댓글에서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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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방암 환자의 온라인 사회적 지지 

 

우리는 2절에서 자기노출이 내적 과정과 외적 과정을 거쳐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방암 환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자기노출을 통해 자신의 질병 및 심리 

상태를 자신과 비슷한 처지를 겪고 있는 동료 환자들에게 노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타인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된다. 이 절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살펴보고,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특성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온라인 상에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어떠한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존 연구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1)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한 개인이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대인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 지지이며, 이러한 지지를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Co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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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erman, 1983; Thoits, 1995; Williams & Galliher, 2006). 다시 말해 

사회적 지지는 타인에 대한 호감이나 타인의 언행에 대한 인정을 

비롯하여 시간이나 정보, 물질 등을 직접 주는 도움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주로 부모나 배우자, 친구, 친척, 동료, 

의료진 등 대인 관계를 통해 얻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지가 커뮤니케이션 행동이며, 따라서 상호작용에 근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며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Goldsmith, 

McDermott & Alexander, 2000).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연구자들에 따라 기능별로 유형을 구분하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평가적 

지지라는 네 가지 유형이나(Cohen & Hoberman, 1983) 정서적 

지지(Appraisal), 소속감 지지(Belonging), 유형적 지지(Tangible), 

자존감 지지(Self-esteem)의 분류가 대표적이다(Cohen, Mermelstein, 

Kamarck, & Hoberman, 1985).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well-being)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Kim & Lee, 2011),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예: 

Albrecht, Blanchard, Ruckdeschel, Coovert & Strongbow, 1999; Klein 

& Milardo, 2000; Goldsmith et al., 2000; Goodwin &Plaza, 2000; 

House, Landis & Umberson, 1988).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회적 



 46  

지지가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같은 기존에 알고 지내는 대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Albrecht & Goldsmith, 2003, pp. 263~264).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은 실제 세계에서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정보, 지원, 

교제, 소속감을 제공해주기도 한다(LaRose, Eastin, & Gregg, 2001).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켜주며(Baillie, Norbeck, & Barnes, 1988), 정서적 지원이 

많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으며(이윤경, 2008),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영 외, 2012; 이규은 외, 2011). 그 중에서도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환자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2)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사회적 지지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는 언제든 접근이 가능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며, 보다 다양한 관점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외형적인 조건을 통한 편견을 배제한 

채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면대면 상황이 아니라도 

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Walther & 

Boyd, 2002; Wright, Johnson, Bernard, & Averbeck, 2011).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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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경우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타인과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통적인 면대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Turner et al., 2001).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정서적 

애착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감은 개인이나 

그룹 사이의 우호적 네트워크를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유대감은 

개인이나 그룹들이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 빈도와 다양성을 

확대시킴으로써 강해질 수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러한 유대감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Haythornthwaite & Wellman, 1998). 

헤이손스웨이트(Haythornthwaite, 2002)는 “각각의 사람들은 

‘잠재적 유대감(latent tie)’에서부터 ‘약한 유대감(weak tie)’과 ‘강한 

유대감(strong ti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p.392)”고 지적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CMC(Computer-Mediated-Communication)는 지속적이며 편리한 

상호연결성과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단을 

제공한다(p.395)”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의 면대면 

접촉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용자들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며, 

잠재적인거나 약한 유대감을 강한 유대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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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융합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Haythornthwaiste, 2002).9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주변 지인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정보와 감정을 교환함으로써 약한 관계의 위력(the strength of 

weak tie)을 발휘할 수 있다. 아이디나 닉네임을 통해 활동하게 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성을 보장받게 되므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건강 관련 상담이나 정보를 찾는 데는 자신의 신분이나 상황이 

노출되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보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최근 잇따른 연구 결과들은 온라인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면대면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거나 제공받는 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온라인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자원임을 입증하고 

있다(Rains, 2015; Rains & Keating, 2011; Wight, Johnson, Averbeck, 

& Bernard, 2011).  

따라서 암과 같은 건강위기 상황에서 환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행하게 되는 대처 방법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Fox & Fallows, 2003).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교환하면서 상호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9 실제 이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요청하거나, 실제 만나게 된 사례도 나타났다. 하지

만, 이러한 사례가 일반화 하기에는 너무 적어 실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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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한다(Demiris, 2006). 이처럼 컴퓨터로 매개되는 채널은 약한 유대 

관계를 지원하는 정보원으로서(Albrecht & Adelman, 1987; Walther & 

Boyd, 2002) 인터넷 자원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전통적인 

면대면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기회를 제공한다(Walther & Boyd, 2002).  

월터와 보이드(Walther & Boyd, 2002)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면대면 상황보다 더 

효과적인지를 설명한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인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로는 도달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가치로 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시니어넷(SeniorNet) 

이용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지닌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다차원적인 사고방식을 습득하고 보다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검증하고 있다(Wright, 

2000). 두 번째로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은 면대면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줄여줌으로써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을 

보다 활발하게 해 준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이용자들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보다 온라인에서 보다 주의 깊게 메시지를 

생산하고, 자신들이 편리한 때에 메시지를 읽을 수 있으며, 온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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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자기 표현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시간 제약을 온라인 상에서는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상에서 형성된 

약한 연결망은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온라인에서 

맺어진 약한 유대의 경우 강한 연결관계보다 상대적으로 감정적 

애착이 적기 때문에 객관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Wright et al., 2013).  

이러한 관점들을 종합해보면, 면대면 상황이나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강한 연결관계가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약한 연결관계 역시 

환자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는 환자 가족원이 지게 되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는 다른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나아가 약한 연결 관계는 특정한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정도에서 형성되므로, 

환자들은 가족원들 외에 이러한 약한 연결 관계망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찾게 된다(Robinson & Turn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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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지지의 효과: 건강증진 

 

1) 암 환자의 사회적 지지 효과 

암이라는 질병은 단시간내 치료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을 준다는 인식 때문에 대개 아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암이라는 질병의 경우 질병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치료과정에서 겪는 육체적 고통, 그리고 

질병 예후에 대한 부정적 생각 등으로 인해 더욱 심한 정서적 

불안(전겸구외, 1999), 스트레스, 분노(이평숙외, 2005), 피로감(서영민외, 

2006)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자원을 찾아다니거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암 환자들은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오는 여러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선호하게 되는데(Dakof & Taylor, 1990; Neuling & 

Winefield, 1988; Rose, 1990),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의 질병 

상태나 미래의 치유 전망을 비롯하여 일상의 잡담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타인과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나타난다. 환자들은 

주변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생의 의미를 찾고 암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만들어 내게 

된다(Kvale, 2007). 

암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치료 과정 뿐만 아니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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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필요로 한다. 암 환자들은 암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암 

재발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육체적 피로감, 가족 관계에 대한 걱정, 

불안감 등으로 인해 암 생존자나 의료진, 가족 구성원들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때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인 지지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나 직업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Breitkopfet al., 2014; Gerlach, Gambosi & 

Bowen, 1990). 

암 환자들은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 자신의 두려움과 근심을 

배우자나 친한 친구 등과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된다(Dunkel-

Schetter, Feinstein, Taylor & Falke, 1992; Lichtman, Taylor & Wood, 

1988). 특히 이때 환자들은 관계 유형에 따라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달라지게 된다. 예컨데 환자들은 배우자들로부터 정서적 안심과 긍정적 

확신, 실제적 도움과 같은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으며,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에게서는 정서적 안심을, 친구로부터는 긍정적 확신을 얻게 

된다(Primomo, Yates & Woods, 1990).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가족에게서 받는 사회적 지지, 그 중에서도 정서적 지지를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Gotcher, 1993). 

하지만, 암과 같은 질병의 경우 투병 기간이 길고, 치료가 

끝났어도 환자가 겪게 되는 고통은 지속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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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환자의 심리사회적 안녕을 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진다. 그런데 

실제로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투병기간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은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환자들은 투병 초기에 비해 투병 기간이 길어지고, 

질병 단계가 심해지면서 가족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회적 지지가 

낮아지거나(김양순, 2003; 이현숙, 2009; 천상순, 최소영, 2010), 환자 

가족들이 느끼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실제 환자들에게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결과(김영란, 유미숙, 

2008; 황종귀, 김영희, 2005)를 보여주기도 한다. 암과 같이 일상 

생활에 큰 타격을 주는 질병을 앓는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질병 치료로 인한 각종 

부담으로 인해 실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여력이 없어지거나, 

환자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환자들은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충분하면,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에게서 받지 못하는 

지지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Manne et al. 2003). 

실제로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가까운 사이인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친구, 연인들과 같은 강한 관계(strong ties)에서 뿐만 

아니라 약한 관계(weak ties)로 일컬어지는 그저 아는 관계, 낯 선사이, 

먼 이웃간의 네트워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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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형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10 일반적으로 현실 

공간에서는 동질감과 유대감이 강한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의 교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해당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렵고, 물리적 환경의 제약이 있게 된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제약이 약하고, 약한 관계로 이루어진 집단으로의 

진입이 쉽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관계보다 더 개방적이면서 의무감은 

덜하게 마련이지만(Albrecht & Adelman, 1987), 그와 동시에 소속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심은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닌다(Unger & Wandersman, 1985). 이에 따라 약한 유대관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적 비교의 기회를 

높이고(Helgeson & Gottlieb, 2000),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Park, Adelman, & Albrecht, 1987).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약한 관계로 맺어진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암 환자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지를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검증하기 시작했다.  

 

2)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지지 효과 

                                   
10그래노베터(Granovetter, 1973)는 사회 연결망에서 약한 관계(weak tie)의 강점을 강

조하였는데, 이는 약한 관계에서 높은 정보 전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5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확장되어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SNS를 통해 

기존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의 정보를 소비하고 공유하는 

상호작용의 경우 사회적 지지감을 증가시킨다(예: Kim, LaRose, & 

Peng, 2009; Willams & Gahlliher, 2006). 또한,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게 

되는데(조윤경, 백영민, 김반야, 2014),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SNS 

상의 친구가 많을수록 지지적 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이는 다시 

정서적 지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Oh, Ozkaya, & LaRose, 

2014)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이용이 사회적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온라인 상에서의 사회적 지지 효과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이용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게시글을 작성하는 글쓰기 집단에게서 

게시글을 읽기만 하는 읽기 집단보다 정서적 지지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Setoyama, Yamazaki, & Namayama, 2011), 글쓰기 

집단에게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만족도나 심리적 안녕과 같은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Uden-Kraan, Drossaert, Taal, Seydel, 

& de Laar, 2008). 이러한 연구결과가 함의하는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단순히 타인의 글을 읽는 소비 행동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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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노출하고 댓글을 다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느끼게 

되어 사회적 지지 획득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적 

지지 획득 관련 연구들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신의 암 경험을 

공유하는 건설적 이야기 장으로 활용한 경우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여 

정신적 건강 상태가 증진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Shaw et al., 2006), 

이는 유방암 환자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다(Lieberman, 2007; Liberman & Goldstein, 2005, 2006). 또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적 지지 

효과에 대한 37편의 논문을 검토한 메타 연구 결과 역시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적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Hong, Pena-Purcell, & Ory, 

2011).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재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레인스와 영(Rains & Young, 2009)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고, 참여자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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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진과의 이메일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 경우 환자들에게서 

혈당 조절이 향상되는(Turner et al., 2013) 등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영향은 꾸준히 검증되고 있다(예: Oh & Lee, 2012; 

Wright & Rains, 2013). 

이와 더불어 온라인 상에서 환자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지지와 

건강 상의 효과를 검증한 CHESS(The Comprehensive Health 

Enhancement Support System) 프로그램11을 활용한 연구결과들 역시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건강 상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을 

검증하면서, 온라인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존재함을 설명해주고 있다. CHESS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에 

따라 참가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는 증가하고, 부정적 감정은 

줄어들었으며, 우울감이 감소하였다(Gustafson et al., 2001, 2005; Han 

et al., 2008; Shaw et al, 2006, 2007).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을 노출하고, 사회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스트레스가 감소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CHESS 프로그램 

                                   
11CHESS(The Comprehensive Health Enhancement Support System)는 컴퓨터 기반의 

e헬스(e-helath) 시스템으로,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정보 전달, 모니터링, 사

회적 지지, 치료를 위한 지침 준수 전략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

고 있는데, CHESS 기반의 질병 관리가 효과적임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예: 

Gustafson et al., 2005, Gustafson et al., 200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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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정도에 따라 글쓰기 집단과 읽기 집단, 비이용자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비교해 본 결과 

게시글을 작성하는 글쓰기 집단에 비해 게시글을 읽기만 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집단에게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Han et al., 2012). 이는 면대면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 즉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게시글을 쓰거나 댓글을 다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오프라인 상에서의 부족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려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실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환자들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댓글을 통해 어떻게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 

 

1) 온라인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사회적 지지는 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지지감(perceived 

social support)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시글과 댓글 등의 메시지 

내용을 통해 실제 어떠한 사회적 지지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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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진다.  

앞서 언급했던 CHESS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지지를 비롯한 

건강 증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CHESS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게시글들을 대상으로 언어심리학적 분석을 

위해 특정 언어 사용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은 언어 사용을 통해 

어떠한 사회적 지지가 드러났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예: Keating, 2013; Lieberman & Goldstein, 2006; Rains, 2015; 

Shaw, Hawkins, McTavish, Pingree, & Gustafson, 2006). 이들 

연구들은 공감이나 연민, 격려와 확신 등의 단어 사용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표현하는 게시글을 구분하였는데(예: Kim, Han, Moon, Shaw, 

Shah, McTavish, & Gustafson, 2012; Yoo, Chih, Kwon, Yang, Cho, 

McLaughlin et al., 2013; Yoo, Namkoong, Choi, Shah, Tsang, Hog et 

al., 2014), 그 결과 CHESS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을 많이 작성하였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를 분석한 연구(예: 

Chuang & Yang, 2012; Eichhorn, 2008; Gooden & Winefield, 2007; 

Wang, Kraut, & Levine, 2012)들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사회적 지지감이 아닌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 

지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주관적 판단이 아닌 실제 드러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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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분석한 41편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연구(Rains, 

Peterson, & Wright, 2015)에 따르면, 많은 연구들에서 게시글을 통해 

공통적으로 드러난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크게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Eichhorn, 2008; Ginossar, 2008; 

Keaing, 2013). 이때 정보적 지지는 치료와 관련한 질의 응답이나 

질병과 관련한 증상, 치료 후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비롯해 

개인의 질병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이나 충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서적 지지는 이해와 공감, 격려, 기도, 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예: 

Chen, 2012; Chuang & Yang, 2012; Eichhorn, 2008; Gooden & 

Winefield, 2007; Hoybye, Johansen, & Tjornhoj-Thomsen, 2005). 

이러한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들은 환자들에게 

지도 편달을 해 주며, 위안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Rains, Peterson, 

& Wright, 2015).  

이 중에서도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이 전반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이를 다시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Buis, 2007; Gooden & Winefield, 2007). 정보적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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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게시글의 비중이 정서적 게시글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1차적인 목표가 정보의 공유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정서적 지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며, 오프라인에서 미쳐 얻지 못하는 정서적 

지지를 온라인에서 얻고자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환자들은 

게시글에서 자신이 느꼈던 경험을 공유하거나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공감이나 위로 등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Eichhorn, 2008; Rains & Keating, 

2011).  

 

2)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 내용 분석은 실제로 게시글 작성자가 

어떠한 사회적 지지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게시글 작성자가 게시글에서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경우, 댓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로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블로그의 게시글과 댓글을 분석한 레인스와 키팅의 연구(Rai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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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ting, 2011)에 따르면 게시글 작성 빈도가 높고, 한 개 이상의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비율이 클수록 블로그 이용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누구나 게시글을 쓰고 댓글을 달 수 있는 형태의 

포럼에서는 정보적 지지가 더 많이 나타나고, 블로그처럼 이용자 

본인이 게시글을 작성하고 타인이 댓글을 다는 저널이나 타인이 

작성하고 댓글을 달 수 없는 방명록과 비슷한 노트의 경우 정서적 

지지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Chuang & Yang, 2012). 이를 통해 

게시판의 성격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다르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블로그처럼 타인의 댓글을 통해 나와 약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거나 방명록처럼 나에 대한 타인의 관심이 

드러나는 경우 정서적 지지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서적 

지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게시글에 나타난 사회적 지지를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해 분석한 

왕과 크라우트, 레빈(Wang, Kraut, & Levine, 2012)의 연구 결과는 

게시글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노출할수록 커뮤니티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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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커뮤니티 내의 관계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에서처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한 또 다른 연구(Qiu et al., 2011)에서는 

게시글 작성자가 자기 게시글이 댓글(자기 댓글)을 많이 달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댓글이 많을수록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였는데, 이때 게시글에 타인이 단 댓글이 긍정적일수록 게시글 

작성자는 처음 게시글에서 드러냈던 자신의 정서 상태와 상관없이 

댓글에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표현하여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때 게시글 작성자가 자기 댓글을 통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긍정적인 정서 표현은 증가하였는데, 

댓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너무 짧은 경우에는 게시글 작성자의 

긍정적 정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에는 댓글의 갯수 못지 않게 댓글의 길이가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실제로 게시글과 댓글에서 어떠한 사회적 지지가 요청되고 

제공되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관심은 여기서 시작된다.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게시글에서 자신을 노출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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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때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환자들이 중심이 

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동안 환자와 의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사회적 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환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던 로터의 대화분석 

시스템(Roter Interaction Analysis System)을 통해 분석이 가능해진다.  

로터(Roter, 1997)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대화를 분석하기 위한 

상호작용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환자와 의사 사이의 대화 내용을 

크게 정서적 대화와 과업 중심적 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때, 

정서적 대화는 염려와 안심, 격력, 공감, 칭찬 등 사회적 지지의 유형 

중 정서적 지지의 유형과 유사하며, 과업 중심 대화는 의학적 상태, 

처방 및 치료에 대한 정보, 생활 습관 등 사회적 지지 유형 중 정보적 

지지의 유형과 흡사하다. 이에 따라 환자들 사이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로터대화분석 

시스템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Roter & Lars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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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가져오는 건강 상의 효과를 

자기노출적인 측면과 사회적 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보다 사회적 시선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자기노출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기노출은 외상 경험을 직면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재구조화 

하거나, 정서적 대응을 통해 심리적 안녕을 꾀하는 내적 기제 외에도 

자기노출을 통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관계 형성과 유지는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상의 면대면 상황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온라인 공간은 

익명성을 보장하며, 면대면 커뮤니케이션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접할 수 있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공간이다. 게다가 면대면 

상황과는 달리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며,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약한 연결 관계라 하더라도 이들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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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자기노출에 대한 긍정적 반응들은 자존감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자존감 형성은 다시 삶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들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적 

반응을 통해 나타난다(Valkenburg et al., 2006). 구체적으로 게시글과 

댓글이라는 메시지의 주고받음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상호호혜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 주고 받은 메시지인 

글쓰기를 분석하면 어떠한 사회적 지지가 교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오프라인에서보다 더 많은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얻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박유진, 김재휘, 2005).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서도 유방암 환자들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의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동일한 

질병을 경험함으로써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 및 

심리 상태를 노출함으로써 관계를 맺게 되는 공간이고, 이곳에서 

환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분담하는 등의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된다. 

특히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국내 유방암 환자들의 경우 40대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 암과 함께 살아가는 기간이 길고, 유방암의 특성 

상 여성성의 상실이 동반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여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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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심리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실제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이 자신을 노출하는 행위를 통해 어떠한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에 따라 이용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감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게시글 작성의 측면에서 

온라인 커뮤니테이션 이용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 및 건강 

증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오프라인 공간에서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온라인 공간 

역시 단순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이용이 아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어떻게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온라인 상에서의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라는 타인의 반응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게시글의 

측면에서만 살펴보았을 뿐,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 측면까지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실제로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들(예: Qiu et al., 2011; Wang, Kraut, & Levine, 2012) 역시 

기계학습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보았을 뿐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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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봄으로써 게시글에서 자신을 

노출하고, 이러한 자기노출이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메시지의 교환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것이다. 이를 모형으로 도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환자들이 자신을 노출함으로써 

어떻게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지를 게시글을 통한 자기노출과 그에 

따른 주변의 상호작용인 댓글을 분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림 2]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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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게시글을 통한 자기노출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 측면에서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을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회적 지지가 요청되고 제공되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환자들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파악하여 향후 실제 환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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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제1절 연구문제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게시글을 통해 자신을 노출함으로써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는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또한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방암 

환자들이 어떻게 부족한 정보적, 정서적 지원을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온라인에서 자신을 노출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유방암 환자들에게 다양한 건강 증진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암 환자들은 암이라는 예기치 못한 고통을 직면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천형과도 같은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의료진들과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접촉 및 소통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고, 가족들의 경우 실제 환자 

본인이 느끼는 고통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환우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온라인 커뮤니티는 선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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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우들이 진단과 치료, 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과 치료 

과정을 공유하면서 정보를 나누고, 정서를 교환하는 등의 사회적 

지지를 쉽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획득한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자기노출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암 중에서도 유방암은 국내에서 암 발생 시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10년 정도 빠르게 나타나, 환자들이 암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게 되어 심리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치료 과정에서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암 환자라는 낙인이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유방 절제에 따른 여성성 

상실을 겪게 되면서 다른 암 환자들에 비해 더 큰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보다 많은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 획득을 위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관계 

형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노출이다(Collins & Miller, 1994; Tardy & Dindia, 1997). 

기본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나아가 정서 상태를 드러내게 되는 

자기노출은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기노출은 글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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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나타나는데, 글쓰기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심리적 안녕을 가져다 준다. 또한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수록 조회수나 댓글 수가 증가하는 상호작용이 나타났다는 기존 

연구(이세진, 이정교, 2012)와 게시글에서 자기노출이 많아지는 경우 

답글 12 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자기노출이 증가한다는 바락과 글룩-

오프리(Barak & Gluck-Ofri, 2007)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자기노출의 정도에 따라 상호작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게시글을 통해 자신을 노출하는 

행위가 게시글 작성자와 타인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이끌어 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기노출에 따른 상호작용 정도를 알아보는 

<연구문제 1>을 설정하였다.  

흔히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활동은 게시글을 읽고, 댓글을 

달고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온라인 활동을 게시글 작성자와 게시글을 읽는 사람으로 나누어 

살펴본 경우는 있었으나(Han, Kim, Yoon, Shim, McTavish, & 

                                   
12초기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게시글에 대한 상호작용이 게시글과 동일한 주제에 대해 

응답하는 경우 새로운 글을 작성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이를 답글이라고 한다. 하지

만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선으로 최근에는 게시글에 대한 응답을 새로운 게시글인 답

글의 형태로 작성하기 보다 기존 게시글 내에 댓글(comment)의 형태로 상호작용이 나

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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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tafson, 2012; Setoyama, Yamazaki, & Namayama, 2011; van 

Uden-Kraan, Drossaert, Taal, Seydel, & van de Laar, 2008), 이들 

중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까지 분석한 경우는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한 연구(예: Qiu et al, 2011; Wang, Kraut, & Levine, 2012)를 

제외하면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내용분석을 진행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 구성상 읽기와 쓰기가 병행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상호작용 역시 읽기를 통해 

나타나는 소극적 상호작용과 쓰기를 통해 나타나는 적극적 

상호작용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게시글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게시글을 이용자들이 얼마나 읽었는지라는 소극적 

상호작용 측면과 댓글 작성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글을 작성한 게시자는 글을 읽고 

타인이 남긴 댓글을 통해 반응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다시 댓글을 통해 게시하기도 하며,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 

타인이 얼마만큼 읽었느냐를 통해 자신의 게시글에 대한 인기를 

예측하기도 한다. 온라인 게시글의 조회수와 댓글 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참여 정도와 상호작용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변인들이다(예: 김은미, 이준웅, 2006; 안명규, 

류정호, 2007; 윤영철, 송현진, 강기호, 박민아, 2010; 이세진, 이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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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여기에 덧붙여 기존 연구(Qiu et al., 2011)에서 기계학습 방법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한 결과 댓글 수가 많아지면 긍정적 정서 

표현이 많아지는 반면, 댓글의 길이가 너무 짧을 경우 게시자의 정서 

표현이 거의 없거나, 댓글의 길이에 따라 이슈에 대한 참여의 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천명기, 2009)는 연구 결과에서 착안하여, 댓글  수 

외에도 댓글 길이 역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하나의 변인으로 삼아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단답형이나 짧은 인사 등의 

댓글이 아니라 두 줄 이상의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에 대한 

그만큼의 애정과 몰입이 있어야 하므로, 댓글의 길이 역시 상호작용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 하겠다.  

 

연구문제 1. 게시글에서의 자기노출에 따라 상호작용의 

정도(조회수, 댓글수와 댓글의 길이)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연구는 자기노출의 정도를 심리언어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던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자기노출과 관련한 어휘 사용 빈도와 자신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자기노출로 정의하고 자기노출의 

증가에 따른 상호작용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심리학적 측면에서 자기노출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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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인지적 어휘의 사용과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어휘의 사용이 건강 증진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었다(Shaw et al., 2006; Shim, Cappella, Han, 2011). 이는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내적으로 

인지적 재구조화를 거치고 외적으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강 증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자기 노출이 일정 수준 상호작용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게시글에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게시글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 시키기 위한 상호작용인 

댓글이 활발하게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정서적인 변화를 경험하거나 

심리사회적 안정을 꾀하게 된다는기존 연구 결과(Lieberman & 

Goldstein, 2006; Qiu et al., 2011)를 바탕으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한 

어휘 사용이 증가할수록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자기노출 중 하나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노출이다. 이에 따라 게시글에서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의 사용을 

통해 질병에 대한 노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의 연구 

가설 1-1과 1-2, 1-3을 설정하였다.  

 

1-1. 게시글에서 인지적 어휘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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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조회수, 댓글수, 댓글 길이)은 활발해질 것이다.  

1-2. 게시글에서 부정적 어휘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상호작용(조회수, 댓글수, 댓글 길이)은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1-3. 게시글에서 질병 관련 어휘 사용이 증가할수록 

상호작용(조회수, 댓글수, 댓글 길이)은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등장하는 사진을 게시물에 첨부함으로써 

자신을 노출하는 행위가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오프라인 공간에 비해 다른 단서가 부족한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이 등장하는 이미지를 노출함으로써 면대면 상황과 

유사하게 만들어주어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미지를 통해 호감도를 높이는 등의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김아름 외, 2011; 김인희, 심민선, 2014; Wang et al., 

2010) . 이를 토대로 자신이 등장하는 이미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한다고 판단하고 연구가설 1-4를 

설정하였다.  

 

1-4. 게시글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노출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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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조회수, 댓글수와 댓글 길이)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 2에서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에 따른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게시글의 내용분석을 통해 게시글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예: Chen, 2012; Chuang & 

Yang, 2012; Eichhorn, 2008; Gooden & Winefield, 2007; Hoybye, 

Johansen,& Tjornhoj-Thomsen, 2005), 공통적으로 온라인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는 크게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두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또한 게시글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노출할수록 커뮤니티 활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Wang, Kraut, & Levine, 2012).  

또한. 사회적 지지 유형 중에서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적 지지를 

획득하고 있었으며(Buis, 2007; Eichhorn, 2008; Gooden & Winefield, 

2007), 게시글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표현하는 경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게시글 쓰기, 댓글 달기, 읽기 등)이 증가한다는 

결과(Eichhorn, 2008; Wang, Kraut, & Levine, 2012)는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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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회적 지지 유형 중에서는 정보적 지지가 더 많이 

나타나지만,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은 정서적 지지의 게시글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문제 2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2.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 유형과 그에 따른 

상호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연구문제 2-1>에서는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는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로 나눠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게시글은 다시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과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로 나눠볼 수 있다(Eichhorn, 2008; Gooden & 

Winefield, 2007). 이에 따라 <연구문제 2-1>에서는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1.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무엇인가? 

 

한편,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한 

연구에서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조회수가 높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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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자의 유방암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고, 게시글에 달린 댓글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Kim et al., 

2012; Rains & Keating, 2011; Wang, Kraut, & Levine, 2012)은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정서적 지지를 드러내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작성자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Eichhorn, 2008; Wang, Kraut, & Levine, 2012) 

역시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의 상호작용이 활발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에 대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2-2.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상호작용(조회수, 

댓글 수, 댓글 길이)이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게시글에서의 정서 노출에 따라 댓글의 상호작용이 다르게 

나타나며, 댓글을 통해 게시글에 대한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면 

게시글 작성자의 초기 부정적 정서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밝혀냈다(Qiu et al., 2011). 여기서 댓글을 통한 긍정적 정서의 노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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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자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 획득의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댓글을 통한 정서적 지지를 획득하게 되면, 기존의 부정적 정서가 이를 

상쇄하여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댓글을 통해 

게시글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지지가 충족된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실제 게시글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의 

요청이 댓글을 통해 어떻게 충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은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을 

분석한 로터의 대화분석 시스템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환자들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었다는 독특한 특성과 함께 다양한 행위들과 

맥락, 순서적인 흐름 등을 반영하여 각기 다른 수준에서 정보가 

이동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의학적 상황에 대한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로터의 대화분석 

체계가 이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로터의 대화분석 

체계는 의학적 만남에서부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대화의 내용과 그 

맥락이 반영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의 흐름과 과정을 따라 

분석할 수 있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분석체계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김은정, 2010; Roter & Larson, 2002). 로터의 대화분석 

체계는 환자들의 대화를 크게 질병 상태와 치료 등의 정보에 대한 

과업 중심적 대화와 환자가 겪게 되는 긍정적, 부정적 심리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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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는 정서적 대화로 구분한다. 이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내용분석했던 구덴과 와인필드의 

연구결과에서 정보적 지지가 질병과 관련된 사실이나 질병 및 치료에 

따른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정서적 지지는 질병에 대한 대응과 돌봄,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로터의 대화분석에서 과업 중심적 대화가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고 

정서적 대화가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적용시켜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지지의 요청에 대해 댓글에서 

나타나는 지지의 제공 측면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게시글에서 

원하는 사회적 지지가 댓글을 통해 충족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 3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댓글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위의 연구문제들을 모형으로 표현해보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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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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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의모집 

 
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분석하기 위한 이 

연구는 초기 연구 계획 단계에서는 공개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여 컴퓨터 크로울링(crawl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분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대부분 포탈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보니,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몇 차례의 

온라인을 통한 대량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발생 이후 온라인 상에 

공개된 내용이라도 작성자의 허락 없이 기계적으로 자동 수집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온라인 

상의 글들을 크로울링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온라인 상에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13 

                                   
13초기 이 연구는 분석대상 텍스트를 코더(coder)를 사용해 수동으로 분석하지 않고 

컴퓨터의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단어 또는 문장 단위의 의미구조

를 파악하는 컴퓨터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고자 계획되었다. 이러한 컴퓨터 내용분석 

기법을 적용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영어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이를 한국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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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환자 개개인의 병적 기록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온라인 상에 올라온 글은 커뮤니티 회원 개개인의 정보로 볼 수 

있다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측의 해석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참여자들을 모집하게 

되었다(승인 번호 IRB No. 1405/001-004, 2014년 5월 9일). 

이에 따라 연구자가 국내 대형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검색하여 회원 가입을 

진행하였는데, 환자 본인의 병적 기록(치료 받은 병원 등)을 넣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는 커뮤니티들을 제외하고, 환자 가족의 회원 

가입을 승인해 주는 곳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커뮤니티 

운영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대상 커뮤니티는 회원 

수 2만 명 이상, 하루 게시글 수 50개 이상의 활동이 활발한 커뮤니티 

                                                                                  
적용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컴퓨터 내용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언어 사용 패

턴과 유방암 환자의 언어 사용 패턴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컴퓨터 내용분석 기법

이 기존의 수동으로 행해지던 내용분석 방법에 비해 갖게 되는 이점은 텍스트 샘플로

부터 객관적이고 신속한 언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프로그램을 통해 텍

스트 자체를 데이터로 삼아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연구자가 미리 텍스트를 읽을 

필요도, 코더들 사이에 미리 규칙을 정해둘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Groom & 

Pennebaker, 2002). 하지만 컴퓨터 내용분석 방법은 기계적 산출로 인해 텍스트가 지

니고 있는 맥락이나 반어적 표현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한계 또한 지니고 있는데

(Slatcher et al., 2007), 이는 분석 대상인 텍스트의 양을 늘림으로써 어느 정도 정확도

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내용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픈 소스로 공개된 게시판에

서 크롤링(crawling)기법을 사용하여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분석 

대상인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의 경우 로봇을 통해 자동으로 게시글을 크롤링 해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처음 계획했던 다량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컴퓨터 내

용분석 기법을 적용해 보려했던 시도는 접을 수밖에 없었고, 게시글 수집을 위해 각 

커뮤니티마다 양해를 구하고 게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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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대상이 된 커뮤니티는 포털서비스‘다음’의 

<암과 싸우는 사람들>과 <유방암 success café>, 네이버의 <아름다운 

동행>, <유방암 이야기> 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의 협조를 구해 온라인 상에서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URL(http://googl/forms/78JFP7cIU1) 링크를 걸어줌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가입 회원수가 많은 대형 

커뮤니티일수록 그 안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 연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회원을 대상으로 전체 메일을 보낸다던가 하는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는 것에 대한 허락은 구하였다. 네 개의 

커뮤니티 중 두 개의 커뮤니티에서 연구 참여 게시글을 공지글로 

노출시켜주었다. 하지만 이들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연구 참여 독려를 

위해 회원들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여 연구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온라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주제, 참여자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었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와 함께 자신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름과 아이디, 암의 진행 상태(cancer stage)와 

연령에 대한 간단한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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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구의 대상이 암 환자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고, 

면대면 상황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다 

보니, 연구 참여자의 모집에 한계가 있어 많은 표본을 구할 수가 

없었다. 

각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부터 사전 양해 하에 게시판을 

통해 연구 참여자 모집 글을 게시하였으나, 참여가 저조하여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추가 신청을 통해 접수한 결과, 최종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 수는 42명이었다. 이 중 환자 본인이 아닌 환자 

가족인 경우가 3명이어서, 이들을 제외한 최종 참여자 수는 

39명이었다. 이들은 네이버의 <아름다운 동행>과 <유방암 이야기> 

카페의 회원들이었는데, <아름다운 동행>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회원이 4명, <유방암 이야기>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회원이 35명 

이었다.14 

두 카페의 경우 모두 암 환자들의 정보 및 정서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운영 방침이 다르고, 커뮤니티의 활동 정도가 

달라 이 연구에서는 <유방암 이야기>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회원 

35명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35명 중 

                                   
14연구 참여에 동의한 35명 외에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그 이후에도 두 달 간

격으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 참여와 관련한 공지글을 부탁하고 추가 모집을 진

행하였으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이다보니 병원과 같은 기관의 협조가 없

는 상태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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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은 연구 참여에는 동의하였으나 게시글이나 댓글 활동이 없고, 

가입 후 글만 읽는 상황이어서 게시글과 댓글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이 연구에는 맞지 않아 배제하여 최종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34명이었다.  

 

2. 주요 변인의 설정 

  

이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에서 나타난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가 상호작용을 얼마나 이끌어 내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 상호작용의 정도를 

주요 변수로 살펴 보았다. 

 

1) 자기노출(self-disclosure)을 나타내는 어휘의 사용 

앞에서 우린 자기노출이 언어적 형태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김세진, 김교헌, 2005; 

Smyth &Pennebaker, 1999). 특히 언어심리학(psycho-linguistic) 

분야에서 이러한 자기노출은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특정 표현이나 

어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어휘의 사용 빈도를 통해 자기노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글쓰기를 통해 구축된 

말뭉치에서 자기를 노출한 어휘들이 어느 정도 빈도와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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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는지를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기존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LIWC(Linguisic 

Inquiry and Word Count) 프로그램이다.  

LIW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글쓰기를 통한 자기노출이 가져오는 

건강 증진의 효과를 검증한 기존 연구에서는 자기노출 항목을 

인지적이고 통찰적인 어휘 사용과 부정적 정서의 노출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유방암 환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에서 

인지적이고 통찰적 어휘 사용과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 사용을 

통해 자기노출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 때, 각 게시글에서 사용된 자기노출과 관련한 어휘 사용 정도는 

영어를 기반으로 한 LIWC 프로그램을 한국어에 적용시킨 K-

LIWC15를 통해분석하였다.  

 

(1) 인지적, 통찰적과정을 나타내는 어휘 

인지적 어휘 사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LIWC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존 연구(Shaw et al., 2006, Shim, Cappella, & Han, 2011)에서 밝혀진 

바 있다. LIWC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에 인지적, 통찰적 어휘에 

해당하는 사전을 구축하고, 해당 말뭉치에서 이들 단어가 어느 정도 

                                   
15 K-LIWC 프로그램은 웹페이지(http://k-liwc.ajou.ac.kr/)에서 바로 구현이 가능하

며, 이를 통한 분석 방법은 4. 내용분석 코딩 방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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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와 확률로 사용되었는지를 결과로 도출해 준다. K-LIWC 역시 

LIWC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대상으로 기존에 인지적, 통찰적 과정을 

나타내는 어휘 사전을 구축하고, 해당 말뭉치에서 이들 사전에 

해당하는 어휘가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를계산해준다. K-LIWC에서는 

인지적, 통찰적 과정을 크게 6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6개의 하위 범주와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어휘는 다음과 

같다16.  

 

<표 1> K-LIWC의 인지적, 통찰적 과정을 나타내는 어휘의 예 

인지적 과정 대표적 어휘 

원인 원인, 영향, 가정, 이유, 반응 

사고 알다, 생각, 분석, 의식, 깨닫다 

기대 기대, 가능, 소원, 빌다  

제한 억제, 의무, 조정, 필요, 방지 

추측 어느, 거의, 궁금, ~듯하다 

확신 물론, 그렇다, 결정, 적용, 신뢰, 믿다 

 

 

(2) 정서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게시글에 나타난 정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K-

LIWC에서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16K-LIWC의 변인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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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의 사용 빈도를 계산한다. K-LIWC에서 정서적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긍정적 정서의 단어와 부정적 정서의 단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긍정 단어에는 ‘따뜻하-, 고맙, 희망, 소원, 소중, 맛있-, 

축하, 좋아, 최고’ 등이 있고, 부정 단어에는 ‘괴롭-, 무섭-, 미워-, 

아프-, 서럽-, 서운, 심란, 짜증, 화’ 등이 있다.17 

 

<표 2> K-LIWC의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의 예 

긍정적 정서 대표적 어휘 

긍정적 느낌 즐거움, 사랑, 행복 

낙천성 또는 활동성 승리, 응원, 자랑, 파이팅 

 

<표 3> K-LIWC의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의 예 

부정적 정서 대표적 어휘 

불안 두려움, 걱정, 당황, 무서움 

화 미움, 싫음, 불쾌,  

아픔 고통, 아픔, 괴로움, 통증 

슬픔 또는 우울 울음, 슬픔, 애처로움, 우울함, 힘듦 

 

(3) 질병 및 신체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연구 대상자들이 유방암에 걸린 환자들이기 

                                   
17K-LIWC의 구체적 변인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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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에 대한 노출과 신체 상태에 대한 노출이 

타인으로부터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보고, 질병과 신체 

상태에 대한 어휘 사용 역시 자기노출에 포함시켜 살펴보기로 

하였다.K-LIWC의 심리학적 변인 항목 중에는 신체적 상태와 기능에 

대한 변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몸 상태와 증상, 식사, 수면 

등에 해당하는 어휘의 사용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18 

 

<표 4> K-LIWC의 신체적 상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어휘의 예 

신체적 상태와 기능 대표적 어휘 

몸 상태와 증상 몸, 심장, 머리 

식사 & 음주 & 

다이어트 
마시다, 먹다, 체중감량, 다이어트 

수면 & 꿈 자다, 잠, 수면 

 

또한 이 연구에서는 K-LIWC의 신체적 상태와 기능에 해당하는 

어휘와 더불어 연구 대상인 말뭉치가 유방암 환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기에 암 환자들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질병 관련 어휘를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기존 암 환자들의 투병 수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달숙, 박아현, 강남준, 2014)에서 나온 투병 관련 

어휘 목록과 더불어 연구자가 이 연구의 대상인 유방암 환자들의 

                                   
18K-LIWC의 구체적 변인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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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을 읽어 나가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휘들을 모아 사전을 구축하여 K-LIWC의 결과와 합산하여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 빈도를 측정하였다.  

암 환자들의 투병 수기를 분석했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들의 

글쓰기에서는 ‘암’, ‘수술’, ‘치료’, ‘검사’, ‘병원’, ‘의사’ 등의 단어가 

일반인들의 어휘 사용에 비해 10배 이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질병 

및 치료 관련 어휘의 사용이 매우 빈번함을 확인할 수 있다(김달숙, 

박아현, 강남준, 2014). 

 

<표 5> 질병 관련 주요 어휘 정보 

질병 관련 어휘 

진단 검사, 결과, 암, 유방암 

치료 

항암, 수술, 전절제, 부분절제, 방사선, 

치료, 삼중음성, 호르몬, 타목, 표적, 탁솔, 

졸라덱스, 막항, 림프 

관리 검진, 재발, 전이 

병원 
병원, 진료, 교수, 선생님, 주치의, 입원, 

퇴원, 주사  

 

이에 따라 암 환자들의 투병 수기 연구에서 등장한 질병 관련 

어휘와 함께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유방암 관련 

어휘들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전 구축이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나 이 연구의 경우 컴퓨터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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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적인 방법으로 어휘 분포의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추가적인 검증은 진행하지 못한 채 

기존 연구에서 주로 등장한 어휘와 유방암 치료 방법과 관련한 

어휘들을 추가하였다. 질병 관련 주요 어휘들은 <표 5>와 같다.  

 

(4) 자기 이미지의 사용 

기존 연구에서는 글쓰기에서의 자기노출을 사용된 어휘로만 

살펴보았다. 하지만, 오늘날 온라인 상에서의 글쓰기는 단순히 텍스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를 첨부함으로 인해 자신의 상태를 보다 

직접적으로노출한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이 활발해 지면서 게시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것 역시 자연스러워진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 역시 자기노출의 하위 

차원으로 포함시켜 살펴보기로 하였다.  

실제로 게시글에 텍스트만이 아닌 이미지를 포함시킨 경우, 자신이 

등장하는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게시글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신의 등장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자신이 등장한 경우는 셀카의 형태로 게시글 작성자가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와 게시글 작성자가 타인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게시글 작성자가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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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노출로 간주하였다.  

 

2) 사회적 지지 

자기노출과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역시 주요한 

변인으로 삼아 각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로 나누었다(예: Chuang & Yang, 

2012; Eichhorn, 2008; Gooden & Winefield, 2007; van Uden-Kraan, 

Drossaert, Taal, Seydel, & van de Laar, 2008; Yoo et al., 2014).  

각각의 연구들마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바라보는 차원이 

다양하였으나, 기존 연구들에서 등장하는 사회적 지지의 공통된 유형이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임을 확인하고,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정보적 지지는 질병에 대한 증상, 치료 방법과 치료 후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개인의 질병 경험 공유와 더불어 조언과 충고, 

외부 정보 소스의 공유 등을 포함하며, 정서적 지지의 경우 이해와 

공감, 격려, 기도, 관계를 나타내거나 축하와 우울처럼 직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Gooden & Winefield, 2007).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세부 항목은 내용분석 

코딩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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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작용의 정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의 작성에 따른 게시자와 타인의 

상호작용은 크게 읽기와 쓰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게시글을 

‘눈으로 읽는’ 행위는 ‘댓글을 쓰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에 비해 

소극적인 행태로 볼 수 있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을 읽기만 하는 사람들과 게시글을 작성하는 사람들로 나누어 

살펴보았던 점을 고려하여 소극적인 상호작용으로 조회수를 측정하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댓글 수를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댓글의 길이 

또한 댓글 작성자가 얼마나 게시글 작성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단하여 댓글의 길이 역시 상호작용의 

정도에 포함시켰으며, 이때 댓글의 길이는 글자수로 측정하였다.  

 

3. 내용 분석 방법 

 

1) 에믹(emic)적 접근과 에틱(etic)적 접근 

에믹과 에틱은 원래 언어학에서 민속지학적인 관점(ethnographic 

perspective)으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방법(Pike, 1967, pp. 

37~40)으로, 에믹은 지역 주민의 언어로 그 지역의 문화와 사회상을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기술하며, 에틱은 일반론적이고 외부자적인 

기준으로 그 지역의 문화와 사회상을 기술하려는 방법이다(김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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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p.62). 에믹(emic)과 에틱(etic)은 전통적인 언어학의 

Phonemic(음소)과Phonetic(음성)이란 단어에서 Phon(음)을 제거하여 

만들어진 말로, 이러한 구분은 인문 과학에서의 객관성과 주관성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에틱적 관점은 

객관적이라는 것과 다르며, 마찬가지로 에믹적 관점이 주관적이라는 

것과도 같이 않다. 에틱적 현상이나 에믹적 현상 모두 객관적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주관적일 수 있다(마빈 해리스, 유명기 옮김, 1996, 

pp. 50~72).에믹 관점은 한 사회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의 발견에 

중점을 두며, 에틱 관점은 분석가에 의해 그 구조를 만드는 차이를 

보인다.  

인간이 주고 받는 언어 메시지인 담화 행위 역시 에믹적 접근은 

물론, 에틱적 접근도 가능하다. 담화 행위에서 에틱적 차원은 인간 

발화의 관습적, 또는 부호적(code) 의미를 가리키고, 에믹적 차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각자 받아들이는 발화의 심리적 의미를 

가리킨다.  

파이크는 에틱 방법을 인간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2차적인 방법이라 

보았고, 에믹 방법을 3차원적인 방법으로 보았다. 또한 에믹과 에틱은 

이분법적인 자료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료를 두 가지 

관점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Pike, 1967, p.41; 김남조, 20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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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에틱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분석하고, 에믹 방법을 이용하여 각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의 내용과 관계를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에틱 방법을 사용하여 게시글에 나타난 자기노출은 K-LIWC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고, 사회적 지지의 경우 RIAS(Roter Interaction 

Analysis System)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에틱적 분석 결과에 

대해 에믹적 방법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각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과 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2) 게시글과 댓글의 코딩  

자료 분석을 위해 온라인으로 동의한 연구 참여자 34명이 <유방암 

이야기>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한 활동 내역을 수집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들의 아이디를 검색하여 2015년 2월 

28일까지 작성한 게시글과 댓글 수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각각의 

게시글에 달린 댓글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각 

참여자가 작성한 게시글들을 개별로 수집하고, 게시글에 달린 댓글 

역시 각각 수집하였다.  

 



 98  

 

[그림 4] 게시글과 댓글, 자기 댓글의 예 

 

(1) 게시글 

네이버의 <유방암 이야기> 카페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회원들의 

아이디를 검색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유방암 이야기> 카페에 가입한 

이후 등록한 모든 게시글들을 수집하였다.  

네이버 카페의 경우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아이디가 아닌 카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닉네임의 경우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기에 연구 참여에 동의한 회원들의 네이버 아이디를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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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아이디로 작성한 게시글들을 수집하였다.  

34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은 연구 참여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 시점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작성한 게시글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2015년 2월 28일까지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은 총 759개였으나, 그 중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어 등록된 경우 

1건과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삭제되어 버린 5건을 제외하고, 이 

연구에서는 총 753개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해 753개의 게시글에 대해 게시글 작성자의 

아이디(ID)와 작성 날짜, 게시글에 달린 댓글 수와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게시글의 내용 역시 엑셀 파일로 옮겨왔다. 게시글 

작성자이 ID의 경우, 개인 정보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숫자를 

부여하였다. 

 

(2) 조회수 

게시글의 조회수는 게시글을 한 번 클릭할 때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게 되지만, 최근 글이 상단에 올라오는 게시판의 특성 상 일정 

시간이 흐르게 되면 조회수의 변동이 크지 않는 안정된 상태를 띄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게시글을 수집한 첫 날인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각 게시글의 조회수를 먼저 코딩하여 동일한 기준에서 

게시글의 조회수를 확보하였다.  



 100  

 

(3) 댓글 

연구 참여자 34명이 작성한 753개의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 역시 

댓글의 유형과 작성자, 작성 날짜를 확인하였다. 이 때, 댓글의 유형에 

따라 댓글인지 댓글에 대한 재댓글인지를 구분하였다. 또한 댓글의 

작성자는 따로 아이디를 명시하여 구분해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원 

게시글 작성자가 댓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자기 댓글이라고 따로 

구분하였다.  

[그림 4]를 통해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아이디 ji****이 작성한 

게시글 ‘항암 후 얼굴 열 오르는 현상’ 이라는 게시글에는 총 댓글이 

19개가 달려있다. 현재 [그림 1]에서는 총 4개의 댓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에서부터 두 번째 댓글이 원 게시글 작성자인 ji****가 

아이디 d*****의 댓글에 재댓글의 형태로 단 댓글이고, 네 번째 

댓글이 원 게시글글 작성자가 작성한 댓글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처럼 게시글 작성자가 작성한 두 번째 댓글과 네 번째 댓글을 

자기 댓글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또한 댓글의 작성 일자를 확인하고, 각각의 댓글 내용 역시 엑셀 

파일로 옮겨와 코딩하였으며, 댓글의 조회수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따로 

코딩하지 않았다.  

댓글의 길이는 각 댓글의 글자 수를 세어 측정하였는데, 텍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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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사용된 이모티콘(예: ^^, ^^*, ㅜㅜ, ㅠㅠ) 역시 각각을 한 

글자로 취급하여 글자 수를 세었으며, 커뮤니티에서 제공한 스티커 

이미지로 댓글을 작성한 경우는 이미지의 분량 측정이 어려워 이는 

길이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제외된 댓글이 전체 댓글 9,092개 

중 232개(2.5%)였다.  

 

(4) 게시글 작성 방법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 

역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시글마다 모바일에서 작성된 경우 [그림 1]의 중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바일에서 작성되었음을 표시해 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게시글의 작성 방법이 모바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였다.  

 

(5) 게시글 작성시 치료 단계 

유방암 환자들은 치료 단계에 따라 진단과 치료, 관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Lewandowski & Jones, 1988; 김달숙, 박아현, 강남준, 

2014). 일반적으로 진단 시기는 처음 증상을 자각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병명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기 전까지를 

의미하며, 치료 시기는 말 그대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등 각종 

치료가 진행되는과정이다. 관리 시기는 앞서 언급한 각종 치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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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되고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단계를 말한다. 

유방암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이 진단 후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표적치료제의 주사 요법 등을 마무리 지은 후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과정이다. 이 때 호르몬 제제의 경우 

보통 5년 정도 장기 복용하게 되므로, 다른 치료가 종료된 후 호르몬 

제제만 복용하고 있는 경우는 관리 단계로 나누기로 하였다 

각각의 게시글이 어떤 치료 단계에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게시글을 꼼꼼하게 읽고 게시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단과 

치료, 관리의 세 시기로 나누었다.19 

 

(6) 이미지 포함 여부 

게시글에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노출시키려는 개인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게시글의 이미지 포함 여부를 측정하였다. 이때 

이미지는 전면으로 자신을 노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자신을 노출하는 경우도 단독으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셀카를 노출하는 경우와 자신이 등장하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다른 사람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로 구분하였으나, 이 경우 

단독으로 자신의 모습이 등장한 사례 수가 적어 단독으로 자신을 

                                   
19게시글의 치료 시기 구분은 연구자가 암 환자의 투병 수기를 분석했던 기존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김달숙, 박아현, 강남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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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과 함께 등장한 경우를 합쳐 자기 이미지 

노출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미지가 포함된 많은 게시글들이 자신은 

등장하지 않지만, 자신의 심리 상태를 타인과 나누고자 하는 측면에서 

좋은 날씨나 풍경에 대한 사진을 게시하거나, 암 환자들의 식이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다양한 음식 사진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들 모두 자신이 

등장하지 않는 이미지로 구분하였다.  

정리해 보면, 이미지의 경우 자신 등장 이미지, 자신 비등장 이미지, 

이미지 없음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3) 자기노출의 코딩: K-LIWC를 통한 어휘 빈도 분석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LIWC 프로그램을 한국어에 적용시켜보려는 

노력으로 이창환 등은 K-LIWC(Korean- Linguisic Inquiry and Word 

Count)을 개발하였으며(이창환, 심정미, 윤애선, 2004), 이후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그 타당도와 신뢰성이 입증되어 현재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언어 심리 분석에서 활용되고 있다(예: 김소담, 양성병, 

2015; 박종민, 박재진, 이창환, 2007; 박종민, 이창환, 2011; 이지영, 

김명언, 2011; 이창환, 김경일, 박종민, 2010; 최명군, 신동희, 강성현, 

20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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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K-LIWC 분석을 위한 웹 페이지 

 

K-LIWC는 웹 상에서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기반 소프트웨어로(http://k-liwc.ajou.ac.kr), 해당 웹 

페이지에서 실험을 개설하고, 원하는 말뭉치를 텍스트 파일(*.txt) 

형태로 등록하면 1차적으로 형태소 분석 및 태깅이 자동으로 분석된다.  

소프트웨어의 특성 상, 분석 대상이 되는 말뭉치는 텍스트 

파일(*.txt)로 등록해야 하므로, 연구 대상인 각각의 게시글들을 모두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한 컴퓨터 

내용분석에는 형태소 분석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온라인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 형태소 

분석의 정확성이 떨어져 분석 자체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각 

게시글들을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기 전에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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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 검사와 띄어쓰기 검토를 통해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 하는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6] K-LIWC의 후처리 과정의 예 

 

이렇게 전처리 작업을 거쳐 생성된 게시글의 텍스트 파일을 K-

LIWC 사이트에 등록하고 나면, 각각에 대한 후처리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후처리 작업은 1차적으로 자동 분석된 형태소 분석 

결과를 연구자가 직접 살펴보면서 중의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하나의 어휘에 대해 다양한 형태소 분석 결과가 제시되면 이들 중 

연구자가 판단했을 때 가장 적합한 결과를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그림 6]에서 나타나듯이, ‘걸리고’의 경우 형태소 분석 

결과가 다섯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연구자는 이 다섯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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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중에서 원문을 살펴보고 원문 분석에 적합한 두 번째 결과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인지적 어휘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 투병 및 

신체와 관련된 어휘 사용과 같은 심리적 차원의 어휘 사용 빈도를 

구하고자 하므로,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중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차적 후처리 후에, 다시 심리적 분석 대상을 선택하는 2차 후처리 

과정을 거쳤다.  

2차 후처리 과정은 형태소 분석을 끝낸 말뭉치를 대상으로 K-

LIWC가 프로그램 내에 구축된 심리적 변인과 관련된 어휘 사전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추출해 내면, 연구자가 이들을 살펴보면서 실제 

연구자가 원하는 심리적 변인에 해당하는 어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연구의 대상인 유방암 환자들의 게시글에서는 자신의 상태를 

기술하고, 자신과 같은 경험을 가진 다른 회원들이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장의 경우 대부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나요?” 라는 식의 문장을 포함하게 된다. 이때 

문장 내의 ‘분’은 사람을 뜻하는 명사로 사용되지만, 형태소 태깅을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로 한 경우에도 심리적 분석 대상에 ‘분’이 

부정적 정서, 특히 화를 나타내는 단어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같은 경우 단어의 선택을 해제하는 작업을 2차 후처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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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마찬가지로 “걱정하지 마세요”처럼 ‘걱정’이라는 부정적 

정서의 어휘가 사용되었으나, 뒤에 ‘마세요’라는 부정의 의미가 

사용되어 실제 부정적 정서가 아닌 경우에도 후처리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의 어휘를 해제하는 것으로 보정 과정을 거쳤다.  

후처리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해당 텍스트들에 대해 언어학적 변인 

34가지와 심리적 변인 44가지에 대한 결과 값이 도출된다. 언어학적 

변인은 단어 수, 문장당 단어 수, 문장당 형태소 수,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감탄사, 어미 등으로 구성되고, 심리학적 변인은 정서적 

과정, 인지적 과정, 지각적 과정, 사회적 과정, 자기 활동, 여가 활동, 

재정적 이슈, 신체적 상태와 기능, 형이상학적 이슈와 실험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는 여기서 심리적 변인 중 정서적 과정과 인지적 과정, 

신체적 상태와 기능과 관련한 결과 값만을 따로 뽑아 사용하였다. 

 

4) 사회적 지지 코딩 

사회적 지지 유형의 코딩을 위해 연구자는 훈련 받은 코더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분석의 운곽과 코딩 방법에 대해 1차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연구 대상인 해당 게시글 중 30개와 

여기에 해당하는 댓글 326개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예비 

코딩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코딩 스킴과 가이드 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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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하였는데, 확정된 사회적 지지 유형은 정보적 지지(질병에 대한 

증상, 치료 후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질병 경험, 조언과 충고, 

외부 정보 소스 공유)와 정서적 지지(이해와 공감, 격려, 기도, 관계, 

위로, 축하, 불평)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게시글이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글인지, 사회적 지지를 요구하는 글인지를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글에는 직접적으로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을 

하거나(예: 타목시펜은 꼭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하나요?, 항암 

화학요법을 하면 왜 생리가 끊기나요? 등), 조언을 구하는(예: 경험 

있으신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등 요청의 정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정서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예: 저 잘 할 

수 있겠지요?, 너무 힘들어요. 등)를 포함한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글은 증상이나 부작용 등 자신의 질병 정보를 제공하거나(항암 4차 

마쳤습니다., 양쪽 전절제 마쳤습니다. 등), 외부 정보를 공유(‘한쪽 

가슴으로 사랑하기’ 라는 블로그입니다., <유방암 이겨내기>라는 

책입니다. 등)>하거나 정서를 제공(예: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에요. 

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때 하나의 게시글에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지지를 요청한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의 경우 

이들을 따로 분류하여 두 코더 간의 합의를 통해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 요청과 사회적 지지 제공 중 더 강한 부분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게시글 앞 부분에 자신의 증상이나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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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하고 게시글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상황에 대한 힘든 감정을 

호소하는 경우는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로 코딩하였다.  

확정된 코딩 지침을 바탕으로 2차 교육을 통해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 항목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고, 각각 앞서 분류한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항목을 학습한 뒤, 게시글 57개와 게시글에 

달린 1,097개의 댓글에 대해 사회적 지지 유형을 분류하는 사전 

코딩(pre coding)을 실시하였다. 사전 코딩 대상인 게시글 57개와 댓글 

1,097개를 두 명의 코더가 동시에 100% 분석하였고, 댓글 코더 간의 

신뢰도를 계산하기 위해 코헨의 K(Cohen’s Kappa) 값을 계산한 결과 

0.85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20  

이에 따라 게시글 753개를 무작위로 나누어 각각의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 유형에 대해 코딩을 실시하고, 사회적 

지지 요청과 제공이 동시에 나타나 판단이 어려운 게시글의 경우 따로 

분류하여 두 코더가 합의를 거쳐 최종 코딩을 마무리 하였다. 

 

5) RIAS 분석을 위한 코딩 

이 연구는 온라인 상에서 유방암 환자들이 게시글과 댓글이라는 

                                   
20 코헨의 K(카파)는 유목 분류 확률의 분석자간 비동등성을 가정한다. K에서는 우연 

합치도 확률 PC(A)가 각 분석자의 관찰된 유목 분류 확률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K는 분석유목이 명명척도의 특성을 가질 경우 가장 최선의 상호합치도 

지수로 여겨진다(강남준, 1993, pp.9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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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교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게시글과 댓글을 로터대화분석체계(Roter Interaction Analysis 

System: 이하 RIAS)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분석하였다. 

로터의 대화분석체계는 지료 중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코딩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상호작용으로 보고 이를 크게 

사회 정서적 교환(socioemotional exchange)과 과업 중심 대화(task-

focused exchange)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로터는 대화분석 체계를 

개발하면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질문과 대답 및 정보의 이동과 만남의 

정서적 특성에 관심을 갖고 분석체계를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RIAS는 

의학적 만남에서부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대화의 내용과 그 맥락이 

반영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신현숙, 2002). RIAS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분석 체계로 평가되고 있으며(Roter & Larson, 

2002; 김은정, 2010),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이나 인도네시아, 일본 

등에서 번역하여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 이영미 교수가 편역한 한국형 

로터 대화분석 시스템 매뉴얼을 바탕으로 유방암 환자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Q& A 게시판 분석을 

진행했던 연구(Cho, 2008)에서 사용하였던 카테고리를 차용하여 

코딩북을 완성시켰다. 먼저 게시글이 어떠한 정보적, 정서적 교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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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게시글에서 드러난 정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댓글이 게시글에서 요청하고 있는 

정보적, 정서적 교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댓글에서는 

어떠한 정보적, 정서적 교환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댓글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원래 

RIAS 분석은 하나의 완결된 대화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게시글 아래 

달린 댓글에서 새로운 주제가 나타난다거나, 그 안에서 댓글과 

재댓글로 나타나는 대화의 경우 하나의 새로운 대화로 간주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득이하게 게시글과 게시글에 달린 

가장 첫 댓글로 대화를 한정하여 게시글과 댓글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게시글에 댓글이 달리지 않은 

경우는 대화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댓글이 없는 37개의 

게시글을 제외하고 716개의 게시글을 분석하였다.  

코딩 카테고리를 확정하기 위해 세 차례의 샘플 코딩을 실시하였다. 

트레이닝을 받은 두 명의 코더가 각각 10개의 게시글과 게시글의 첫 

댓글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샘플 코딩을 실시하였는데, 코더간 

신뢰도를 코헨의 K값을 구한 결과가 1차에서 0.62, 2차에서 0.91, 

3차에서 0.93으로 나타나 코더간 신뢰도가 확인되어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카테고리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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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보적 지지의 세부 유형 

(1) 의학적 상태 

의학적 상태는 증상과 진단, 예후, 과거에 시행한 

검사와 검사결과, 과거력, 가족력, 과거진료내용 

등에 대한 사실 혹은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의무 

기록의 한 부분인 기본적인 신상정보(이름, 나이) 

또는 인구통계학적 내용도 포함한다.  

예:“유방이 젖몸살처럼 아파서 병원 갔더니 검사 

결과 상피내암 0기 진단 받았어요.”, “열이 37.4, 

37.7도 나요. 병원 가야 할까요?” 등 

(2) 처방 

처방은 현재 진행 중인 치료, 또는 앞으로 

시행하게 될 치료 계획에 대한 사실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복용 중인 약물 또는 약 처방, 

약물과민반응, 시행하게 될 치료나 검사, 절박한 

입원, 다음 진료 약속 또는 면담에 대한 사실이나 

의견을 말한다.  

예: “항암 4차 마치고 방사선 하면서 표적치료 

중입니다.”, “AC21 4차까지 하고 다음주에 탁솔 22 

시작해요”,“허셉틴 23 맞으면 뼈마디가 아픈가요?”, 

“AC 1차 9일째인데 두통도 여전하고 

어지러움증이 있네요” 등 

(3) 생활습관 정보 

생활 습관 정보는 흡연이나 수면, 식사, 음주, 

운동 습관과 같은 생활 습관이나 가족과 

가정생활, 직업 혹은 직장, 건강습관과 자가 

건강관리와 관련한 의견이나 사실을 의미한다.  

예:“항암 중에는 날음식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집 앞 산책로를 걷는 것으로 오늘 운동을 

대신합니다.” 등 

(4) 심리사회적 

    정보 

스트레스, 기분, 감정, 전반적 마음상태, 철학적 

견해, 가치관, 신념 등을 포함한 심리사회적 문제 

                                   
21유방암 치료 중 항암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중 독소루비신(아드리아마이신)과 사

이클로포스파마이드(사이토산)의 병합 요법을 의미한다.    
22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중 파크리탁셀(탁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AC 4

회 후 파크리탁셀 4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암화학요법 치료 방법이다. 
23 대표적인 표적치료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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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걱정에 관한 말을 의미한다.   

예: “항암 중이고 신도림 근처 살아요. 모임 같은 

건 없나요?”, “우울증이 더 무섭네요. 상담 

받아봐야 할까봐요.” 등 

 

정보적 지지의 경우 RIAS의 분석 카테고리를 차용하여, 의학적 

상태와 처방, 생활습관, 심리사회적 정보로 나누어 보았다. 의학적 

상태는 증상이나 진단, 예후, 과거에 검사한 검사 결과 등에 대해 사실 

혹은 의견을 말하는 것이며, 처방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하게 

될 치료에 대한 사실이나 의견을 의미한다. 생활 습관 정보는 흡연이나 

수면, 식사, 음주, 운동 등과 같은 생활 습관이나 가정 생활, 직업이나 

직장, 건강 습관과 같은 자가 건강관리에 대한 사실을 의미하며, 

심리사회적 정보는 스트레스나 기분, 감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심리사회적 정보는 정서적 지지와 구분되는데, 

정서적으로 힘들거나 우울한 경우가 아니라 이로 인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난 뒤의 기분이나, 상담을 원한다거나, 혹은 외부의 지지 

그룹을 요청하는 등을 의미한다.  

정서적 지지의 경우에는 게시글에서 어떤 정서적 지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댓글에서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살펴보았고, 

이와 별개로 게시글과 댓글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정서적 표현을 

따로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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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정서적 지지의 세부 항목 

(1) 걱정 및 염려 

염려는 현 시점에서 심각하거나 걱정되거나 

고민스럽거나 또는 특별한 고려나 관심이 필요한 

사건(위로, 격려 또는 다른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과 비언어적 표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의학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신체적 

증상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다. 

예: “이게 마지막 치료였으면 좋겠어요”, “자꾸 

쳐지네요” 등  

(2) 불인정 및 비판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불평, 

거부, 냉담, 불신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염려와는 

구분하여 분석한다. 

예: “아무리 남편이 남의 편이라지만, 오늘은 

너무 서운하네요.”, “응급실 갔다가 레지던트 

때문에 열받았어요.” 등 

(3) 안심 

안심은 낙관적 견해나 격려, 위안, 안심을 시키기 

우해 하는 말로, 염려를 나타내는 말보다 

긍정적인 표현들이 해당된다 

예: “좋아지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등 

(4) 칭찬 

대화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칭찬이나 인정, 

찬사, 보답, 존중, 존경 등의 긍정적인 표현을 

의미한다. 

예: “잘 하셨어요”, “멋진데요” 등  

(5) 동의 및 이해 

동의나 이해함을 나타내는 말이 이에 해당된다. 

예: “우리 새언니 같은 사람 없지요?”, “그 말씀이 

맞아요” 등 

(6) 정당화 

 

상대방의 정서 상태, 행동, 사고 등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임을 나타내는 말로,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있음을 나태는 말이다.  

예: “불면증이 올 만도 하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등 

(7) 공감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대방의 정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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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나 이에 대한 

재진술, 해석, 명명하는 말이 해당된다.  

예: “걱정되시는군요.”, “많이 힘드셨지요?” 등 

(8) 격려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주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 “기운내세요”, “파이팅 해요~” 등 

 

이 역시 RIAS의 사회정서적 대화 카테고리와 조(Cho, 2008)의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정서적 지지는 걱정과 염려, 인정, 불인정, 안심, 

칭찬, 비판, 동의와 이해, 사적 대화의 카테고리를 차용하였으나, 샘플 

코딩 과정에서 게시글에서 많이 등장하는 정서적 지지 요청 중 

격려받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는 게시글이 많이 격려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정서적 표현의 경우는 분노, 불안과 걱정, 두려움, 죄책감, 

창피함, 슬픔과 지침, 부러움, 시기와 질투, 싫증과 혐오, 행복, 

자부심과 자랑, 감사, 사랑, 희망, 위로와 위안, 공감의 기존 항목에 

칭찬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회적 지지의 경우 

게시글 전체에 나타난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문장 별로 어떠한 지지를 요청하는지를 나눠볼 수 있고, 

직접적인 요청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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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정서적 표현의 구분 

부정적 정서 표현 긍정적 정서 표현 

분노  

불안 및 걱정  

두려움 

죄책감 

창피함 

슬픔 및 지침 

싫증 및 혐오 

부러움  

행복 / 자부심 및 자랑 

감사 / 사랑 

희망 

위로 및 위안 

칭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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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결과 

 

 

제1절 유방암 환자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이용 

 

이 절에서는 각 연구문제의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34명의 연구 

대상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 정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체 데이터 패턴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뒤, 이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양상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이 

된 게시글과 댓글의 분포를 통해 전체적인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유방암 환자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양상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유방암 이야기> 카페에서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응한 참여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암의 종류는 카페 이름답게 모두 유방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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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었고, 성별 역시 모두 여성이었다. 암의 진행상태와 진단 후 

투병 기간, 연령은 온라인을 통해 연구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행해진 

추가적인 설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표 9>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령 20대 1 

 30대 15 

 40대 14 

 50대 이상 4 

암 진단 후 기간 6개월 이내 12 

 6개월에서 1년 이내 12 

 1년에서 5년 이내 7 

 5년에서 10년 이내 2 

 10년 이상 1 

암 진행 상태 초기(0, 1기) 14 

 진행기(2, 3기) 18 

 재발 및 전이 2 

치료 방법 항암화학요법+수술 2 

 수술+방사선 4 

 항암화학요법+수술+방사선 24 

 N/A 4 

계  34 

 

연령별로는 20대가 1명, 30대가 15명, 40대가 14명, 50대 이상이 

4명이었는데, 이는 우리 나라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 연령이 비교적 

젊은 40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유방암 환자 발생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김영미, 박형숙, 2014; 황숙연, 박병우, 이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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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어 표본이 일정 정도 대표성을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암 진단 후 기간에 대해서는 암을 진단 받은지 

6개월 이내가 13명, 6개월에서 1년 이내가 13명, 1년에서 5년 이내가 

10명, 5년에서 10년 이내가 2명, 10년 이상인 경우가 1명으로 

집계되었다. 암의 진단 단계는 초기(0기, 1기)가 14명, 진행기(2, 3기)가 

18명이었고, 기존 다른 암에 걸렸다가 유방암으로 다시 재발한 경우와 

유방암 치료 중 다른 암으로 전이된 경우가 각각 1명씩 있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대부분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호르몬제 

복용이라는 다양한 치료를 통해 암을 이겨내고 있었다. 설문과 

게시글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치료 방법을 살펴본 결과, 환자들마다 

수술과 항암치료의 시기와 횟수는 상이했지만, 전절제 혹은 부분절제 

수술과 항암 치료와 표적치료제24 주사, 방사선 치료를 받고, 타목시펜 

같은 호르몬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구 참여자 

34명 중 구체적으로 치료 방법을 밝힌 30명 가운데, 수술 후 항암치료 

없이 방사선만 진행한 경우가 2명 있었으며, 선항암 치료 후 수술을 

받거나,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아직 방사선 등 추후 치료가 

                                   
24기존 항암제가 세포 내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DNA나 미세소관(microtubule)을 표

적으로 하기 때문에 암 세포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지만 정상 세포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최근 들어 암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이 많이 규명되면서 

정상 세포가 아닌 특정 암 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표적 치료는 비교적 정상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선택적으로 암 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방암에서는 허셉틴이라

는 주사용 항암제가 표적치료제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국가암정보센터, 

http ://www.cancer.go.kr/mbs/cancer/subview.jsp ?id=cancer_020403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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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지 않은 경우가 4명으로, 남은 24명의 경우는 모두 수술과 항암, 

방사선치료 및 호르몬 약 복용을 통해 치료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비슷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증상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 연구 참여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양상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34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2015년 2월 

28일까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연구 

참여자들의 활동 기간을 살펴보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들의 가입 시점을 따로 확인하기는 어려워 

가입 인사, 댓글, 게시글 작성 등을 살펴보아 각 연구 대상자들이 남긴 

첫 기록을 바탕으로 2015년 2월 28일까지의 활동 기간을 측정하였다.  

 

<표 10> 연구 참여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기간 

활동 기간 N(비중) 

6개월 미만 6(17.6%) 

6개월 이상 1년 미만 18(52.9%) 

1년 이상 2년 미만 9(26.5%) 

2년 이상 1(2.9%) 

계 3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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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활동 시작한 지 6개월 이내가 6명, 6개월에서 1년 이내가 

18명, 1년 이상 된 경우가 9명이었으며, 2년이 넘은 경우는 1명으로 

나타나, 평균 활동 기간은 12.5개월(SD=7.6개월)로 주로 1년이 약간 

넘은 기간 동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 대상자 34명은 활동 기간 중 753개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일인당 평균 22.1개(SD=23.8, Median=13)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 

게시글을 가장 적게 작성한 사람은 1개를 작성한 사람으로 

2명이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은 총 

94개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그 분포가 상당히 편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연구 대상자들이 작성한 게시글 갯수 분포 

작성한 게시글 수 N(비중) 

1~10개 15(44.1%) 

11~20개 7(20.6%) 

21~30개 3(8.8%) 

31~40개 4(11.8%) 

41개 이상 5(14.7%) 

계 34(100.0%)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0개 이하로 게시글을 작성한 15명 중 

9명은 작성한 게시글 수가 5개 이하로 나타나, 연구 참여자 당 게시글 

작성 정도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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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작성한 게시글 수의 중간값인 13개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전체 34명 

중 18명(52.9%)이 13개 이하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 대상자들이지만, 실제 

이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정도는 전체 참여자 중 절반 가량이 

한 달에 게시글 하나 정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참여자와 

소극적 참여자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띈다고 하겠다.   

또한 이들의 마지막 게시글 작성일과 마지막 댓글 작성일을 살펴본 

결과, 2015년 들어서 최근 두 달 이내(게시글 수집 기준인 2015년 2월 

28일까지)에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은 참여자가 총 18명이었다. 이들 

중 11명은 최근 두 달 사이에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아도 댓글을 통해 꾸준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25 

이러한 분포는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측정한 기존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 기간 6개월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을 한 개 이상 작성하거나 게시글을 읽은 적이 

있는 사람 236명의 활동 양상을 살펴본 결과, 1인당 평균 게시글 

작성이 21.4개로 나타났으며(Yoo et al., 2014), 2000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7,173명이 작성한 468,000개 이상의 게시글을 기계학습 

                                   
252015년 1월 1일부터 연구 대상 수집 기간인 2015년 2월 28일까지 게시글과 댓글 활

동이 없었던 7명 중 5명은 3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다시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고, 2명은 2015년 들어서 이렇다 한 활동이 전

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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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분석한 또 다른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1인당 평균 게시글 수는 17.3개로 나타났다(Qiu et al., 2011). 이에 

따라 이 연구가 34명이라는 제한적인 연구 참여자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분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양상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게시글 읽기와 댓글 달기, 게시글 

작성의 순으로 게시글의 작성 빈도가 가장 적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게시글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조회수와 댓글을 

살펴보는 것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중 읽기와 댓글 달기라는 

커뮤니티 회원들의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2.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게시글과 그에 따른 댓글의 분포 

 

1) 전체 게시글과 댓글의 분포 

연구 참여자 34명이 작성한 게시글 753개에 달린 댓글 수는 총 

9,092개로, 게시글 당 평균 댓글 수는 12.1개(SD= 12.6, Median= 

8)였으며, 게시글 당 평균 조회수는 648.6회(SD= 415.2, Median= 

5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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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게시글에 달린 댓글의 분포를 살펴보면, 10개 이내로 댓글이 

달린 경우가 449개(59.8%)로 가장 많았으며, 댓글 갯수가 11개 이상 

20개 이하인 게시글이 185개(24.6%), 21개 이상 30개 이하가 

70개(9.3%), 댓글 갯수가 31개 이상 달린 경우가 47개(6.2%)로 

나타났다. 

 

<표 12> 댓글의 분포에 따른 게시글 수 

댓글 수 게시글 수(비중) 

0~10개 449(59.8%) 

11~20개 185(24.6%) 

21~30개 70(9.3%) 

31개 이상 47(6.2%) 

계 753(100.0%) 

 

이 중 가장 댓글이 많은 게시글은 총 131개의 댓글이 달린 게시글로, 

항암 치료 후 결혼 준비를 위해 드레스를 가봉하고 왔다는 내용의 

글이었으며, 댓글이 하나도 달리지 않은 게시글이 총 37개로 전체의 

4.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게시글 당 조회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조회수가 작은 게시글은 조회수 36회로 댓글이 

하나도 달리지 않았으며,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글의 경우 조회수 

4,934회로 유방암 치료 후 뼈로 전이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은 총 54개였다. 

 게시글의 조회수와 댓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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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상관관계(r=.60, p < .01)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댓글인 131개의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조회수는 2,413개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게시글이 조회수 4,934회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댓글이 하나도 달리지 않은 37개의 게시글의 조회수를 살펴보면 

가장 적은 조회수는 36회인 데 반해, 댓글이 하나도 달리지 

않았음에도 가장 많은 조회수는 1,016회로 나타나 댓글이라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없이도 게시글 읽기라는 소극적 상호작용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6 

게시글에 달린 댓글은 연구 방법에서 설명한 것처럼 게시글 작성자 

본인이 작성한 자기 댓글과 타인이 작성한 댓글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게시글 작성자 본인이 작성한 자기 댓글이 게시글 

작성자가 다시 댓글 작성자들과 하는 상호작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표 13> 게시글에 나타난 상호작용 

구분 

게시글(N=753)에 대한 댓글 

계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최대값 

댓글 9,092 12.1 12.6 8 131 

 타인 댓글 6,059 8.0 9.6 6 125 

 자기 댓글 3,033 4.0 4.8 2 34 

                                   
26댓글이 하나도 달리지 않은 30개의 게시글 평균 조회수는 261.4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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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조회수 457,965 648.6 450.3 36 4,934 

 

 

게시글 753개에 달린 9,092개의 댓글 중 게시글 작성자 본인이 

작성한 자기 댓글은 3,033개로 전체의 33.3%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게시글에 달린 댓글 3개 중 하나는 게시글 작성자가 작성한 것으로, 

게시글에 타인이 댓글 2개를 달면 게시글 작성자가 한 개를 다는 

정도로 게시글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14> 자기 댓글의 분포에 따른 게시글 수27  

자기 댓글 수 게시글 수(비중) 

0~5개 549(73.1%) 

6~10개 130(17.3%) 

11~15개 48(6.4%) 

16~20개 11(1.5%) 

21개 이상 13(1.7%) 

계 753(100.0%) 

 

게시글 작성자의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인 자기댓글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753개 게시글 중 549개(73.1%)의 게시글에서 자기 

댓글 수가 5개 이하로 나타났으며, 자기 댓글 수가 6개 이상 10개 

                                   
27앞의 <표 7>에서는 댓글의 분포를 10단위로 나누었으나, 자기 댓글의 경우 10단위로 

나누게 되면 자기 댓글 수 10개 이하인 게시글이 전체의 90%를 차지해 데이터의 패

턴을 읽어내기 어려워 급간을 댓글의 절반 수준인 5단위로 나누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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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게시글이 130개(17.3%), 자기 댓글이 11개 이상 15개 이하인 

게시글이 48개(6.4%), 자기 댓글이 15개 이상 20개 이하인 경우가 

11개(1.5%), 21개 이상 자기 댓글이 달린 게시글은 13개(1.7%)로 

나타났다.  

전체 735개 게시글 중 가장 많이 달린 자기 댓글 수는 34개로, 이 

게시글에 달린 총 댓글 수 67개 중 타인이 작성한 타인 댓글이 33개에 

대해 일대일 대응이 될 정도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29 

 

2) 이용 방법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의 분포 

연구 참여자들은 게시글을 PC를 기반으로 한 웹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모바일에서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전체 

753개의 게시글 중 655개(87.0%)가 모바일에서 작성될 정도로 

모바일의 이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바일에서 작성한 게시글 655개에 달린 댓글은 총 8,109개로, 

게시글 당 평균 댓글 수는 12.3개로 나타났으며, 웹에서 작성한 게시글 

98개의 경우 댓글이 983개가 달려, 게시글 당 평균 댓글 수는 

                                   
29자기 댓글이 가장 활발하게 달린 게시글은 탈모가 진행됨에 따라 머리를 삭발하고 

난 뒤 웃는 모습으로 찍은 사진과 함께 삭발 과정과 그에 대한 소감을 표현한 글이었

으며, 이 글에 대해 댓글에서는 두상이 예쁘다, 잘 어울린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주

를 이루었다. 이에 대해 게시글 작성자는 각 댓글마다 감사 표현과 함께 삭발해도 괜

찮다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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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개로 나타났다. 

게시글 작성 방법에 따른 게시글의 평균 길이는 모바일에서 

작성했을 경우가 229.6자, 웹에서 작성했을 경우가 290.7자로 웹에서 

작성했을 경우가 모바일에서 작성했을 경우보다 길게 나타났으나, 

예상보다는 그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표 15> 게시글 작정 방법에 따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게시글 

작성 방법 

게시글 수 

(비중) 

게시글 

평균 길이 

(글자수) 

댓글 수 

(비중) 

게시글 당 

평균 

댓글수 

(개) 

게시글 당 

평균 댓글 

길이 

(글자수) 

모바일 
655 

(87.0%) 
229.6 

8,109 

(89.2%) 
12.3 60.3 

웹 
98 

(13.0%) 
290.7 

983 

(10.8%) 
10.1 72.3 

계 
753 

(100.0%) 
 

9,092 

(100.0%) 
  

 

이는 스마트폰 등을 통한 모바일 접속의 경우 화면이 작고, 자판을 

치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PC를 기반으로 하는 웹 버전보다 상대적으로 

장문의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기존 통념에 비해 환자들의 경우 

책상 앞에 앉아 PC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기 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게시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753개 게시글 중 87.0%인 655개의 글이 모바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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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되었다는 것은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쉬운 접속이 

가능해졌고,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이 모바일을 통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해 주는 또 다른 증거라 하겠다.  

 

3) 치료 단계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의 분포 

유방암 환자들의 게시글을 치료 단계에 따라 구분해보면, 처음 

증상을 자각해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게 되고 아직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기 전인 진단 단계의 게시글이 29개(3.9%),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등의 본격적인 치료 과정 중 작성한 

게시글이 710개로 전체 게시글 753개 중 94.3%의 비중을 차지하여 

절대적으로 치료 과정에서 작성된 게시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와 같은 본격적인 치료를 마친 후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관리하는 시기에 작성한 게시글은 14개였다.  

유방암 환자들의 게시글 중 치료시기의 글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진단 시기에는 갑작스런 발병과 진단에 대한 충격과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면서 스스로 병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환자들로부터 사회적지지를 얻고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게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진단에서부터 

본격적인 치료에 이르는 시기가 최근 암 치료방식이 공격적 대응이 

주를 이룸에 따라 빠르면 며칠 이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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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실제 게시글을 작성할 여유가 없는 것 또한 진단 시기의 게시글 

비중이 적음을 해석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관리 시기의 글 비중이 적은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기간이 평균 1년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현재 치료 중인 상태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 중 24명이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항암화학요법의 경우 보통 1회 주사 투여 후 2~3주 정도의 

회복 기간을 거친 후 다음 치료를 받게 되어 항암 화학요법 치료에만 

보통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방사선 치료 역시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모든 치료가 다 마무리 된 후의 

상태에 있는 연구 참여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관리 시기 게시글의 

비중이 매우 적게 분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연구 참여자 34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첫 게시글을 

살펴보면, 12명이 진단 받은 후 치료가 시작되기 전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자신의 상태를 밝히고 다양한 질문을 통해 궁금한 정보를 

찾고자 하거나, 진단 후 겪게 되는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자신보다 먼저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환자들에게서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실제 게시글의 예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1) 

아마도..여기 글 올리는 분들은 젊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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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익숙한... 제또래?  

전 만 35입니다~^^  

그저께 금욜에 진단받고는..이틀간 총 5시간 남짓 잤나바요..  

어제 두시간 자고 깨고..낮에 한 30분 자고..  

오늘도 자다가 새벽 1시반에 깨서 계속 까페 글 읽고 있네요..  

…… 

작은병원이라 mri랑 pet도 다른 센터로 차타고 가서 찍어야하던

데... 내일 월욜에 예약되어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찍어두는게 나을까요...  

아님 병원 옮기면 그 병원에서 하는게 나을까요?  

(후략) 

 

예 2) 

오늘 삼성의료원 이정언 교수님께 진료받고 날도 잡고 하루 만에 

검사 끝내고 다음달 15일 결전의 날 정하고 왔습니다.  

뭐.. 자궁경부암 수술보다 검사가 더 많았었다, 힘들었다.. 엑스레

이 찍느라 아오.. 정말 아팠고,  

CT 찍을 떄 혈관통 때문에 고생한 것 뺴곤, 나 암환자 아닌 것 

같단 생각에.. 정줄 놓은 병원나이 37세. 

작년 크리스마스 병원서, 올 가을 병원서 보낼 예정이네요... 

아~~ 

자궁도 없고, 가슴은 어찌 될 지 모르겠지만, 석회 어쩌고 하며 

확대 촬영 더 하는데 좀 힘들더라구요.  

힘 주세요ㅠㅠ 잘 할 수 있을거라고... 

 

예 3) 

평촌 한림대에서 조직검사 결과 침윤성 유관암  

1.4cm로 나와서 20일 수술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인이 한림대 오진 많다며 다른 큰병원에 

가서 조직검사 다시 해보라고 자꾸 권하네요.. 

다시 해보고 싶은맘도있고, 그러다 암만 키우는거 아닌가싶기도하

고.. 어찌해얄지 모르겠습니다. 

 

각 투병 시기에 따른 댓글은 진단 시기 505개, 치료 시기 8,032개, 

관리 시기 555개로 나타났는데, 게시글 당 평균 댓글 수는 진단 

시기가 17.4개, 치료 시기가 11.3개, 관리 시기가 39.6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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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시기의 댓글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아지게 된 데에는 관리 

시기의 게시글 14개 중 4개가 전체 753개 게시글 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상위 5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보니 게시글 당 평균 댓글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표 16> 투병 단계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의 분포 

치료 단계 
게시글 수 

(비중) 

게시글 

평균 길이 

(글자수) 

댓글 수 

(비중) 

게시글 당 

평균 

댓글수 

(개) 

게시글 당 

평균 댓글 

길이 

(글자수) 

진단 
29 

(3.9%) 
417.7 

505 

(5.6%) 
17.4 89.1 

치료 
710 

(94.3%) 
229.9 

8,032 

(88.3%) 
11.3 62.5 

관리 
14 

(1.9%) 
257.1 

555 

(6.1%) 
39.6 37.9 

계 
753 

(100.0%) 
 

9,092 

(100.0%)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이들 게시글 중 상위 3개의 글은 모두 

동일인이 작성한 글로, 항암 치료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경사를 

전하는 글이었다(날짜를 잡았다, 드레스를 가봉했다, 드뎌 결혼식 했다). 

결혼이라는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경사스러운 상황에 대해 다른 

커뮤니티 회원들은 아낌없는 축하 인사를 전하게 되다 보니 댓글 수가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댓글의 평균 길이는 진단 시기 



 133  

89.1자, 치료 시기 62.5자에 비해 관리 시기의 댓글 평균 길이가 

37.9자로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결혼이라는 경사스러운 

상황에 대해 다수의 회원들이 축하 인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간단히 

축하한다는 인사와 때론 텍스트가 아니라 카페에서 제공하는 스티커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댓글의 길이가 짧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진단 시기의 게시글이 치료 시기나 관리 시기에 비해 

게시글 길이가 길었던 것처럼, 댓글 역시 평균 길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진단 시기에 겪게 되는 충격과 공포, 불안한 

심리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다른 환자들이 보다 긴글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제2절 연구문제 1의 결과: 자기노출과 상호작용 

 

이 절에서는 연구문제 1에서 제기한 게시글을 통해 자신을 노출하는 

행위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때 자기노출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지적이고 통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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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의 사용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휘의 사용을 통해 살펴보았고, 

여기에 투병 단계에 있는 환자들의 글쓰기라는 점에서 투병과 관련한 

어휘의 사용 또한 자신의 노출로 여기고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마지막으로 온라인 상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사진을 첨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미지 노출 역시 가장 직접적인 자기노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게시글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노출하는 경우 또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자기노출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읽기와 

쓰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소극적인 상호작용 형태인 읽기는 

게시글의 조회수로,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 형태인 쓰기는 댓글수와 

댓글 길이를 통해 분석하여 자기노출이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였다.  

 

1. 어휘 사용을 통한 자기노출과 상호작용 

 

게시글에서 인지적 어휘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 신체 

상태와 투병 관련 어휘의 사용에 따른 자기노출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K-LIW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게시글에 해당하는 어휘 사용 빈도를 측정하였다.  

K-LIWC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언어학적 특성과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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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의 분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분석 대상이 되는 말뭉치를 

형태소 분석하여 각각을 태깅한 후, 기존에 구축된 사전에 의해 어휘의 

사용 빈도를 계산해 준다.  

 

<표 17> K-LIWC 프로그램에 의한 인지적 어휘 사용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대값 

문장(개) 7.26 5.96 6 83 

형태소(개) 104.18 90.78 76 987 

인지적 어휘 사용 

빈도(회) 
8.78 9.91 6 89 

부정적 어휘 사용 

빈도(회) 
3.71 4.58 2 40 

투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 빈도(회) 
8.71 8.96 6 65 

 

753개의 게시글을 K-LIWC로 분석한 결과 게시글의 전체 평균 

문장 수는 7.26개(SD=5.96), 형태소 수는 104.18개(SD=90.78)였다. 

자기노출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인지적 어휘와 부정적 정서 어휘, 투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의 평균 빈도를 구해본 결과 인지적 어휘는 

게시글 당 평균 8.78회,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는 평균 3.71회, 

투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 빈도는 8.71회로 집계되었다.  

각 게시글에서 어휘 사용에 따른 자기노출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단순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어휘 사용에 따른 자기노출과 상호작용인 게시글의 조회수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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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댓글 길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노출적인 어휘 사용은 

조회수와 댓글 수, 댓글 길이, 자기 댓글 수와 자기 댓글 길이에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인지적, 통찰적 어휘 사용과 부정적 정서 어휘 사용, 투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 빈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모두 .60 정도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각각 게시글에서 자기노출과 관련된 

어휘의 사용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즉, 유방암 환자들은 게시글에서 인지적, 통찰적 어휘를 사용할수록 

부정적 정서 어휘도 많이 사용하게 되며, 투병 및 신체 관련 어휘의 

사용 빈도도 높아져 게시글에서의 자기노출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표 18> 어휘 사용에 따른 자기노출과 상호작용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조회수 1.00        

2.댓글수 .60** 1.00       

3.댓글길이 .02    -.03 1.00      

4.자기댓글수 .43** .73** -.02 1.00     

5.자기댓글길이 .23** .24** .29** .30** 1.00    

6.인지적,통찰적어휘사

용 
.26** .14** .31** .13** .28** 1.00   

7.부정적정서어휘사용 .24** .20** .26** .19** .25** .68** 1.00  

8.투병신체관련어휘사용 .27** .19** .25** .20** .26** .61** .5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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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1, N= 753 

 

자기노출을 나타내는 각각의 어휘 사용 빈도에 따라 상호작용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어휘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자기노출이 많은 집단과 자기노출이 적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때, 데이터 자체가 소수의 게시글에서 자기노출 관련 어휘 사용이 

매우 높게 나타나 데이터의 분포가 편포되어 있으므로 평균값이 아닌 

중앙값을 기준으로 어휘 사용 빈도가 낮은 집단과 어휘 사용 빈도가 

높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1) <연구가설 1-1>의 결과 

게시글에서 인지적인 어휘의 사용은 사건을 객관화시켜 바라보게 해 

주는 자기노출의 매커니즘을 통해 건강 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자기노출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댓글과의 상호작용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게시글의 인지적 어휘의 사용 

빈도에 따라 자기노출이 많은 게시글과 자기노출이 적은 게시글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인지적, 통찰적 어휘 사용 빈도평균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 평균 이상인 게시글이 전체의 36.3%, 평균 이하인 

게시글이 전체의 63.7%를 차지하고 있어 데이터의 편포가 나타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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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값을 기준으로이에 따라 인지적, 통찰적 어휘 사용 빈도가 7회 

이상인 게시글을 자기노출이 많은 게시글 집단(N=352, 53.3%)으로, 

인지적, 통찰적 어휘 사용 빈도가 6회 이하인 게시글을 자기노출이 

적은 게시글 집단(N=401, 46.7%)으로 나누었다.  

연구 결과 인지적 어휘 고사용 게시글에서 조회수와 댓글 수, 댓글 

길이, 자기 댓글 길이에서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자기 댓글 수에서는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표 19> 인지적 어휘 사용에 따른 상호작용 

변인 

인지적 어휘 

저사용 게시글 

(N=401) 

M(SD) 

인지적 어휘 

고사용 게시글 

(N=352) 

M(SD) 

t 

조회수 588.7(356.5) 716.7(464.5) 4.19** 

댓글 수 11.3(12.3) 12.9 (12.8) 1.81* 

댓글 길이 54.3(38.3) 77.6(39.8) 8.16** 

자기 댓글 수 3.8(4.6) 4.3(5.0) 1.41 

자기 댓글 길이 28.4(25.3) 42.7(40.9) 5.67** 
* p< .05, ** p< .01, df=751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지적, 통찰적 어휘를 많이 사용한 게시글의 

경우 조회수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128회 정도 더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댓글 수에 있어서도 인지적, 통찰적 어휘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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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게시글에서 댓글이 평균 1.6개 더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적이고 통찰적인 어휘 사용을 통한 자기노출이 게시글 

작성자에게는 자신이 처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인지적 재구성을 

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낸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중 게시글 작성자가 댓글을 남긴 

사람들과 하는 상호작용인 자기 댓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 

댓글과의 관계도 살펴보았는데, 인지적 어휘를 많이 사용한 게시글에서 

자기 댓글(4.3개)이 인지적 어휘 사용이 적은 게시글(3.8개)에서 보다 

약간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타인의 댓글에 대해 게시글 작성자가 

더 많은 상호 작용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30 

이는 게시글에서의 인지적 어휘 사용을 통한 자기노출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게시글 작성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게시글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 사이에 또 다시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실제로 인지적 어휘의 사용이 많은 게시글의 예를 통해 에믹적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유방암에 걸린 원인을 자신의 

생활 습관에서 찾는 등 원인을 규명하거나, 항암 치료 후 향후 생활 

                                   
30 하지만 게시글 당 평균 자기 댓글 수에 있어서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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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 대해 스스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내용들을 통해 타인의 

공감이나 위로, 응원을 이끌어 내고 있었다.  

항암 치료 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신이 처해있는 상태를 

서술함으로써 암 진단과 치료에 따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힘든 점을 

설명하는 예1)의 게시글은 항암 치료 효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과 수술 후 가슴 모양에 대한 걱정을 노출하면서 타인의 

위로를 이끌어 내고 있었다.  

 

예1)  

저 목요일 수술로 잡혀서 내일 입원합니다. 

8번의 항암으로 인해 입원 퇴원 반복하면서 이미 적응되었을 줄 

알았는데, 많이 떨리네요. 

…… 

9월 23일 마지막 항암을 할 때만 해도 아, 드디어 항암산 내려왔

다 싶어서 너무 좋기만 했거든요. 

수술은 항암에 비해 쉽다고 해서 편히 생각했는데 머리로만 그렇

게 생각했나 봐요. 

…… 

전 AC 4회, 탁솔 4회 진행했는데, AC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

었는데, 탁솔은 저에게 전혀 효과가 없었더라구요. 

전 탁솔 맞으면서 부작용으로 인해 충분히 힘들었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힘든데... 제 암땡이 이것은 잘 있었나 보더라구요. ㅜㅜ 

…… 

처음에는 가슴 한 쪽 없어도 난 괜찮다... 하면서 그랬는데... 

아직 미혼이라 그런지 점점 가슴모양에 대한 걱정도 들더라구요. 

…… 

회원님들한테 위로 받는 게 진짜 더 좋고 감사하고 그래서 또 철

없는 제가 주저리주저리 글 남깁니다. 

 

또 다른 게시글인 예 2)에서는 게시글 작성자가 항암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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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서 자신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생활에서 작은 것들을 바꿔 

가는 내용을 기술 하였다. 몸에 안 좋다는 금속성 악세서리 대신 

원석으로 된 악세서리를 구입하고, 악세서리와 더불어 화장품까지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바꾸겠다며,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살피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게다가 억지로라도 웃는 게 치료 및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건네고 있었는데, 이러한 게시글 

작성자의 의지 표현은 통해 타인들로부터 게시글 작성자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댓글을 유발하게 된다.  

 

 
예 2) 

불면증 시작인지..잠을 푹 잘 수가 없어서 요즘 좀 피곤했었죠. 

그래서였던가....항암5차 미뤄졌었고 약을 처방받을까 하다 자수정

좋다는 소리 듣고 검색시작~ 

…… 

그동안 하고 다니던 금'은 악세사리 다 넣어두고 줄사람주고 그랬

어요. 어디선가 금속성 악세사리가 안좋다는 소리가 들려서(아 나

의 개미심장...-_-) 

원석팔찌하니까 기분도 나아졌어요. 

이젠화장품도 삭 다 바꾸려고합니다 

…… 

이리 아프고나보니 많은 생각과 더불어 

내 몸을 아껴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라요!!!♥ 

삼중음성 3기에 림프전이까지 있어서 조심해야하지요. 

그래서 더더욱 제 몸 살피기에 열중하려합니다^^  

…… 

많이 웃으시고요 억지로라도 웃으니 도움이 정말 돼요^^ 

 

또한 게시글에서의 인지적 어휘 사용이 댓글의 평균 길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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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전체 댓글 길이 뿐만 아니라 자기 댓글 

길이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인지적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에서 댓글과 자기 댓글의 길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길다는 

것은 게시글의 인지적 어휘 사용이 타인과 게시글 작성자 모두에게 

자신의 상황을 반추하고 인지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임하게 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게시글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어휘의 사용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진단 시기이다. 환자들은 자신에게 내려진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무엇이 원인이 되어 자신이 이러한 질병에 걸렸는지를 반추하고 

있었다. 또한 치료 과정 속에서 그동안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점검하면서 

커뮤니티 회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원인을 찾고자 하며,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인지적 어휘의 

사용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방암 환자들의 투병 수기를 분석했던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인지적 

어휘 중 대표적 어휘인 ‘생각’이라는 단어가 진단 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치료 시기와 자가 관리 시기로 갈수록 줄어들었다는 

점(김달숙, 박아현, 강남준, 2014)에서 암의 진단에 따라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고, 부정적 경험을 표출함에 따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며, 이를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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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할 수 있다.  

 

2) <연구가설 1-2>의 결과 

분석 대상인 게시글이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라는 점에서 환자들이 게시글에서 자신을 노출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투병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들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의 노출은 타인의 위로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작용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게시글에서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 사용을 통해 자신을 

노출하는 행위가 상호작용을 얼마나 이끌어 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정적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과 적은 게시글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였다. 게시글당 평균 부정적 어휘 사용 빈도는 3.7회였고, 중앙값은 

2였다. 부정적 어휘 사용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의 경우 중앙값을 

기준으로 부정적 어휘 사용이 2회 이하인 경우를 부정적 어휘 사용이 

적은 게시글로(N=395, 52.4%), 3회 이상인 경우를 부정적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로(N=358, 17.6%) 나누어 살펴보았다.31 

                                   
31인지적 어휘의 사용 빈도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어휘 사용 빈도 역시 데이터의 분포

가 편향되어 있어 평균을 기준으로 부정적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과 적은 게시글을 

나누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인지적 어휘 사용에서처럼 상, 하위 30%를 기

준으로 두 집단을 나누기에는 부정적 어휘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게시글이 213개

로 전체 게시글의 28.3%를 차지하고 있어 이 역시 부정적 어휘 저 사용 게시글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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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부정적 어휘의 사용이 많은 게시글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났는데, 조회수와 댓글 수, 댓글 길이, 자기 댓글 수와 

자기 댓글 길이 모두 부정적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20> 부정적 어휘 사용에 따른 상호작용 

변인 

부정적 어휘 

저사용 게시글 

(N=395) 

M(SD) 

부정적 어휘 

고사용 게시글 

(N=358) 

M(SD) 

t 

조회수 588.9(348.1) 714.4(470.3) 4.19 

댓글 수 10.6(11.8) 13.7(13.2) 3.42** 

댓글 길이 56.1(33.0) 75.2(45.8) 6.60** 

자기 댓글 수 3.5(4.4) 4.6(5.2) 3.13** 

자기 댓글 길이 29.3(28.2) 41.5(38.9) 4.93** 
** p < .01, df=751 

 

부정적 어휘의 사용이 적은 게시글의 조회수가 588.9회였던 데 반해, 

부정적 어휘의 사용이 많은 게시글의 조회수는 714.4회로 나타나 

부정적 어휘를 통한 자기노출이 많을수록 게시글 읽기가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t=4.19, p< .01), 댓글 수 역시 부정적 

어휘의 사용이 적은 게시글에서 10.6개, 부정적 어휘의 사용이 많은 

                                                                                  
사용 게시글의 집단으로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앙값

을 기준으로 두 집단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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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서 13.7개로 나타나 부정적 어휘의 사용이 많은 게시글에서 

댓글 작성이 보다 활발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댓글 길이다. 댓글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댓글을 통해 게시글의 부정적 정서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드러내게 됨을 의미한다.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 사용이 적은 게시글의 평균 댓글 길이가 56.1자였던 데 

반해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의 평균 댓글 

길이가 75.2자로 게시글의 부정적 정서 노출에 따라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은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댓글 작성자들과 게시글 작성자가 하는 상호작용인 자기 댓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부정적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에서 자기 댓글 

수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자기 댓글의 길이 또한 길게 나타났다.  

부정적 어휘 사용에 따른 상호작용을 실제 게시글과 댓글의 예를 

통해 에믹적 방법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부정적 정서 노출 게시글 예 3)에 대한 댓글의 예 

작성자 댓글 내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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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 3) 이번에 왠지 둘째가 올 것 같아서 오늘 

종합병원 오기 전 테스트기 해보고 

병원와서 또 했더니 양성 맞다고 하네요. 

4 주정도 된거 같아요.  

…… 

개인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듣고 울었던만큼 

떠나보내야하는 아가땜에 병원에서 엉엉 울었네요. 

병원 나이로는 31 살.. 큰애는 이제 20 개월.. 이 

나이에 암 걸린 것도 억울한데 아기랑 만나자마자 

내새끼 나 살자고 보내려니 생각만해도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임신 초기에 발견하신 분들 모두 아가 떠나 

보내셨나요? 낼 검사 다 해버리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데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걸까요? 

…… 

근데 암이라는걸 알고나니 가슴 통증도 살짝 

있는거 같은데 통증이 느껴질 정도면 저 많이 

심각한 상태인거겠죠. 

게시글 

1 

가슴통증은조직검사때문일거예요~너무걱정마세요~

저도임신중 9 센티도넘게암을키웠어요 

4 주아기라면너무작고여리네요부디병원서하자는데로

하는게ㅠㅠ엄마라면내리기힘든결정이겠지요힘내시

라는말씀뿐이못드리겠네요… 

타인 댓글 

A 

감사해요~아가는 낳으셨어요? 9cm 인데 항암하니 

많이 줄든가요? 알고나서 만져보니 이렇게 큰걸 

어떻게 몰랐나싶어요.  

자기 댓글 

1 

네~전 임신 중기부터 만져졌는데 미련하게 

아기낳고 병원가보았지요 임신기간에는 암이 

무럭무럭 자란데요 하루가다르게 커지더라구요! 

항암으로 많이줄긴해서 6 번 항암으로 5 센티 

만든다음 수술 했어요  

타인 댓글 

2 
힘내세요~~뭐라 위로의 말이 있겠습니까~힘들지만 

결정잘하셔서 치료도 잘받으세요~  
타인 댓글 

A 
***님 감사해요. 치료 잘 받고 또 소식 

전할게요~ 
자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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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두 수술 날짜 잡아놓고 임신이 되어서 

어쩔수없이 이별을 해야했죠.....ㅜㅜ 이것저것 

검사하느라 방사선에 노출도 되어있었고 

의사쌤께서 이번엔 낳는거 포기하라 

그러셔서.....임신계획 하고 넘 기뻐해야할 소식에 

참 안타깝고 슬픈일이었죠....우리건강이 먼저니까 

힘내시고 아직 젊으시니 치료끝나고 건강한 아기 

가지세요....저는 나이도 많아서 다시 갖는거 

걱정이에요...ㅠ 

타인 댓글 

A 

따뜻한 마음과 위로의 말씀들 감사해요.. 검사가 

급해서 아직 아가 보내는 수술은 담주쯤 하게 될것 

같아요. 아가 잘 보내고 씩씩하게 치료 잘 

받을게요. 모두들 감사해요~ 

자기 댓글 

 

예 3)은 게시글 작성자가 임신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로 인해 아기를 떠나보내야 하는 사연을 담고 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울었다’, ‘억울’, ‘아프다’, ‘심각한’ 등의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글 안에 노출하고 있었다.  

임신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게시글 작성자의 사연에 대해 댓글은 

조언과 위로를 보내고 있다. 댓글 작성자 1과3은 게시글 작성자처럼 

임신 중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경우로, 그 중 1의 경우 임신 중기에 

유방암이 의심되었으나,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 치료 받은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3의 경우는 게시글 작성자처럼 임신 초기 진단을 받고 

아이를 떠나보낸 경험을 전하고 있었다. 게시글 작성자와 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았으나, 댓글 작성자 2 또한 위로의 말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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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게시글인 예 4)에서는 게시글 작성자가 항암 치료 도중 

남편과 싸우고 난 심경을 토로한 글로, ‘싸움’, ‘아픈’, ‘서러운’, ‘화’, 

‘힘드’, ‘서럽다’ 등의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다.  

 

<표 22> 부정적 정서 노출 게시글 예 4)에 대한 댓글의 예 

작성자 내용 유형 

B 

예 4) 창피한 일인데, 남편하고 떨어져 사는데요. 

아침에 전화통화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언성이 

올라가며 싸움을 했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암 걸린 게 벼슬이냐며… 화가 나서 막말을 

했겠지만, 가슴에 남네요. 

좀 있으면 3 차 하러 가는데, 혼자 가게 생겼네요, 

병원에~ 

참 제일 의지하고 있는 남편인데 이럴 때는 

힘드네요.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여기 까페에 글을 

올려봅니다. 

다 제가 부덕해서 싸움이 났지만, 서럽네요. 

게시글 

1 

암걸린거 벼슬 맞아요..우린 계속 쭉 관리받으면서 

엄살부리면서 살아야되요.. 

부부쌈.. 저는 요즘 맘을 내려놓으니 싸울일도 

없고 남편이 오히려 자기한테너무 무관심 한거 

아니냐며 눈치?? 보는것 같아요.. 님두 언능 기분 

푸시고 잠시 그냥 마음을 내려놓아보세요~~^^ 

타인 댓글 

B 
에휴~ 가만 생각해보니 스트레스가 암세포 한텐 

딱이라고 하니~저만 손해인것 같아요~.  
자기 댓글 

2 

얼마전 저두 항암 8 차 할때 디지게 싸웠답니다 

저역시 아픈게 벼슬이냐고 그러길래 전 소리 

빽빽지르고 싸웠더니 그래도차라리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부싸움은 칼로 

타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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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베기잖아요 며칠있다 낄낄거리게 되더라고요 

맘에 담고 있지 마셔요 그게더 우린 병되잖아요 

남자들 다 그런가봐요 홧팅하시고 스타벅스가서 

아메리카노 커피라도 드시고 푸세용 

B 

서로 맘에두 없는말~~오해해서 하는 

말들~부부라는게 참~~아프면 안싸울줄 

알았는데~~다 세상은 또 그렇게 돌아가나봐요~ 

자기 댓글 

3 

싸우지마세요. 

남자들은 싸우고나서 금방 잊어버리지만 

여자는그게 안되잖아요. 

화해할때까지 계속 신경쓰이고 생각나고 

스트레스받고 머리아프고 서럽고. 

남자들이 먼저 내맘 알아주면 고맙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려니 해야할거같아요. 

뭐든 기대하니까 싸우게되더라구요. 

기대하지않으면 작은행동하나에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지고 내가맘이편하니 웃게되고 그럼 또 

남편도 같이 웃더라구요.. 

우리 꼭 이겨내서 남편과 딱 80 까지만 건강하게 

살아요.꼭~~! 

타인 댓글 

B 

맞아요 남편하고는 애증의 관계죠~저 첨 진단받고 

남편이 울더라구요~저두 같이 울고~서로 

울었더랬어요~그래두 남편밖에 없는디~~오늘은 

밉네요~미워하면 안되는데~~ 

자기 댓글 

 

예 4)에서처럼 부정적 어휘를 사용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은 주로 관계에서 오는 서운함이나 불안함을 표출하고 있는데, 

남편이나 시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 서운함과 

불만을 나타내면서 위로받기를 원하였다. 투병 과정에서 

오프라인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게시글 

작성자들은 온라인에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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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정서적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실제로 

댓글 작성자들은 댓글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에게 공감을 표현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조언들을 해 주고 있었다. 댓글 

작성자 1은 게시글 작성자의 편을 들면서 공감해 주고, 마음을 

내려놓고 편해지라는 조언을 건네고 있다. 또 다른 댓글 2에서도 

자신의 부부싸움 이야기를 예를 들며 공감을 표현하고 마음을 풀라는 

위로를 댓글로 전하고 있었다. 댓글 3에서는 게시글 작성자에게 기대를 

내려놓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조언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각각의 댓글에 대해 게시글 작성자는 자기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댓글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게시글을 좀 더 면 히 검토해 보면, 부정적 어휘가 사용된 

게시글들은 크게 서운함과 힘듦, 그리고 아픔으로 나눠볼 수 있다. 

유방암 환자들은 게시글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부정적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길 바라고 있다. 이때 투병 과정 속에서 

주변인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오는 서운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타인들의 상호작용인 댓글을 가장 많이 유도하고 

있었는데, 주로 서운함의 대상은 자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앞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도 환자와 가까운 가족들 역시 환자를 잃을 지도 모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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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겪게 되고, 자신이 겪지 못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위로를 건네야 하는지 잘 모르는 등 환자들에게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내보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게시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환자들은 가족에게서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이러한 지지를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한 경우에 

환자들의 서운함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환자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지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 기대했던 남편이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모진 소리를 한다거나 자신의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등의 언어 사용은 환자들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여 커뮤니티 회원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것이 하나의 패턴처럼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분석 대상이었던 커뮤니티의 경우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기혼 여성들의 커뮤니티에서 드러나게 되는 

고부 간, 혹은 시댁과의 갈등 역시 환자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하게 되는 

대표적인 대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부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자신의 치료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 시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언사를 듣게 되는 경우 투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자신의 편이 없다는 데서 오는 외로움과 서운함이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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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였고, 이러한 환자들은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타인의 위로를 구하고있었다.  

투병 과정 중에서 겪게 되는 신체적인 고통으로 인해 자신이 

주변인에게 짜증을 부리거나 예전만큼 자녀를 잘 챙겨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심적 고통 역시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게시글이라 하겠다. 특히 자녀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 자신이 잘못된 뒤 

홀로 남겨질 자녀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병으로 인해 자녀가 받는 

스트레스를 지켜보면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고통을 토로하는 글들을 

통해 타인의 위로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부정적 어휘를 사용하여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노출한 

게시글의 경우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은 게시글 작성자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의 사용이 많은 

게시글에서 댓글의 숫자와 더불어 댓글의 길이 또한 길게 나타나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게시글에서 부정적 어휘를 많이 사용하여 자신을 

노출할수록 상호작용인 조회수가 더 많이 나타나며, 댓글 역시 부정적 

어휘의 사용이 적은 게시글보다 더 많고 더 길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정적 게시글 사용이 많은 게시글에서 게시글 작성자의 

참여로 나타나는 자기 댓글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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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들이 댓글을 통해 댓글을 달아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게시글에서 드러난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가설 1-3>의 결과 

다음으로는 게시글에서 나타난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에 따른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K-LIWC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 

상태와 기능에 관한 어휘의 빈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753개의 게시글에 나타난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는 평균 

8.7회가 사용되었으며,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게시글이 97개(12.9%)였고, 가장 많이 등장한 경우는 65회가 

등장한 게시글이 1개 있었다.32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에 따른 자기노출 역시 어휘 사용 

빈도가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로 나누었는데, 인지적 어휘나 부정적 

어휘 사용과 마찬가지로 편포가 심해 중앙값을 기준으로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과 적은 게시글로 나누었다.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이 적은 게시글은 어휘 사용 빈도가 

                                   
32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게시글은 항암화학요법 치료 중 항암 

주사 후 회복기간 중에 나타나는 기침과 가래가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

며, 반복되는 기침과 가래로 인해 전이를 의심하는 불안과 걱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에 대한 대처 방안을 궁금해 하는 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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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이하인 게시글로 총 391개(51.9%)였으며,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은 어휘 사용 빈도가 7회 이상인 게시글 

362개(48.1%)였다.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에 따른 자기노출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 간 조회수와 

댓글 수, 댓글 길이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질병 및 신체적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과 그렇지 않은 

게시글에서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조회수와 댓글 수, 댓글 길이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소극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시글 읽기를 나타내 주는 

조회수부터 살펴보면, 질병 및 신체적 어휘 사용이 적은 게시글의 평균 

조회수가 581.6회인 반면, 질병 및 신체적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의 

평균 조회수는 720.9회로 나타나 투병 및 신체적 어휘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조회수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t=4.66, 

p< .01). 댓글 수 역시 투병 및 신체적 어휘 사용이 증가할수록 댓글 

수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t=3.40, p < .01), 이는 댓글 길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투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에서 더 길게 

나타났다(t=6.22,p< .01).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게시글 작성자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어 투병 및 신체적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에서 게시글 작성자가 작성하는 자기 댓글 수 역시 

증가하고(t=4.73, p< .01), 자기 댓글의 길이가 늘어남(t=5.35, p< .0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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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표 23>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에 따른 상호작용 

변인 

질병 및 신체 어휘 

저사용 게시글 

(N=391) 

M(SD) 

질병 및 신체 어휘 

고사용 게시글 

(N=362) 

M(SD) 

t 

조회수 581.6(350.6) 720.9(464.9) 4.66** 

댓글 수 10.6(11.9) 13.7 (13.0) 3.40** 

댓글 길이 56.5(35.5) 74.5(43.8) 6.22** 

자기 댓글 수 3.2(3.9) 4.8(5.5) 4.73** 

자기 댓글 길이 28.8(31.4) 41.9(35.8) 5.35** 
** p < .01, df=751 

 

이는 게시글에서 질병 및 신체적 어휘의 사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질병이나 신체 상태를 보다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를 에믹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 5) 

3년전 암수술받고 여기까페에서 도움도 많이받고 용기도 얻고 그

랬는데 몸이 좀 나아지니 카페도 뜸하다가 다시또 아프게되니 또 

찾게되네요..  

2기로 수술받고 항암6차 허셉틴 17회 그리고 타목시펜복용중이었

거든요  

정기적으로 초음파는물론 펫씨티도 찍고 뼈스캔도하고 아무이상

없어 다나았다했답니다.  

근데 석달전부터 등허리에 통증이있어서 동네 정형외과,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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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의학과까지 다녀보아도 증상호전은없고 오히려 걷기도 힘든

지경이되더라구요  

도저히 고통을참기힘들어 수술했던 종합병원의 척추센타쪽으로 

외래예약하고 상담후 mri촬영, 결과는 너무 충격이었답니다.  

암세포가 제 척추뼈를 갉아먹고있다는..  

유방암에서 전이됐을가능성이크다며 바로 입원, 펫씨티, 뼈스캔등 

여러검사를 받았구요. 결과는 유방암의 뼈전이로 판정 수술은 안

하고 항암3차후 다시 검사후 항암여부를 결정하기로하고 현재 항

암 2차까지 맞고 퇴원해서 친정집에 와있답니다. 

…… 

 

게시글 예 5)는 ‘암’, ‘수술’, ‘몸’, ‘항암’, ‘허셉틴’, ‘타목시펜’, ‘초음파’, 

‘펫’, ‘등’, ‘허리’, ‘통증’, ‘병원’, ‘척추’, ‘MRI’,‘결과’, ‘입원’, 유방암’, 

‘검사’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유방암에서 척추 뼈로 전이된 상태를 

전하고 있다.  

 

예 6) 

…… 

오늘 종양쌤 만나러 갔었는데 호르몬 양성이라서 일단 항암말고 

항호르몬 치료를 말씀하시더라구요. 

카페 글 보면 보통 항암치료와 방사선을 권하시던데 왜 저한테는 

호르몬치료만 권하시는지 의아해서요. 

종양쌤께서는 힘든 항암 왜 또 하냐고 호르몬 치료로도 좋은 결

과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항암을 해도 불안, 안 해도 불안이네요. ㅜㅜ 

일단 호르몬치료 두 가지를 제안하셨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임상에 참여하게 되면, ABC군으로 나뉘어 

A. 졸라덱스 / B. 아나스트로졸 + 졸라덱스 / c. 플베스트란트 + 

졸라덱스 

(B.C 군은 난소 억제하여 폐경 상태로 만드는 것) 

로 무작위 배정되어 추가 전이, 재발 전까지 치료받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난소절제술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항암이든 호르몬치료든 암덩어리를 빨리 없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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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목표인데 병원에선 추가 전이 없이 작아지거나 현상유지 정도

만 말씀하시더라구요. ㅜㅜ 

…… 

 

게시글 예 6)에서도 ‘종양’, ‘호르몬’, ‘양성’, ‘항암’, ‘방사선’, 

‘졸라덱스’, ‘난소’, ‘폐경’, ‘전이’, ‘재발’, ‘병원’ 등의 투병 및 신체 관련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분석 대상이 된 게시글들의 대부분이 치료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게시글들은 주로 치료 방법과 치료 방법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사 결과지를 제시하며 

해석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받게 될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부작용이나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후유증 등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게시글들은 실제로 환자들이 자신들이 치료받는 병원의 의료진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더구나 게시글을 통해 드러난 분위기를 살펴보면 자신의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였음이 드러나는데, 

검사 결과에 대해 만족스러울만한 해석을 듣지 못하였기에 의료 

전문가도 아닌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문의한다거나 의료진들로부터 들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먼저 치료를 

받은 선배 환자들에게 검증을 받고자 하는 모습들에서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분석 대상인 게시판에서 커뮤니티 회원들로부터 매우 

신뢰를 얻고 있는 회원 중 한 사람은 바로 전문 의료진이었는데, 이 



 158  

사람은 주로 댓글을 통해 환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알려주거나 

평가를 내려주기도 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의사 회원이 건네는 

댓글에 대해 다른 커뮤니티 회원들이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표현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 의사 회원이 자신의 

의료진에게서 들었던 정보와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댓글을 통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그의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료진의 

이야기를 검증한다거나 불안감이 감소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진료실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서 자신이 궁금한 상황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함과 동시에 의료진의 권위적인 태도로 인해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쉽지 않다고 지레짐작하여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포기한 결과이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속해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감이 

실제 오프라인 의료진과의 관계보다 끈끈하다고 믿고 있기에 온라인 

상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몰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편안하고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주는 공간이라 여기는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질병 상황이나 치료 과정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환자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자신의 궁금증이나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을 대안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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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 의료진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 보다 

자신에게 편안하다고 여겨지는 온라인 공간에서 부족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향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게시글 5)와 게시글 6)에서 보다시피, 환자들은 게시글에서 

자신의 증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노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자신의 

상태가 좋은 경우보다 상태가 악화되거나 안 좋은 경우에 자신의 

상태를 보다 자세하게 노출하게 된다. 따라서 이처럼 자신의 악화된 

상태나 증상을 노출한 게시글을 읽은 다른 환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거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질병 상태에 대한 

노출에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투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된다.  

 

2. 이미지 노출과 상호작용 

 

1) <연구가설 1-4>의 결과 

앞서 게시글에서의 어휘 사용을 통한 자기노출이 상호작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게시글을 통한 자기노출은 이처럼 

주로 글쓰기에 사용된 언어를 통해 분석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온라인 

상의 글쓰기는 단순히 텍스트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지 

첨부를 통해 풍부한 정보를 드러내고 있는 시각적 단서를 제공하기도 



 160  

하는데, 이미지를 통한 시각적 단서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다양한 맥락을 제공하고 정서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Donoso & Ribbens, 2010).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저장된 사진을 

온라인 상에 수시로 업로드가 가능하게 되면서 게시글에 텍스트와 

더불어 이미지를 첨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유방암 환자들의 게시글은 텍스트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치료 과정 

중 실제 자신의 모습이나 가족, 친구와의 사진을 올리거나, 주변 풍경 

사진을 통해 정서를 노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음식 사진을 통해 일상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검사 결과지를 찍어 올리면서 해석을 요청하기도 

하고,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나 영화의 포스터 등을 찍어 올리면서 

텍스트와 더불어 이미지를 통한 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게시글에 나타난 이미지, 특히 그 중에서도 

자신의 모습이 등장한 이미지는 텍스트 내의 어휘 사용보다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자기노출 행위로 보고, 이미지의 사용에 따른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전체 게시글 753개 중에서 이미지를 포함하고 이는 경우는 

162개였으며, 이미지를 첨부하지 않은 게시글이 591개로 전체의 

7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미지가 첨부된 162개의 게시글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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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 포함된 경우가 54개, 음식 사진 39개, 풍경 사진 15개, 기타 

사진이 있는 게시글이 54개로 나타났다. 인물 사진은 다시 게시글 

작성자 자신이 혼자 등장하는 경우와 게시글 작성자가 포함된 경우, 

게시글 작성자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보았는데, 게시글 

작성자가 혼자 등장한 셀카의 경우 22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이 등장한 경우가 29개였고, 자신이 등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등장한 경우가 3개였다. 여기서 자신이 등장하지 않고 타인만 

등장하는 경우 인물의 대상은 모두 배우자나 자녀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노출했는지의 여부가 

상호작용인 타인의 댓글을 이끌어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므로, 이를 

다시 이미지가 없는 경우와 자기가 등장한 이미지가 있는 경우, 자기가 

등장하지 않는 이미지가 있는 경우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경우, 이미지가 등장하지 않는 게시글이 591개,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경우가 51개, 타인이나 풍경, 음식, 기타 등 자신이 

등장하지 않는 이미지가 등장하는 게시글이 111개로 나타났다.  

각각에 대해 게시글 당 평균 조회수를 살펴보면 자신이 등장한 

게시글의 평균 조회수가 1,205.2회로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은 게시글의 

평균 조회수 589.0회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자신은 

등장하지 않았으나 이미지가 있는 게시글의 평균 조회수 

709.8회보다도 500회 가량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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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게시글에서 읽기를 통한 소극적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F(2, 750)=61.67, p < .01). 

 

<표 24> 이미지 사용에 따른 상호작용 

변인 

자기 등장 

이미지 

(N=51) 

M(SD) 

자기 비 

등장 이미지 

(N=111) 

M(SD) 

이미지 없음 

(N=591) 

M(SD) 

F 

조회수 1,205.2(617.4) 709.8(318.2) 589.0(370.8) 61.67** 

댓글 수 26.6(22.8) 13.9 (12.1) 10.5(10.4) 44.65** 

댓글 길이 44.7(14.3) 45.2(26.2) 70.7(42.7) 26.97** 

자기댓글 수 8.7(6.7) 4.9(4.7) 3.5(4.4) 32.81** 

자기댓글 

길이 
37.4(22.1) 35.4(23.4) 34.8(36.7)   .14 

** p< .01, df=2, 750 

 

쓰기를 통한 상호작용인 댓글을 살펴보면, 이미지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평균 댓글 수 10.5개이고, 자신이 등장하지 않는 이미지가 

사용된 경우의 평균 댓글 수가 13.9개인데 반해,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사용된 경우의 평균 댓글 수는 26.6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 댓글 

수보다 약 두 배 이상의 댓글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F(2, 

750)=44.65, p < .01). 이는 각 집단의 평균 자기 댓글 수에서도 같은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미지가 없는 경우 평균 자기 댓글 수가 3.5개, 

자신이 아닌 이미지가 있는 경우 평균 자기 댓글 수가 4.9개인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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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이 등장한 이미지가 사용된 경우의 평균 자기 댓글 수는 

8.7개로 자신이 노출된 이미지 사용이 댓글이라는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이미지가 노출된 게시글에서 이처럼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은 게시글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행위가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연구 대상인 유방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진을 찍는 셀카 사진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자신이 단독으로 등장하는 셀카 사진의 경우 항암 치료로 

인해 탈모가 진행된 상태나 탈모로 인해 삭발을 하고 난 모습, 삭발 후 

두건을 쓴 모습, 병원에서 항암 주사를 맞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거나, 

치료 과정 중 산책이나 여행 중인 자신을 찍은 사진이 주를 이루었다. 

즉, 아픈 환자이고 힘든 투병 생활로 인해 일반적인 셀카 사진처럼 

예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는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 자신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료 과정 중 탈모가 진행되면 두피의 통증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은 삭발을 감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여성성 상실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을 사진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인정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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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비슷한 처지의 다른 회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북돋아주는 

계기가 된다. 이를 에믹적 방법으로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에서처럼 삭발한 자신의 모습을 노출한 게시글에 대해 

타인의 댓글은 주로 잘 어울린다는 긍정적 지지와 함께 자신도 용기를 

내 보겠다는 의견이 나타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게시자가 

작성한 자기 댓글은 자신에게 긍정적 지지를 보내주는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함께 아직 삭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두건을 

준비하라거나 자주 보면 익숙해 진다는 등의 조언을 건네며 

상호작용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표 25> 자신의 이미지 노출에 따른 댓글 예 

작성자 댓글 내용 유형 

C 

(삭발 후 찍은 셀카 이미지) 

ㅇㅎㅎㅎㅎ 

오늘 드뎌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작은오빠가 미용실에 

데려다줬어요~( 맘도깊지..^^;) 

첨엔 눈물나고, 가슴이 아파서 두손모아 꼭 누르고 

있었는데... 막상 깍고보니, 두상도 이쁘고~ 의외로 

잘 어울리네요^^ 

사장님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저희신랑도 이쁘데여~ㅋㅋㅋ 

……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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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도 오늘 낼 까 하는데..멋지세요. 용기내서 곧 

가야겠어요. 머리빠질려 그러나 머리가 띵 한거 

같아요. 요며칠 

타인 댓글 

C 

저도 머리 많이 아팠어요.. 근데, 미니까 이제 

안아프더라고요~. 갈때 두건 준비해가시면 좀 덜 

민망해요, 후드티입고 그 위에쓰면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 댓글 

2 

님 표정이 밝아 보기좋아요^^ 

저 머리 던날 생각나서 마음이 시큰해지네요 

항암 씩씩하게 잘받으시고 진짜 내년엔 건강한 

모습으로 남편분과 돌아다니시길 바래요! 

타인 댓글 

C ㅎㅎ~ 고맙습니다~^^ 내년엔 기필코~!! 자기 댓글 

3 

정말 잘 어울리셔요~ 두상도 예쁘시고... 저는 

못보여주겠더라구요~ 너무 못생겨서... 두상이 안 

예쁜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거죠^^  

님~ 밝은 모습 좋아요^^ 

타인 댓글 

C 

감사합니다~^^ 웃고싶어지면 거울을 봅니다~ 

배꼽잡고 "웃으며 누구냐! 넌~"을 연발하고 

있읍지요~ㅋㅋㅋ 

속으론 눈물도났지만, 이왕지사 

웃는게낫지않을까싶어요~^^ 두상이 

언이쁘다하지마세요, 보다보니 익숙해지면서 

이뻐보이더라구요~ㅋㅋㅋ 

자기 댓글 

4 

오빠나 남편 부럽네요. 

우리 남편은 ㅠㅠ  싫어하는 듯해서 6 개월내내 

안보여 줬어요. 

그러다가 수술실앞에서 어쩔 수없이 봤네요. 

지금도 적응못하는 남편이예요. 

두상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세요~~^^ 

타인 댓글 

C 

속으로는 슬퍼했어요, 근데 방실방실 웃으면서 

두건쓴사진 보여주니 그건 더 

뷁~이었나보더라고요~ㅋㅋㅋ 

자주보다보면 익숙해져서 괜찮으실거에요~ 홧팅! 

자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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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자신의 이미지가 등장한 게시글은 타인의 댓글 참여를 

활발히 유도하고 있었으며, 이는 다시 게시글 작성자가 자기 댓글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이 자신의 이미지가 등장한 게시글의 자기 

댓글 수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F(2, 750)= 32.81, p < .01). 

이처럼 자신의 이미지를 노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평균 댓글의 

갯수가 증가하여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댓글의 길이는자신이 등장한 이미지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물, 풍경이 등장한 게시글의 댓글 길이는 비슷하게 나타난 

데 반해, 이미지가 등장하지 않은 게시글에서 훨씬 더 길게 

나타났다(F(2, 750)= 26.97, p < .01). 또한 자기 댓글 길이는 이미지의 

등장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2, 750)=.136, p =.873). 

정리해 보면, 이미지를 통한 자기노출은 타인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이를 통해 타인의 반응을 활발한 댓글 달기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모습을 노출하는 가장 노골적인 

자기노출 행위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자기노출이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이끌어 내는 

데 주요하다는 연구 결과(Dietz-Uhler, Bishop-Clark, & Howard, 

2005)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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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 절에서는 게시글에서의 자기노출이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조회수와 댓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 어휘 사용과 이미지 

노출을 통해 살펴보았다.  

글쓰기를 통한 자기노출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자기노출적인 글쓰기를 하는 경우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되어 건강 상의 

긍정적 혜택을 가져다 준다고 보고되었다(예: Pennebaker, 1997; Shaw 

et al., 2006; Shim, Cappella, & Han, 2011; Sloan & Marx, 2004 등). 

또한 면대면 상황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에서의 자신을 노출하는 

행위는 타인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나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유도하고 

대인 관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ak & 

Gluck-Ofri, 2007; Lin, Tov, & Qiu, 2014; Rime, 2009). 

이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1>에서는 게시글을 통한 자기노출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지를 살펴보고자 게시글에서 

자기노출과 관련한 어휘의 사용과 실제 이미지를 통한 자기노출이 

읽기 측면의 상호작용인 조회수와 쓰기 측면의 상호작용인 댓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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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게시글에서 자기노출적인 어휘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읽기 

측면의 상호작용인 조회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지적 어휘의 

사용과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의 사용,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의 사용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게시글을 읽음으로써 

소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조회수가 높은 게시글은 게시글 

작성자에게 다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상으로 인지될 수 있다. 

실제로 게시글의 인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조회수나 댓글수, 추천수 

등이 다양하게 선택되고 있지만 가장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조회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Szabo & Huberman, 

2010). 따라서 <연구문제 1>에 대한 연구 결과는 게시글에서 

자기노출적인 어휘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타인들의 게시글 읽기를 

통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나아가 이러한 자기노출적 어휘의 사용은 댓글이라는 타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나타나게 한다. 자기노출적인 어휘 사용 

빈도가 높은 게시글에서 댓글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댓글은 게시글 작성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댓글 작성자들과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자기 댓글 역시 더 많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더불어 게시글에서 부정적 어휘의 사용 빈도가 높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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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경우는 댓글의 갯수만 

많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댓글의 길이 또한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타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노출이 타인과의 친 함을 증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글쓰기를 

통한 자기노출 행위가 개인 내의 심리적 안녕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자기노출은 어휘 사용을 통한 노출 외에도 

직접적인 이미지 사용을 통한 노출을 들 수 있다. 자신의 이미지를 

온라인 상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자발적인 자기노출임과 동시에 

자기노출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확인을 받고자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기에 적합한 도구로 여겨진다. 

실제로 자신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노출한 게시글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회수와 댓글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러한 상호작용은 게시글 작성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기 댓글 

역시 자신의 이미지를 노출 한 경우 매우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자기노출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연구문제 2>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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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제3절 연구문제 2의 결과: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 

 

<연구문제 2>에서는 게시글에 나타난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1. <연구문제 2-1>의 결과: 게시글의 사회적 지지 유형 

 

1)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른 게시글의 분포  

<연구문제 2-1>에서는 게시글에 나타난 사회적 지지 유형을 

분류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론 절에서 설명한대로 2명의 

훈련된 코더들에 의해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게시글의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두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이 결과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크게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로 나눠볼 수 

있었다.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이 전체 753개 중 

447개(59.4%)였으며,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이 



 171  

306개(40.6%)로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게시글에서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비중과 정서적 

지지의 게시글이 나타내는 비중은 구덴과 와인필드(Gooden & 

Winefield, 2007)의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들과 전립선암 환자들의 

게시글을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나눈 결과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구덴과 와인필드의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 69명의 게시글 

272개와 전립선암 환자 77명의 게시글 591개를 분석한 결과 유방암 

환자들의 게시글 중 60%가 정보적 지지를 나태내는 게시글이었고, 

전립선암 환자들의 경우 64%가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이었다.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들을 살펴보면, 유방암 환자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각종 항암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으며, 일상 생활과 관련한 사소한 정보를 나누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자신의 식생활 습관에 대한 

사소한 질문(커피를 마셔도 되는지, 생선회를 먹어도 되는지, 과자를 

먹어도 되는지 등)들을 하거나, 자신의 레서피를 공유하고 운동 

습관(걷기, 요가, 필라테스 등) 등에 대한 게시글들이 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식사나 운동, 생활 습관의 경우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의학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진을 통해 충분한 정보적 지지를 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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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게 되는 환자들이 이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은 주변에서 권하거나 듣게 되는 각종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한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검증받고자 하는 

하였다. 항암 치료 중에 로얄젤리를 먹어도 되는지, 항암에 좋다는 

상황버섯은 치료 중에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항암치료가 끝난 후 

먹어야 하는지, 유방암에 좋다는 티벳버섯은 어떻게 구하는지 등 각종 

건강 보조식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풀어놓고, 유경험자인 다른 환자들의 

입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신뢰할 만 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경우 날씨나 오늘의 컨디션, 하루 

일과나 식생활 등과 같이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자신의 질병 상황이나 치료 

등과 관련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많이 등장하는 맛집 방문 이야기나 남편과의 데이트 이야기와 같은 

소소한 일상들을 꾸준히 올리는 것으로 다른 커뮤니티 회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친구나 가족과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나 오늘 저녁 

메뉴를 걱정하고, 가을 단풍이나 꽃을 본 소감을 나누는 등 소소한 

일상을 통해 환자들의 커뮤니티지만 일상적인 다른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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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만큼, 자신의 상태에 대한 염려나 걱정과 더불어 자기 자신과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줄 수 있는 게시글들이 주를 

이루었다. 진단 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나 수술 전의 불안감, 수술이 잘 

될 지에 대한 걱정, 항암제가 자신에게 잘 맞을 것인가 하는 염려, 

치료 과정 중에서 겪게 되는 우울감 등 자신의 정서를 노출함으로써 

타인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게시글들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라 

하겠다. 또한 유방암 환자들은 무사히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마쳤음을 

자축하거나, 검사 결과가 호전되었음을 알리며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렵고 힘든 치료 과정을 마치고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맞이하는 등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오프라인 관계에서는 아직 밝히지 않은 사실들을 온라인 상에서 먼저 

공개하거나 온라인에서만 공개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중 하나일 결혼 소식을 주변 

친구들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먼저 알리는 것은 그만큼 온라인 

커뮤니티가 개인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힘든 투병 과정을 함께 겪어왔다는 동지애가 작용하여 그들로부터 

진심어린 축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프라인 상에서 자신을 ‘암 환자’로 낙인 찍는 것이 



 174  

부담스러워 오프라인 상의 지인들에게는 자신이 투병 중임을 밝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온라인 커뮤니티는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 특히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 상, 커뮤니티 회원들은 누군가의 딸이자 

엄마로 자신이 힘든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이 더 힘들어 할까봐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에게는 애써 씩씩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자신의 질병 상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걱정 등을 토로할 곳이 필요하며, 온라인은 이들의 불안과 

염려를 호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이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회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았던 불인정이나 비판과 같은 게시글은 

주로 주변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남편이나 부모, 시부모 등 가족에 대한 불평을 드러내거나, 

의료진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위로받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2) 사회적 지지의 요청과 제공 

전체 게시글 중 정보적 지지 게시글이 정서적 지지 게시글보다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유방암 환자들이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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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과 치료 중 나타나는 부작용 등 자신이 투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보들을 나누거나 요청하는 과정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오프라인 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려운 환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거나 혹은 

먼저 경험한 다른 환자들로부터 실제 경험담을 통해 자신이 궁금한 

정보들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정보의 부족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사회적 지지의 요청과 사회적 지지의 제공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게시글 중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글이 

477개로 전체의 63.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이 276개로 전체의 36.7%를 차지하였다.  

 

<표 26> 게시글의 사회적 지지 유형 

변인 
사회적 지지 요청 

N(%) 

사회적 지지 제공 

N(%) 

계 

N(%) 

정보적 지지 369(77.4%) 78(28.3%) 447(59.4%) 

정서적 지지 108(22.6%) 198(71.7%) 306(40.6%) 

계 477(100.0%) 276(100.0%) 753(100.0%)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 중 정보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은 369개였으며, 정서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은 108개로 

나타나 유방암 환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질병 상태와 



 176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의 경우에는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78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이 

198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상에서 유방암 환자들은 자신의 

힘든 상황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타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힘내라, 

혹은 힘내자와 같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항암 치료가 끝났거나 치료 

과정에서 한 단계를 넘어가면서 느끼는 고마움을 표현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체 게시글 중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이 63.3%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보다 1.7배 가량 많이 나타난 것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오프라인 상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 이는 오프라인 상에서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온라인 상에서 보다 활발히 활동하여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충족하지 못한 사회적 지지를 온라인을 

통해 충족하고자 한다는 사회적 보상 모델의 주장(McKenna & Bargh, 

1998)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연구문제 2-2>의 결과: 게시글의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른 상

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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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1>을 통해 게시글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2-2>에서는 게시글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의 

유형 중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바탕으로 읽기라는 조회수와 

쓰기라는 댓글을 통해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 게시글의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평균 조회수는 543.7회였으며,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평균 조회수는 801.8회로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읽기라는 상호작용이 훨씬 더 활발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t=8.79, df=751, p < .01). 

 

<표 27> 게시글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상호작용 

변인 

정보적 지지 게시글 

(N=447) 

M(SD) 

정서적 지지 

게시글 

(N=306) 

M(SD) 

t 

조회수 543.7(292.1) 801.8(510.6) 8.79** 

댓글 수 9.1(8.7) 16.5(15.7) 8.33** 

댓글 길이 68.9(44.3) 59.7(34.1) 3.07** 

자기 댓글 수 2.8(3.5) 5.8(5.8) 8.92** 

자기 댓글 길이 32.8(34.1) 38.4(34.2) 2.17* 
* p<.05, ** p<.01, df=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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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의 또 다른 측면인 댓글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평균 댓글 수는 9.1개,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평균 댓글 수는 16.5개로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훨씬 더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t=8.33, df=751, 

p < .01).이는 자기 댓글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와 정보적 

지지의 게시글의 평균 자기 댓글 수 2.8개보다 정서적 지지의 

게시글에서 평균 자기 댓글 수가 5.8개로 정서적 지지의 게시글에서 

자기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t=8.92,df=751, p 

< .01). 

댓글의 길이는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평균 댓글 

길이가 68.9자로,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겟글의 평균 댓글 길이 

59.7자보다 더 길게 나타난(t=-3.07, df=751, p < .01) 데 반해, 자기 

댓글의 길이는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평균 32.8자,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평균 38.4자로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평균 자기 댓글 길이가 더 길게 나타났다(t=2.17, 

df=751, p <.05). 

정리해보면,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조회수와 댓글 

수라는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으나, 댓글의 길이 

측면에서는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이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더 긴 댓글이 작성되고 있었다.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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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의 경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솔직히 드러내고 타인으로부터 

위로와 격려, 축하를 주고받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타인의 댓글을 더 

많이 유도하게 되어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자기 댓글이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 작성자들이 댓글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댓글의 길이 

측면에서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댓글 길이가 더 긴 것은 

게시글에서 요청한 정보를 댓글을 통해 제공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길고 

자세한 댓글을 작성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경우 댓글을 통해 공감을 표현하거나 용기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하는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댓글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 달린 댓글 중 이모티콘이나 스티커를 통해 

공감이나 축하, 위로와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나타나 

상대적으로 댓글의 길이가 짧아지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사회적 지지의 요청과 제공의 측면에서 게시글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의 경우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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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게시글의 사회적 지지 요청과 제공에 따른 상호작용 

변인 

사회적 지지 

요청 

(N=477) 

M(SD) 

사회적 지지 

제공 

(N=276) 

M(SD) 

t 

조회수 590.2(374.7) 749.5(460.7) 5.16** 

댓글 수 10.5(9.6) 14.7(16.1) 4.41** 

댓글 길이 75.2(43.4) 47.8(28.0) -9.42** 

자기댓글 수 3.6(4.6) 4.8(5.1) 3.30** 

자기댓글 길이 36.5(37.7) 32.6(26.9) -1.47 
** p< .01, df=751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의 경우 조회수와 댓글 수가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이 타인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데 더 유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댓글 길이의 경우는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에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보다 더 길게 나타났는데,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의 경우 댓글을 통해 게시글이 요청하는 

지지를 제공해 주게 되다 보니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에서 

댓글 길이가 더 길어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자기 댓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자기 댓글 길이의 경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의 자기 댓글 길이가 약간 더 길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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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보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을 더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의 경우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연구 대상자들이 커뮤니티 가입 초기부터 작성한 글들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처음 작성한 게시글에서 진단을 받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검색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검색하였음을 밝히고 

있었다. 또한 초기 진단 상황에서 환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었는데, 처음 자각 증상은 어떠했으며, 어떤 

병원들을 찾아가게 되었는지, 어떤 검사를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거나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 보라고 했는데, 현재 자신의 상태가 

이러한데 어느 병원, 어느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환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보가 극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상태를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였고, 또한 

다른 환자들에게 자신이 겪은 과정들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처음 자각 증상부터 병원을 알아보고, 의료진을 

선정하고, 검사를 받는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게시글이나 각 

단계마다 게시글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게시글들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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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전적으로 드러내 주는 예라 하겠다.  

의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게시글에 대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것 

역시 진단과 검사 결과를 노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경험했던 선배 

환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댓글 수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게시글 작성자 역시 자신이 궁금해 하는 상황에 대해 댓글을 통해 

얻게 된 정보에 대해 다시 상호작용 하게 되므로 자기 댓글 수 역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구 대상이 되었던 게시글 중 가장 많은 댓글을 받았던 

게시글 상위 3개가 투병을 마치고 결혼 소식을 전하는 게시글(상견례, 

웨딩드레스 가봉, 결혼)이었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투병 생활을 

마무리하고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 경사스러운 일에 

대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 않았던 다른 

회원들로부터도 댓글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게시글은 제목에서부터 긍정적인 정서를 드러내게 되면서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분 좋은 

일에 누구나 손쉽게 축하 인사를 보내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상황(투병 과정에서의 악화, 불안, 고통 등)에 대해서도 

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해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게시글을 살펴보면 염려나 걱정을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안심이나 격려, 칭찬을 나타내는 게시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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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부터 게시글의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는데, 환자들의 경우 

자신의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이나 위안을 위해 염려나 걱정을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안심이나 칭찬을 나타내는 게시글의 조회수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과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29> 정보적 지지 게시글에 대한 댓글의 상호작용 예 

                                   
33유방암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호르몬제인 타목시펜의 시판 상품명 중 하나다.  

작성자 댓글 내용 유형 

D 

놀바덱스33 6 개월 쨰 복용 중인데, 3 일 전 서부터 

몸이 가려워요. 

팔다리는 괜찮고 몸만 너무너무 가렵네요 놀바 

부작용인지, 그냥 피부질환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저 같은 증상 있으셨던 분 조언 좀 

부탁드려요. 

게시글 

1 

부작용 맞습니다 샤워하고 바디크림을 듬뿍 

발라주세요 특히 등쪽이 더 가려울거에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진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타인 댓글 

2 

저는 탈모가 있는데 이것때문인지 

머리두피가많이가렵고 벌레가 꼭기어가는 

그런느낌이있어요 이것도타목부작용인가요? 

타인 댓글 

1 

탈모도 타목부작용의 일종일거라 생각합니다 

머리감고 드라이어로 충분히 말리고나서 

헤어에센스를 발라주시면 덜 합니다 

타인 댓글 

2 아! 고맙습니다~^^ 타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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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는 호르몬제 복용 후 나타나는 가려움증이 약에 대한 

부작용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시글로, 정보를 요청하는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이다. 이 게시글의 경우총 9개의 댓글이 

달려있는데, 그 중 게시자가 작성한 자기 댓글은 2개였다. 

댓글 내용을 살펴보면, 피부 가려움증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보습을 충분히 해 줄 것을 조언해 주는 댓글 아래에 

다른 환자가 탈모로 인한 가려움증을 호소하자, 처음 댓글을 달아줬던 

1번 회원이 그 역시 항암제의 부작용이며 헤어 에센스 등의 헤어 

보습을 통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음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고 있었다. 그러자 또 다른 환우가 항암화학요법 후 겨우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했는데, 호르몬제 복용 시 또 탈모라는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 이런 반응을 댓글을 통해 나타내고 있었다. 게시글 

작성자는 위의 댓글들을 통해 자신도 겪고 있는 가려움증의 증상을 

확인하고, 보습을 잘 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들여 바디로션을 잘 

3 탈모두 있어요??겨우 머리카락 자라고 있는데 타인 댓글 

D 
어쩐지...맞아요등하고팬티부분요.긁적긁적...머리도

근질근질....미쵸~ 
자기 댓글 

4 

가을이라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보습에 신경 

써주세요. 요즘 셀카봉이 많던데 혼자 사시는 

분들 등에 크림은 어떻게 바르시는지 궁금하네요. 

타인 댓글 

D 바디로션바르다중단했었는데,다시발라야겠네요...^^ 자기 댓글 

5 
전 수술한 쪽 팔이 뻣뻣해서 등 보습은 못하고 

있어요...^^;;;; 
타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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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발라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보습의 중요성과 

함께 혼자서 바르기 힘든 부위인 등의 경우 보습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고 있었는데, 수술한 쪽 팔이 뻣뻣해 등쪽 보습은 못하고 있다는 

다른 회원의 답변이 있었다.  

이처럼 하나의 게시글은 게시글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 사이에서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댓글 작성자들 사이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경우, 댓글을 통해 공감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때 게시글 작성자는 자기 

댓글 작성을 통해 댓글 작성자들과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정보적 지지의 게시글에서보다 정서적 지지의 

게시글에서 댓글과 자기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하게 

나타나게 된다.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 노출에 대한 게시글의 경우, 삭발을 하면서 

느낀 감정을 토로하고, 완치 후 나아진 모습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어 대표적인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자신의 아이 이야기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예를 

통해 정서적 지지 게시글에 나타난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의 실제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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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정서적 지지 게시글에 대한 댓글의 상호작용 예 

작성자 댓글 내용 유형 

E 

4 살 딸 키우고 있어요 

오늘 딸 애기때 동영상을 봤어요 

옹알이하는거,기어다니는거,걷는거 등등 

앞으로도 동영상 많이찍어주고 얘기나누려면 제가 

오래 살아야겠죠? 

인간 비타민인 딸이있으니 앞으로 오래오래 

살꺼예요!! 

게시글 

1 

귀여워요. 공주님 

사진도 많이 남기세요,,,,추억이 없는 사람이 젤루 

불쌍하대요 

타인 댓글 

E 

 

자기 댓글 

2 넘이뻐요 ㅡ ^^☆☆ 타인 댓글 

E 

 

자기 댓글 

3 

어머나 완소^^ 저도 가끔 울딸 어릴 적 동영상 보면 

막 웃는데. . . 애기들은 백년꽃이라는 말이 맞나봐요 

우리 건강하게 살아요 ~~!!! 

타인 댓글 

E 

백년꽃... 

멋진말이네요 

건강해져요 우리 ^^ 

자기 댓글 

4 
아공... 완전 귀엽네요~~~ㅎㅎㅎ 역시 딸이 

최고지요...^^ 
타인 댓글 

E 미운 네살이지만 제눈엔 귀엽네요 ㅋㅋ 자기 댓글 

5 

이쁘다 저희 둘째 일곱살인데 자는모습을 한참을 

들여다봐요 아프고나서 습관처럼 그래요 

이겨내야지요 이쁜아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 

보려먼 추억 많이 

많이 쌓으세요 

타인 댓글 

E 
이겨내야죠 

님도 힘내세요!! 
자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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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공~ 이뻐라 ^^ 저도 돌쟁이 딸래미 보며 힘을 

냅니다~ 오래 살아요 우리~ ^^ 
타인 댓글 

E 
한참 이쁠때네요 

같이 힘내요!! 
자기 댓글 

 

딸 아이의 어릴 적 동영상을 보면서 투병 의지를 불태우는 

게시글에는 아이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진을 본 다른 

회원들은 게시글 작성자에게 아이가 귀엽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이와 추억을 많이 쌓고 건강해 지자며 댓글 작성자에게 투병의지를 

북돋워주고있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게시글에 대한 다른 회원들의 

이러한 댓글에 대해 게시글 작성자는 각각의 댓글마다 자기 댓글로 

응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텍스트가 아닌 네이버 카페에서 

제공하는 이모티콘인 스티커를 통해 아이가 예쁘고 귀엽다는 데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있었으며, 같이 힘내서 유방암을 이겨내자는 

격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종합해 보면 게시글에서 정보적 지지보다 정서적 지지를 표현하고 

있는 경우 타인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남을 알 수 있는데, 이때 

댓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이 게시글 작성자에게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게 하는 기제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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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연구문제 2>에서는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과 

그에 따른 상호작용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유방암 환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은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글(59.4%)이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글(40.6%)보다 많이 나타나 유방암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병 과정 중 겪게 되는 치료 및 치료 후 나타나는 

부작용과 관련한 질병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의 세부 항목을 로터의 대화분석 시스템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 중에서는 생활 습관 

정보를 나타내는 게시글이 전체의 29.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은 사적 대화와 염려 및 걱정이 각각 

13.9%와 12.2%로 비슷한 수준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료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충족되지 못한 

사소한 생활 습관이나 식이 및 건강 보조 식품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의료진들로부터 얻기 어려운 정보를 교환하는 중요한 

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게시글을 통해서 환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거나 제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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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이 전체 중 63.3%,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글이 36.7%로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하면 유방암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며 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정보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게시글에서 요청하는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인 댓글을 

통해 획득이 가능하다. 실제로 게시글의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의 정도를 살펴보면,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은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조회수, 댓글 수 모두 확연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게시자가 작성한 자기 댓글과 자기 댓글 길이 역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이 타인의 공감과 이해를 

유도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의 

댓글 길이가 더 길다는 점에서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 대한 

응답이 공감과 이해를 나타내는 짧은 언어로 구성되는 반면,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 대한 응답은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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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 중에서 의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조회수가 다른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가입 초기 자신과 비슷한 

증상이나 상태에 대해 검색을 통해 게시글을 조회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진단이나 검사 결과 등에 대한 게시글의 경우 댓글을 통해 

궁금한 점을 추가 질문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공유하고 있어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다른 세부 유형들보다 상대적으로 댓글 수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사적인 대화의 경우 댓글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염려나 걱정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경우보다 안심이나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경우 

조회수나 댓글 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목을 통해 

게시글의 정서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긍정적인 정서의 게시글을 조회함으로써 자신의 투병 

의지를 북돋우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보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난 것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지지의 제공이 타인의 반응을 

유도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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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반면에 사회적 지지 요청을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댓글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점은 타인들이 댓글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 주로 정보적 지지 요청에 대한 지지 제공인 경우가 

많아 짧은 댓글로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기 보다 자세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제4절 연구문제 3의 결과: RIAS 분석을 통한 상호작용 

 

<연구문제 3>은 RIAS 분석을 통해 게시글에서 드러난 사회적 

지지가 댓글에서 어떻게 호응하여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함이므로, 753개의 게시글 중 댓글이 달리지 않은 37개의 게시글을 

제외한 총 716개의 게시글과 각각의 첫번째 댓글을 분석하였다.  

 

1. 게시글과 댓글의 정보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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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게시글과 댓글의 정보적 지지 

 게시글(N=716) 댓글(N=716) 일치율 

의학적 상태 19(2.7%) 19(2.7%) 100.0% 

처방 112(15.6%) 108(15.1%) 96.4% 

생활 습관 271(37.8%) 214(29.9%) 78.9% 

심리사회적 정보 19(2.7%) 12(1.7%) 63.2% 

  

<표 31>을 살펴보면, 게시글에서 의학적 상태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한 글은 총 19개였는데, 게시글에서 의학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 댓글에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정보적 

지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학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19개의 게시글에 대해 댓글에서 모두 의학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응답의 일치율이 100%를 기록하였다.  

처방의 경우에는 현재 받고 있는 치료 방법이나 그에 따른 후유증, 

자신이 경험하는 증상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러한 

게시글이 총 112개였으며, 댓글의 경우에는 108개에서 처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일치율은 96.4%를 기록하였다. 실제로 

게시글을 들여다보면,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각종 부작용이나 

후유증, 치료 방법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댓글에서 관련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었으며, 드물게 정보를 요청하는 게시글에 

정보가 아닌 정서적 댓글이 달린 경우가 있었다. 심리사회적 정보를 

요청한 게시글 19개에 대해서는 12개의 댓글이 그와 관련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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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 주어 63.2%의 일치율을 기록하였다.  

생활습관과 관련한 게시글 271개에 대해서는 214개의 댓글에서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 78.9%의 일치율을 나타내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환자들이 의학적인 상태나 예방에 대한 정보 

추구가 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나(Kim & Hur, 2002; Yi et al., 2003) 

이 연구에서는 처방과 관련한 정보적 지지 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시점이 암 진단 이후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진단이나 예방과 같은 

의학적인 정보추구가 일반인들에게서는 보다 보편적인 정보추구 

행위라 하더라도, 환자들의 커뮤니티는 그 특성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처방과 관련한 

정보의 요청과 제공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표 32>에서처럼 게시글 작성자가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될지 모를 

증상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댓글 작성자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여기서 환자들은 의료진들에게서 

듣게 되는 피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사소한 증상을 

주변 환자들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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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정보적 지지(처방) 게시글에 대한 댓글의 상호작용 예 

 

게시글 267번과 304번 모두 항암화학요법 치료 중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 댓글에서는 게시글에서 요청한 

정보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궁금한 사소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실제로 항암 치료 중 고열이나 

백혈구 수치 저하 등의 의학적인 처방이 뒤따라야 하는 부작용의 

유형 내용 

게시글  

267_0 

정확히 2 시간 전에 AC 받고 집에 왔어요.  

지금까진 아무렇지 않아요.  

오늘 제발 밤에 무사히 넘어가길 빌면서... 

근데 정말 마니 졸리네요. 마니 피곤 느끼면서.  

구토 안했음 제발제발 

언제부터 다들 몸에서 반응이 왔어요? 

댓글  

267_1 

사람마다 부작용이 달라서요. 저는 주사 맞고 오면서부터 

울렁 집도착과 동시에 구토 일주일은 죽다 살아났거든요. 

지금처럼 살며시 지나가길 바라네요~~ 

게시글 

304_0 

항암하고 난 후 그 다음날, 양 볼이 단다고 그래야 

되는지... 

하여튼 얼굴에서 열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증세가 

있거든요. 

이마에 손 대보면 열은 없다는거요.  

다른 분들 저 같은 증상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댓글 

304_1 

음~~제경우 미열이 계속되고 메슥거리고 그리고 이젠 

추웠다 더웠다~하루에도 몇번씩 그러네요~집에서 

잡바입고있어요~저만 추워요 울 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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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게시글 304번의 

예에서처럼 자신만 느끼게 되는 열감의 경우는 응급실에 가거나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에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환자 본인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불편함, 정보에 대한 요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환자이기 때문에 의료진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실제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에 대한 

세세하고도 사소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 습관의 경우 식이나 운동, 외모 등 일상 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방암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생활 습관과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었다. 전체 716개 

게시글 중 271개에서 생활 습관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었으며, 

댓글의 경우는 214개의 댓글에서 생활 습관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심리사회적 정보의 경우에는 환자가 겪고 있는 우울증이나 

불안 등의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거나 실제 이와 

관련한 진료를 받아보았는지,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지지 그룹과의 

만남을 요청하는 것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전체 게시글 중 19개의 

게시글에서 심리사회적 정보를 요청하고 있었으며, 이 중 12개의 

댓글이 게시글에서 요청한 정보를 만족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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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난 환자들의 치료 방법 정보 

 게시글(N=716) 댓글(N=716) 계 

수술(전절제/부분절제) 86(12.0%) 24(3.4%) 110(15.4%) 

림프절 절제 8(1.1%) 2(0.3%) 10(1.4%) 

유방재건수술 6(0.8%) 4(0.6%) 10(1.4%) 

항암화학요법 142(19.8%) 39(5.4%) 181(25.3%) 

방사선치료 58(8.1%) 18(2.5%) 76(10.6%) 

표적치료 26(3.6%) 6(0.8%) 32(4.5%) 

호르몬치료 12(1.7%) 6(0.8%) 18(2.5%) 

정기점검 2(0.3%) 3(0.4%) 5(0.7%) 

 

환자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자신의 질병과 관련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있다. 환자들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게 될 치료 

방법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다.  

환자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치료 방법을 분석해 본 결과 

항암화학요법이 142번, 수술이 86번, 방사선 치료가 58번, 표적치료가 

26번, 호르몬 치료가 26번 나타났으며, 림프절 절제나 유방재건술, 

정기점검 등은 등장 횟수가 10회 미만이었다. 환자들은 게시글을 

작성할 때 수술의 경우 전절제와 부분절제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으나, 림프절 절제나 유방재건 수술 등의 경우는 비교적 

명확하게 상태를 노출하고 있었다. 게시글에서 자신의 치료 방법을 

노출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이었던 데 반해, 댓글의 경우에는 게시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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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자신의 치료 방법에 대한 노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게시글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이 39번, 수술은 

24번, 방사선 치료가 18번 등장하였는데,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방암 

환자들이 받게 되는 보편적인 치료 방법이 이 세 가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4>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난 환자들의 생활 습관 정보 

 게시글(N=716) 댓글(N=716) 계 

식이 119(16.6%) 56(7.8%) 175(24.4%) 

운동 18(2.5%) 8(1.1%) 26(3.6%) 

외모 32(4.5%) 22(3.1%) 54(7.5%) 

직업/일 3(0.4%)  3(0.4%) 

경제 25(3.5%) 15(2.1%) 40(5.6%) 

기타 11(1.5%) 4(0.6%) 15(2.1%) 

 

환자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치료 방법 외에도 자신의 

생활습관을 노출하고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는 바로 

식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환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오늘의 메뉴나 

레서피 등의 정보를 드러내거나 항암 중 먹어도 되는 식품을 

묻는다거나 보조 식품은 언제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는데, 게시글에서 식이와 관련된 내용은 119회 

등장하였으며, 댓글에서는 56회가 등장하여 환자들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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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가 식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항암 치료 과정 중에서 

식이 못지 않게 운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 환자들은 치료 

과정 중에는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 운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표 35>의 게시글 159번에서 나타나듯이 항암 치료 중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와 같은 식이와 관련된 정보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정보를 주기가 어렵다. 각종 매체나 홍보를 통해 항암에 좋은 

음식이나 섭취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일은 사실 쉽지 않다. 게다가 항암에 도움이 된다는 

보조식품에 대한 믿을만 한 정보를 의료진으로부터는 쉽게 듣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먼저 겪었던 선배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환자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게시글에서는 32번, 댓글에서는 

22번의 노출이 나타났다.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유방암의 

항암 치료 과정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겪게 되는 탈모나 유방 절제 

등의 외형적 변화는 여성성 상실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다. 이에 

따라 유방암 환자들은 자신의 외형적 컴플렉스를 가릴 수 있는 

가발이나 두건, 모자와 같은 보조 도구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또한 탈모가 머리카락 뿐만 아니라 눈썹까지 나타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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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치료 전에 눈썹 문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 역시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제공해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커뮤니티는 의료진이나 가족 및 

친구와 같은 주변인들이 제공해 줄 수 없는 정보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 생활 습관 게시글에 대한 댓글의 상호작용 예 

유형 내용 

게시글  

159_0 

항암 하면 꼭 2 리터 이상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다들 

그렇게 하나요? 

전 첫날부터 물을 마시면 토가 나와서 물 생각함 토 나올 

것 같아 못 마시겠어요.  

다들 어떻게 하나요?  

정말 물 마시는 게 젤 힘들어요. 

댓글  

159_1 

꼬옥 2 리터라고 생각마시고 자주 자주 드세요 그것도 

쉽지 않은것 알아요 저도 항암중 물이  써서 고생했건든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자주 마셨어요 항암약이 독해서 빨리 

씻겨 내려가라고 스트레스 받으시며 하시면 더 힘드세요 

천천히 자주 조금씩 마시시면 조금씩 늘린다 생각하세요 

게시글 

247_0 

도세탁셀 하면서 솜털같이 머리카락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죄 흰머리네요~ ㅠ 머리카락 빠지기 전에도 흰머리가 

나서 염색을 한달에 한번 했었는데 울남편이 보더니 

백발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아도 흰머리 안나는 

사람은 안나던데 이것도 집안내력인지~ 내나이 43 인데 

흰머리가~ 하지만 흰머리가 나더라도 병만 낳는다면야~ 

감사할따름이네요~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댓글 

247_1 

저도 솜털처럼~~~~카페에서보니 항암 다끝나면 다시 다 

난데요 솜털같은 흰머리는 빠지는것같아요 

게시글 병원나이 34 세 3 기 진단받아 선항암 5 차 진행중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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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다. 치료비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환자들이 궁금해 

하는 대표적인 경제적 정보는 바로 보험 청구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암의 치료 과정이 1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항암화학요법고 수술, 

방사선, 표적치료 등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다 보니 

환자들에게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26_0 유전자검사시 브라카 1 변이. . . 삼중음성 환자인데요 요즘 

갑자기 시댁에 생활비 드리는거땜에 

맘고생,몸고생중인데요. 갑자기 돈이 긍핍하다보니 

치료보다 돈걱정이 드는게 사실이라 선배님들께 

여쭤보려구요  

 

양쪽전절제에 동시복원생각하는데요 동시복원시 한쪽만 

1500 정도 든다하던데 양쪽이면 3000 이넘을텐데 수술하고 

퇴원할때 그걸어떻게 수납하고 퇴원하시나요?  

실비가 있긴한데 퇴원하려면 보통 

수납먼저하잖아요. . !여유돈이없어 요즘 병원비땜에 

밤잠을설치네요..  

실비에서 다 받을순있겠죠?  

이노무 돈땜에 맘편히 아프지도 못하네요. . . 

댓글 

247_1 

병원비는 일단 수납하시고 그 영수증으로 실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라서 진단금 이외 미리 보험회사 요청이 어렵죠. 

3 기 이시면 복원 수술 나중에 하라고 하실텐데요. 

아닌가요? 제가 3 기 전절제 했는데 쌤이 당장 복원 

안된다고 하셔서 지금 치료만 받고 있거든요.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세요. 치료 잘 받으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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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시글과 댓글의 정서적 상호작용 

 

 
이 연구에서 RIAS 분석을 실시하여 상호작용을 살펴본 가장 큰 

목적은 게시글에서 드러난 정서적 지지 요청에 대해 댓글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게시글과 댓글에서 어떤 정서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환자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표 36> 게시글과 댓글의 정서적 지지 

 게시글(N=716) 댓글(N=716) 계 

걱정 및 염려 23(3.2%)  23(3.2%) 

불인정 및 

비판 
21(2.9%) 10(1.4%) 31(4.3%) 

안심 16(2.2%) 11(1.5%) 27(3.8%) 

칭찬 23(3.2%) 26(3.6%) 49(6.8%) 

동의 및 이해 21(2.9%) 8(1.1%) 29(4.1%) 

공감 321(44.8%) 324(45.3%) 645(90.1%) 

정당화 4(0.6%) 4(0.6%) 8(1.1%) 

격려 160(22.3%) 184(25.7%) 344(48.0%) 

기타 2(0.3%)  2(0.3%) 

 

게시글과 댓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정서적 상호작용은 

공감이었다. 환자들은 게시글에서 정서를 노출함으로써 타인이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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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할 수 있기를 가장 바라고 있었다. 자신의 불안하고 힘든 상황을 

드러낼 때에도, 타인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토로할 때에도, 힘든 

치료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고 이야기 할 때에도 환자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들에게서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댓글에서 공감을 표현해 줌으로써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걱정 및 염려를 요청하는 게시글이 23개, 불인정 및 

비판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21개, 안심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16개, 

칭찬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23개, 동의 및 이해를 구하는 게시글이 

21개, 정당화를 요청하는 게시글이 4로 나타났다. 게시글에서 가장 

많이 요청하는 정서적 지지는 공감으로 총 321개였으며, 격려를 

요청하는 게시글 역시 160개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정서적 지지 

요청이 공감과 격려임을 알 수 있었다.  

댓글의 경우 전체 댓글 중 324개에서 공감을, 184개에서 격려를 

나타내었고, 불인정 및 비판이 10개, 안심이 11개, 칭찬 26개, 동의 및 

이해 8개, 정당화 4개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게시글에서 요청한 정서적 지지에 대해 댓글이 

얼마나 응답해주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치율을 조사하였다. 

일치율이란 게시글에서 요청한 정서적 지지에 대해 댓글이 얼마나 

일치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다. 즉,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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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의 경우 게시글에서 요청한 정서적 지지와 상관없이 댓글에서 

나타난 정서적 지지의 총 갯수를 구한 것이었다면, <표 37>의 경우 

게시글에서 요청한 정서적 지지에 대해 응답한 댓글의 갯수를 구한 

것이다.  

일치율을 구한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난 정서적 지지 요청이었던 

공감의 경우 게시글 321개 중 315개에서 댓글을 통해 공감을 

표현하여 일치율이 98.1%가 나타났고, 격려의 경우 160개의 게시글 

중 155개의 댓글에서 격려를 제공하여 96.9%의 일치율을 보여주었다. 

정당화를 요청하는 게시글 4개의 경우 댓글에서 모두 정당화를 제공해 

주어 100.0%의 일치율을 보여주어쓰며, 칭찬을 요청하는 23개의 

게시글에 17개의 댓글에서 칭찬을 제공해 주어 73.9%의 일치율을 

보여주었다.  

걱정 및 염려나 불인정 및 비판, 안심, 동의 및 이해 등의 일치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게시글에서 요청한 정서적 지지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정서적 지지를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걱정 및 염려를 요청하는 23개의 게시글에 대해 17개의 댓글은 

격려와 공감을 표현하였고, 3개는 공감을, 2개는 격려만을 표현하였으며, 

1개의 댓글에서는 안심을 제공하였다. 걱정과 염려를 요청하는 

게시글에 대해 환자들은 같이 걱정이나 염려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힘든 것을 나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많이 힘드냐고, 괜찮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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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공감하고 격려해 주는 형태의 정서적 지지가 나타나고 

있었다. 불인정이나 비판을 나타내는 게시글에도 마찬가지로 10개의 

댓글에서는 게시글과 동일하게 같이 비판하는 동조를 나타내었으나, 

11개의 게시글에서는 당신이 화가 났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럴 수 

있다고, 다 잘 될 거라는 공감과 격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안심을 

요청하는 16개의 게시글의 경우에는 6개의 댓글에서 안심을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10개의 게시글에서는 칭찬과 공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안심을 요청하는 게시글에 응답하고 있었다.  

 

<표 37>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난 정서적 상호작용 

 게시글(N=716) 댓글(N=716) 일치율 

걱정 및 염려 23 0 0.0% 

불인정 및 

비판 
21 10 47.6% 

안심 16 6 37.5% 

칭찬 23 17 73.9% 

동의 및 이해 21 8 38.1% 

공감 321 315 98.1% 

정당화 4 4 100.0% 

격려 160 155 96.9% 

기타 2  0.0% 

 

이처럼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정서적 지지의 교환이 



 205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공감과 격려에 대한 요청과 그에 

대한 충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의료진과의 정서적 

상호작용과는 사뭇 다른 결과인데, 의료진과의 Q&A 게시판을 분석한 

연구(Cho, 2008)에서는 환자들은 주로 정보적인 지지를 요청하고 

있었으며, 정서적 지지 요청은 전체의 7% 남짓으로 의료진들로부터는 

정서적 지지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환자들이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기대하는 역할이 바로 

정서적 지지의 교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치료에 대한 

정보적인 지지는 의료진을 비롯하여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있는 반면, 심리적인 위안과 공감을 줄 수 있는 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인들의 

경우 심리사회적인 지지를 제공해준다고 하지만, 실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이 겪는 고통이나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환자들 역시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요구하지 못하게 마련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외부로부터 부족한 정서적 지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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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난 정서적 표현 

 게시글(N=716) 댓글(N=716) 계 

분노 10(1.4%) 2(0.3%) 12(1.7%) 

불안, 걱정, 두려움 125(17.5%) 2(0.3%) 127(17.7%) 

죄책감 및 창피함 17(2.4%)  17(2.4%) 

슬픔 및 지침 82(11.5%)  82(11.5%) 

부러움 및 질투  46(6.4%) 46(6.4%) 

행복, 자부심, 자랑 87(12.2%) 2(0.3%) 89(12.4%) 

싫증 및 혐오 8(1.1%) 2(0.3%) 10(1.4%) 

감사, 사랑, 희망 67(9.4%) 23(3.2%) 90(12.6%) 

위로 및 위안 4(0.6%) 198(27.7%) 202(28.2%) 

칭찬  98(13.7%) 98(13.7%) 

공감 35(4.9%) 159(22.2%) 194(27.1%) 

 

게시글과 댓글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정서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시글의 경우는 크게 부정적 정서가 긍정적 정서보다 약간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게시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정서는 불안과 걱정, 두려움으로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정서라 하겠다. 불안이나 걱정과 더불어 많이 등장하는 정서가 바로 

슬픔과 지침이다. 환자들의 게시글에서 흔히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울었다’거나 ‘서글프다’, ‘지친다’ 등이다. 길고 긴 투병과정 중에서 

환자들은 자신의 힘든 감정을 게시판을 통해 토로하면서 위로를 

받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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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나 걱정,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들이 주로 게시글에서 

드러난 정서라면, 댓글에서는 위로 및 위안과 칭찬, 공감이라는 긍정적 

정서가 주로 드러나고 있었다. 게시글에서 불안이나 걱정을 표현하면, 

댓글은 대부분 게시글 작성자의 심경에 공감하고, 이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보내주고 있다. 댓글에서 나타나는 ‘괜찮다’나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은 단순한 말 한마디처럼 보이지만, 연구 대상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 상 환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이들의 위로와 위안은 스쳐지나가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먼저 경험한 선배의 입장에서 건네주는 조언과 같기 때문에 

환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를 느끼게 된다.  

오히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긍정적인 정서를 노출하는 

경우이다. 게시글에서 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정서는 행복과 자부심이 

87회, 감사와 사랑 및 희망이 67회로 나타났다. 남편과의 데이트나 

가족과 친구와의 여행기를 통해 행복을 전하거나 민머리인 자신의 

모습을 과감하게 사진을 통해 드러내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게시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때 댓글에서는 주로 

부러움이나 칭찬이라는 또 다른 긍정적인 정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를 노출한 게시글에 긍정적 정서의 

댓글이 달림으로써 게시글 작성자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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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노출한 게시글에 긍정적 정서의 댓글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의 

긍정적 정서를 강화한다는 기존 연구(Qiu et al., 2011)의 결과를 보다 

심도깊게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부정적 정서인 

걱정이나 슬픔을 나타내는 게시글에는 위로와 공감이라는 긍정적인 

정서의 댓글이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행복과 자부심, 감사와 사랑과 

같은 긍정적 정서의 게시글에는 부러움과 칭찬, 공감이라는 긍정적 

정서의 댓글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3. 소결 

 

<연구문제 3> 에서는 RIAS 분석을 통해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RIAS 분석 결과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요청은 댓글을 통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시글의 정보적 지지 요청은 처방과 

관련한 정보 요청이었다.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증상과 부작용들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댓글로 나타나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들(Kim & Hur, 2002; Yi et al., 2003)에서는 

환자들이 주로 질병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던 것과 달리 

신체적 증상이나 부작용들에 대한 정보 추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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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연구 대상이 환자들끼리의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의료진이 중심이 되지 않고 환자들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에서 환자들은 의료진들에게 섣불리 물어보지 못했던 사소한 

증상들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게 되고, 환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게 된다. 질병 자체보다 신체적 

증상에 대한 정보 추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의료진과의 Q&A 

게시판 분석(Cho, 2008)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인데, 이를 통해 

면대면 상황보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가져다 주는 익명성과 그에 

따른 부담 감소가 의료진들과 마주보고 하기 어려웠으나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추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즉, 환자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것은 질병 자체에 대한 전문 

지식보다 자신이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증상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료 상황에서는 의료진과의 

면담 시간 부족과 자신의 질문에 대해 의료진들로부터 성의있는 

답변을 듣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환자들은 오프라인 상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요청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에게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여 

부담없이 각종 증상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공간이며, 이러한 

정보적 지지가 추구될 경우 환자들이 스스로 치료 상황에 대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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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관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적 지지에 대한 상호작용보다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정서적 지지의 교환이다.  

환자들은 지난하고 어려운 투병 과정 중에 정서적인 지지를 

갈구하게 된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인들이 줄 수 있는 지지는 제한적이게 마련이다. 실제 환자가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는 투병 과정 중의 고통을 가족이나 친구가 

충분히 이해해 주기는 어려우며, 환자 본인으로 인해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환자 역시 

주변인들에게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요청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환자들에게 부족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 된다. 실제로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정서적 지지 

요청은 공감이었으며, 그 뒤를 격려가 잇고 있다는 점은 환자들이 

바라는 정서적 지지는 내 아픔을 나눌 수 있고, 그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작은 위로임을 알 수 있다.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맺어진 약한 관계는 오프라인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유방암 환자들의 커뮤니티는 의료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환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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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감 또는 동지의식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자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대한 공감과 격려 요청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지지의 요청은 댓글을 통해 

제공됨으로써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서적인 표현의 경우 걱정과 불안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에 대해 댓글에서 위로와 위안이라는 

긍정적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상쇄시키려는 상호작용을 

보여주었다. 긍정적 정성의 경우 자부심이나 행복, 감사 등이 주로 

표현되었고, 이에 대해 댓글에서는 칭찬과 부러움이라는 긍정적 정서로 

응답함으로써 게시글 작성자의 긍정적 정서를 강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으로 게시글 작성자의 

부정적 정서는 감소하고, 긍정적 정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Qiu et al., 2011)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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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상호작용의 정도를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지지가 교환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에서는 게시글에서의 자기 노출에 따른 상호작용의 

정도를 확인하였는데, 유방암 환자들은 게시글을 통해 자신을 

노출할수록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게시글에서 인지적 어휘나 질병 관련 어휘 사용이 많고 부정적 정서와 

관련한 단어 사용이 많은 게시글에서 조회수가 높게 나타나고 댓글이 

더 많이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게시글 작성자가 자기 

게시글에 작성하는 자기 댓글 수 역시 높게 나타나 타인과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게시글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노출한 경우 역시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휘 사용이나 이미지 노출과 같은 게시글에서의 자기 

노출이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는 타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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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게 되어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문제 2>에서는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게시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정보적 지지로, 환자들은 게시글을 통해 자신의 질병 상태나 치료 과정 

중 겪게 되는 다양한 증상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자신이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비중이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더 많이 나타났지만, 상호작용은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더욱 활발하게 드러났다.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경우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조회수와 댓글 수가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자들이 서로의 상태에 

대해 공감하고, 위로와 위안을 나누는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댓글의 길이는 정보적 지지의 게시글에서 

더 길게 나타났는데, 정보적 지지의 게시글에 대해 댓글에서 질병이나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보다 댓글의 길이가 

길어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문제 3>에서는 게시글에서 요청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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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서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RIAS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적 지지 중에서는 생활습관과 관련한 정보 요청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처방과 관련한 정보 요청이 그 뒤를 이었다. 생활 

습관의 경우 식이와 관련한 게시글이 가장 많이 나타나 환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의료진에게 물어보기 어려운 일상의 사소한 정보에 

대한 궁금증과 그에 대한 정보의 교환이 활발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서적 지지의 경우에는 게시글에서 공감과 격려에 대한 요청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댓글에서도 게시글에서 요청하는 공감과 격려에 

대해 충분히 응답해 줌으로써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특히 

게시글에서 부정적인 정서인 불안이나 걱정, 두려움을 표현하는 경우 

댓글에서는 공감과 위로라는 긍정적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게시글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켜주려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환자들에게 

온라인 공간이 긍정적인 정서를 북돋우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장임을 의미한다.  

 

제2절 논의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발병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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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아 40대의 발병률이 가장 높고, 생존율 또한 높게 

나타난다. 이는 환자들이 암 환자로서 뿐만 아니라 암 생존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유방암의 경우 ‘암’이라는 질병이 가져다 주는 사회적 낙인과 더불어, 

투병 과정에서 탈모나 유방 절제로 인한 여성성 상실이라는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함께 겪게 되어 치료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더불어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질병이다. 따라서 유방암 환자들의 경우 

질병에 대한 치료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심리적 치료 또한 필요하게 

된다. 

실제로 환자들은 막상 유방암을 진단 받게 되면 심리적 공황 상태를 

겪게 되고, 질병과 관련된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주변에서 찾고자 한다. 

하지만, 국내 의료 환경 상 턱없이 부족한 진료시간으로 

의료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와 지지가 제한적이고, 가족이나 

주변인들 역시 정서적,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환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사회적 지지를 보내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주변 환자들로부터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지를 얻고자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정보와 지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국내 유방암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포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카페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들 카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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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기반으로 하는 폐쇄적인 공간임과 동시에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암 환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SNS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보다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카페 형태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상의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거나 사진을 통해 느슨한 연결을 지향하는 

개방된 형태의 SNS보다 승인을 통한 가입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환자들이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신을 

노출하는 데 보다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방암 환자들은 게시글을 작성하고, 타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읽거나,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행위를 통해 커뮤니티 

내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오프라인 상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실제로 환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오프라인 상에서 얻기 

어렵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게 된다. 진료실에서의 짧은 진료로는 

의료진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어려우며,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에게 진료실에서 의료진과 편안한 상태로 자신의 상태와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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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환자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고자 한다.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질병 

상태와 정서 상태를 노출하게 된다. 이는 환자들의 자발적인 노출임과 

동시에 이러한 노출을 통해 기존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내포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환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노출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게시글과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또한 

게시글에서의 자기 노출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자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환자들이 중심이 

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자신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게 된다. 실제로 환자들은 오프라인 상의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지인들에게 자신의 암 투병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음을 온라인에서 

고백하면서 ‘암 환자’에 대한 따가운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온라인 공간은 외부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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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자신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환자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누구보다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해주고 

공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보다 더 

적극적인 자기노출이 가능하게 된다. 환자들은 자발적으로 투병 과정 

중의 초췌하고 머리가 빠진 모습까지 과감하게 공유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고, 질병 상태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노출하는 

것으로 타인과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노출시킨 정보 외에 다른 비언어적이나 맥락적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노출시키는 경우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Gibbs, Ellison, & Heino, 

2006).  

이처럼 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얻고자 함이다. 자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불확실성을 줄이고 관계를 맺게 되면,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환자들은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기 노출을 통해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자기노출은 질병과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 상태, 이미지 등 다양한 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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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환자들은 낯선 타인과 연결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환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지지의 

교환으로 나타난다. 게시글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는 댓글을 

통한 사회적 지지 획득을 가지고 오고 있으며, 이는 다시 게시글 

작성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게시글 작성자가 자신의 게시글에 자기 

댓글의 형태로 댓글을 작성한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결과를 

보였다. 환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한 결과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경우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하게 

나타났다. 더불어 정보적 지지 유형 중에서 생활 습관 정보에 대한 

게시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은 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가 의료진들에게 차마 물어보지 

못한 사소하고 일상적인 생활 습관 및 식이와 관련한 정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있었다. 환자들은 온라인에서 공감과 격려를 주고 

받고 있었는데, 이는 환자들이 의료진들에게서 요구하는 정서적 지지의 

유형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여주었다. 의료진과의 Q&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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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나타났던 정서적 교환은 주로 환자들이 인정(approval)이나 

안심(reassurance)을 의료진에게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환자들의 의견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거나, 

환자들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것으로 정서적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다(Cho, 2008). 하지만 환자들끼리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타인이 판단해주고 확인시켜주기 보다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감을 교환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지지 교환 행위로 

나타난다. 이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슬픔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나와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훌륭한 지지 제공자로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작동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직간접적으로 

격려를 요청하는 경우가 공감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댓글의 

경우는 게시글보다 더 많은 격려가 나타났는데, 이는 게시글에서 

걱정이나 염려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경우 이에 대해 괜찮다고 잘 할 

수 있다는 격려와 응원의 댓글이 달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환자들은 게시글을 통해 불안이나 걱정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노출하는 경우 댓글에서 위로와 위안을 표현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부심이나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게시글에서 노출하는 경우 부러움이나 칭찬이라는 

긍정적 정서를 댓글로 표출함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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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즉,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환자들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다른 환자들로부터 위로와 공감이라는 정서적 지지를 얻고 

있었는데, 이는 같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상대에게서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라는 점에서 

의료진이나 가족과 같은 주변인들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와는 

구별된다. 실제로 환자들에게는 오프라인 상에서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지만, 의료진이나 가족은 직접 치료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을 피부로 절감하기 어려우며, 환자들 

역시 자신으로 인해 주변 가족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자신의 힘든 상황을 쉽사리 털어놓고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온라인 공간이 환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제공하며 환자들 사이의 유대감을 통해 투병 의지를 북볻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적 시선의 부담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관계 속에서 오프라인에서 충족치 못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게 된다.  

더불어 여전히 죽음과 직결되는 낙인이 찍혀있는 암의 경우 

환자들은 진단 순간부터 자신의 질병 상황과 그에 따른 향후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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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등에 대한 아주 세 하고도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 환경은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실제 환자들이 치료 중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걱정이나 정보의 경우 의료진과의 소통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설령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의료진들의 

관심 영역이 아닌 경우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게 된다. 

이러하 상황에서 환자들의 온라인 공간은 이러한 정보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온라인 상의 

불확실한 정보들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커뮤니티는 다수의 환자들로부터 불확실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거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어 양질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연구 대상이었던 

<유방암 이야기> 커뮤니티의 경우 자신을 의료진이라고 밝힌 회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댓글을 작성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형성하였는데,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 적절한 의료 

전문가의 개입이 병행된다면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정보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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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이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와 

연구 윤리 준수로 인해 단일 커뮤니티에서 34명이라는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표본의 대표성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34명의 참가자가 작성한 753개의 게시글과 

그에 따른 9,092개의 댓글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가능했지만, 34명의 참가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 시점이 다르고,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활동 정도가 달라 

참가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또한 단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연구 참가자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성의 문제는 향후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이미지를 통한 자기 노출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등장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으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예를 들어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내향성, 외향성, 표정이나 포즈, 

이미지의 크기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환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자기 노출 이미지와 달리 

초췌하고 초라한 상태를 과감하게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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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연구와 더불어 환자들이 지각하는 자존감과의 연결성도 추후 

연구에서는 고려해 볼 문제이다.  

셋째, 이 연구는 초기 연구 계획 단계에서 다량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컴퓨터 내용분석을 시도하려 했던 계획이 연구 참여자 모집의 한계로 

인해 수행되지 못하면서 내용분석 외에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이들이 느끼는 자기 효능감이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의 비교 

분석이 어려웠다는 한계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환자들이 

실제로 치료를 받는 병원이나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을 유도하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을 추적 관찰한다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실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환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와의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RIAS 분석 방법을 도입하였으나, 각 게시글 당 첫 댓글만을 분석 

단위로 삼아 전체 대화 내용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여러 개의 댓글이 달린 게시글에서 댓글 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대화의 내용 분석이 가능해진다면,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풍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온라인에서 환자들은 환자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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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안과 위로를 얻는 공간을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게시글과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으로 확인이 가능하였다. 특히 환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오프라인에서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사회적 지지를 

온라인을 통해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환자들끼리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같은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진과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는 또 다른 형태를 나타내게 되며, 오프라인 

상에서 얻기 어려운 사소한 정보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는 온라인 공간이 오프라인 상에서 획득하지 못한 지지를 

획득하게 해주는 보완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유방암 환자들의 투병에 있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지 

획득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오프라인 상의 부족한 지지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길고 힘든 투병 과정 속에서 함께 하면서 지지를 

보내게 되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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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Ⅰ. LIWC와 K-LIWC 변인 비교 

 

1) LIWC 변인표: 심리학적 변인 

 

차원 단어 예 단어 수 

Psychological Progress   

Affective Emotional Process happy, ugly, cry, 

bitter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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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itive emotion 

     Positive feeling 

     Optimism and energ 

happy, pretty, good 

happy, joy, love 

certainty, pride, win 

261 

43 

69 

  Negative emotion 

     Anxiety or fear 

     Anger 

     Sadness or depression 

hate, enemy, cry 

nervous, afraid, tense 

hate, kill, pissed 

grief, cry, sad 

345 

62 

121 

72 

Cognitive Processes Cause, know, ought 312 

  Causation 

  Insight 

  Discrepancy 

  Inhibition 

  Tentative 

  Certainty 

because, effect, hence 

think, know, consider 

should, would, could 

block, constrain 

maybe, perhaps, guess 

always, never 

49 

116 

32 

64 

79 

30 

Sensory and Perceptual 

Processes 

see, touch, listen 111 

  Seeing 

  Hearing 

  Feeling 

view, saw, look 

heard, listen, sound 

touch, hold, felt 

31 

36 

30 

Social Processes talk, us, friend 314 

  Communication 

  Other reference to people 

  Friends 

  Family 

  Humans 

Talk, share, converse 

1st, pl, 2nd 3rd, per prns 

pal, buddy, coworker 

mom, brother, 

cousion 

boy, woman, group 

124 

54 

28 

43 

43 

Relativity 

Time 

  Past tense verb 

  Present tense verb 

  Future tense verb 

hour, day, ‘oclock 

walked, were, had 

walk, might, shall 

will, might, shall 

 113 

144 

256 

14 

Space 

  Up 

  Down 

  Inclusive 

around, over, up 

up, above, over 

down, below, under 

with, and, include 

 71 

1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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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lusive but, except, without 19 

Motion walk, move, go  73 

Personal Concern 

Occupation 

  School 

  Job or work 

  Achievemet 

work, class, boss 

class, student, college 

emply, boss, career 

try, goal, win 

 213 

100 

62 

60 

Leisure activity house, TV, music  102 

  Home 

  Sports 

  Television and movies 

  Music 

house, kitchen, lawn 

football, game, play 

TV, sitcom, cinema 

Tunes, song, cd 

 26 

28 

19 

31 

Money and Financial issues Cash, taxes, income  75 

Metaphysical issues God, heaven, coffin  85 

  Religion 

  Death and dying 

God, church, rabbi 

dead, burial, coffin 

 56 

29 

Physical states and fuctions ache, breast, sleep  285 

  Body states, symptoms 

  Sex and sexual 

  Eating, drinking, dieting 

  Sleeping, dreaming 

  Grooming 

ache,heart, cough 

lust, penis, fuck 

eat, swallow, 

taste 

asleep, bed, 

dream 

wash, bath, clean 

 200 

49 

52 

21 

15 

*출처: 심정미 (2004). 한국어판 글분석 프로그램(K-LIWC) 개발과 신뢰도 

검증.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 K-LIWC 변인표: 심리학적 변인 

 

차원 단어 

심리학적 과정  

감정 또는 정서적 과정 행복한, 사랑, 즐거움, 두려움 

 긍정적 정서 행복한, 예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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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 느낌 

낙천성 또는 활동성 

즐거움, 사랑, 행복함 

승리 

 부정적 정서 

불안 

화 

슬픔 또는 우울 

싫음, 두려움 

두려움 

미움 

울음, 슬픔 

인지적인 과정  

 원인 

    사고 

기대 

제한 

추측 

확신 

 영향, 가정 

분석, 의식 

그러나, 기대하다 

억제, 의무 

어디선지 

신임, 신뢰 

감각 & 지각적 과정 

사회적 과정 

나타나다, 눈, 맛 

말하다, 우리 

 체면 

의사소통 

타인참조 

또래(친구) 

가족 

인간 

 체면치레, 차리다 

말하다, 주장 

어느 누구, 그, 그녀 

파트너, 룸메이트 

아버지, 어머니 

소녀, 아줌마 

자기 영역 

자기 활동 

          학교 

          직장 & 일 

          성취 

 작업, 실패 

학생, 반 

작업, 사업 

목표, 시도하다 

 

여가 활동 

              집 

          운동 

          TV 영화 

          음악 

 야구, 클래식 

집, 부엌 

야구, 축구 

TV, 코미디 

    클래식, 팝 

 

돈 & 재정적 이슈  은행, 수표  

신체적 상태와 기능  화, 자다  

 몸 상태와 증상 

성 & 상징 

식사, 음주, 다이어트 

화, 심장 

섹스 

마시다,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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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 꿈 자다, 잠 

형이상학적 이슈    

 죽음 

종교 

 죽다, 

돌아가시다 

기독교, 불교 

 

*출처: 심정미 (2004). 한국어판 글분석 프로그램(K-LIWC) 개발과 신뢰도 

검증.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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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내용분석 코딩 

 

 

1) ID 

게시글: n_0 

해당 게시글마다 주어진 id이며, 게시글과 댓글을 구분하기 위해 

게시글이 _0을 붙인다. 

댓글:n_k 

댓글은 등록 순으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k를 붙인다. 예를 들어 

215번 게시글의 5번째 댓글은 215_5로 표시한다. 

 

2) 유형 

게시글: 1 

댓글: 2 

자기 댓글: 3  

댓글 중 원 게시글 작성자가 작성한 댓글은 따로 구분하여 코딩한

다. 

 

3) writer id: 실제 글을 쓴 사람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얻은 사람들만 숫

자로 표시한다. 

4) Date: 게시글과 댓글 옆에 나와 있는 날짜와 시간을 연도. 월. 일 순으

로 표시한다. 

5) Contents: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 

6) Views: 2015년 3월 1일 기준 조회수 

7) # of comts: 2015년 3월 1일 기준 게시글에 달린 댓글 수 

8) image: 게시글 내에 사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사진 포함: 1 

  본인 단독 사진: 1_1 

  본인 포함 사진: 1_2 

  본인 없는 사진(풍경, 음식 등): 1_3 

사진 불포함: 0 

9) 작성 방식: 게시글을 모바일에서 작성하였는지 PC에서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구분한다.  

모바일 작성: 1 

PC에서 작성: 0 

10) 사회적 지지: 로터 대화분석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회적 지지를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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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적 지지: 1 

정서적 지지: 2 

11) 질병 단계 

진단: 1 

치료: 2 

관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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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III. RIAS 코딩 

 

 

1. 게시글 ID:  

2. 사회적 지지 요청(게시글에 드러난 사회적 지지 요청에 대해 중복을 

허용하여 모두 체크) 

A. 정서적 지지 

걱정/염려(concern/worry)���������	
��������������������  
 

인정(approval)  

불인정(disapproval)  

안심(reassurance)  

칭찬(compliment)  

비판(criticism)  

동의/이해(agreement/understanding)  

공감(empathy)  

정당화(legitimizing)  

격려(encouragement)  

기타(others)  

B. 정보적 지지  

의학적 상태(medical condition)  

처방(therapeutic regimen)  

생활습관(life style / self care)  

심리사회적 정보(psychosocial information)  

 

3. 정서적 표현(게시글에 드러난 정서적 표현에 대해 중복을 허용하여 모

두 체크) 

C. 정서적 표현 

분노(anger) 
 

불안/걱정/염려(anxiety/concern/worry)  

두려움(fear)  

죄책감(guilty/sorry)  

창피함(shame)  

슬픔/지침(sadness/exhausted)  

시기/질투(jealo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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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움(envy)  

행복(happiness)  

자부심/긍지/자랑스러움(pride)  

사랑(love)  

희망(hope)  

위로/위안/안도(comfort/relief)  

동정(compassion)  

공감(empathy)  

싫증/혐오(dislike/disgust)  

 

 

4. 구체적 정보(각각 드러난 시제와 정보를 중복을 허용하여 모두 체크) 

구분 시제 유형 세부유형 

질병 과거 1. 질병기술  

 현재 2. 질병예후  

 미래 3. 기타  

진단 과거 1. 유방조영술  

 현재 2. 임상 검사  

 미래 3. 초음파  

  4. 뼈스캔  

  5. 생검  

  6. PET/MRI/CT  

  7. 기타  

치료 과거 1. 수술 a. 유방전절제 

 현재  b. 유방부분절제 

 미래  c. 림프절 절제 

   d. 유방재건 

  2. 방사선요법  

  3. 허셉틴  

  4. 호르몬요법  

  5. 항암화학요법  

  6. 대체의학  

  7. 정기 검사  

  8. 기타  

심리사회적 과거 1. 기술/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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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현재 2. 지지그룹찾기  

 미래 3. 정서적 대처  

  4.기타  

생활습관 과거 1. 건강습관 a. 식이(음식, 보조식품 

등) 

 현재  b. 운동 

 미래  c. 음주/흡연 

   d. 기타 

  2. 직업/일  

  3. 가족  

  4. 자가관리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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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do breast cancer patients 

interact through online 

communication? 
 

 

Park, Ah Hyun 

Dep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ancer is a disease that has come deeply into the modern life. It is 

one that anybody can catch, and, while treatment is possible, there is 

still a negative social stigma associated with the words “cancer patient.” 

The survival rates of cancer patients have risen, but this also means that 

the time spent “living with cancer” after treatment has increased 

proportionally. Therefore, the discussion of how cancer patients 

respond to having to lead new lives as cancer survivors, even after their 

medical treatment, has grown in importance. 



 269  

The rate of occurrence of breast cancer in Korea is highest for 

women in their 40s. This contrasts to Western societies, where the 

frequency of occurrence increases as a person ages. This means that the 

patient has to live with cancer for a very long time, even after breast 

cancer treatment has ended. As such, continued adaptation and 

psychosocial support become more important through the process of 

struggling against the disease. 

Recently, online social support for patients has become a particular 

area of interest. As participation in online communities does not result 

from outside pressure or coercion, but is instead engaged in voluntarily, 

it carries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self-disclosure. Furthermore, 

activity in online communities is fundamentally accompanied by writing 

and reading, and through writing, patients reinterpret and objectively 

view their stressful experiences. By doing so, they can expect a stress-

relieving effect. Moreover, this self-disclosure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building relationships. By disclosing themselves through posts, these 

patients develop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come to seek social 

support through these interactions. 

This research analyzes the aspects of interaction in the online 

communication among breast cancer patients. In order to do thi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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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ed how patients' self-disclosure guides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 and analyzed what kinds of social support are exchanged in 

actuality. Following these approaches, research questions were 

developed,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 We analyzed the rates in which breast 

cancer patients' acts of self-disclosure in posts engendered interaction 

with other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self-disclosure was divided 

into words used directly and the use of images in posts on online 

communities, categories which we then examined. The research results 

demonstrated that online patients often used cognitive words and that 

interaction was particularly active in comments used to respond to an 

expression of negative emotions, presented through the use of a 

negative vocabulary. These results were the same even when patients 

were disclosing images of themselves on posts, and it was interpreted 

that these interactions occurred vibrantly because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mselves reduced the uncertainty of others and aided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Research Question 2> We analyzed the ways in which the 

interactions in comments appear depending on the social support of the 

post. The result was that, while informational support wa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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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t in posts, when looked a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action, 

it was possible to determine that posts offering emotional support 

received either more or longer comments and that interactions with 

others became more active when more emotional support was 

expressed. This signifies that the expression of emotional support in 

online communication promotes interactions with others, thereby 

providing support in reality. 

<Research Question 3> We analyzed specifically what sorts of 

interactions involving social support were present in posts and 

comments. In the case of informational support, posts were more often 

likely to be requests regarding minor symptoms from treatment or 

about everyday life than about medical conditions, and the comments 

offered sufficient information to meet the requests of the post. The 

goals of the online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patients’ communications with their medical team, and this 

means that this form of communication plays the role of supplying 

information that could not be received from the medical team. 

Moreover, the patients requested sympathy and encouragement, and 

the comments supplied sufficient sympathy and encouragement, 

proving that online communication is a resource that can satisfy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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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needs. Along with this, when negative emotions were exposed, 

comments expressed positive emotions meant to offset these negative 

emotions, and, in the case of positive emotions, emotional expressions 

were used the comments in order to reinforce them.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the types of 

interactions that occur in reality through a content analysis of the 

online communication among breast cancer patients. However, we 

point out that there are limitations.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the 

objectivity of much of the data analysis due to difficulties in sampling 

via online communities; therefore, we have made suggestions for 

additional research.  

 

Key words: Breast cancer, Self-disclosure, social support, online 

interaction, RIAS(Roter Interaction Analysis System) 

 

Student Number: 2008-3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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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유방암 환자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 아 현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이 의학적인 치료 외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대처 방안에 

주목한다.  

암은 현대인의 삶에 깊숙히 들어와 있는 질병으로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또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암’은 불치병, 혹은 죽음과 

연관시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어 ‘암 환자’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인 부정적 낙인은 유효하다.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암 치료 후 암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living with 

cancer)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다. 즉, 암 환자가 의학적인 치료 

이후에도 암 생존자로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대응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유방암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구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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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40대의 발병률이 제일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유방암 치료 이후에도 암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매우 길다는 

것을 의미해, 투병 과정에 따른 지속적인 적응과 더불어 

심리사회적(psychosocial) 지지가 중요해진다(황숙연, 박병우, 이경식, 

2000). 

이처럼 유방암 환자들에게 의학적인 치료 외에 심리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가족이나 동료, 

의료진으로부터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누군가의 강요나 외부적인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노출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게다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기본적으로 글쓰기와 

읽기라는 행위가 동반되고 있는데, 환자들은 글쓰기를 통해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재해석과 객관화를 이끌어 내어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노출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게시글을 통해 자신을 노출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환자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된다.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때 

환자들의 자기노출이 어떻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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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실제로 어떠한 사회적 지지가 교환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에 따라 수행한 연구문제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은 유방암 환자들이 게시글에서 자신을 노출하는 

행위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유도하느냐를 분석한 것으로, 이때 

자기노출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에서 직접 사용된 단어와 

이미지의 사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온라인에서 환자들이 

인지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 어휘 사용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 댓글로 대표되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이미지를 게시글에 노출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자신의 정보를 드러내는 것은 타인에게 불확실성을 

줄이고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문제 2>에서는 게시글에 나타난 사회적 지지에 따라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 

게시글에서는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이 더 많이 나타났으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댓글 수나 댓글 길이가 더 높게 나타나 게시글에서 정서적 지지를 

표현할수록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정서적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 

타인으로부터의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실제 지지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3>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게시글과 댓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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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정보적 지지의 경우 게시글에서 의학적 상태보다 일상 생활이나 치료 

과정에 따른 사소한 증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게시글의 정보 요청에 대해 댓글이 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의료진과의 

커뮤니케이션과는 그 목적이 다르며, 의료진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정보를 얻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감과 격려를 요청하였으며, 댓글을 통해 충분한 

공감과 격려가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적 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임을 증명하였다. 더불어 게시글에서 부정적 정서를 

노출하는 경우 댓글에서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여 부정적 정서를 

상쇄하려 하였으며, 긍정적 정서의 경우에는 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댓글에서 정서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내용분석을 

통해 실제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량의 

데이터를 통한 분석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제한점을 지적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유방암, 자기 노출, 사회적 지지, 온라인 상호작용, RIAS 

학  번 : 2008-30060  



 v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논문의 구성 ................................................................................ 7 

제2장 이론적 배경 ................................................................................ 8 

제1절 유방암과 커뮤니케이션 .............................................................. 9 

  1. 유방암 환자의 병리적 특성 ........................................................... 9 

  2. 유방암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필요성 ........................................... 12 

제2절 자기노출과 상호작용에 관한 논의 ........................................... 17 

  1. 자기노출의 개념 .......................................................................... 18 

    1) 자기노출 개념 및 특징 ............................................................ 18 

    2) 온라인 자기노출의 특징 .......................................................... 20 

  2. 자기노출과 상호작용 ................................................................... 23 

    1) 자기노출의 내적 기능: 인지적 재구조화 ................................. 23 

    2) 자기노출의 외적 기능: 관계의 형성 ........................................ 28 

  3. 온라인 상에서의 자기노출과 상호작용 ....................................... 30 

    1) 온라인 상에서 자기노출의 내적 기능: 인지적 재구조화 ......... 31 

    2) 온라인에서의 자기노출의 외적 작용: 관계의 형성 .................. 36 

제3절 유방암 환자의 온라인 사회적 지지 .......................................... 44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 44 

    1)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지지 ................................................... 44 

    2)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사회적 지지 ................................. 46 

  2. 사회적 지지의 효과: 건강증진 .................................................... 51 



 vi  

    1) 암 환자의 사회적 지지 효과 .................................................... 51 

    2)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지지 효과 .............................................. 54 

  3.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 ....................................... 58 

    1) 온라인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 ............................... 58 

    2)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 .............. 61 

제4절 소결 .......................................................................................... 65 

제3장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70 

제1절 연구문제 ................................................................................... 70 

제2절 연구방법 ................................................................................... 83 

  1. 연구 참여자의모집 ...................................................................... 83 

  2. 주요 변인의 설정 ........................................................................ 87 

    1) 자기노출(SELF-DISCLOSURE)을 나타내는 어휘의 사용 ............ 87 

    2) 사회적 지지 ............................................................................. 94 

    3) 상호작용의 정도 ...................................................................... 95 

  3. 내용 분석 방법 ............................................................................ 95 

    1) 에믹(EMIC)적 접근과 에틱(ETIC)적 접근 ................................. 95 

    2) 게시글과 댓글의 코딩 .............................................................. 97 

  3) 자기노출의 코딩: K-LIWC를 통한 어휘 빈도 분석 ................. 103 

  4) 사회적 지지 코딩 ...................................................................... 107 

제4장 연구 결과 ............................................................................... 117 

제1절 유방암 환자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이용 ............................. 117 

  1. 유방암 환자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양상 ......................... 117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 117 

    2) 연구 참여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양상 ................. 120 

  2.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게시글과 그에 따른 댓글의 분포 ....... 123 



 vii  

    1) 전체 게시글과 댓글의 분포 ................................................... 123 

    2) 이용 방법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의 분포 ............................... 127 

    3) 치료 단계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의 분포 ............................... 129 

제2절 연구문제 1의 결과: 자기노출과 상호작용 ............................. 133 

  1. 어휘 사용을 통한 자기노출과 상호작용 .................................... 134 

    1) <연구가설 1-1>의 결과 ......................................................... 137 

    2) <연구가설 1-2>의 결과 ......................................................... 143 

    3) <연구가설 1-3>의 결과 ......................................................... 153 

  2. 이미지 노출과 상호작용 ............................................................ 159 

    1) <연구가설 1-4>의 결과 ......................................................... 159 

  3. 소결 ........................................................................................... 167 

제3절 연구문제 2의 결과: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 ........................ 170 

  1. <연구문제 2-1>의 결과 ............................................................ 170 

  2. <연구문제 2-2>의 결과 ............................................................ 176 

  3. 소결 ........................................................................................... 188 

제4절 연구문제 3의 결과: RIAS 분석을 통한 상호작용 ................... 191 

  1. 게시글과 댓글의 정보적 상호작용 ............................................ 191 

  2. 게시글과 댓글의 정서적 상호작용 ............................................ 201 

  3. 소결 ........................................................................................... 208 

제5장 결론 및 제언 .......................................................................... 212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212 

제2절 논의 ........................................................................................ 214 

제3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 223 

참고문헌 ........................................................................................... 226 

부록 .................................................................................................. 258 



 viii  

 

<표 목차> 

 

<표 1> K-LIWC의 인지적, 통찰적 과정을 나타내는 어휘의 예 ......... 89 

<표 2> K-LIWC의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의 예 ...................... 90 

<표 3> K-LIWC의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의 예 ...................... 90 

<표 4> K-LIWC의 신체적 상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어휘의 예 .......... 91 

<표 5> 질병 관련 주요 어휘 정보 ....................................................... 92 

<표 6> 정보적 지지의 세부 유형 ....................................................... 112 

<표 7> 정서적 지지의 세부 항목 ....................................................... 114 

<표 8> 정서적 표현의 구분 ................................................................ 116 

<표 9> 연구 참여자의 특성  .............................................................. 118 

<표 10> 연구 참여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기간 ..................... 120 

<표 11> 연구 대상자들이 작성한 게시글 갯수 분포 ......................... 121 

<표 12> 댓글의 분포에 따른 게시글 수 ............................................ 124 

<표 13> 게시글에 나타난 상호작용 ................................................... 125 

<표 14> 자기 댓글의 분포에 따른 게시글 수 ................................... 126 

<표 15> 게시글 작정 방법에 따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 128 

<표 16> 투병 단계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의 분포 ............................ 132 

<표 17> K-LIWC 프로그램에 의한 인지적 어휘 사용 결과 ............. 135 

<표 18> 어휘 사용에 따른 자기노출과 상호작용의 상관관계 ........... 136 

<표 19> 인지적 어휘 사용에 따른 상호작용 ..................................... 138 

<표 20> 부정적 어휘 사용에 따른 상호작용 ..................................... 144 

<표 21> 부정적 정서 노출 게시글 예 3)에 대한 댓글의 예 ............. 145 



 ix  

<표 22> 부정적 정서 노출 게시글 예 4)에 대한 댓글의 예 ............. 148 

<표 23>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에 따른 상호작용 .................. 155 

<표 24> 이미지 사용에 따른 상호작용 .............................................. 162 

<표 25> 자신의 이미지 노출에 따른 댓글 예 ................................... 164 

<표 26> 게시글의 사회적 지지 유형 ................................................. 175 

<표 27> 게시글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상호작용 .............................. 177 

<표 28> 게시글의 사회적 지지 요청과 제공에 따른 상호작용 ......... 179 

<표 29> 정보적 지지 게시글에 대한 댓글의 상호작용 예 ................ 183 

<표 30> 정서적 지지 게시글에 대한 댓글의 상호작용 예 ................ 186 

<표 31> 게시글과 댓글의 정보적 지지 .............................................. 192 

<표 32> 정보적 지지(처방) 게시글에 대한 댓글의 상호작용 예 ....... 194 

<표 33>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난 환자들의 치료 방법 정보 ......... 196 

<표 34>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난 환자들의 생활 습관 정보 ......... 197 

<표 35> 생활 습관 게시글에 대한 댓글의 상호작용 예 .................... 199 

<표 36> 게시글과 댓글의 정서적 지지 .............................................. 201 

<표 37>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난 정서적 상호작용 ....................... 204 

<표 38>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난 정서적 표현 .............................. 206 

  



 x  

<그림 목차> 

 
[그림 1] 게시글을 통한 자기 노출의 영향 ........................................... 43 

[그림 2]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 ........................................... 68 

[그림 3] 연구모형 ................................................................................. 82 

[그림 4] 게시글과 댓글, 자기 댓글의 예 ............................................. 98 

[그림 5] K-LIWC 분석을 위한 웹 페이지 ........................................ 104 

[그림 6] K-LIWC의 후처리 과정의 예 .............................................. 105 

 

  



 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이 의학적인 치료 외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대처 방안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은 ‘암(cancer)’ 진단으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진단 후 치료와 점검, 자가 관리를 

통해 완치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전이와 재발로 인한 투병 과정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암 환자들은 의학적인 치료로 인한 고통 

외에도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암 진단을 

사형 선고나 죽음으로 고정관념화 하는 ‘암 환자’라는 낙인과 사회적 

편견은 환자들의 투병 생활에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1은 인구 10만 명 당 남자 337.2명, 여자 321.3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3이 전 인생동안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국립암센터, 2015). 또한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암 

                                   
1  연령표준화발생률: 각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인구의 비율에 가중치를 주어 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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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생존율(암 발생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68.1%로, 최초 암 

진단 이후 3명 중 2명이 5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추정된다(Jung, Won, 

Kong, Oh, Cho, Lee et al., 2015) 2. 이처럼 암은 현대인의 삶에 깊숙히 

들어와 있는 질병으로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또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암’은 불치병, 혹은 죽음과 연관시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어 ‘암 환자’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인 부정적 낙인은 

유효하다. 이로 인해 많은 암 환자들이 암 진단 후 우울이나 무기력감, 

절망감 등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3 , 이는 국내 암 환자의 

69.9%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19.8%는 우울을, 18.9%는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는 보고(보건복지부, 2009)에서도 잘 나타난다.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암 환자가 의학적인 치료 

이후에도 암 생존자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암 

환자의 새로운 삶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암 환자가 진단 후 경험하게 되는 암 환자로서의 

새로운 삶, 나아가 치료가 끝난 후 암 생존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그 과정에서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2 암 환자의 생존율은 암 환자에 대한 관리 등록이 시작되었던 1993~1995년 41.2%에 

비하면 2007~2011년 66.3%로 25.1%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암이 이제 더이상 불

치의 병도, 진단 받으면 곧 죽을 병도 아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암 환자들은 투병 과정을 통해 삶의 의지를 다지고, 새롭게 자신의 삶에 대한 정의

를 만들며, 희망적인 삶을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Carroll-Johnson, Gorman, & Bush, 

2006; 태영숙, 조명옥, 홍영혜, 2003),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psychosocial) 대응을 통해 심한 우울이나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한다(Carroll-Johnson, 

Gorman, & Bush, 2006; 오복자, 이연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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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북돋아 줄 것인지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차원의 연구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 중에서도 유방암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구미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40대의 발병률이 제일 높게 

나타나, 투병 과정에 따른 지속적인 적응과 심리사회적(psychosocial) 4  

지지가 더욱 중요해진다(황숙연, 박병우, 이경식, 2000). 

특히 많은 학자들이 논의했듯이, 유방암의 경우 ‘암’이라는 질병이 

지닌 사회적인 낙인 외에도 ‘여성성 상실’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질환이다.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유방 절제수술은 

환자의 생명은 구할 수 있지만, 환자에게 유방 상실에 따른 신체적 

결함과 미관 손상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주게 된다. 유방 절제 수술을 

경험한 여성들은 유방의 기능 감소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성적 매력 

감소로 인한 파트너의 부정적 반응을 두려워하며, 이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김종남, 권정혜, 2005; 유앙숙, 조옥희, 2001; 최복희, 

2002). 이는 성적 자아에 대한 불안이 죽음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임인숙, 2006). 따라서 유방암 환자들은 다른 암 

                                   
4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사회적 중재는 마음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심신의학의 이론적 배경(Ock, 2006; 박정숙, 오윤정, 

2010, 재인용, p. 595)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중재는 특히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정서적인 고통 감소와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암 관련 신체적 증상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심

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주로 ‘심

리사회적(psychosoci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연구를 진행하므로, 이 연구에서도 ‘심리

사회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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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 비해서 치료 과정에서 심리사회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며(박은영, 이명선, 2009; 유양숙, 조옥희, 2001; Landmark & Wahl, 

2002), 생존율과 치료율 뿐만 아니라 암 환자가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오복자, 1995; Ah, Kang, & Carpenter, 2007).  

이에 따라 유방암 환자들은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속에서 사회적 지지를 확인함으로써 생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Kvale, 2007). 환자들은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으며, 임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 즉 다시 말해 주변으로부터 

지지 자원이 풍부한 경우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보고되어 있다(Lugton, 1997; Manning-Walsh, 2005).  

이처럼 유방암 환자들에게 의학적인 치료 외에 심리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환자들이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가족이나 동료, 

의료진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는데, 최근에는 환자들의 온라인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5 , 기존의 면대면 상황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되기 시작하였다(예: Batenburg & 

                                   
5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2013)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5%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자신이나 주변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온라인 검색을 해 봤으며, 이를 바탕

으로 온라인을 통해 직접 진단을 내린 이들 중 41%는 의료진으로부터 확진을 받았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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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2014; Bender, Katz, Ferris, & Jadad, 2013; Chen, 2012; : Gooden 

& Winefield, 2007; Shaw et al., 2006; Shim, Cappella, & Han, 2011 

등). 온라인의 경우 환자들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 

기존의 면대면 상황과는 다른 환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온라인 활동은 타인의 강요나 외부적인 

압력에 의 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은 현실에 비해 자신을 표현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주고받는 메시지도 솔직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재신, 연보영, 2008, Stern, 2002). 

따라서 이 연구는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유방암 환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어떠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유방암 환자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생산된 글은 환자들이 처한 상황이나 그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Pennebaker& Lay, 2002; Pennebaker, 

Slatcher & Chung, 2005; Pennebaker, 2007). 기존의 연구들은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안녕이나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득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 

왔다(예: Eichhorn, 2008; Han et al, 2012; Rains & Keating, 2011; 

Shaw et al, 2006 등). 하지만, 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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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호작용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면 하게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작성한 

게시글과 게시글에 따른 댓글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며, 

실제 메시지들이 어떤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영향을 해석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단순히 글쓰기와 읽기 

외에도 댓글 달기와 그에 따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게시글 작성 외에도 게시글과 댓글에 따른 상호작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예: Wang, Kraut, & Levine, 2012). 

특히 타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댓글은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며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상호작용적인 장치로 

간주된다(권상희, 김익현, 2008, p.53).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자기노출적인 

글쓰기가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살펴보고,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 획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유방암 환자들이 오프라인과 달리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고, 오프라인의 사회적 지지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재로서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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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총 5장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장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연구의 배경이 

되는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지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3장에서 연구문제와 그에 따른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을 기술하였다. 이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분석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이 지니는 함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3장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온라인 게시글에서 나타난 자기 노출과 

상호작용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의 관계를 살펴보고,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5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와 함께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기술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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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유방암 환자의 병리적 

특성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심리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심리사회적 대응의 방법으로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유방암 환자들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여 유방암 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접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노출하고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긍정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느냐에 관심을 두었다면,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 자체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동안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데에서 나아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면 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글쓰기라는 

자기노출 행위가 내적으로 인지적 재구조화를 거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과 더불어 사회적 과정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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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글쓰기는 환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구하고, 얻게 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온라인 상의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았다.  

 

제1절 유방암과 커뮤니케이션 

 

1. 유방암 환자의 병리적 특성 

 

1) 유방암 발생률 

유방암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여성암 중 하나다. 

유방암은 유방의 구성 조직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어 다른 암에 

비해 종류가 다양하며, 혈류와 림프관을 따라 전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암 중 유방암 발생률은 갑상선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발생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조발생률이 65.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방암은 

연령표준화발생률이 1999년 24.5에서 2012년 50.7로 유방암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립암센터, 2015). 유방암의 발병이 

증가하는 원인은 확실히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고지방, 고칼로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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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되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그에 따른 비만, 늦은 결혼과 출산율 저하,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 등으로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정부의 주도 하에 적극적인 암 검진사업으로 유방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유방암 발견 빈도가 늘어나고, 환자들의 등록 관리가 

체계화 된 것 역시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아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한국유방암학회, 2014). 

구미의 경우 주로 50대 이상의 연령에게서 유방암이 발병하지만, 

국내의 경우 40대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국내 유방암 환자의 연령별 발병 추이를 살펴보면 40대, 50대, 60대, 

30대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유방암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 

전체적으로 발병 연령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방암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구미와는 달리 국내 여성의 

경우 유방암 발병률이 50대 중반까지 증가하다 그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국내 여성의 경우 폐경 전 유방암 비율만 

비교해 보면 서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양상으로, 폐경 전 유방암 

환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실제로 국내 유방암 환자 중 40세 이하의 

젊은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며, 이는 

서구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한국유방암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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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방암의 생존율 

2012년을 기준으로 국내 유방암 연령표준화사망률은 10만명 당 

6.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유방암 검진으로 인해 조기 진단 비율이 상승해 상대적으로 

치료 예후가 좋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로는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호르몬요법 및 표적치료법이 유방암의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유방암 생존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유방암 환자들은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법 

이후에도 표적치료법과 약 5년 정도의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는 호르몬 

요법 등의 복합적 치료를 통해 유방암을 치료하고 관리하게 된다.  

국내 유방암의 5년 생존률은 1995년 77.9%에서 2012년 91.3%로 

증가하였다(국립암센터, 2015). 이는 미국 89.2%(2003~2009년)나 

일본의 89.1%(2003~2005년) 보다 앞선 수치로 유방암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한국유방암학회, 2014).  

앞에서 우리는 국내 유방암 환자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젊은 나이의 

환자가 많다는 것을 꼽았으며, 여기서는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일 정도로 예후가 좋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수치적인 

설명을 통해 우리는 국내 유방암 환자들이 젊은 나이에 암을 경험하게 

되며, 질병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심리적으로는 끊임없이 재발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게 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제 암은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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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이 아니라 암을 진단 받는 그 순간부터 암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living with cancer) 만성 질환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암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초래하게 

되며, 유방암 환자들은 암 진단 후 찾아오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관리와 대처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Kyngäs et al., 2001). 암 

환자들은 신체적 증상 및 치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심리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의 신체적 증상 

및 치료에 대부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개개인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돌보는 것이 쉽지 않게 마련이다(서지영, 이명선, 2015). 실제로 국내 

유방암 환자들의 경우 삶의 질 중 정서적, 심리적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나(서연옥, 2007)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측면의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유방암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필요성 

 

암이라는 질병은 한 두 차례의 치료로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치료 과정 후에도 꾸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며, 그 과정에서 

언제든 전이와 재발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은 다양한 질병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문화적 배경, 나아가 

사회에서 암을 대하는 태도나 반응 등에 따라 환자들은 다양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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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투병 과정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Ashing-Giwa KT, Padilla G, Tejero J, Kraemer J, 

Wright K, Coscarelli A et al, 2004; Carroll-Johnson, Gorman, & Bush, 

2006; Szegedy-Maszal M, Hobson K, 2004).  

대체로 암 환자들은 암을 진단 받으면, 자신에게 찾아온 암이라는 

질병을 받아들이기까지 다양한 심리적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가장 먼저 

암 환자들은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거나,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는지에 대해 분노하는 부정과 분노 단계를 

시작으로,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 환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해 하는 과정을 거쳐 암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두 번째 과정을 

겪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암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수용 

단계를 지나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계를 

거친다(국가암정보센터, 2015). 이와 같은 과정을 겪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치료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들은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법 등의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많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이광자, 송영선, 조재경, 전효경, 2007). 또한 치료가 

종료된 이후 스스로 질병을 관리해야 하는 시기에도 환자들은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거나 전이에 대한 불안과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여 심리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하게 된다(정경숙, 허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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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숙, 2014). 

이처럼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암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인 변화는 

치료가 끝나고 난 뒤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Pennebaker& 

Chung, 2011). 암 환자들은 가족들이 자신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가족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며, 

수면 장애와 우울 등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Carpenter et al., 

2004). 심지어 암 환자들은 치료 의사로부터 ‘완치’ 통고를 받은 

후에도 암 투병 과정이 남긴 신체적, 정신적 흔적으로 괴로워하거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Szegedy-Maszal M, 

Hobson K, 2004). 이와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들 6 은 환자들이 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치료가 완료된 생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유방암 생존자들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재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여전히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정서적 측면의 스트레스는 치료 중인 환자들보다 유방암 

생존자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권은진, 이명선, 2012). 이는 치료가 

끝난 생존자의 경우 치료 중에 의료진과 가족들로 부터 받던 지지가 

                                   
6 외국의 경우 심리사회적 문제를 호소하는 암 환자가 적게는 34.0%에서 많게는 43.0%

로 알려져 있으며(Carlson et al., 2004; Mehnert, 2008), 국내의 경우 암 환자의 69.9%

가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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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치료 중인 암 환자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 역시 불안과 두려움을 포함하는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이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관리와 심리사회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환자들의 스트레스의 관리 및 심리사회적인 지지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의료진을 비롯하여 

주변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암 환자들에게 적절한 정보 및 지지를 

제공해 주게 되고, 이는 암 환자들이 느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환자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좌절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암 환자의 대다수는 그들의 질병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길 원한다(Talosig-Garcia & Davis, 2005). 구체적으로 

유방암 환자의 83%가 그들의 질병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원했고, 

91%는 추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예후에 대해 알기를 원했지만, 

의료진들은 환자가 원하는 정보의 양과 종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잘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Parker et al., 2009). 환자들 역시 암과 관련하여 정보를 

원하는 욕구는 강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왜곡된 

정보나 주어진 정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Marks, Reed, & Ibrahim, 2004), 암과 관련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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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도 언급했던 ‘암 환자’라는 사회적 낙인은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암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가족 내에서 환자의 위치가 

누군가의 엄마이기 쉬운데 이 경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위로받기 

전에 자신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될 자녀를 먼저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가족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게 

된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쉽게 터놓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진들과의 커뮤니케이션마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짧은 진료 시간에 따른 불충분한 설명이나 

의료진의 무시하는 어투, 공감을 표현하는 경청의 부족은 국내 

의료진과 환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안서원, 2007).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가족이나 주변인, 의료진과의 부족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주목하였다. 온라인 공간은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환자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환자들과의 

공감대가 쉽게 형성된다는 강점을 지닌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은 

보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되며, 이러한 자기노출은 온라인 

상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다. 더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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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얻게 되는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는 면대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부담을 지니지 않은 선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게다가 온라인 검색을 통해 얻게 되는 질병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 역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강점이 

된다(김민철, 이동철, 2005).  

 

 

제2절 자기노출과 상호작용에 관한 논의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방암 환자들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관리의 

과정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심리사회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하지만 ‘암 환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따가운 

상황에서 쉽사리 자신을 드러내며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환자들은 투병 과정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마련이므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공감을 

요청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게 된다.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자신을 이해해 주고 

자신을 노출해도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되는데, 이러한 공간으로 

온라인이 주목받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노출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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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온라인에서의 자기노출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펴봄으로써 

자기노출이 환자들에게 어떠한 긍정적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1. 자기노출의 개념 

 

1) 자기노출 개념 및 특징 

자기노출(self-disclosure)은 “자신의 정체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자기 자신을 남에게 보여줌으로써 타인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Jourard & Lasakow, 1958; 손영란, 박은아, 2010, p. 

157, 재인용). 다시 말해 자기노출은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 경험, 

일상생활과 같은 사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것이며(이새봄 등, 2012), 

이러한 자기노출은 스스로를 노출시킴으로써 타인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전범수, 2013).  

자기노출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개인적 정보를 교환하면서 관계 초기에 존재하게 되는 서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게 된다. 이 

때, 자기노출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를 포함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노출을 하면서 자신의 약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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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거나 상대가 자신의 노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부룩하고 

사람들은 자기노출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신뢰를 쌓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친 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Derlega, 1984). 

이러한 자기노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다르게 나타나느데, 온라인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억제되어 있던 다양한 

의견이나 느낌의 표현이 자유롭게 드러나는 탈억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윤해진, 2008). 다시 말해,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과는 

다르게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가 과장되거나 스스로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게 되므로,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보다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적극적인 자기노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때 

온라인은 오프라인 공간과는 달리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 상에서 드러난 문자를 

중심으로 자기노출을 파악하게 된다. 최근에는 온라인 상에서도 

아바타나 이모티콘 등의 정서적인 인디케이터들이나 오프라인과의 

융합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파악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자기노출 

장치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노출의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언제 어디서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간편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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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방법(Esterling, L’Abate, Murray, & Pennebaker, 1999)인 

글쓰기를 중심으로 자기노출과 그에 따른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온라인 자기노출의 특징 

초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면대면 상황과는 달리 표정이나 몸짓, 

억양 등의 비언어적 의사 소통이 제한되어 물리적이고 사회적 맥락 

단서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인 관계 형성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Lea & Spears, 1995),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디지털 매체 환경이 나타나고, 이 과정 속에서 온라인 이용자들은 

아바타나 이모티콘을 비롯한 새로운 방식 7 을 통해 온라인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있다. 또한 면대면 상황이 아니라는 제약은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스스로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온라인 공간은 사회적 실재감이 낮고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면대면 상황보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자신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Wallace, 2001). 게다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현실 공간에서보다 솔직하고 깊은 내용을 드러낼 수 

                                   
7 아바타나 이모티콘과 같은 정서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화 된 상징

적 장치들은 CMC 환경에서 부족한 사회, 정서적 단서 및 비언어적 단서를 제공하면

서 좀 더 풍부한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박성복,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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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Leopore & Smyth, 2002; Rains & Young, 2009; Shim, 2008).  

실제로 온라인 이용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자신을 힘들게 했던 오랜 비 을 온라인으로 

털어놓은 경험이 있다는 이용자가 전체의 67%나 되었다는 

연구결과(McKenna & Bargh, 1998)나 인터넷 게시판의 133개 

스토리를 분석한 로손(Rosson, 1999)의 연구에서처럼 사적인 내용이 

전체의 72%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 상에서 자기에 대한 정보의 노출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온라인 상에서의 이러한 자기노출은 

상대방과 친 감을 형성하고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McKenna & Bargh, 1998; Rosson, 1999).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 자기노출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친 감을 형성하고 대인관계를 

발전시키게 됨을 알 수 있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자기노출을 하는 대표적인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는 유사한 관심사와 가치관,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상호작용하는 집단으로(김유정, 조수선, 2001, pp. 12~13),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은 글쓰기를 통해 서로 만나고 

관심사를 공유하고, 때론 사회적 지지를 교환하기도 한다(Walther & 

Boyd, 2002).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그 태생 자체가 타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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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혀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되며(Miura & Yamashita, 2007), 

이러한 상호작용은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고립감을 완화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Baker, Psych & Moore, 

2008; Chin & Chignell, 2006).  

이와 더불어 온라인 공간이 지닌 익명성은 자기노출에 있어 

온라인 공간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윤해진, 

2006). 실제로 면대면 상황의 경우에는 자기노출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인해 일정 부분 

자기노출을 꺼리게 된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면대면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자기노출에 따른 잠재적인 

불안이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때문이다(Lepore & Smyth, 

2002; Shim, 2008).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기노출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친 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프라인에서의 

자기노출은 상대의 상호호혜적인 노출을 이끌어 내고(Collins & Miller, 

1994), 이를 통해 관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데(Foynes & Freyd, 

2013), 온라인의 경우 친 한 관계 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관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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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적인 일상을 노출하는 것으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온라인에서 타인과의 관계 가 형성되는 것을 설명해준다(Rains, 

Brunner, & Oman, 2014). 특히 온라인에서의 자기노출은 주로 

글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자기노출을 

글쓰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려 한다.  

 
 

2. 자기노출과 상호작용 

 
1) 자기노출의 내적 기능: 인지적 재구조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속한 사회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타인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인간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데,  특히 글쓰기는 인간이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이나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나 용어들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글쓰기는 자기노출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글쓰기에 등장하는 특정 표현이나 언어를 분석하여 

저자의 심리적 상태내지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언어심리학(psycho-linguistic) 분야에서 다수 이루어졌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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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ebaker& King, 1999).  

글쓰기는 자기노출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언제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경제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Esterling, 

L’Abate, Murray, & Pennebaker, 1999),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내적 

안녕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은 글쓰기를 통한 자기노출이 잠재적인 건강 상의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글쓰기의 효용성을 살펴보고 있다(예: Frisina, 

Borod, and Lepore, 2004; Pennebaker, 1997; Pennebaker & Francis, 

1996; Sloan & Marx, 2004 등). 펜네베이커(Pennebaker, J. W.)와 그의 

동료들은 글쓰기를 통한 자기노출이 내부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직면을 통해 재구조화를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신적 외상경험(traumatic experience)에 대한 글쓰기를 통한 일련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글쓰기를 통해 자기노출을 한 집단에서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거나(Pennebaker & Francis, 1996), 면역기능이 

강화되기도 하며(Pennebaker, Kiecolt-Glaser, & Glaser, 1988), 평균 

학점이 향상되는(Lumley &Provenzano, 2003)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 외에도 자기노출적 글쓰기와 관련한 메타연구들 역시 

글쓰기를 통한 자기노출이 혈압이나 심박동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의 

생리적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적 안녕에 기여하는 등 건강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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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있음을 밝혀냈다(Sloan & Marx, 2004; Smyth, 1998).  

이러한 정신적 외상경험에 대한 글쓰기는 스트레스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을 재구조화하여 이를 극복하게 한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를 펜네베이커는 ‘억제-직면(inhibition-

confrontation)’이라는 심리적 과정으로 자기노출의 효과를 

설명한다(Pennebaker, 1997).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이나 경험에 대해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대처를 억제할 경우 강박적 

사고와 불안, 신경/생리적 신체 부담 현상이 나타나는 데(Kemeny & 

Schedlowski, 2007) 반해, 스트레스에 대한 '직면'은 스트레스 사건을 

인지적으로 통합, 재조직함으로써 강박과 억제 욕구를 없애주고, 

의식적 억제를 위해 사용했던 생리적 활동을 줄여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김세진&김교헌, 2005).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글쓰기는 스트레스에 대한 직면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신적 안녕과 생리적 증진을 가능하게 한다. 외상 

기억에 대한 자기노출적 글쓰기는 외상 경험을 언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경험을 재구조화하여 새로운 시각을 획득하게 해 주며, 이 

과정에서 외상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내면의 불일치를 해소하게 되어 

더 이상 이러한 외상 경험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이 가능하다고 

본다(Pennebaker, 1997; Sloan & Marx,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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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점으로는 외상 경험에 대해 글을 쓰는 동안 개인들은 

그들이 경험한 요소와 신체적 느낌이나 감정과 같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면서 부정적 영향을 환기하게 되는데(Leopore, 

Greenberg et al., 2002), 이처럼 불쾌하고 피하고 싶은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이를 습관하하여 부정적 감정을 제거할 수 

있다(Leopore, 1997). 이를 정서 노출과 습관화 모형(the emotional 

exposure-habituation model)이라 부른다(Sloan & Marx, 2004). 

어느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메커니즘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신적 외상 상황에 대한 자기노출적 글쓰기는 스스로 

외상 상황을 돌이켜보고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스스로 찾아냄으로써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심리적, 신체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노출적인 글쓰기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에 영향을 주는 

매커니즘이 알려지면서 어떤 형태의 글쓰기가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는 글쓰기의 언어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로 체계화되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글쓰기에서 ‘웃다(laugh)’나 ‘행복한(happy)’ 등과 같은 긍정적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슬픈(sad)’이나 ‘화난(angry)’과 같은 부정적 

단어의 사용은 보통인 경우 자기노출에 따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거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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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understand)’나 ‘깨닫다(realize)’ 등의 통찰적 단어나 

‘원인(cause)’, ‘이유(reason)’와 같은 인과적 단어의 사용이 일반적 

상황에 대한 글쓰기보다 증가했을 때, 자기노출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Pennebaker, Mayne, & Francis, 1997; Pennebaker & Seagal, 

1999). 이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그에 

대한 인과적 추론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재구성 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완화되어 건강 상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자기노출적 글쓰기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46건의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유방암의 투병 과정에서 암과 관련한 정서적 표현을 

잘 할수록 스스로 느끼는 신체적 건강상태가 호전되었음이 

밝혀졌다(McKenna, Zevon, Corn, Rounds, 1999), 이는 스탠톤 등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Stanton, Danoff-Burg, 

Cameron et al., 2000) 이는 유방암 환자들이 암과 관련하여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암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자기노출적 

글쓰기는 환자가 암에 대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여주었다(Stanton, Danoff-Burg, Sworowski et al, 2002). 자신이 

암에 걸렸음을 부정하거나 암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애써 표현하기 

꺼리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암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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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게 하는 것이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온 반면, 자신이 암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환자의 경우에는 암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글쓰기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글쓰기라는 자기노출은 글쓰는 사람의 내면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직면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2) 자기노출의 외적 기능: 관계의 형성 

자기노출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한 저라드(Jourard, 1958, 

1964, 1968, 1971)는 자기노출 경험은 인간에게 참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타인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김교헌, 1992, p.81, 재인용). 자기노출은 

자기노출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드려다 보는 계기를 마련해 자기 개념을 명료화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주게 된다. 또한 적절하게 자신을 노출함으로써 

자신의 태도나 가치를 사회적으로 타당화시키고, 타인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게끔 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노출 정보를 수신하게 되는 수신자는 상대의 노출에서 

드러나는 내적 욕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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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게 되며, 상대와 대등한 수준의 자기 노출을 통해 상대에 대한 

신뢰나 호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안정되고 친 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며, 각자의 개별 지식체계를 넘어 

집단 지식의 활용 체계를 발달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한다(김교헌, 1992).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기노출이 개인 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타인과의 만남에서 통성명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상대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며, 신뢰를 

쌓아간다(손영란, 박은아, 2010). 이때 타인에게 자신을 노출하는 것은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 내 견해나 감정, 행동의 타당성을 확인하게 되며, 

자신의 욕구나 동기, 가치관, 정서 등을 공개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기노출은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와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노출의 증가는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자기노출 과정 속에서 타인과 비 을 공유하게 될 때 이들 

사이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진다는 것이 메타 연구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Collins & Miller, 1994).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좀 더 드러내 보이려 하게 되며, 

이렇게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는 사람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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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관계가 발전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 노출을 통해 단순히 

상대에게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더 많이 이해해주길 바라게 된다. 앞에서 자기노출의 

수신자가 상대의 노출 정도에 따라 자신 또한 자기노출을 하는 기능이 

있음을 설명한 것처럼 자기노출은 타인의 피드백과 타인의 노출이라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관계 형성 초기,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자기노출을 

하게 된다면, 관계가 발전하면서 자신의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상태에 

대한 노출이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시 타인의 감정을 

노출시키는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Tardy & Dindia, 

1997).  

이처럼 자기노출은 일반적으로 면대면 상황에서 사람들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기노출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인지적 재구조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적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온라인 상에서의 자기노출과 상호작용 

 

자기노출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하면서 면대면 상황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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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에서의 적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재콥슨(Jakobsson, 

1999)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기노출 표현이 오프라인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대인관계나 상호작용을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에서의 면대면 

상황처럼 친 감의 정도를 넘어서서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Rheingold, 1993).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 자기노출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 

상호작용을 하는 면대면 상황에서의 관계형성과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기노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온라인 공간 역시 오프라인의 면대면 상황처럼 대인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Parks & Floyd, 1996; Baym, 2000; 박성복, 황하성, 

2007, 재인용).  

 

1) 온라인 상에서 자기노출의 내적 기능: 인지적 재구조화 

온라인 공간에서 글쓰기와 사진, 그림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노출은 오프라인보다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이게 마련이다(전범수, 

2012).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일종의 자기 고백식 일기와도 같은 투병기가 꾸준이 올라오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 상태를 공개하는 글쓰기가 일반적이다.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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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이러한 자기노출적 글쓰기는 오프라인 상의 일기 쓰기와 

마찬가지로 문제에 대한 대처(coping)를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심리적 대처 기능을 증진시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Baker, Psych & Moore, 2008; McNeill, 2003).  

온라인 상의 자기노출적 글쓰기는 외상 경험에 대한 감정이나 

내면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고, 타인의 표정이나 태도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대면 상황에서 나누기 

어려웠던 경험이나 감정을 보다 쉽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암 진단 역시 개개인에게는 강력한 외상 경험으로 작용하게 되며, 

환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오프라인보다 좀 더 쉽게 자신을 노출하게 된다.  

게다가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노출해야만 

타인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노출을 

하는 경우에 상호작용이 쉽게 일어난다.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입자가 자신의 의도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고 긍정적으로 노출하는 경우에 데이트 성공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Gibbs, Ellison, & Heino, 2006). 면대면 

상황의 경우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자기노출의 수위를 조절하게 

되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상대의 반응을 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을 노출해야 그만큼 타인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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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보다 더 적극적인 자기노출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의 글쓰기는 온라인 공간에 

저장되고 있어 분석이 용이하다는 면에서도 주목할 만 하다(Alpers et 

al., 2005). 기존 오프라인 공간에서 글쓰기를 통한 자기노출은 주로 

실험이라는 방법을 통해 특정 공간에서 특정 시간에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기노출에 대한 글쓰기를 하게 하는 강제성을 띄었다면, 

온라인 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자가 가장 편안한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므로, 보다 자유로운 

자기노출이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결과가 온라인 

공간에 저장되고 있어 추후 분석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이러한 온라인 상의 자기노출적 글쓰기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실제 

온라인 상에서의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먼저 오프라인 

상에서 나타났던 자기노출의 효과가 온라인 상에서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앞에서 소개한 자기노출적 글쓰기에서 사용된 언어를 통해 

효과를 검증했던 연구들은 주로 LIWC 프로그램 8 을 활용하여 분석을 

                                   
8펜네베이커(Pennebaker, 1997)는 글이나 말에 내포된 질적인 측면의 다양성을 객관적

으로 그리고 신뢰성 있게 분석하기 위해 LIWC라는 컴퓨터 내용분석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LIWC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3000여 개의 단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디

지털 사전과 텍스트로 이루어진 분석 대상 파일을 비교해 확률적으로 텍스트를 분석하

는 프로그램이다. LIWC에 탑재된 사전은 언어적 차원(linguistic dimension), 심리학적 

과정(psychological processes), 시간과 공간의 관련성(relatibvity), 그리고 개인적 관심

사(personal concern) 등을 포함한 7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 대상이 되

는 텍스트에서 각 해당 항목에 속하는 단어들의 비율을 분석해 결과를 도출한다(Rude, 

Gortner & Pennebak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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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온라인 상에서도 LIWC 프로그램을 활용해 온라인에서의 

자기노출적 글쓰기가 건강증진의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예: 

Campbell &Pennebaker, 2003;Pennebaker, 1997; Ramirez-Esparza, 

Chung, Kacewicz, &Pennebaker, 2008; Rude, Gortner &Pennebaker, 

2004 ; Stirman &Pennebaker, 2001 등).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들을 LIWC로 분석한 앨퍼스 등의 연구(Alpers 

et al., 2005)는 온라인 상에서의 LIWC 분석의 타당도를 확인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자기노출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언어학적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건강 증진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오프라인에서의 자기노출적 

글쓰기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인지적 단어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정서적 

안녕이 나타나는 것이 검증되었고, 부정적 정서를 드러낼수록 

심리사회적 건강 증진에 영향이 있음이 밝혀졌다(Owen et al., 2005). 

특히 이와 같은 어휘 사용을 통한 자기노출의 경우 초기에 정서적 

안녕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Shaw et al., 2006), 통찰적인 

어휘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Shim, Cappella, & Han, 2011). 또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의 경우 ‘화’에 대한 표현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 반면, 

‘두려움’이나 ‘불안’의 경우 단어 사용 빈도가 증가할수록 삶의 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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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나(Lieberman & Goldstein, 2006) 부정적 정서의 유형에 따라 

자기노출적 글쓰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1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높은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암을 자신의 

문제로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었으며(Shaw et al,, 2008), 자기 

통찰적 어휘사용이 증가할수록 환자들이 지각하는 정서적 안정이 

높아지고(Shim, Cappella, & Han, 2011), 부정적 기분이 

줄어들었다(Shaw et al., 2006). 또한 종교적 믿음과 실천에 대한 단어 

사용 빈도가 높은 경우 자기 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등(Shaw et al., 

2007) 게시글에서 사용하는 어휘에 따라 건강 증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통찰적 어휘의 사용을 통한 

자기노출은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정서 

중에서도 화에 대한 표현을 통한 자기노출은 환자들의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환자들이 

자기노출적 글쓰기 과정에서 통찰적 어휘나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의 사용을 통해 유방암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재구조화가 나타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안녕과 같은 건강증진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이들 연구는 오프라인에서의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에서의 자기노출을 자신의 게시글을 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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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만 분석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이용자가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 외에도 타인의 글을 읽거나 

이용자들 사이에 댓글(혹은 답글)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까지는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자기노출이 가져다 주는 건강 상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글쓰기를 통한 

자기노출에서 나아가 글쓰기를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 

형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온라인에서의 자기노출의 외적 작용: 관계의 형성 

오프라인에서의 자기노출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 상에서도 자기노출은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온라인 상에서 게시글과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댓글이란 인터넷 게시물에 남기는 

짧은 글로, 덧글, 코멘트(comment), 리플(reply)이라고도 한다. 댓글은 

게시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호텍스트성을 지니며, 

게시물에 대한 댓글 작성자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대화적 텍스트로 볼 

수 있다(조국현, 2007). 따라서 우리는 온라인에서 게시글을 통해 

자신을 노출하는 행위가 타인의 댓글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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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필요가 있다(Dietz-Uhler, Bishop-Clark, & Howard, 2005).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을 읽는 행위와 

쓰는 행위를 통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간다. 게시글을 읽는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장 주된 활동임과 동시에 소극적인 

행동이며,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활동으로 여겨진다. 

이 과정 속에서 본문을 작성하지는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댓글 작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줌과 동시에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댓글은 

타인의 게시글에 대한 반응이며, 댓글을 통한 상호 간의 정보 교류 및 

의견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예: 김채환, 2009; 

최동성, 최성은, 최용준, 2008).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이 메시지를 교환하고 공유하며, 의미를 

창출해가는 순환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최영, 김병철, 2000), 이 

과정에서 댓글은 게시글에 대한 하나의 반응에서 나아가 다시 게시글 

작성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측면에서 댓글은 게시글의 주제에 따라 참여도가 

달라졌는데, 게시글을 작성한 이용자들의 경우 자신의 글에 달린 댓글 

수나 조회수를 자신에 대한 관심의 척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김채환, 

2009; 천명기, 2009). 이때 같은 댓글이라도 댓글의 길이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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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참여의 깊이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의 

정도를 나타내 준다. 실제로 1~2줄 정도의 단문 댓글의 경우 게시글에 

대한 단순 감정 표현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3줄 이상의 장문 댓글의 

경우에는 해당 글에 대한 이해도와 글쓴이의 생각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천명기, 2009). 또한 일반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댓글은 커뮤니티의 성향이나 

분위기, 커뮤니티 내의 여론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로 작용하기도 

한다(Metzger, Flanagin, & Medders, 2010). 예를 들어 누군가 

게시글을 통해 지지를 요청하는 경우, 게시글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댓글이 달려있는 경우 커뮤니티 참가자들은 새로운 댓글을 

작성할 때 기존의 분위기에 맞춰가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댓글을 작성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Li & Feng, 

2015). 즉, 다시 말해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은 또 다른 상호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댓글은 온라인 상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풍부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연구와 유사하게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게시글의 

유형에 따라 댓글이나 조회수, 추천수와 같은 상호작용성을 살펴본 

연구(이세진, 이정교, 2012)에서는 게시글 작성자가 게시글에서 여성 

정체성과 조회수와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글쓴이가 자신을 

‘여성’으로 범주화하거나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글일수록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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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조회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났으며, 여성 정체성을 드러낸 

게시글과 댓글 수 역시 약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게시글의 유형이 사적인 토론일 경우 댓글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를 목적으로 한 게시글 보다는 자기 표현이나 관계 

지향적인 게시글에서 상호작용인 댓글이 상대적으로 많이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게시글 내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노출한 글에서 

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났으며, 댓글의 경우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단순한 

이해를 넘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내면화하는 경향을 통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유방암이라는 암의 속성 상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이며, 투병 

과정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상에서 이들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 

나가는지,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어떻게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커뮤니티를 지속시켜 나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은 게시글 작성자의 정서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법으로 게시글 

작성자의 정서변화를 댓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Qiu, Zhao, Mitra, Wu, Caragea, Yen, Greer, &Porti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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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서 부정적 정서를 노출한 경우에 댓글을 많이 받게 되면 

게시글 작성자의 정서가 긍정적으로 변하였으며, 게시글에서 긍정적 

정서를 노출한 경우에는 댓글이 많을수록 긍정적 정서를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암 생존자 네트워크(American 

Cancer Society Cancer Survivors Network)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여 

기계학습 방법과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이용해 게시글의 정서 상태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게시글 작성자의 정서 변화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게시글에서 부정적 정서를 노출했던 게시글 작성자의 75%는 

타인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댓글을 받은 경우 그 뒤에 긍정적 정서를 

표현했는데, 타인으로부터 받은 댓글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확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받은 댓글 수에 따라 게시글에서 

긍정적 정서를 노출했던 게시글 작성자의 긍정적 정서 역시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확률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다 댓글을 받고 난 

후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노출하며 지지를 호소한 

게시글에 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면 게시글 

작성자가 그로 인해 정서적으로 안녕을 찾아 초기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긍정적 정서를 노출한 경우에는 같이 기뻐해 주는 

타인의 댓글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 정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 글쓰기는 자신을 노출하는 것에서 머무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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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타인의 반응인 댓글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자기노출은 이미지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 

온라인 상에 올리는 이미지는 게시글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제시하는 효과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이미지 

단서들은 초기 인상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향후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Wang, Moon, Kwon, Evans, 

& Stefanone, 2010). 사람들은 관계 형성 초기 단계에 상대를 잘 

모르는 데에서 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줄이고자 노력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제공되는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이미지 단서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노출함으로 인해 불안감을 줄이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의 경우 

상대의 프로필 사진을 검색함으로써 처음 알게 된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거나(김아름 외, 2011; Fitzgerld, Steele, Evans, & Green, 2009),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다(Wang et al., 2010). 프로필 사진에 비격식적 사진이 게시된 

경우가 격식적 사진을 게시한 경우보다 호감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격식적 사진을 게시하고 정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격식적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정보적 메시지를 

제공한 경우가 오프라인에서의 관계 발전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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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이미지 단서가 인상 형성에서 나아가 관계의 유지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온라인 상에 게시된 이미지는 

이용자가 본인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선택적으로 등록한다는 점에서 

그 사람의 신체적 매력도나 외향성 정도가 드러나게 된다. 관계 형성 

초기에는 외모나 표정, 차림새와 같은 신체적 매력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의 경우 프로필 사진 속 매력도가 높은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친구 관계를 맺으려 하거나(김인희, 심민선, 2014; Wang et 

al., 2010), 친구 요청에 대한 수락 가능성이 높았다(Greitemeyera & 

Kunza, 2013). 또한 프로필 사진이 인물의 외향적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 프로필 주인의 인기가 더 많을 것이라고 인식되는 등(Utz, 2010) 

이미지 단서가 인상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처럼 이미지를 통한 자기 노출은 개인의 인상을 형성하고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 연구는 이미지를 통한 

자기노출이 상대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에서 우리는 자기노출이 인지적 재구조화라는 내적 과정과 

관계의 형성 및 유지라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이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게시글에서의 자기노출이 어떻게 타인과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는지를 게시글과 댓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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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존 연구들(Baker, Psych & Moore, 2008; Dietz-Uhler, Bishop-

Clark, & Howard, 2005; Shim, 2008 등)을 바탕으로 게시글을 통한 

자기 노출의 효과를 정리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게시글을 통한 자기 노출의 영향  

 

온라인 상에서 환자들은 게시글을 통해 자신의 질병 상태나 치료 

상황은 물론 투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 

또한 노출을 하게 된다. 게시글을 통해 드러난 자기노출은 댓글이라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 유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유방암 환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여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기노출과 함께 이 연구에서는 

게시글에서 드러난 사회적 지지에 따라 댓글에서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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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방암 환자의 온라인 사회적 지지 

 

우리는 2절에서 자기노출이 내적 과정과 외적 과정을 거쳐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방암 환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자기노출을 통해 자신의 질병 및 심리 

상태를 자신과 비슷한 처지를 겪고 있는 동료 환자들에게 노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타인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된다. 이 절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살펴보고,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특성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온라인 상에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어떠한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존 연구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1)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한 개인이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대인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 지지이며, 이러한 지지를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Co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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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erman, 1983; Thoits, 1995; Williams & Galliher, 2006). 다시 말해 

사회적 지지는 타인에 대한 호감이나 타인의 언행에 대한 인정을 

비롯하여 시간이나 정보, 물질 등을 직접 주는 도움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주로 부모나 배우자, 친구, 친척, 동료, 

의료진 등 대인 관계를 통해 얻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지가 커뮤니케이션 행동이며, 따라서 상호작용에 근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며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Goldsmith, 

McDermott & Alexander, 2000).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연구자들에 따라 기능별로 유형을 구분하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평가적 

지지라는 네 가지 유형이나(Cohen & Hoberman, 1983) 정서적 

지지(Appraisal), 소속감 지지(Belonging), 유형적 지지(Tangible), 

자존감 지지(Self-esteem)의 분류가 대표적이다(Cohen, Mermelstein, 

Kamarck, & Hoberman, 1985).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well-being)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Kim & Lee, 2011),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예: 

Albrecht, Blanchard, Ruckdeschel, Coovert & Strongbow, 1999; Klein 

& Milardo, 2000; Goldsmith et al., 2000; Goodwin &Plaza, 2000; 

House, Landis & Umberson, 1988).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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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같은 기존에 알고 지내는 대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Albrecht & Goldsmith, 2003, pp. 263~264).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은 실제 세계에서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정보, 지원, 

교제, 소속감을 제공해주기도 한다(LaRose, Eastin, & Gregg, 2001).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켜주며(Baillie, Norbeck, & Barnes, 1988), 정서적 지원이 

많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으며(이윤경, 2008),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영 외, 2012; 이규은 외, 2011). 그 중에서도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환자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2)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사회적 지지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는 언제든 접근이 가능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며, 보다 다양한 관점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외형적인 조건을 통한 편견을 배제한 

채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면대면 상황이 아니라도 

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Walther & 

Boyd, 2002; Wright, Johnson, Bernard, & Averbeck, 2011).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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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경우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타인과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통적인 면대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Turner et al., 2001).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정서적 

애착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감은 개인이나 

그룹 사이의 우호적 네트워크를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유대감은 

개인이나 그룹들이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 빈도와 다양성을 

확대시킴으로써 강해질 수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러한 유대감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Haythornthwaite & Wellman, 1998). 

헤이손스웨이트(Haythornthwaite, 2002)는 “각각의 사람들은 

‘잠재적 유대감(latent tie)’에서부터 ‘약한 유대감(weak tie)’과 ‘강한 

유대감(strong ti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p.392)”고 지적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CMC(Computer-Mediated-Communication)는 지속적이며 편리한 

상호연결성과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단을 

제공한다(p.395)”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의 면대면 

접촉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용자들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며, 

잠재적인거나 약한 유대감을 강한 유대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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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융합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Haythornthwaiste, 2002).9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주변 지인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정보와 감정을 교환함으로써 약한 관계의 위력(the strength of 

weak tie)을 발휘할 수 있다. 아이디나 닉네임을 통해 활동하게 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성을 보장받게 되므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건강 관련 상담이나 정보를 찾는 데는 자신의 신분이나 상황이 

노출되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보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최근 잇따른 연구 결과들은 온라인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면대면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거나 제공받는 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온라인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자원임을 입증하고 

있다(Rains, 2015; Rains & Keating, 2011; Wight, Johnson, Averbeck, 

& Bernard, 2011).  

따라서 암과 같은 건강위기 상황에서 환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행하게 되는 대처 방법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Fox & Fallows, 2003).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교환하면서 상호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9 실제 이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요청하거나, 실제 만나게 된 사례도 나타났다. 하지

만, 이러한 사례가 일반화 하기에는 너무 적어 실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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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한다(Demiris, 2006). 이처럼 컴퓨터로 매개되는 채널은 약한 유대 

관계를 지원하는 정보원으로서(Albrecht & Adelman, 1987; Walther & 

Boyd, 2002) 인터넷 자원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전통적인 

면대면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기회를 제공한다(Walther & Boyd, 2002).  

월터와 보이드(Walther & Boyd, 2002)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면대면 상황보다 더 

효과적인지를 설명한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인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로는 도달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가치로 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시니어넷(SeniorNet) 

이용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지닌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다차원적인 사고방식을 습득하고 보다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검증하고 있다(Wright, 

2000). 두 번째로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은 면대면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줄여줌으로써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을 

보다 활발하게 해 준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이용자들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보다 온라인에서 보다 주의 깊게 메시지를 

생산하고, 자신들이 편리한 때에 메시지를 읽을 수 있으며, 온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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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자기 표현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시간 제약을 온라인 상에서는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상에서 형성된 

약한 연결망은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온라인에서 

맺어진 약한 유대의 경우 강한 연결관계보다 상대적으로 감정적 

애착이 적기 때문에 객관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Wright et al., 2013).  

이러한 관점들을 종합해보면, 면대면 상황이나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강한 연결관계가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약한 연결관계 역시 

환자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는 환자 가족원이 지게 되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는 다른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나아가 약한 연결 관계는 특정한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정도에서 형성되므로, 

환자들은 가족원들 외에 이러한 약한 연결 관계망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찾게 된다(Robinson & Turn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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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지지의 효과: 건강증진 

 

1) 암 환자의 사회적 지지 효과 

암이라는 질병은 단시간내 치료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을 준다는 인식 때문에 대개 아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암이라는 질병의 경우 질병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치료과정에서 겪는 육체적 고통, 그리고 

질병 예후에 대한 부정적 생각 등으로 인해 더욱 심한 정서적 

불안(전겸구외, 1999), 스트레스, 분노(이평숙외, 2005), 피로감(서영민외, 

2006)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자원을 찾아다니거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암 환자들은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오는 여러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선호하게 되는데(Dakof & Taylor, 1990; Neuling & 

Winefield, 1988; Rose, 1990),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의 질병 

상태나 미래의 치유 전망을 비롯하여 일상의 잡담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타인과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나타난다. 환자들은 

주변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생의 의미를 찾고 암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만들어 내게 

된다(Kvale, 2007). 

암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치료 과정 뿐만 아니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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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필요로 한다. 암 환자들은 암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암 

재발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육체적 피로감, 가족 관계에 대한 걱정, 

불안감 등으로 인해 암 생존자나 의료진, 가족 구성원들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때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인 지지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나 직업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Breitkopfet al., 2014; Gerlach, Gambosi & 

Bowen, 1990). 

암 환자들은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 자신의 두려움과 근심을 

배우자나 친한 친구 등과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된다(Dunkel-

Schetter, Feinstein, Taylor & Falke, 1992; Lichtman, Taylor & Wood, 

1988). 특히 이때 환자들은 관계 유형에 따라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달라지게 된다. 예컨데 환자들은 배우자들로부터 정서적 안심과 긍정적 

확신, 실제적 도움과 같은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으며,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에게서는 정서적 안심을, 친구로부터는 긍정적 확신을 얻게 

된다(Primomo, Yates & Woods, 1990).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가족에게서 받는 사회적 지지, 그 중에서도 정서적 지지를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Gotcher, 1993). 

하지만, 암과 같은 질병의 경우 투병 기간이 길고, 치료가 

끝났어도 환자가 겪게 되는 고통은 지속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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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환자의 심리사회적 안녕을 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진다. 그런데 

실제로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투병기간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은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환자들은 투병 초기에 비해 투병 기간이 길어지고, 

질병 단계가 심해지면서 가족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회적 지지가 

낮아지거나(김양순, 2003; 이현숙, 2009; 천상순, 최소영, 2010), 환자 

가족들이 느끼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실제 환자들에게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결과(김영란, 유미숙, 

2008; 황종귀, 김영희, 2005)를 보여주기도 한다. 암과 같이 일상 

생활에 큰 타격을 주는 질병을 앓는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질병 치료로 인한 각종 

부담으로 인해 실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여력이 없어지거나, 

환자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환자들은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충분하면,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에게서 받지 못하는 

지지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Manne et al. 2003). 

실제로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가까운 사이인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친구, 연인들과 같은 강한 관계(strong ties)에서 뿐만 

아니라 약한 관계(weak ties)로 일컬어지는 그저 아는 관계, 낯 선사이, 

먼 이웃간의 네트워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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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형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10 일반적으로 현실 

공간에서는 동질감과 유대감이 강한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의 교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해당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렵고, 물리적 환경의 제약이 있게 된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제약이 약하고, 약한 관계로 이루어진 집단으로의 

진입이 쉽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관계보다 더 개방적이면서 의무감은 

덜하게 마련이지만(Albrecht & Adelman, 1987), 그와 동시에 소속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심은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닌다(Unger & Wandersman, 1985). 이에 따라 약한 유대관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적 비교의 기회를 

높이고(Helgeson & Gottlieb, 2000),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Park, Adelman, & Albrecht, 1987).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약한 관계로 맺어진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암 환자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지를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검증하기 시작했다.  

 

2)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지지 효과 

                                   
10그래노베터(Granovetter, 1973)는 사회 연결망에서 약한 관계(weak tie)의 강점을 강

조하였는데, 이는 약한 관계에서 높은 정보 전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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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확장되어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SNS를 통해 

기존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의 정보를 소비하고 공유하는 

상호작용의 경우 사회적 지지감을 증가시킨다(예: Kim, LaRose, & 

Peng, 2009; Willams & Gahlliher, 2006). 또한,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게 

되는데(조윤경, 백영민, 김반야, 2014),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SNS 

상의 친구가 많을수록 지지적 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이는 다시 

정서적 지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Oh, Ozkaya, & LaRose, 

2014)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이용이 사회적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온라인 상에서의 사회적 지지 효과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이용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게시글을 작성하는 글쓰기 집단에게서 

게시글을 읽기만 하는 읽기 집단보다 정서적 지지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Setoyama, Yamazaki, & Namayama, 2011), 글쓰기 

집단에게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만족도나 심리적 안녕과 같은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Uden-Kraan, Drossaert, Taal, Seydel, 

& de Laar, 2008). 이러한 연구결과가 함의하는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단순히 타인의 글을 읽는 소비 행동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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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노출하고 댓글을 다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느끼게 

되어 사회적 지지 획득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적 

지지 획득 관련 연구들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신의 암 경험을 

공유하는 건설적 이야기 장으로 활용한 경우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여 

정신적 건강 상태가 증진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Shaw et al., 2006), 

이는 유방암 환자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다(Lieberman, 2007; Liberman & Goldstein, 2005, 2006). 또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적 지지 

효과에 대한 37편의 논문을 검토한 메타 연구 결과 역시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적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Hong, Pena-Purcell, & Ory, 

2011).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재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레인스와 영(Rains & Young, 2009)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고, 참여자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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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진과의 이메일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 경우 환자들에게서 

혈당 조절이 향상되는(Turner et al., 2013) 등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영향은 꾸준히 검증되고 있다(예: Oh & Lee, 2012; 

Wright & Rains, 2013). 

이와 더불어 온라인 상에서 환자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지지와 

건강 상의 효과를 검증한 CHESS(The Comprehensive Health 

Enhancement Support System) 프로그램11을 활용한 연구결과들 역시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건강 상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을 

검증하면서, 온라인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존재함을 설명해주고 있다. CHESS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에 

따라 참가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는 증가하고, 부정적 감정은 

줄어들었으며, 우울감이 감소하였다(Gustafson et al., 2001, 2005; Han 

et al., 2008; Shaw et al, 2006, 2007).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을 노출하고, 사회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스트레스가 감소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CHESS 프로그램 

                                   
11CHESS(The Comprehensive Health Enhancement Support System)는 컴퓨터 기반의 

e헬스(e-helath) 시스템으로,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정보 전달, 모니터링, 사

회적 지지, 치료를 위한 지침 준수 전략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

고 있는데, CHESS 기반의 질병 관리가 효과적임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예: 

Gustafson et al., 2005, Gustafson et al., 200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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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정도에 따라 글쓰기 집단과 읽기 집단, 비이용자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비교해 본 결과 

게시글을 작성하는 글쓰기 집단에 비해 게시글을 읽기만 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집단에게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Han et al., 2012). 이는 면대면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 즉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게시글을 쓰거나 댓글을 다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오프라인 상에서의 부족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려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실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환자들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댓글을 통해 어떻게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 

 

1) 온라인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사회적 지지는 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지지감(perceived 

social support)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시글과 댓글 등의 메시지 

내용을 통해 실제 어떠한 사회적 지지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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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진다.  

앞서 언급했던 CHESS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지지를 비롯한 

건강 증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CHESS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게시글들을 대상으로 언어심리학적 분석을 

위해 특정 언어 사용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은 언어 사용을 통해 

어떠한 사회적 지지가 드러났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예: Keating, 2013; Lieberman & Goldstein, 2006; Rains, 2015; 

Shaw, Hawkins, McTavish, Pingree, & Gustafson, 2006). 이들 

연구들은 공감이나 연민, 격려와 확신 등의 단어 사용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표현하는 게시글을 구분하였는데(예: Kim, Han, Moon, Shaw, 

Shah, McTavish, & Gustafson, 2012; Yoo, Chih, Kwon, Yang, Cho, 

McLaughlin et al., 2013; Yoo, Namkoong, Choi, Shah, Tsang, Hog et 

al., 2014), 그 결과 CHESS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을 많이 작성하였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를 분석한 연구(예: 

Chuang & Yang, 2012; Eichhorn, 2008; Gooden & Winefield, 2007; 

Wang, Kraut, & Levine, 2012)들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사회적 지지감이 아닌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 

지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주관적 판단이 아닌 실제 드러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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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분석한 41편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연구(Rains, 

Peterson, & Wright, 2015)에 따르면, 많은 연구들에서 게시글을 통해 

공통적으로 드러난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크게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Eichhorn, 2008; Ginossar, 2008; 

Keaing, 2013). 이때 정보적 지지는 치료와 관련한 질의 응답이나 

질병과 관련한 증상, 치료 후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비롯해 

개인의 질병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이나 충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서적 지지는 이해와 공감, 격려, 기도, 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예: 

Chen, 2012; Chuang & Yang, 2012; Eichhorn, 2008; Gooden & 

Winefield, 2007; Hoybye, Johansen, & Tjornhoj-Thomsen, 2005). 

이러한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들은 환자들에게 

지도 편달을 해 주며, 위안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Rains, Peterson, 

& Wright, 2015).  

이 중에서도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이 전반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이를 다시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Buis, 2007; Gooden & Winefield, 2007). 정보적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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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게시글의 비중이 정서적 게시글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1차적인 목표가 정보의 공유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정서적 지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며, 오프라인에서 미쳐 얻지 못하는 정서적 

지지를 온라인에서 얻고자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환자들은 

게시글에서 자신이 느꼈던 경험을 공유하거나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공감이나 위로 등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Eichhorn, 2008; Rains & Keating, 

2011).  

 

2)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 내용 분석은 실제로 게시글 작성자가 

어떠한 사회적 지지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게시글 작성자가 게시글에서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경우, 댓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로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블로그의 게시글과 댓글을 분석한 레인스와 키팅의 연구(Rai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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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ting, 2011)에 따르면 게시글 작성 빈도가 높고, 한 개 이상의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비율이 클수록 블로그 이용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누구나 게시글을 쓰고 댓글을 달 수 있는 형태의 

포럼에서는 정보적 지지가 더 많이 나타나고, 블로그처럼 이용자 

본인이 게시글을 작성하고 타인이 댓글을 다는 저널이나 타인이 

작성하고 댓글을 달 수 없는 방명록과 비슷한 노트의 경우 정서적 

지지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Chuang & Yang, 2012). 이를 통해 

게시판의 성격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다르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블로그처럼 타인의 댓글을 통해 나와 약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거나 방명록처럼 나에 대한 타인의 관심이 

드러나는 경우 정서적 지지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서적 

지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게시글에 나타난 사회적 지지를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해 분석한 

왕과 크라우트, 레빈(Wang, Kraut, & Levine, 2012)의 연구 결과는 

게시글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노출할수록 커뮤니티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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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커뮤니티 내의 관계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에서처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한 또 다른 연구(Qiu et al., 2011)에서는 

게시글 작성자가 자기 게시글이 댓글(자기 댓글)을 많이 달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댓글이 많을수록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였는데, 이때 게시글에 타인이 단 댓글이 긍정적일수록 게시글 

작성자는 처음 게시글에서 드러냈던 자신의 정서 상태와 상관없이 

댓글에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표현하여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때 게시글 작성자가 자기 댓글을 통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긍정적인 정서 표현은 증가하였는데, 

댓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너무 짧은 경우에는 게시글 작성자의 

긍정적 정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에는 댓글의 갯수 못지 않게 댓글의 길이가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실제로 게시글과 댓글에서 어떠한 사회적 지지가 요청되고 

제공되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관심은 여기서 시작된다.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게시글에서 자신을 노출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64  

구할때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환자들이 중심이 

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동안 환자와 의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사회적 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환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던 로터의 대화분석 

시스템(Roter Interaction Analysis System)을 통해 분석이 가능해진다.  

로터(Roter, 1997)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대화를 분석하기 위한 

상호작용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환자와 의사 사이의 대화 내용을 

크게 정서적 대화와 과업 중심적 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때, 

정서적 대화는 염려와 안심, 격력, 공감, 칭찬 등 사회적 지지의 유형 

중 정서적 지지의 유형과 유사하며, 과업 중심 대화는 의학적 상태, 

처방 및 치료에 대한 정보, 생활 습관 등 사회적 지지 유형 중 정보적 

지지의 유형과 흡사하다. 이에 따라 환자들 사이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로터대화분석 

시스템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Roter & Lars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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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가져오는 건강 상의 효과를 

자기노출적인 측면과 사회적 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보다 사회적 시선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자기노출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기노출은 외상 경험을 직면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재구조화 

하거나, 정서적 대응을 통해 심리적 안녕을 꾀하는 내적 기제 외에도 

자기노출을 통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관계 형성과 유지는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상의 면대면 상황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온라인 공간은 

익명성을 보장하며, 면대면 커뮤니케이션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접할 수 있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공간이다. 게다가 면대면 

상황과는 달리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며,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약한 연결 관계라 하더라도 이들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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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자기노출에 대한 긍정적 반응들은 자존감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자존감 형성은 다시 삶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들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적 

반응을 통해 나타난다(Valkenburg et al., 2006). 구체적으로 게시글과 

댓글이라는 메시지의 주고받음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상호호혜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 주고 받은 메시지인 

글쓰기를 분석하면 어떠한 사회적 지지가 교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오프라인에서보다 더 많은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얻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박유진, 김재휘, 2005).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서도 유방암 환자들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의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동일한 

질병을 경험함으로써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 및 

심리 상태를 노출함으로써 관계를 맺게 되는 공간이고, 이곳에서 

환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분담하는 등의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된다. 

특히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국내 유방암 환자들의 경우 40대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 암과 함께 살아가는 기간이 길고, 유방암의 특성 

상 여성성의 상실이 동반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여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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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심리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실제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이 자신을 노출하는 행위를 통해 어떠한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에 따라 이용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감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게시글 작성의 측면에서 

온라인 커뮤니테이션 이용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 및 건강 

증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오프라인 공간에서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온라인 공간 

역시 단순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이용이 아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어떻게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온라인 상에서의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라는 타인의 반응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게시글의 

측면에서만 살펴보았을 뿐,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 측면까지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실제로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들(예: Qiu et al., 2011; Wang, Kraut, & Levine, 2012) 역시 

기계학습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보았을 뿐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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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봄으로써 게시글에서 자신을 

노출하고, 이러한 자기노출이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메시지의 교환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것이다. 이를 모형으로 도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환자들이 자신을 노출함으로써 

어떻게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지를 게시글을 통한 자기노출과 그에 

따른 주변의 상호작용인 댓글을 분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림 2]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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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게시글을 통한 자기노출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 측면에서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을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회적 지지가 요청되고 제공되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환자들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파악하여 향후 실제 환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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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제1절 연구문제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게시글을 통해 자신을 노출함으로써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는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또한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방암 

환자들이 어떻게 부족한 정보적, 정서적 지원을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온라인에서 자신을 노출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유방암 환자들에게 다양한 건강 증진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암 환자들은 암이라는 예기치 못한 고통을 직면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천형과도 같은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의료진들과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접촉 및 소통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고, 가족들의 경우 실제 환자 

본인이 느끼는 고통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환우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온라인 커뮤니티는 선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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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우들이 진단과 치료, 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과 치료 

과정을 공유하면서 정보를 나누고, 정서를 교환하는 등의 사회적 

지지를 쉽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획득한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자기노출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암 중에서도 유방암은 국내에서 암 발생 시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10년 정도 빠르게 나타나, 환자들이 암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게 되어 심리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치료 과정에서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암 환자라는 낙인이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유방 절제에 따른 여성성 

상실을 겪게 되면서 다른 암 환자들에 비해 더 큰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보다 많은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 획득을 위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관계 

형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노출이다(Collins & Miller, 1994; Tardy & Dindia, 1997). 

기본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나아가 정서 상태를 드러내게 되는 

자기노출은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기노출은 글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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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나타나는데, 글쓰기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심리적 안녕을 가져다 준다. 또한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수록 조회수나 댓글 수가 증가하는 상호작용이 나타났다는 기존 

연구(이세진, 이정교, 2012)와 게시글에서 자기노출이 많아지는 경우 

답글 12 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자기노출이 증가한다는 바락과 글룩-

오프리(Barak & Gluck-Ofri, 2007)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자기노출의 정도에 따라 상호작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게시글을 통해 자신을 노출하는 

행위가 게시글 작성자와 타인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이끌어 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기노출에 따른 상호작용 정도를 알아보는 

<연구문제 1>을 설정하였다.  

흔히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활동은 게시글을 읽고, 댓글을 

달고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온라인 활동을 게시글 작성자와 게시글을 읽는 사람으로 나누어 

살펴본 경우는 있었으나(Han, Kim, Yoon, Shim, McTavish, & 

                                   
12초기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게시글에 대한 상호작용이 게시글과 동일한 주제에 대해 

응답하는 경우 새로운 글을 작성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이를 답글이라고 한다. 하지

만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선으로 최근에는 게시글에 대한 응답을 새로운 게시글인 답

글의 형태로 작성하기 보다 기존 게시글 내에 댓글(comment)의 형태로 상호작용이 나

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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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tafson, 2012; Setoyama, Yamazaki, & Namayama, 2011; van 

Uden-Kraan, Drossaert, Taal, Seydel, & van de Laar, 2008), 이들 

중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까지 분석한 경우는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한 연구(예: Qiu et al, 2011; Wang, Kraut, & Levine, 2012)를 

제외하면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내용분석을 진행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 구성상 읽기와 쓰기가 병행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상호작용 역시 읽기를 통해 

나타나는 소극적 상호작용과 쓰기를 통해 나타나는 적극적 

상호작용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게시글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게시글을 이용자들이 얼마나 읽었는지라는 소극적 

상호작용 측면과 댓글 작성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글을 작성한 게시자는 글을 읽고 

타인이 남긴 댓글을 통해 반응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다시 댓글을 통해 게시하기도 하며,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 

타인이 얼마만큼 읽었느냐를 통해 자신의 게시글에 대한 인기를 

예측하기도 한다. 온라인 게시글의 조회수와 댓글 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참여 정도와 상호작용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변인들이다(예: 김은미, 이준웅, 2006; 안명규, 

류정호, 2007; 윤영철, 송현진, 강기호, 박민아, 2010; 이세진, 이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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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여기에 덧붙여 기존 연구(Qiu et al., 2011)에서 기계학습 방법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한 결과 댓글 수가 많아지면 긍정적 정서 

표현이 많아지는 반면, 댓글의 길이가 너무 짧을 경우 게시자의 정서 

표현이 거의 없거나, 댓글의 길이에 따라 이슈에 대한 참여의 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천명기, 2009)는 연구 결과에서 착안하여, 댓글  수 

외에도 댓글 길이 역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하나의 변인으로 삼아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단답형이나 짧은 인사 등의 

댓글이 아니라 두 줄 이상의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에 대한 

그만큼의 애정과 몰입이 있어야 하므로, 댓글의 길이 역시 상호작용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 하겠다.  

 

연구문제 1. 게시글에서의 자기노출에 따라 상호작용의 

정도(조회수, 댓글수와 댓글의 길이)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연구는 자기노출의 정도를 심리언어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던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자기노출과 관련한 어휘 사용 빈도와 자신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자기노출로 정의하고 자기노출의 

증가에 따른 상호작용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심리학적 측면에서 자기노출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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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인지적 어휘의 사용과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어휘의 사용이 건강 증진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었다(Shaw et al., 2006; Shim, Cappella, Han, 2011). 이는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내적으로 

인지적 재구조화를 거치고 외적으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강 증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자기 노출이 일정 수준 상호작용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게시글에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게시글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 시키기 위한 상호작용인 

댓글이 활발하게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정서적인 변화를 경험하거나 

심리사회적 안정을 꾀하게 된다는기존 연구 결과(Lieberman & 

Goldstein, 2006; Qiu et al., 2011)를 바탕으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한 

어휘 사용이 증가할수록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자기노출 중 하나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노출이다. 이에 따라 게시글에서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의 사용을 

통해 질병에 대한 노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의 연구 

가설 1-1과 1-2, 1-3을 설정하였다.  

 

1-1. 게시글에서 인지적 어휘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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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조회수, 댓글수, 댓글 길이)은 활발해질 것이다.  

1-2. 게시글에서 부정적 어휘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상호작용(조회수, 댓글수, 댓글 길이)은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1-3. 게시글에서 질병 관련 어휘 사용이 증가할수록 

상호작용(조회수, 댓글수, 댓글 길이)은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등장하는 사진을 게시물에 첨부함으로써 

자신을 노출하는 행위가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오프라인 공간에 비해 다른 단서가 부족한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이 등장하는 이미지를 노출함으로써 면대면 상황과 

유사하게 만들어주어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미지를 통해 호감도를 높이는 등의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김아름 외, 2011; 김인희, 심민선, 2014; Wang et al., 

2010) . 이를 토대로 자신이 등장하는 이미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한다고 판단하고 연구가설 1-4를 

설정하였다.  

 

1-4. 게시글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노출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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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조회수, 댓글수와 댓글 길이)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 2에서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에 따른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게시글의 내용분석을 통해 게시글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예: Chen, 2012; Chuang & 

Yang, 2012; Eichhorn, 2008; Gooden & Winefield, 2007; Hoybye, 

Johansen,& Tjornhoj-Thomsen, 2005), 공통적으로 온라인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는 크게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두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또한 게시글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노출할수록 커뮤니티 활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Wang, Kraut, & Levine, 2012).  

또한. 사회적 지지 유형 중에서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적 지지를 

획득하고 있었으며(Buis, 2007; Eichhorn, 2008; Gooden & Winefield, 

2007), 게시글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표현하는 경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게시글 쓰기, 댓글 달기, 읽기 등)이 증가한다는 

결과(Eichhorn, 2008; Wang, Kraut, & Levine, 2012)는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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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회적 지지 유형 중에서는 정보적 지지가 더 많이 

나타나지만,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은 정서적 지지의 게시글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문제 2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2.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 유형과 그에 따른 

상호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연구문제 2-1>에서는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는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로 나눠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게시글은 다시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과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로 나눠볼 수 있다(Eichhorn, 2008; Gooden & 

Winefield, 2007). 이에 따라 <연구문제 2-1>에서는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1.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무엇인가? 

 

한편,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한 

연구에서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조회수가 높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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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자의 유방암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고, 게시글에 달린 댓글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Kim et al., 

2012; Rains & Keating, 2011; Wang, Kraut, & Levine, 2012)은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정서적 지지를 드러내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작성자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Eichhorn, 2008; Wang, Kraut, & Levine, 2012) 

역시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의 상호작용이 활발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에 대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2-2.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상호작용(조회수, 

댓글 수, 댓글 길이)이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게시글에서의 정서 노출에 따라 댓글의 상호작용이 다르게 

나타나며, 댓글을 통해 게시글에 대한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면 

게시글 작성자의 초기 부정적 정서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밝혀냈다(Qiu et al., 2011). 여기서 댓글을 통한 긍정적 정서의 노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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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자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 획득의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댓글을 통한 정서적 지지를 획득하게 되면, 기존의 부정적 정서가 이를 

상쇄하여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댓글을 통해 

게시글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지지가 충족된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실제 게시글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의 

요청이 댓글을 통해 어떻게 충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은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을 

분석한 로터의 대화분석 시스템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환자들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었다는 독특한 특성과 함께 다양한 행위들과 

맥락, 순서적인 흐름 등을 반영하여 각기 다른 수준에서 정보가 

이동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의학적 상황에 대한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로터의 대화분석 

체계가 이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로터의 대화분석 

체계는 의학적 만남에서부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대화의 내용과 그 

맥락이 반영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의 흐름과 과정을 따라 

분석할 수 있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분석체계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김은정, 2010; Roter & Larson, 2002). 로터의 대화분석 

체계는 환자들의 대화를 크게 질병 상태와 치료 등의 정보에 대한 

과업 중심적 대화와 환자가 겪게 되는 긍정적, 부정적 심리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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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는 정서적 대화로 구분한다. 이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내용분석했던 구덴과 와인필드의 

연구결과에서 정보적 지지가 질병과 관련된 사실이나 질병 및 치료에 

따른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정서적 지지는 질병에 대한 대응과 돌봄,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로터의 대화분석에서 과업 중심적 대화가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고 

정서적 대화가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적용시켜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지지의 요청에 대해 댓글에서 

나타나는 지지의 제공 측면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게시글에서 

원하는 사회적 지지가 댓글을 통해 충족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 3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댓글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위의 연구문제들을 모형으로 표현해보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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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형 

 

 

 

  



 83  

제2절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의모집 

 
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분석하기 위한 이 

연구는 초기 연구 계획 단계에서는 공개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여 컴퓨터 크로울링(crawl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분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대부분 포탈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보니,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몇 차례의 

온라인을 통한 대량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발생 이후 온라인 상에 

공개된 내용이라도 작성자의 허락 없이 기계적으로 자동 수집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온라인 

상의 글들을 크로울링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온라인 상에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13 

                                   
13초기 이 연구는 분석대상 텍스트를 코더(coder)를 사용해 수동으로 분석하지 않고 

컴퓨터의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단어 또는 문장 단위의 의미구조

를 파악하는 컴퓨터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고자 계획되었다. 이러한 컴퓨터 내용분석 

기법을 적용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영어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이를 한국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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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환자 개개인의 병적 기록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온라인 상에 올라온 글은 커뮤니티 회원 개개인의 정보로 볼 수 

있다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측의 해석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참여자들을 모집하게 

되었다(승인 번호 IRB No. 1405/001-004, 2014년 5월 9일). 

이에 따라 연구자가 국내 대형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검색하여 회원 가입을 

진행하였는데, 환자 본인의 병적 기록(치료 받은 병원 등)을 넣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는 커뮤니티들을 제외하고, 환자 가족의 회원 

가입을 승인해 주는 곳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커뮤니티 

운영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대상 커뮤니티는 회원 

수 2만 명 이상, 하루 게시글 수 50개 이상의 활동이 활발한 커뮤니티 

                                                                                  
적용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컴퓨터 내용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언어 사용 패

턴과 유방암 환자의 언어 사용 패턴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컴퓨터 내용분석 기법

이 기존의 수동으로 행해지던 내용분석 방법에 비해 갖게 되는 이점은 텍스트 샘플로

부터 객관적이고 신속한 언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프로그램을 통해 텍

스트 자체를 데이터로 삼아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연구자가 미리 텍스트를 읽을 

필요도, 코더들 사이에 미리 규칙을 정해둘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Groom & 

Pennebaker, 2002). 하지만 컴퓨터 내용분석 방법은 기계적 산출로 인해 텍스트가 지

니고 있는 맥락이나 반어적 표현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한계 또한 지니고 있는데

(Slatcher et al., 2007), 이는 분석 대상인 텍스트의 양을 늘림으로써 어느 정도 정확도

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내용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픈 소스로 공개된 게시판에

서 크롤링(crawling)기법을 사용하여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분석 

대상인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의 경우 로봇을 통해 자동으로 게시글을 크롤링 해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처음 계획했던 다량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컴퓨터 내

용분석 기법을 적용해 보려했던 시도는 접을 수밖에 없었고, 게시글 수집을 위해 각 

커뮤니티마다 양해를 구하고 게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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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대상이 된 커뮤니티는 포털서비스‘다음’의 

<암과 싸우는 사람들>과 <유방암 success café>, 네이버의 <아름다운 

동행>, <유방암 이야기> 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의 협조를 구해 온라인 상에서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URL(http://googl/forms/78JFP7cIU1) 링크를 걸어줌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가입 회원수가 많은 대형 

커뮤니티일수록 그 안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 연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회원을 대상으로 전체 메일을 보낸다던가 하는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는 것에 대한 허락은 구하였다. 네 개의 

커뮤니티 중 두 개의 커뮤니티에서 연구 참여 게시글을 공지글로 

노출시켜주었다. 하지만 이들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연구 참여 독려를 

위해 회원들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여 연구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온라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주제, 참여자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었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와 함께 자신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름과 아이디, 암의 진행 상태(cancer stage)와 

연령에 대한 간단한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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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구의 대상이 암 환자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고, 

면대면 상황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다 

보니, 연구 참여자의 모집에 한계가 있어 많은 표본을 구할 수가 

없었다. 

각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부터 사전 양해 하에 게시판을 

통해 연구 참여자 모집 글을 게시하였으나, 참여가 저조하여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추가 신청을 통해 접수한 결과, 최종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 수는 42명이었다. 이 중 환자 본인이 아닌 환자 

가족인 경우가 3명이어서, 이들을 제외한 최종 참여자 수는 

39명이었다. 이들은 네이버의 <아름다운 동행>과 <유방암 이야기> 

카페의 회원들이었는데, <아름다운 동행>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회원이 4명, <유방암 이야기>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회원이 35명 

이었다.14 

두 카페의 경우 모두 암 환자들의 정보 및 정서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운영 방침이 다르고, 커뮤니티의 활동 정도가 

달라 이 연구에서는 <유방암 이야기>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회원 

35명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35명 중 

                                   
14연구 참여에 동의한 35명 외에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그 이후에도 두 달 간

격으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 참여와 관련한 공지글을 부탁하고 추가 모집을 진

행하였으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이다보니 병원과 같은 기관의 협조가 없

는 상태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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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은 연구 참여에는 동의하였으나 게시글이나 댓글 활동이 없고, 

가입 후 글만 읽는 상황이어서 게시글과 댓글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이 연구에는 맞지 않아 배제하여 최종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34명이었다.  

 

2. 주요 변인의 설정 

  

이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에서 나타난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가 상호작용을 얼마나 이끌어 내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 상호작용의 정도를 

주요 변수로 살펴 보았다. 

 

1) 자기노출(self-disclosure)을 나타내는 어휘의 사용 

앞에서 우린 자기노출이 언어적 형태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김세진, 김교헌, 2005; 

Smyth &Pennebaker, 1999). 특히 언어심리학(psycho-linguistic) 

분야에서 이러한 자기노출은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특정 표현이나 

어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어휘의 사용 빈도를 통해 자기노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글쓰기를 통해 구축된 

말뭉치에서 자기를 노출한 어휘들이 어느 정도 빈도와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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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는지를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기존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LIWC(Linguisic 

Inquiry and Word Count) 프로그램이다.  

LIW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글쓰기를 통한 자기노출이 가져오는 

건강 증진의 효과를 검증한 기존 연구에서는 자기노출 항목을 

인지적이고 통찰적인 어휘 사용과 부정적 정서의 노출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유방암 환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에서 

인지적이고 통찰적 어휘 사용과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 사용을 

통해 자기노출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 때, 각 게시글에서 사용된 자기노출과 관련한 어휘 사용 정도는 

영어를 기반으로 한 LIWC 프로그램을 한국어에 적용시킨 K-

LIWC15를 통해분석하였다.  

 

(1) 인지적, 통찰적과정을 나타내는 어휘 

인지적 어휘 사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LIWC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존 연구(Shaw et al., 2006, Shim, Cappella, & Han, 2011)에서 밝혀진 

바 있다. LIWC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에 인지적, 통찰적 어휘에 

해당하는 사전을 구축하고, 해당 말뭉치에서 이들 단어가 어느 정도 

                                   
15 K-LIWC 프로그램은 웹페이지(http://k-liwc.ajou.ac.kr/)에서 바로 구현이 가능하

며, 이를 통한 분석 방법은 4. 내용분석 코딩 방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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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와 확률로 사용되었는지를 결과로 도출해 준다. K-LIWC 역시 

LIWC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대상으로 기존에 인지적, 통찰적 과정을 

나타내는 어휘 사전을 구축하고, 해당 말뭉치에서 이들 사전에 

해당하는 어휘가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를계산해준다. K-LIWC에서는 

인지적, 통찰적 과정을 크게 6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6개의 하위 범주와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어휘는 다음과 

같다16.  

 

<표 1> K-LIWC의 인지적, 통찰적 과정을 나타내는 어휘의 예 

인지적 과정 대표적 어휘 

원인 원인, 영향, 가정, 이유, 반응 

사고 알다, 생각, 분석, 의식, 깨닫다 

기대 기대, 가능, 소원, 빌다  

제한 억제, 의무, 조정, 필요, 방지 

추측 어느, 거의, 궁금, ~듯하다 

확신 물론, 그렇다, 결정, 적용, 신뢰, 믿다 

 

 

(2) 정서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게시글에 나타난 정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K-

LIWC에서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16K-LIWC의 변인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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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의 사용 빈도를 계산한다. K-LIWC에서 정서적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긍정적 정서의 단어와 부정적 정서의 단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긍정 단어에는 ‘따뜻하-, 고맙, 희망, 소원, 소중, 맛있-, 

축하, 좋아, 최고’ 등이 있고, 부정 단어에는 ‘괴롭-, 무섭-, 미워-, 

아프-, 서럽-, 서운, 심란, 짜증, 화’ 등이 있다.17 

 

<표 2> K-LIWC의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의 예 

긍정적 정서 대표적 어휘 

긍정적 느낌 즐거움, 사랑, 행복 

낙천성 또는 활동성 승리, 응원, 자랑, 파이팅 

 

<표 3> K-LIWC의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의 예 

부정적 정서 대표적 어휘 

불안 두려움, 걱정, 당황, 무서움 

화 미움, 싫음, 불쾌,  

아픔 고통, 아픔, 괴로움, 통증 

슬픔 또는 우울 울음, 슬픔, 애처로움, 우울함, 힘듦 

 

(3) 질병 및 신체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연구 대상자들이 유방암에 걸린 환자들이기 

                                   
17K-LIWC의 구체적 변인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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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에 대한 노출과 신체 상태에 대한 노출이 

타인으로부터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보고, 질병과 신체 

상태에 대한 어휘 사용 역시 자기노출에 포함시켜 살펴보기로 

하였다.K-LIWC의 심리학적 변인 항목 중에는 신체적 상태와 기능에 

대한 변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몸 상태와 증상, 식사, 수면 

등에 해당하는 어휘의 사용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18 

 

<표 4> K-LIWC의 신체적 상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어휘의 예 

신체적 상태와 기능 대표적 어휘 

몸 상태와 증상 몸, 심장, 머리 

식사 & 음주 & 

다이어트 
마시다, 먹다, 체중감량, 다이어트 

수면 & 꿈 자다, 잠, 수면 

 

또한 이 연구에서는 K-LIWC의 신체적 상태와 기능에 해당하는 

어휘와 더불어 연구 대상인 말뭉치가 유방암 환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기에 암 환자들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질병 관련 어휘를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기존 암 환자들의 투병 수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달숙, 박아현, 강남준, 2014)에서 나온 투병 관련 

어휘 목록과 더불어 연구자가 이 연구의 대상인 유방암 환자들의 

                                   
18K-LIWC의 구체적 변인은 부록 참고 



 92  

게시글을 읽어 나가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휘들을 모아 사전을 구축하여 K-LIWC의 결과와 합산하여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 빈도를 측정하였다.  

암 환자들의 투병 수기를 분석했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들의 

글쓰기에서는 ‘암’, ‘수술’, ‘치료’, ‘검사’, ‘병원’, ‘의사’ 등의 단어가 

일반인들의 어휘 사용에 비해 10배 이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질병 

및 치료 관련 어휘의 사용이 매우 빈번함을 확인할 수 있다(김달숙, 

박아현, 강남준, 2014). 

 

<표 5> 질병 관련 주요 어휘 정보 

질병 관련 어휘 

진단 검사, 결과, 암, 유방암 

치료 

항암, 수술, 전절제, 부분절제, 방사선, 

치료, 삼중음성, 호르몬, 타목, 표적, 탁솔, 

졸라덱스, 막항, 림프 

관리 검진, 재발, 전이 

병원 
병원, 진료, 교수, 선생님, 주치의, 입원, 

퇴원, 주사  

 

이에 따라 암 환자들의 투병 수기 연구에서 등장한 질병 관련 

어휘와 함께 유방암의 치료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유방암 관련 

어휘들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전 구축이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나 이 연구의 경우 컴퓨터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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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적인 방법으로 어휘 분포의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추가적인 검증은 진행하지 못한 채 

기존 연구에서 주로 등장한 어휘와 유방암 치료 방법과 관련한 

어휘들을 추가하였다. 질병 관련 주요 어휘들은 <표 5>와 같다.  

 

(4) 자기 이미지의 사용 

기존 연구에서는 글쓰기에서의 자기노출을 사용된 어휘로만 

살펴보았다. 하지만, 오늘날 온라인 상에서의 글쓰기는 단순히 텍스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를 첨부함으로 인해 자신의 상태를 보다 

직접적으로노출한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이 활발해 지면서 게시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것 역시 자연스러워진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 역시 자기노출의 하위 

차원으로 포함시켜 살펴보기로 하였다.  

실제로 게시글에 텍스트만이 아닌 이미지를 포함시킨 경우, 자신이 

등장하는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게시글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신의 등장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자신이 등장한 경우는 셀카의 형태로 게시글 작성자가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와 게시글 작성자가 타인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게시글 작성자가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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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노출로 간주하였다.  

 

2) 사회적 지지 

자기노출과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역시 주요한 

변인으로 삼아 각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로 나누었다(예: Chuang & Yang, 

2012; Eichhorn, 2008; Gooden & Winefield, 2007; van Uden-Kraan, 

Drossaert, Taal, Seydel, & van de Laar, 2008; Yoo et al., 2014).  

각각의 연구들마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바라보는 차원이 

다양하였으나, 기존 연구들에서 등장하는 사회적 지지의 공통된 유형이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임을 확인하고,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정보적 지지는 질병에 대한 증상, 치료 방법과 치료 후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개인의 질병 경험 공유와 더불어 조언과 충고, 

외부 정보 소스의 공유 등을 포함하며, 정서적 지지의 경우 이해와 

공감, 격려, 기도, 관계를 나타내거나 축하와 우울처럼 직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Gooden & Winefield, 2007).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세부 항목은 내용분석 

코딩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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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작용의 정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의 작성에 따른 게시자와 타인의 

상호작용은 크게 읽기와 쓰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게시글을 

‘눈으로 읽는’ 행위는 ‘댓글을 쓰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에 비해 

소극적인 행태로 볼 수 있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을 읽기만 하는 사람들과 게시글을 작성하는 사람들로 나누어 

살펴보았던 점을 고려하여 소극적인 상호작용으로 조회수를 측정하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댓글 수를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댓글의 길이 

또한 댓글 작성자가 얼마나 게시글 작성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단하여 댓글의 길이 역시 상호작용의 

정도에 포함시켰으며, 이때 댓글의 길이는 글자수로 측정하였다.  

 

3. 내용 분석 방법 

 

1) 에믹(emic)적 접근과 에틱(etic)적 접근 

에믹과 에틱은 원래 언어학에서 민속지학적인 관점(ethnographic 

perspective)으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방법(Pike, 1967, pp. 

37~40)으로, 에믹은 지역 주민의 언어로 그 지역의 문화와 사회상을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기술하며, 에틱은 일반론적이고 외부자적인 

기준으로 그 지역의 문화와 사회상을 기술하려는 방법이다(김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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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p.62). 에믹(emic)과 에틱(etic)은 전통적인 언어학의 

Phonemic(음소)과Phonetic(음성)이란 단어에서 Phon(음)을 제거하여 

만들어진 말로, 이러한 구분은 인문 과학에서의 객관성과 주관성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에틱적 관점은 

객관적이라는 것과 다르며, 마찬가지로 에믹적 관점이 주관적이라는 

것과도 같이 않다. 에틱적 현상이나 에믹적 현상 모두 객관적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주관적일 수 있다(마빈 해리스, 유명기 옮김, 1996, 

pp. 50~72).에믹 관점은 한 사회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의 발견에 

중점을 두며, 에틱 관점은 분석가에 의해 그 구조를 만드는 차이를 

보인다.  

인간이 주고 받는 언어 메시지인 담화 행위 역시 에믹적 접근은 

물론, 에틱적 접근도 가능하다. 담화 행위에서 에틱적 차원은 인간 

발화의 관습적, 또는 부호적(code) 의미를 가리키고, 에믹적 차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각자 받아들이는 발화의 심리적 의미를 

가리킨다.  

파이크는 에틱 방법을 인간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2차적인 방법이라 

보았고, 에믹 방법을 3차원적인 방법으로 보았다. 또한 에믹과 에틱은 

이분법적인 자료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료를 두 가지 

관점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Pike, 1967, p.41; 김남조, 20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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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에틱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분석하고, 에믹 방법을 이용하여 각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의 내용과 관계를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에틱 방법을 사용하여 게시글에 나타난 자기노출은 K-LIWC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고, 사회적 지지의 경우 RIAS(Roter Interaction 

Analysis System)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에틱적 분석 결과에 

대해 에믹적 방법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각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과 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2) 게시글과 댓글의 코딩  

자료 분석을 위해 온라인으로 동의한 연구 참여자 34명이 <유방암 

이야기>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한 활동 내역을 수집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들의 아이디를 검색하여 2015년 2월 

28일까지 작성한 게시글과 댓글 수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각각의 

게시글에 달린 댓글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각 

참여자가 작성한 게시글들을 개별로 수집하고, 게시글에 달린 댓글 

역시 각각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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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게시글과 댓글, 자기 댓글의 예 

 

(1) 게시글 

네이버의 <유방암 이야기> 카페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회원들의 

아이디를 검색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유방암 이야기> 카페에 가입한 

이후 등록한 모든 게시글들을 수집하였다.  

네이버 카페의 경우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아이디가 아닌 카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닉네임의 경우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기에 연구 참여에 동의한 회원들의 네이버 아이디를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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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아이디로 작성한 게시글들을 수집하였다.  

34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은 연구 참여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 시점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작성한 게시글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2015년 2월 28일까지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은 총 759개였으나, 그 중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어 등록된 경우 

1건과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삭제되어 버린 5건을 제외하고, 이 

연구에서는 총 753개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해 753개의 게시글에 대해 게시글 작성자의 

아이디(ID)와 작성 날짜, 게시글에 달린 댓글 수와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게시글의 내용 역시 엑셀 파일로 옮겨왔다. 게시글 

작성자이 ID의 경우, 개인 정보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숫자를 

부여하였다. 

 

(2) 조회수 

게시글의 조회수는 게시글을 한 번 클릭할 때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게 되지만, 최근 글이 상단에 올라오는 게시판의 특성 상 일정 

시간이 흐르게 되면 조회수의 변동이 크지 않는 안정된 상태를 띄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게시글을 수집한 첫 날인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각 게시글의 조회수를 먼저 코딩하여 동일한 기준에서 

게시글의 조회수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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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연구 참여자 34명이 작성한 753개의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 역시 

댓글의 유형과 작성자, 작성 날짜를 확인하였다. 이 때, 댓글의 유형에 

따라 댓글인지 댓글에 대한 재댓글인지를 구분하였다. 또한 댓글의 

작성자는 따로 아이디를 명시하여 구분해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원 

게시글 작성자가 댓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자기 댓글이라고 따로 

구분하였다.  

[그림 4]를 통해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아이디 ji****이 작성한 

게시글 ‘항암 후 얼굴 열 오르는 현상’ 이라는 게시글에는 총 댓글이 

19개가 달려있다. 현재 [그림 1]에서는 총 4개의 댓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에서부터 두 번째 댓글이 원 게시글 작성자인 ji****가 

아이디 d*****의 댓글에 재댓글의 형태로 단 댓글이고, 네 번째 

댓글이 원 게시글글 작성자가 작성한 댓글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처럼 게시글 작성자가 작성한 두 번째 댓글과 네 번째 댓글을 

자기 댓글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또한 댓글의 작성 일자를 확인하고, 각각의 댓글 내용 역시 엑셀 

파일로 옮겨와 코딩하였으며, 댓글의 조회수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따로 

코딩하지 않았다.  

댓글의 길이는 각 댓글의 글자 수를 세어 측정하였는데, 텍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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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사용된 이모티콘(예: ^^, ^^*, ㅜㅜ, ㅠㅠ) 역시 각각을 한 

글자로 취급하여 글자 수를 세었으며, 커뮤니티에서 제공한 스티커 

이미지로 댓글을 작성한 경우는 이미지의 분량 측정이 어려워 이는 

길이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제외된 댓글이 전체 댓글 9,092개 

중 232개(2.5%)였다.  

 

(4) 게시글 작성 방법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 

역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시글마다 모바일에서 작성된 경우 [그림 1]의 중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바일에서 작성되었음을 표시해 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게시글의 작성 방법이 모바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였다.  

 

(5) 게시글 작성시 치료 단계 

유방암 환자들은 치료 단계에 따라 진단과 치료, 관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Lewandowski & Jones, 1988; 김달숙, 박아현, 강남준, 

2014). 일반적으로 진단 시기는 처음 증상을 자각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병명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기 전까지를 

의미하며, 치료 시기는 말 그대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등 각종 

치료가 진행되는과정이다. 관리 시기는 앞서 언급한 각종 치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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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되고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단계를 말한다. 

유방암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이 진단 후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표적치료제의 주사 요법 등을 마무리 지은 후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과정이다. 이 때 호르몬 제제의 경우 

보통 5년 정도 장기 복용하게 되므로, 다른 치료가 종료된 후 호르몬 

제제만 복용하고 있는 경우는 관리 단계로 나누기로 하였다 

각각의 게시글이 어떤 치료 단계에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게시글을 꼼꼼하게 읽고 게시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단과 

치료, 관리의 세 시기로 나누었다.19 

 

(6) 이미지 포함 여부 

게시글에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노출시키려는 개인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게시글의 이미지 포함 여부를 측정하였다. 이때 

이미지는 전면으로 자신을 노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자신을 노출하는 경우도 단독으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셀카를 노출하는 경우와 자신이 등장하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다른 사람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로 구분하였으나, 이 경우 

단독으로 자신의 모습이 등장한 사례 수가 적어 단독으로 자신을 

                                   
19게시글의 치료 시기 구분은 연구자가 암 환자의 투병 수기를 분석했던 기존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김달숙, 박아현, 강남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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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과 함께 등장한 경우를 합쳐 자기 이미지 

노출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미지가 포함된 많은 게시글들이 자신은 

등장하지 않지만, 자신의 심리 상태를 타인과 나누고자 하는 측면에서 

좋은 날씨나 풍경에 대한 사진을 게시하거나, 암 환자들의 식이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다양한 음식 사진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들 모두 자신이 

등장하지 않는 이미지로 구분하였다.  

정리해 보면, 이미지의 경우 자신 등장 이미지, 자신 비등장 이미지, 

이미지 없음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3) 자기노출의 코딩: K-LIWC를 통한 어휘 빈도 분석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LIWC 프로그램을 한국어에 적용시켜보려는 

노력으로 이창환 등은 K-LIWC(Korean- Linguisic Inquiry and Word 

Count)을 개발하였으며(이창환, 심정미, 윤애선, 2004), 이후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그 타당도와 신뢰성이 입증되어 현재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언어 심리 분석에서 활용되고 있다(예: 김소담, 양성병, 

2015; 박종민, 박재진, 이창환, 2007; 박종민, 이창환, 2011; 이지영, 

김명언, 2011; 이창환, 김경일, 박종민, 2010; 최명군, 신동희, 강성현, 

20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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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K-LIWC 분석을 위한 웹 페이지 

 

K-LIWC는 웹 상에서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기반 소프트웨어로(http://k-liwc.ajou.ac.kr), 해당 웹 

페이지에서 실험을 개설하고, 원하는 말뭉치를 텍스트 파일(*.txt) 

형태로 등록하면 1차적으로 형태소 분석 및 태깅이 자동으로 분석된다.  

소프트웨어의 특성 상, 분석 대상이 되는 말뭉치는 텍스트 

파일(*.txt)로 등록해야 하므로, 연구 대상인 각각의 게시글들을 모두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한 컴퓨터 

내용분석에는 형태소 분석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온라인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 형태소 

분석의 정확성이 떨어져 분석 자체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각 

게시글들을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기 전에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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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 검사와 띄어쓰기 검토를 통해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 하는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6] K-LIWC의 후처리 과정의 예 

 

이렇게 전처리 작업을 거쳐 생성된 게시글의 텍스트 파일을 K-

LIWC 사이트에 등록하고 나면, 각각에 대한 후처리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후처리 작업은 1차적으로 자동 분석된 형태소 분석 

결과를 연구자가 직접 살펴보면서 중의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하나의 어휘에 대해 다양한 형태소 분석 결과가 제시되면 이들 중 

연구자가 판단했을 때 가장 적합한 결과를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그림 6]에서 나타나듯이, ‘걸리고’의 경우 형태소 분석 

결과가 다섯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연구자는 이 다섯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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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중에서 원문을 살펴보고 원문 분석에 적합한 두 번째 결과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인지적 어휘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 투병 및 

신체와 관련된 어휘 사용과 같은 심리적 차원의 어휘 사용 빈도를 

구하고자 하므로,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중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차적 후처리 후에, 다시 심리적 분석 대상을 선택하는 2차 후처리 

과정을 거쳤다.  

2차 후처리 과정은 형태소 분석을 끝낸 말뭉치를 대상으로 K-

LIWC가 프로그램 내에 구축된 심리적 변인과 관련된 어휘 사전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추출해 내면, 연구자가 이들을 살펴보면서 실제 

연구자가 원하는 심리적 변인에 해당하는 어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연구의 대상인 유방암 환자들의 게시글에서는 자신의 상태를 

기술하고, 자신과 같은 경험을 가진 다른 회원들이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장의 경우 대부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나요?” 라는 식의 문장을 포함하게 된다. 이때 

문장 내의 ‘분’은 사람을 뜻하는 명사로 사용되지만, 형태소 태깅을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로 한 경우에도 심리적 분석 대상에 ‘분’이 

부정적 정서, 특히 화를 나타내는 단어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같은 경우 단어의 선택을 해제하는 작업을 2차 후처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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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마찬가지로 “걱정하지 마세요”처럼 ‘걱정’이라는 부정적 

정서의 어휘가 사용되었으나, 뒤에 ‘마세요’라는 부정의 의미가 

사용되어 실제 부정적 정서가 아닌 경우에도 후처리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의 어휘를 해제하는 것으로 보정 과정을 거쳤다.  

후처리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해당 텍스트들에 대해 언어학적 변인 

34가지와 심리적 변인 44가지에 대한 결과 값이 도출된다. 언어학적 

변인은 단어 수, 문장당 단어 수, 문장당 형태소 수,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감탄사, 어미 등으로 구성되고, 심리학적 변인은 정서적 

과정, 인지적 과정, 지각적 과정, 사회적 과정, 자기 활동, 여가 활동, 

재정적 이슈, 신체적 상태와 기능, 형이상학적 이슈와 실험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는 여기서 심리적 변인 중 정서적 과정과 인지적 과정, 

신체적 상태와 기능과 관련한 결과 값만을 따로 뽑아 사용하였다. 

 

4) 사회적 지지 코딩 

사회적 지지 유형의 코딩을 위해 연구자는 훈련 받은 코더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분석의 운곽과 코딩 방법에 대해 1차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연구 대상인 해당 게시글 중 30개와 

여기에 해당하는 댓글 326개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예비 

코딩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코딩 스킴과 가이드 북을 



 108  

확정하였는데, 확정된 사회적 지지 유형은 정보적 지지(질병에 대한 

증상, 치료 후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질병 경험, 조언과 충고, 

외부 정보 소스 공유)와 정서적 지지(이해와 공감, 격려, 기도, 관계, 

위로, 축하, 불평)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게시글이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글인지, 사회적 지지를 요구하는 글인지를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글에는 직접적으로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을 

하거나(예: 타목시펜은 꼭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하나요?, 항암 

화학요법을 하면 왜 생리가 끊기나요? 등), 조언을 구하는(예: 경험 

있으신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등 요청의 정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정서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예: 저 잘 할 

수 있겠지요?, 너무 힘들어요. 등)를 포함한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글은 증상이나 부작용 등 자신의 질병 정보를 제공하거나(항암 4차 

마쳤습니다., 양쪽 전절제 마쳤습니다. 등), 외부 정보를 공유(‘한쪽 

가슴으로 사랑하기’ 라는 블로그입니다., <유방암 이겨내기>라는 

책입니다. 등)>하거나 정서를 제공(예: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에요. 

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때 하나의 게시글에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지지를 요청한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의 경우 

이들을 따로 분류하여 두 코더 간의 합의를 통해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 요청과 사회적 지지 제공 중 더 강한 부분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게시글 앞 부분에 자신의 증상이나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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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하고 게시글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상황에 대한 힘든 감정을 

호소하는 경우는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로 코딩하였다.  

확정된 코딩 지침을 바탕으로 2차 교육을 통해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 항목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고, 각각 앞서 분류한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항목을 학습한 뒤, 게시글 57개와 게시글에 

달린 1,097개의 댓글에 대해 사회적 지지 유형을 분류하는 사전 

코딩(pre coding)을 실시하였다. 사전 코딩 대상인 게시글 57개와 댓글 

1,097개를 두 명의 코더가 동시에 100% 분석하였고, 댓글 코더 간의 

신뢰도를 계산하기 위해 코헨의 K(Cohen’s Kappa) 값을 계산한 결과 

0.85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20  

이에 따라 게시글 753개를 무작위로 나누어 각각의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 유형에 대해 코딩을 실시하고, 사회적 

지지 요청과 제공이 동시에 나타나 판단이 어려운 게시글의 경우 따로 

분류하여 두 코더가 합의를 거쳐 최종 코딩을 마무리 하였다. 

 

5) RIAS 분석을 위한 코딩 

이 연구는 온라인 상에서 유방암 환자들이 게시글과 댓글이라는 

                                   
20 코헨의 K(카파)는 유목 분류 확률의 분석자간 비동등성을 가정한다. K에서는 우연 

합치도 확률 PC(A)가 각 분석자의 관찰된 유목 분류 확률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K는 분석유목이 명명척도의 특성을 가질 경우 가장 최선의 상호합치도 

지수로 여겨진다(강남준, 1993, pp.9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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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교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게시글과 댓글을 로터대화분석체계(Roter Interaction Analysis 

System: 이하 RIAS)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분석하였다. 

로터의 대화분석체계는 지료 중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코딩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상호작용으로 보고 이를 크게 

사회 정서적 교환(socioemotional exchange)과 과업 중심 대화(task-

focused exchange)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로터는 대화분석 체계를 

개발하면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질문과 대답 및 정보의 이동과 만남의 

정서적 특성에 관심을 갖고 분석체계를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RIAS는 

의학적 만남에서부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대화의 내용과 그 맥락이 

반영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신현숙, 2002). RIAS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분석 체계로 평가되고 있으며(Roter & Larson, 

2002; 김은정, 2010),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이나 인도네시아, 일본 

등에서 번역하여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 이영미 교수가 편역한 한국형 

로터 대화분석 시스템 매뉴얼을 바탕으로 유방암 환자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Q& A 게시판 분석을 

진행했던 연구(Cho, 2008)에서 사용하였던 카테고리를 차용하여 

코딩북을 완성시켰다. 먼저 게시글이 어떠한 정보적, 정서적 교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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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게시글에서 드러난 정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댓글이 게시글에서 요청하고 있는 

정보적, 정서적 교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댓글에서는 

어떠한 정보적, 정서적 교환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댓글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원래 

RIAS 분석은 하나의 완결된 대화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게시글 아래 

달린 댓글에서 새로운 주제가 나타난다거나, 그 안에서 댓글과 

재댓글로 나타나는 대화의 경우 하나의 새로운 대화로 간주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득이하게 게시글과 게시글에 달린 

가장 첫 댓글로 대화를 한정하여 게시글과 댓글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게시글에 댓글이 달리지 않은 

경우는 대화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댓글이 없는 37개의 

게시글을 제외하고 716개의 게시글을 분석하였다.  

코딩 카테고리를 확정하기 위해 세 차례의 샘플 코딩을 실시하였다. 

트레이닝을 받은 두 명의 코더가 각각 10개의 게시글과 게시글의 첫 

댓글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샘플 코딩을 실시하였는데, 코더간 

신뢰도를 코헨의 K값을 구한 결과가 1차에서 0.62, 2차에서 0.91, 

3차에서 0.93으로 나타나 코더간 신뢰도가 확인되어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카테고리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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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보적 지지의 세부 유형 

(1) 의학적 상태 

의학적 상태는 증상과 진단, 예후, 과거에 시행한 

검사와 검사결과, 과거력, 가족력, 과거진료내용 

등에 대한 사실 혹은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의무 

기록의 한 부분인 기본적인 신상정보(이름, 나이) 

또는 인구통계학적 내용도 포함한다.  

예:“유방이 젖몸살처럼 아파서 병원 갔더니 검사 

결과 상피내암 0기 진단 받았어요.”, “열이 37.4, 

37.7도 나요. 병원 가야 할까요?” 등 

(2) 처방 

처방은 현재 진행 중인 치료, 또는 앞으로 

시행하게 될 치료 계획에 대한 사실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복용 중인 약물 또는 약 처방, 

약물과민반응, 시행하게 될 치료나 검사, 절박한 

입원, 다음 진료 약속 또는 면담에 대한 사실이나 

의견을 말한다.  

예: “항암 4차 마치고 방사선 하면서 표적치료 

중입니다.”, “AC21 4차까지 하고 다음주에 탁솔 22 

시작해요”,“허셉틴 23 맞으면 뼈마디가 아픈가요?”, 

“AC 1차 9일째인데 두통도 여전하고 

어지러움증이 있네요” 등 

(3) 생활습관 정보 

생활 습관 정보는 흡연이나 수면, 식사, 음주, 

운동 습관과 같은 생활 습관이나 가족과 

가정생활, 직업 혹은 직장, 건강습관과 자가 

건강관리와 관련한 의견이나 사실을 의미한다.  

예:“항암 중에는 날음식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집 앞 산책로를 걷는 것으로 오늘 운동을 

대신합니다.” 등 

(4) 심리사회적 

    정보 

스트레스, 기분, 감정, 전반적 마음상태, 철학적 

견해, 가치관, 신념 등을 포함한 심리사회적 문제 

                                   
21유방암 치료 중 항암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중 독소루비신(아드리아마이신)과 사

이클로포스파마이드(사이토산)의 병합 요법을 의미한다.    
22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중 파크리탁셀(탁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AC 4

회 후 파크리탁셀 4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암화학요법 치료 방법이다. 
23 대표적인 표적치료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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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걱정에 관한 말을 의미한다.   

예: “항암 중이고 신도림 근처 살아요. 모임 같은 

건 없나요?”, “우울증이 더 무섭네요. 상담 

받아봐야 할까봐요.” 등 

 

정보적 지지의 경우 RIAS의 분석 카테고리를 차용하여, 의학적 

상태와 처방, 생활습관, 심리사회적 정보로 나누어 보았다. 의학적 

상태는 증상이나 진단, 예후, 과거에 검사한 검사 결과 등에 대해 사실 

혹은 의견을 말하는 것이며, 처방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하게 

될 치료에 대한 사실이나 의견을 의미한다. 생활 습관 정보는 흡연이나 

수면, 식사, 음주, 운동 등과 같은 생활 습관이나 가정 생활, 직업이나 

직장, 건강 습관과 같은 자가 건강관리에 대한 사실을 의미하며, 

심리사회적 정보는 스트레스나 기분, 감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심리사회적 정보는 정서적 지지와 구분되는데, 

정서적으로 힘들거나 우울한 경우가 아니라 이로 인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난 뒤의 기분이나, 상담을 원한다거나, 혹은 외부의 지지 

그룹을 요청하는 등을 의미한다.  

정서적 지지의 경우에는 게시글에서 어떤 정서적 지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댓글에서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살펴보았고, 

이와 별개로 게시글과 댓글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정서적 표현을 

따로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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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정서적 지지의 세부 항목 

(1) 걱정 및 염려 

염려는 현 시점에서 심각하거나 걱정되거나 

고민스럽거나 또는 특별한 고려나 관심이 필요한 

사건(위로, 격려 또는 다른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과 비언어적 표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의학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신체적 

증상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다. 

예: “이게 마지막 치료였으면 좋겠어요”, “자꾸 

쳐지네요” 등  

(2) 불인정 및 비판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불평, 

거부, 냉담, 불신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염려와는 

구분하여 분석한다. 

예: “아무리 남편이 남의 편이라지만, 오늘은 

너무 서운하네요.”, “응급실 갔다가 레지던트 

때문에 열받았어요.” 등 

(3) 안심 

안심은 낙관적 견해나 격려, 위안, 안심을 시키기 

우해 하는 말로, 염려를 나타내는 말보다 

긍정적인 표현들이 해당된다 

예: “좋아지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등 

(4) 칭찬 

대화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칭찬이나 인정, 

찬사, 보답, 존중, 존경 등의 긍정적인 표현을 

의미한다. 

예: “잘 하셨어요”, “멋진데요” 등  

(5) 동의 및 이해 

동의나 이해함을 나타내는 말이 이에 해당된다. 

예: “우리 새언니 같은 사람 없지요?”, “그 말씀이 

맞아요” 등 

(6) 정당화 

 

상대방의 정서 상태, 행동, 사고 등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임을 나타내는 말로,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있음을 나태는 말이다.  

예: “불면증이 올 만도 하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등 

(7) 공감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대방의 정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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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나 이에 대한 

재진술, 해석, 명명하는 말이 해당된다.  

예: “걱정되시는군요.”, “많이 힘드셨지요?” 등 

(8) 격려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주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 “기운내세요”, “파이팅 해요~” 등 

 

이 역시 RIAS의 사회정서적 대화 카테고리와 조(Cho, 2008)의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정서적 지지는 걱정과 염려, 인정, 불인정, 안심, 

칭찬, 비판, 동의와 이해, 사적 대화의 카테고리를 차용하였으나, 샘플 

코딩 과정에서 게시글에서 많이 등장하는 정서적 지지 요청 중 

격려받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는 게시글이 많이 격려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정서적 표현의 경우는 분노, 불안과 걱정, 두려움, 죄책감, 

창피함, 슬픔과 지침, 부러움, 시기와 질투, 싫증과 혐오, 행복, 

자부심과 자랑, 감사, 사랑, 희망, 위로와 위안, 공감의 기존 항목에 

칭찬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회적 지지의 경우 

게시글 전체에 나타난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문장 별로 어떠한 지지를 요청하는지를 나눠볼 수 있고, 

직접적인 요청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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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정서적 표현의 구분 

부정적 정서 표현 긍정적 정서 표현 

분노  

불안 및 걱정  

두려움 

죄책감 

창피함 

슬픔 및 지침 

싫증 및 혐오 

부러움  

행복 / 자부심 및 자랑 

감사 / 사랑 

희망 

위로 및 위안 

칭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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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결과 

 

 

제1절 유방암 환자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이용 

 

이 절에서는 각 연구문제의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34명의 연구 

대상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 정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체 데이터 패턴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뒤, 이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양상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이 

된 게시글과 댓글의 분포를 통해 전체적인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유방암 환자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양상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유방암 이야기> 카페에서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응한 참여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암의 종류는 카페 이름답게 모두 유방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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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었고, 성별 역시 모두 여성이었다. 암의 진행상태와 진단 후 

투병 기간, 연령은 온라인을 통해 연구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행해진 

추가적인 설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표 9>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령 20대 1 

 30대 15 

 40대 14 

 50대 이상 4 

암 진단 후 기간 6개월 이내 12 

 6개월에서 1년 이내 12 

 1년에서 5년 이내 7 

 5년에서 10년 이내 2 

 10년 이상 1 

암 진행 상태 초기(0, 1기) 14 

 진행기(2, 3기) 18 

 재발 및 전이 2 

치료 방법 항암화학요법+수술 2 

 수술+방사선 4 

 항암화학요법+수술+방사선 24 

 N/A 4 

계  34 

 

연령별로는 20대가 1명, 30대가 15명, 40대가 14명, 50대 이상이 

4명이었는데, 이는 우리 나라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 연령이 비교적 

젊은 40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유방암 환자 발생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김영미, 박형숙, 2014; 황숙연, 박병우, 이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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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어 표본이 일정 정도 대표성을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암 진단 후 기간에 대해서는 암을 진단 받은지 

6개월 이내가 13명, 6개월에서 1년 이내가 13명, 1년에서 5년 이내가 

10명, 5년에서 10년 이내가 2명, 10년 이상인 경우가 1명으로 

집계되었다. 암의 진단 단계는 초기(0기, 1기)가 14명, 진행기(2, 3기)가 

18명이었고, 기존 다른 암에 걸렸다가 유방암으로 다시 재발한 경우와 

유방암 치료 중 다른 암으로 전이된 경우가 각각 1명씩 있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대부분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호르몬제 

복용이라는 다양한 치료를 통해 암을 이겨내고 있었다. 설문과 

게시글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치료 방법을 살펴본 결과, 환자들마다 

수술과 항암치료의 시기와 횟수는 상이했지만, 전절제 혹은 부분절제 

수술과 항암 치료와 표적치료제24 주사, 방사선 치료를 받고, 타목시펜 

같은 호르몬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구 참여자 

34명 중 구체적으로 치료 방법을 밝힌 30명 가운데, 수술 후 항암치료 

없이 방사선만 진행한 경우가 2명 있었으며, 선항암 치료 후 수술을 

받거나,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아직 방사선 등 추후 치료가 

                                   
24기존 항암제가 세포 내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DNA나 미세소관(microtubule)을 표

적으로 하기 때문에 암 세포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지만 정상 세포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최근 들어 암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이 많이 규명되면서 

정상 세포가 아닌 특정 암 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표적 치료는 비교적 정상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선택적으로 암 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방암에서는 허셉틴이라

는 주사용 항암제가 표적치료제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국가암정보센터, 

http ://www.cancer.go.kr/mbs/cancer/subview.jsp ?id=cancer_020403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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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지 않은 경우가 4명으로, 남은 24명의 경우는 모두 수술과 항암, 

방사선치료 및 호르몬 약 복용을 통해 치료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비슷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증상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 연구 참여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양상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34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2015년 2월 

28일까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연구 

참여자들의 활동 기간을 살펴보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들의 가입 시점을 따로 확인하기는 어려워 

가입 인사, 댓글, 게시글 작성 등을 살펴보아 각 연구 대상자들이 남긴 

첫 기록을 바탕으로 2015년 2월 28일까지의 활동 기간을 측정하였다.  

 

<표 10> 연구 참여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기간 

활동 기간 N(비중) 

6개월 미만 6(17.6%) 

6개월 이상 1년 미만 18(52.9%) 

1년 이상 2년 미만 9(26.5%) 

2년 이상 1(2.9%) 

계 34(100.0%) 

 



 121  

그 결과 활동 시작한 지 6개월 이내가 6명, 6개월에서 1년 이내가 

18명, 1년 이상 된 경우가 9명이었으며, 2년이 넘은 경우는 1명으로 

나타나, 평균 활동 기간은 12.5개월(SD=7.6개월)로 주로 1년이 약간 

넘은 기간 동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 대상자 34명은 활동 기간 중 753개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일인당 평균 22.1개(SD=23.8, Median=13)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 

게시글을 가장 적게 작성한 사람은 1개를 작성한 사람으로 

2명이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은 총 

94개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그 분포가 상당히 편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연구 대상자들이 작성한 게시글 갯수 분포 

작성한 게시글 수 N(비중) 

1~10개 15(44.1%) 

11~20개 7(20.6%) 

21~30개 3(8.8%) 

31~40개 4(11.8%) 

41개 이상 5(14.7%) 

계 34(100.0%)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0개 이하로 게시글을 작성한 15명 중 

9명은 작성한 게시글 수가 5개 이하로 나타나, 연구 참여자 당 게시글 

작성 정도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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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작성한 게시글 수의 중간값인 13개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전체 34명 

중 18명(52.9%)이 13개 이하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 대상자들이지만, 실제 

이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정도는 전체 참여자 중 절반 가량이 

한 달에 게시글 하나 정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참여자와 

소극적 참여자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띈다고 하겠다.   

또한 이들의 마지막 게시글 작성일과 마지막 댓글 작성일을 살펴본 

결과, 2015년 들어서 최근 두 달 이내(게시글 수집 기준인 2015년 2월 

28일까지)에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은 참여자가 총 18명이었다. 이들 

중 11명은 최근 두 달 사이에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아도 댓글을 통해 꾸준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25 

이러한 분포는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측정한 기존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 기간 6개월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을 한 개 이상 작성하거나 게시글을 읽은 적이 

있는 사람 236명의 활동 양상을 살펴본 결과, 1인당 평균 게시글 

작성이 21.4개로 나타났으며(Yoo et al., 2014), 2000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7,173명이 작성한 468,000개 이상의 게시글을 기계학습 

                                   
252015년 1월 1일부터 연구 대상 수집 기간인 2015년 2월 28일까지 게시글과 댓글 활

동이 없었던 7명 중 5명은 3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다시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고, 2명은 2015년 들어서 이렇다 한 활동이 전

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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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분석한 또 다른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1인당 평균 게시글 수는 17.3개로 나타났다(Qiu et al., 2011). 이에 

따라 이 연구가 34명이라는 제한적인 연구 참여자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분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양상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게시글 읽기와 댓글 달기, 게시글 

작성의 순으로 게시글의 작성 빈도가 가장 적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게시글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조회수와 댓글을 

살펴보는 것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중 읽기와 댓글 달기라는 

커뮤니티 회원들의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2.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게시글과 그에 따른 댓글의 분포 

 

1) 전체 게시글과 댓글의 분포 

연구 참여자 34명이 작성한 게시글 753개에 달린 댓글 수는 총 

9,092개로, 게시글 당 평균 댓글 수는 12.1개(SD= 12.6, Median= 

8)였으며, 게시글 당 평균 조회수는 648.6회(SD= 415.2, Median= 

5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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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게시글에 달린 댓글의 분포를 살펴보면, 10개 이내로 댓글이 

달린 경우가 449개(59.8%)로 가장 많았으며, 댓글 갯수가 11개 이상 

20개 이하인 게시글이 185개(24.6%), 21개 이상 30개 이하가 

70개(9.3%), 댓글 갯수가 31개 이상 달린 경우가 47개(6.2%)로 

나타났다. 

 

<표 12> 댓글의 분포에 따른 게시글 수 

댓글 수 게시글 수(비중) 

0~10개 449(59.8%) 

11~20개 185(24.6%) 

21~30개 70(9.3%) 

31개 이상 47(6.2%) 

계 753(100.0%) 

 

이 중 가장 댓글이 많은 게시글은 총 131개의 댓글이 달린 게시글로, 

항암 치료 후 결혼 준비를 위해 드레스를 가봉하고 왔다는 내용의 

글이었으며, 댓글이 하나도 달리지 않은 게시글이 총 37개로 전체의 

4.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게시글 당 조회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조회수가 작은 게시글은 조회수 36회로 댓글이 

하나도 달리지 않았으며,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글의 경우 조회수 

4,934회로 유방암 치료 후 뼈로 전이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은 총 54개였다. 

 게시글의 조회수와 댓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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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상관관계(r=.60, p < .01)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댓글인 131개의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조회수는 2,413개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게시글이 조회수 4,934회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댓글이 하나도 달리지 않은 37개의 게시글의 조회수를 살펴보면 

가장 적은 조회수는 36회인 데 반해, 댓글이 하나도 달리지 

않았음에도 가장 많은 조회수는 1,016회로 나타나 댓글이라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없이도 게시글 읽기라는 소극적 상호작용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6 

게시글에 달린 댓글은 연구 방법에서 설명한 것처럼 게시글 작성자 

본인이 작성한 자기 댓글과 타인이 작성한 댓글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게시글 작성자 본인이 작성한 자기 댓글이 게시글 

작성자가 다시 댓글 작성자들과 하는 상호작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표 13> 게시글에 나타난 상호작용 

구분 

게시글(N=753)에 대한 댓글 

계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최대값 

댓글 9,092 12.1 12.6 8 131 

 타인 댓글 6,059 8.0 9.6 6 125 

 자기 댓글 3,033 4.0 4.8 2 34 

                                   
26댓글이 하나도 달리지 않은 30개의 게시글 평균 조회수는 261.4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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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조회수 457,965 648.6 450.3 36 4,934 

 

 

게시글 753개에 달린 9,092개의 댓글 중 게시글 작성자 본인이 

작성한 자기 댓글은 3,033개로 전체의 33.3%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게시글에 달린 댓글 3개 중 하나는 게시글 작성자가 작성한 것으로, 

게시글에 타인이 댓글 2개를 달면 게시글 작성자가 한 개를 다는 

정도로 게시글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14> 자기 댓글의 분포에 따른 게시글 수27  

자기 댓글 수 게시글 수(비중) 

0~5개 549(73.1%) 

6~10개 130(17.3%) 

11~15개 48(6.4%) 

16~20개 11(1.5%) 

21개 이상 13(1.7%) 

계 753(100.0%) 

 

게시글 작성자의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인 자기댓글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753개 게시글 중 549개(73.1%)의 게시글에서 자기 

댓글 수가 5개 이하로 나타났으며, 자기 댓글 수가 6개 이상 10개 

                                   
27앞의 <표 7>에서는 댓글의 분포를 10단위로 나누었으나, 자기 댓글의 경우 10단위로 

나누게 되면 자기 댓글 수 10개 이하인 게시글이 전체의 90%를 차지해 데이터의 패

턴을 읽어내기 어려워 급간을 댓글의 절반 수준인 5단위로 나누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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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게시글이 130개(17.3%), 자기 댓글이 11개 이상 15개 이하인 

게시글이 48개(6.4%), 자기 댓글이 15개 이상 20개 이하인 경우가 

11개(1.5%), 21개 이상 자기 댓글이 달린 게시글은 13개(1.7%)로 

나타났다.  

전체 735개 게시글 중 가장 많이 달린 자기 댓글 수는 34개로, 이 

게시글에 달린 총 댓글 수 67개 중 타인이 작성한 타인 댓글이 33개에 

대해 일대일 대응이 될 정도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29 

 

2) 이용 방법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의 분포 

연구 참여자들은 게시글을 PC를 기반으로 한 웹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모바일에서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전체 

753개의 게시글 중 655개(87.0%)가 모바일에서 작성될 정도로 

모바일의 이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바일에서 작성한 게시글 655개에 달린 댓글은 총 8,109개로, 

게시글 당 평균 댓글 수는 12.3개로 나타났으며, 웹에서 작성한 게시글 

98개의 경우 댓글이 983개가 달려, 게시글 당 평균 댓글 수는 

                                   
29자기 댓글이 가장 활발하게 달린 게시글은 탈모가 진행됨에 따라 머리를 삭발하고 

난 뒤 웃는 모습으로 찍은 사진과 함께 삭발 과정과 그에 대한 소감을 표현한 글이었

으며, 이 글에 대해 댓글에서는 두상이 예쁘다, 잘 어울린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주

를 이루었다. 이에 대해 게시글 작성자는 각 댓글마다 감사 표현과 함께 삭발해도 괜

찮다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었다.  



 128  

10.1개로 나타났다. 

게시글 작성 방법에 따른 게시글의 평균 길이는 모바일에서 

작성했을 경우가 229.6자, 웹에서 작성했을 경우가 290.7자로 웹에서 

작성했을 경우가 모바일에서 작성했을 경우보다 길게 나타났으나, 

예상보다는 그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표 15> 게시글 작정 방법에 따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게시글 

작성 방법 

게시글 수 

(비중) 

게시글 

평균 길이 

(글자수) 

댓글 수 

(비중) 

게시글 당 

평균 

댓글수 

(개) 

게시글 당 

평균 댓글 

길이 

(글자수) 

모바일 
655 

(87.0%) 
229.6 

8,109 

(89.2%) 
12.3 60.3 

웹 
98 

(13.0%) 
290.7 

983 

(10.8%) 
10.1 72.3 

계 
753 

(100.0%) 
 

9,092 

(100.0%) 
  

 

이는 스마트폰 등을 통한 모바일 접속의 경우 화면이 작고, 자판을 

치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PC를 기반으로 하는 웹 버전보다 상대적으로 

장문의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기존 통념에 비해 환자들의 경우 

책상 앞에 앉아 PC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기 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게시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753개 게시글 중 87.0%인 655개의 글이 모바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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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되었다는 것은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쉬운 접속이 

가능해졌고,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이 모바일을 통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해 주는 또 다른 증거라 하겠다.  

 

3) 치료 단계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의 분포 

유방암 환자들의 게시글을 치료 단계에 따라 구분해보면, 처음 

증상을 자각해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게 되고 아직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기 전인 진단 단계의 게시글이 29개(3.9%),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등의 본격적인 치료 과정 중 작성한 

게시글이 710개로 전체 게시글 753개 중 94.3%의 비중을 차지하여 

절대적으로 치료 과정에서 작성된 게시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와 같은 본격적인 치료를 마친 후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관리하는 시기에 작성한 게시글은 14개였다.  

유방암 환자들의 게시글 중 치료시기의 글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진단 시기에는 갑작스런 발병과 진단에 대한 충격과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면서 스스로 병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환자들로부터 사회적지지를 얻고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게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진단에서부터 

본격적인 치료에 이르는 시기가 최근 암 치료방식이 공격적 대응이 

주를 이룸에 따라 빠르면 며칠 이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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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실제 게시글을 작성할 여유가 없는 것 또한 진단 시기의 게시글 

비중이 적음을 해석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관리 시기의 글 비중이 적은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기간이 평균 1년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현재 치료 중인 상태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 중 24명이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항암화학요법의 경우 보통 1회 주사 투여 후 2~3주 정도의 

회복 기간을 거친 후 다음 치료를 받게 되어 항암 화학요법 치료에만 

보통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방사선 치료 역시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모든 치료가 다 마무리 된 후의 

상태에 있는 연구 참여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관리 시기 게시글의 

비중이 매우 적게 분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연구 참여자 34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첫 게시글을 

살펴보면, 12명이 진단 받은 후 치료가 시작되기 전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자신의 상태를 밝히고 다양한 질문을 통해 궁금한 정보를 

찾고자 하거나, 진단 후 겪게 되는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자신보다 먼저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환자들에게서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실제 게시글의 예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1) 

아마도..여기 글 올리는 분들은 젊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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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익숙한... 제또래?  

전 만 35입니다~^^  

그저께 금욜에 진단받고는..이틀간 총 5시간 남짓 잤나바요..  

어제 두시간 자고 깨고..낮에 한 30분 자고..  

오늘도 자다가 새벽 1시반에 깨서 계속 까페 글 읽고 있네요..  

…… 

작은병원이라 mri랑 pet도 다른 센터로 차타고 가서 찍어야하던

데... 내일 월욜에 예약되어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찍어두는게 나을까요...  

아님 병원 옮기면 그 병원에서 하는게 나을까요?  

(후략) 

 

예 2) 

오늘 삼성의료원 이정언 교수님께 진료받고 날도 잡고 하루 만에 

검사 끝내고 다음달 15일 결전의 날 정하고 왔습니다.  

뭐.. 자궁경부암 수술보다 검사가 더 많았었다, 힘들었다.. 엑스레

이 찍느라 아오.. 정말 아팠고,  

CT 찍을 떄 혈관통 때문에 고생한 것 뺴곤, 나 암환자 아닌 것 

같단 생각에.. 정줄 놓은 병원나이 37세. 

작년 크리스마스 병원서, 올 가을 병원서 보낼 예정이네요... 

아~~ 

자궁도 없고, 가슴은 어찌 될 지 모르겠지만, 석회 어쩌고 하며 

확대 촬영 더 하는데 좀 힘들더라구요.  

힘 주세요ㅠㅠ 잘 할 수 있을거라고... 

 

예 3) 

평촌 한림대에서 조직검사 결과 침윤성 유관암  

1.4cm로 나와서 20일 수술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인이 한림대 오진 많다며 다른 큰병원에 

가서 조직검사 다시 해보라고 자꾸 권하네요.. 

다시 해보고 싶은맘도있고, 그러다 암만 키우는거 아닌가싶기도하

고.. 어찌해얄지 모르겠습니다. 

 

각 투병 시기에 따른 댓글은 진단 시기 505개, 치료 시기 8,032개, 

관리 시기 555개로 나타났는데, 게시글 당 평균 댓글 수는 진단 

시기가 17.4개, 치료 시기가 11.3개, 관리 시기가 39.6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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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시기의 댓글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아지게 된 데에는 관리 

시기의 게시글 14개 중 4개가 전체 753개 게시글 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상위 5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보니 게시글 당 평균 댓글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표 16> 투병 단계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의 분포 

치료 단계 
게시글 수 

(비중) 

게시글 

평균 길이 

(글자수) 

댓글 수 

(비중) 

게시글 당 

평균 

댓글수 

(개) 

게시글 당 

평균 댓글 

길이 

(글자수) 

진단 
29 

(3.9%) 
417.7 

505 

(5.6%) 
17.4 89.1 

치료 
710 

(94.3%) 
229.9 

8,032 

(88.3%) 
11.3 62.5 

관리 
14 

(1.9%) 
257.1 

555 

(6.1%) 
39.6 37.9 

계 
753 

(100.0%) 
 

9,092 

(100.0%)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이들 게시글 중 상위 3개의 글은 모두 

동일인이 작성한 글로, 항암 치료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경사를 

전하는 글이었다(날짜를 잡았다, 드레스를 가봉했다, 드뎌 결혼식 했다). 

결혼이라는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경사스러운 상황에 대해 다른 

커뮤니티 회원들은 아낌없는 축하 인사를 전하게 되다 보니 댓글 수가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댓글의 평균 길이는 진단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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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자, 치료 시기 62.5자에 비해 관리 시기의 댓글 평균 길이가 

37.9자로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결혼이라는 경사스러운 

상황에 대해 다수의 회원들이 축하 인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간단히 

축하한다는 인사와 때론 텍스트가 아니라 카페에서 제공하는 스티커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댓글의 길이가 짧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진단 시기의 게시글이 치료 시기나 관리 시기에 비해 

게시글 길이가 길었던 것처럼, 댓글 역시 평균 길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진단 시기에 겪게 되는 충격과 공포, 불안한 

심리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다른 환자들이 보다 긴글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제2절 연구문제 1의 결과: 자기노출과 상호작용 

 

이 절에서는 연구문제 1에서 제기한 게시글을 통해 자신을 노출하는 

행위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때 자기노출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지적이고 통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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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의 사용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휘의 사용을 통해 살펴보았고, 

여기에 투병 단계에 있는 환자들의 글쓰기라는 점에서 투병과 관련한 

어휘의 사용 또한 자신의 노출로 여기고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마지막으로 온라인 상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사진을 첨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미지 노출 역시 가장 직접적인 자기노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게시글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노출하는 경우 또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자기노출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읽기와 

쓰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소극적인 상호작용 형태인 읽기는 

게시글의 조회수로,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 형태인 쓰기는 댓글수와 

댓글 길이를 통해 분석하여 자기노출이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였다.  

 

1. 어휘 사용을 통한 자기노출과 상호작용 

 

게시글에서 인지적 어휘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 신체 

상태와 투병 관련 어휘의 사용에 따른 자기노출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K-LIW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게시글에 해당하는 어휘 사용 빈도를 측정하였다.  

K-LIWC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언어학적 특성과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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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의 분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분석 대상이 되는 말뭉치를 

형태소 분석하여 각각을 태깅한 후, 기존에 구축된 사전에 의해 어휘의 

사용 빈도를 계산해 준다.  

 

<표 17> K-LIWC 프로그램에 의한 인지적 어휘 사용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대값 

문장(개) 7.26 5.96 6 83 

형태소(개) 104.18 90.78 76 987 

인지적 어휘 사용 

빈도(회) 
8.78 9.91 6 89 

부정적 어휘 사용 

빈도(회) 
3.71 4.58 2 40 

투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 빈도(회) 
8.71 8.96 6 65 

 

753개의 게시글을 K-LIWC로 분석한 결과 게시글의 전체 평균 

문장 수는 7.26개(SD=5.96), 형태소 수는 104.18개(SD=90.78)였다. 

자기노출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인지적 어휘와 부정적 정서 어휘, 투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의 평균 빈도를 구해본 결과 인지적 어휘는 

게시글 당 평균 8.78회,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는 평균 3.71회, 

투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 빈도는 8.71회로 집계되었다.  

각 게시글에서 어휘 사용에 따른 자기노출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단순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어휘 사용에 따른 자기노출과 상호작용인 게시글의 조회수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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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댓글 길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노출적인 어휘 사용은 

조회수와 댓글 수, 댓글 길이, 자기 댓글 수와 자기 댓글 길이에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인지적, 통찰적 어휘 사용과 부정적 정서 어휘 사용, 투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 빈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모두 .60 정도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각각 게시글에서 자기노출과 관련된 

어휘의 사용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즉, 유방암 환자들은 게시글에서 인지적, 통찰적 어휘를 사용할수록 

부정적 정서 어휘도 많이 사용하게 되며, 투병 및 신체 관련 어휘의 

사용 빈도도 높아져 게시글에서의 자기노출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표 18> 어휘 사용에 따른 자기노출과 상호작용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조회수 1.00        

2.댓글수 .60** 1.00       

3.댓글길이 .02    -.03 1.00      

4.자기댓글수 .43** .73** -.02 1.00     

5.자기댓글길이 .23** .24** .29** .30** 1.00    

6.인지적,통찰적어휘사

용 
.26** .14** .31** .13** .28** 1.00   

7.부정적정서어휘사용 .24** .20** .26** .19** .25** .68** 1.00  

8.투병신체관련어휘사용 .27** .19** .25** .20** .26** .61** .5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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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1, N= 753 

 

자기노출을 나타내는 각각의 어휘 사용 빈도에 따라 상호작용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어휘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자기노출이 많은 집단과 자기노출이 적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때, 데이터 자체가 소수의 게시글에서 자기노출 관련 어휘 사용이 

매우 높게 나타나 데이터의 분포가 편포되어 있으므로 평균값이 아닌 

중앙값을 기준으로 어휘 사용 빈도가 낮은 집단과 어휘 사용 빈도가 

높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1) <연구가설 1-1>의 결과 

게시글에서 인지적인 어휘의 사용은 사건을 객관화시켜 바라보게 해 

주는 자기노출의 매커니즘을 통해 건강 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자기노출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댓글과의 상호작용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게시글의 인지적 어휘의 사용 

빈도에 따라 자기노출이 많은 게시글과 자기노출이 적은 게시글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인지적, 통찰적 어휘 사용 빈도평균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 평균 이상인 게시글이 전체의 36.3%, 평균 이하인 

게시글이 전체의 63.7%를 차지하고 있어 데이터의 편포가 나타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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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값을 기준으로이에 따라 인지적, 통찰적 어휘 사용 빈도가 7회 

이상인 게시글을 자기노출이 많은 게시글 집단(N=352, 53.3%)으로, 

인지적, 통찰적 어휘 사용 빈도가 6회 이하인 게시글을 자기노출이 

적은 게시글 집단(N=401, 46.7%)으로 나누었다.  

연구 결과 인지적 어휘 고사용 게시글에서 조회수와 댓글 수, 댓글 

길이, 자기 댓글 길이에서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자기 댓글 수에서는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표 19> 인지적 어휘 사용에 따른 상호작용 

변인 

인지적 어휘 

저사용 게시글 

(N=401) 

M(SD) 

인지적 어휘 

고사용 게시글 

(N=352) 

M(SD) 

t 

조회수 588.7(356.5) 716.7(464.5) 4.19** 

댓글 수 11.3(12.3) 12.9 (12.8) 1.81* 

댓글 길이 54.3(38.3) 77.6(39.8) 8.16** 

자기 댓글 수 3.8(4.6) 4.3(5.0) 1.41 

자기 댓글 길이 28.4(25.3) 42.7(40.9) 5.67** 
* p< .05, ** p< .01, df=751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지적, 통찰적 어휘를 많이 사용한 게시글의 

경우 조회수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128회 정도 더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댓글 수에 있어서도 인지적, 통찰적 어휘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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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게시글에서 댓글이 평균 1.6개 더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적이고 통찰적인 어휘 사용을 통한 자기노출이 게시글 

작성자에게는 자신이 처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인지적 재구성을 

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낸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중 게시글 작성자가 댓글을 남긴 

사람들과 하는 상호작용인 자기 댓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 

댓글과의 관계도 살펴보았는데, 인지적 어휘를 많이 사용한 게시글에서 

자기 댓글(4.3개)이 인지적 어휘 사용이 적은 게시글(3.8개)에서 보다 

약간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타인의 댓글에 대해 게시글 작성자가 

더 많은 상호 작용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30 

이는 게시글에서의 인지적 어휘 사용을 통한 자기노출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게시글 작성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게시글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 사이에 또 다시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실제로 인지적 어휘의 사용이 많은 게시글의 예를 통해 에믹적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유방암에 걸린 원인을 자신의 

생활 습관에서 찾는 등 원인을 규명하거나, 항암 치료 후 향후 생활 

                                   
30 하지만 게시글 당 평균 자기 댓글 수에 있어서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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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 대해 스스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내용들을 통해 타인의 

공감이나 위로, 응원을 이끌어 내고 있었다.  

항암 치료 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신이 처해있는 상태를 

서술함으로써 암 진단과 치료에 따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힘든 점을 

설명하는 예1)의 게시글은 항암 치료 효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과 수술 후 가슴 모양에 대한 걱정을 노출하면서 타인의 

위로를 이끌어 내고 있었다.  

 

예1)  

저 목요일 수술로 잡혀서 내일 입원합니다. 

8번의 항암으로 인해 입원 퇴원 반복하면서 이미 적응되었을 줄 

알았는데, 많이 떨리네요. 

…… 

9월 23일 마지막 항암을 할 때만 해도 아, 드디어 항암산 내려왔

다 싶어서 너무 좋기만 했거든요. 

수술은 항암에 비해 쉽다고 해서 편히 생각했는데 머리로만 그렇

게 생각했나 봐요. 

…… 

전 AC 4회, 탁솔 4회 진행했는데, AC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

었는데, 탁솔은 저에게 전혀 효과가 없었더라구요. 

전 탁솔 맞으면서 부작용으로 인해 충분히 힘들었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힘든데... 제 암땡이 이것은 잘 있었나 보더라구요. ㅜㅜ 

…… 

처음에는 가슴 한 쪽 없어도 난 괜찮다... 하면서 그랬는데... 

아직 미혼이라 그런지 점점 가슴모양에 대한 걱정도 들더라구요. 

…… 

회원님들한테 위로 받는 게 진짜 더 좋고 감사하고 그래서 또 철

없는 제가 주저리주저리 글 남깁니다. 

 

또 다른 게시글인 예 2)에서는 게시글 작성자가 항암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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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서 자신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생활에서 작은 것들을 바꿔 

가는 내용을 기술 하였다. 몸에 안 좋다는 금속성 악세서리 대신 

원석으로 된 악세서리를 구입하고, 악세서리와 더불어 화장품까지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바꾸겠다며,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살피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게다가 억지로라도 웃는 게 치료 및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건네고 있었는데, 이러한 게시글 

작성자의 의지 표현은 통해 타인들로부터 게시글 작성자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댓글을 유발하게 된다.  

 

 
예 2) 

불면증 시작인지..잠을 푹 잘 수가 없어서 요즘 좀 피곤했었죠. 

그래서였던가....항암5차 미뤄졌었고 약을 처방받을까 하다 자수정

좋다는 소리 듣고 검색시작~ 

…… 

그동안 하고 다니던 금'은 악세사리 다 넣어두고 줄사람주고 그랬

어요. 어디선가 금속성 악세사리가 안좋다는 소리가 들려서(아 나

의 개미심장...-_-) 

원석팔찌하니까 기분도 나아졌어요. 

이젠화장품도 삭 다 바꾸려고합니다 

…… 

이리 아프고나보니 많은 생각과 더불어 

내 몸을 아껴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라요!!!♥ 

삼중음성 3기에 림프전이까지 있어서 조심해야하지요. 

그래서 더더욱 제 몸 살피기에 열중하려합니다^^  

…… 

많이 웃으시고요 억지로라도 웃으니 도움이 정말 돼요^^ 

 

또한 게시글에서의 인지적 어휘 사용이 댓글의 평균 길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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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전체 댓글 길이 뿐만 아니라 자기 댓글 

길이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인지적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에서 댓글과 자기 댓글의 길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길다는 

것은 게시글의 인지적 어휘 사용이 타인과 게시글 작성자 모두에게 

자신의 상황을 반추하고 인지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임하게 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게시글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어휘의 사용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진단 시기이다. 환자들은 자신에게 내려진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무엇이 원인이 되어 자신이 이러한 질병에 걸렸는지를 반추하고 

있었다. 또한 치료 과정 속에서 그동안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점검하면서 

커뮤니티 회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원인을 찾고자 하며,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인지적 어휘의 

사용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방암 환자들의 투병 수기를 분석했던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인지적 

어휘 중 대표적 어휘인 ‘생각’이라는 단어가 진단 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치료 시기와 자가 관리 시기로 갈수록 줄어들었다는 

점(김달숙, 박아현, 강남준, 2014)에서 암의 진단에 따라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고, 부정적 경험을 표출함에 따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며, 이를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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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할 수 있다.  

 

2) <연구가설 1-2>의 결과 

분석 대상인 게시글이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라는 점에서 환자들이 게시글에서 자신을 노출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투병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들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의 노출은 타인의 위로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작용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게시글에서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 사용을 통해 자신을 

노출하는 행위가 상호작용을 얼마나 이끌어 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정적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과 적은 게시글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였다. 게시글당 평균 부정적 어휘 사용 빈도는 3.7회였고, 중앙값은 

2였다. 부정적 어휘 사용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의 경우 중앙값을 

기준으로 부정적 어휘 사용이 2회 이하인 경우를 부정적 어휘 사용이 

적은 게시글로(N=395, 52.4%), 3회 이상인 경우를 부정적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로(N=358, 17.6%) 나누어 살펴보았다.31 

                                   
31인지적 어휘의 사용 빈도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어휘 사용 빈도 역시 데이터의 분포

가 편향되어 있어 평균을 기준으로 부정적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과 적은 게시글을 

나누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인지적 어휘 사용에서처럼 상, 하위 30%를 기

준으로 두 집단을 나누기에는 부정적 어휘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게시글이 213개

로 전체 게시글의 28.3%를 차지하고 있어 이 역시 부정적 어휘 저 사용 게시글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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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부정적 어휘의 사용이 많은 게시글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났는데, 조회수와 댓글 수, 댓글 길이, 자기 댓글 수와 

자기 댓글 길이 모두 부정적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20> 부정적 어휘 사용에 따른 상호작용 

변인 

부정적 어휘 

저사용 게시글 

(N=395) 

M(SD) 

부정적 어휘 

고사용 게시글 

(N=358) 

M(SD) 

t 

조회수 588.9(348.1) 714.4(470.3) 4.19 

댓글 수 10.6(11.8) 13.7(13.2) 3.42** 

댓글 길이 56.1(33.0) 75.2(45.8) 6.60** 

자기 댓글 수 3.5(4.4) 4.6(5.2) 3.13** 

자기 댓글 길이 29.3(28.2) 41.5(38.9) 4.93** 
** p < .01, df=751 

 

부정적 어휘의 사용이 적은 게시글의 조회수가 588.9회였던 데 반해, 

부정적 어휘의 사용이 많은 게시글의 조회수는 714.4회로 나타나 

부정적 어휘를 통한 자기노출이 많을수록 게시글 읽기가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t=4.19, p< .01), 댓글 수 역시 부정적 

어휘의 사용이 적은 게시글에서 10.6개, 부정적 어휘의 사용이 많은 

                                                                                  
사용 게시글의 집단으로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앙값

을 기준으로 두 집단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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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서 13.7개로 나타나 부정적 어휘의 사용이 많은 게시글에서 

댓글 작성이 보다 활발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댓글 길이다. 댓글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댓글을 통해 게시글의 부정적 정서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드러내게 됨을 의미한다.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 사용이 적은 게시글의 평균 댓글 길이가 56.1자였던 데 

반해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의 평균 댓글 

길이가 75.2자로 게시글의 부정적 정서 노출에 따라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은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댓글 작성자들과 게시글 작성자가 하는 상호작용인 자기 댓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부정적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에서 자기 댓글 

수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자기 댓글의 길이 또한 길게 나타났다.  

부정적 어휘 사용에 따른 상호작용을 실제 게시글과 댓글의 예를 

통해 에믹적 방법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부정적 정서 노출 게시글 예 3)에 대한 댓글의 예 

작성자 댓글 내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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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 3) 이번에 왠지 둘째가 올 것 같아서 오늘 

종합병원 오기 전 테스트기 해보고 

병원와서 또 했더니 양성 맞다고 하네요. 

4 주정도 된거 같아요.  

…… 

개인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듣고 울었던만큼 

떠나보내야하는 아가땜에 병원에서 엉엉 울었네요. 

병원 나이로는 31 살.. 큰애는 이제 20 개월.. 이 

나이에 암 걸린 것도 억울한데 아기랑 만나자마자 

내새끼 나 살자고 보내려니 생각만해도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임신 초기에 발견하신 분들 모두 아가 떠나 

보내셨나요? 낼 검사 다 해버리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데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걸까요? 

…… 

근데 암이라는걸 알고나니 가슴 통증도 살짝 

있는거 같은데 통증이 느껴질 정도면 저 많이 

심각한 상태인거겠죠. 

게시글 

1 

가슴통증은조직검사때문일거예요~너무걱정마세요~

저도임신중 9 센티도넘게암을키웠어요 

4 주아기라면너무작고여리네요부디병원서하자는데로

하는게ㅠㅠ엄마라면내리기힘든결정이겠지요힘내시

라는말씀뿐이못드리겠네요… 

타인 댓글 

A 

감사해요~아가는 낳으셨어요? 9cm 인데 항암하니 

많이 줄든가요? 알고나서 만져보니 이렇게 큰걸 

어떻게 몰랐나싶어요.  

자기 댓글 

1 

네~전 임신 중기부터 만져졌는데 미련하게 

아기낳고 병원가보았지요 임신기간에는 암이 

무럭무럭 자란데요 하루가다르게 커지더라구요! 

항암으로 많이줄긴해서 6 번 항암으로 5 센티 

만든다음 수술 했어요  

타인 댓글 

2 
힘내세요~~뭐라 위로의 말이 있겠습니까~힘들지만 

결정잘하셔서 치료도 잘받으세요~  
타인 댓글 

A 
***님 감사해요. 치료 잘 받고 또 소식 

전할게요~ 
자기 댓글 



 147  

3 

저두 수술 날짜 잡아놓고 임신이 되어서 

어쩔수없이 이별을 해야했죠.....ㅜㅜ 이것저것 

검사하느라 방사선에 노출도 되어있었고 

의사쌤께서 이번엔 낳는거 포기하라 

그러셔서.....임신계획 하고 넘 기뻐해야할 소식에 

참 안타깝고 슬픈일이었죠....우리건강이 먼저니까 

힘내시고 아직 젊으시니 치료끝나고 건강한 아기 

가지세요....저는 나이도 많아서 다시 갖는거 

걱정이에요...ㅠ 

타인 댓글 

A 

따뜻한 마음과 위로의 말씀들 감사해요.. 검사가 

급해서 아직 아가 보내는 수술은 담주쯤 하게 될것 

같아요. 아가 잘 보내고 씩씩하게 치료 잘 

받을게요. 모두들 감사해요~ 

자기 댓글 

 

예 3)은 게시글 작성자가 임신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로 인해 아기를 떠나보내야 하는 사연을 담고 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울었다’, ‘억울’, ‘아프다’, ‘심각한’ 등의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글 안에 노출하고 있었다.  

임신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게시글 작성자의 사연에 대해 댓글은 

조언과 위로를 보내고 있다. 댓글 작성자 1과3은 게시글 작성자처럼 

임신 중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경우로, 그 중 1의 경우 임신 중기에 

유방암이 의심되었으나,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 치료 받은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3의 경우는 게시글 작성자처럼 임신 초기 진단을 받고 

아이를 떠나보낸 경험을 전하고 있었다. 게시글 작성자와 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았으나, 댓글 작성자 2 또한 위로의 말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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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게시글인 예 4)에서는 게시글 작성자가 항암 치료 도중 

남편과 싸우고 난 심경을 토로한 글로, ‘싸움’, ‘아픈’, ‘서러운’, ‘화’, 

‘힘드’, ‘서럽다’ 등의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다.  

 

<표 22> 부정적 정서 노출 게시글 예 4)에 대한 댓글의 예 

작성자 내용 유형 

B 

예 4) 창피한 일인데, 남편하고 떨어져 사는데요. 

아침에 전화통화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언성이 

올라가며 싸움을 했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암 걸린 게 벼슬이냐며… 화가 나서 막말을 

했겠지만, 가슴에 남네요. 

좀 있으면 3 차 하러 가는데, 혼자 가게 생겼네요, 

병원에~ 

참 제일 의지하고 있는 남편인데 이럴 때는 

힘드네요.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여기 까페에 글을 

올려봅니다. 

다 제가 부덕해서 싸움이 났지만, 서럽네요. 

게시글 

1 

암걸린거 벼슬 맞아요..우린 계속 쭉 관리받으면서 

엄살부리면서 살아야되요.. 

부부쌈.. 저는 요즘 맘을 내려놓으니 싸울일도 

없고 남편이 오히려 자기한테너무 무관심 한거 

아니냐며 눈치?? 보는것 같아요.. 님두 언능 기분 

푸시고 잠시 그냥 마음을 내려놓아보세요~~^^ 

타인 댓글 

B 
에휴~ 가만 생각해보니 스트레스가 암세포 한텐 

딱이라고 하니~저만 손해인것 같아요~.  
자기 댓글 

2 

얼마전 저두 항암 8 차 할때 디지게 싸웠답니다 

저역시 아픈게 벼슬이냐고 그러길래 전 소리 

빽빽지르고 싸웠더니 그래도차라리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부싸움은 칼로 

타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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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베기잖아요 며칠있다 낄낄거리게 되더라고요 

맘에 담고 있지 마셔요 그게더 우린 병되잖아요 

남자들 다 그런가봐요 홧팅하시고 스타벅스가서 

아메리카노 커피라도 드시고 푸세용 

B 

서로 맘에두 없는말~~오해해서 하는 

말들~부부라는게 참~~아프면 안싸울줄 

알았는데~~다 세상은 또 그렇게 돌아가나봐요~ 

자기 댓글 

3 

싸우지마세요. 

남자들은 싸우고나서 금방 잊어버리지만 

여자는그게 안되잖아요. 

화해할때까지 계속 신경쓰이고 생각나고 

스트레스받고 머리아프고 서럽고. 

남자들이 먼저 내맘 알아주면 고맙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려니 해야할거같아요. 

뭐든 기대하니까 싸우게되더라구요. 

기대하지않으면 작은행동하나에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지고 내가맘이편하니 웃게되고 그럼 또 

남편도 같이 웃더라구요.. 

우리 꼭 이겨내서 남편과 딱 80 까지만 건강하게 

살아요.꼭~~! 

타인 댓글 

B 

맞아요 남편하고는 애증의 관계죠~저 첨 진단받고 

남편이 울더라구요~저두 같이 울고~서로 

울었더랬어요~그래두 남편밖에 없는디~~오늘은 

밉네요~미워하면 안되는데~~ 

자기 댓글 

 

예 4)에서처럼 부정적 어휘를 사용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은 주로 관계에서 오는 서운함이나 불안함을 표출하고 있는데, 

남편이나 시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 서운함과 

불만을 나타내면서 위로받기를 원하였다. 투병 과정에서 

오프라인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게시글 

작성자들은 온라인에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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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정서적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실제로 

댓글 작성자들은 댓글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에게 공감을 표현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조언들을 해 주고 있었다. 댓글 

작성자 1은 게시글 작성자의 편을 들면서 공감해 주고, 마음을 

내려놓고 편해지라는 조언을 건네고 있다. 또 다른 댓글 2에서도 

자신의 부부싸움 이야기를 예를 들며 공감을 표현하고 마음을 풀라는 

위로를 댓글로 전하고 있었다. 댓글 3에서는 게시글 작성자에게 기대를 

내려놓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조언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각각의 댓글에 대해 게시글 작성자는 자기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댓글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게시글을 좀 더 면 히 검토해 보면, 부정적 어휘가 사용된 

게시글들은 크게 서운함과 힘듦, 그리고 아픔으로 나눠볼 수 있다. 

유방암 환자들은 게시글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부정적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길 바라고 있다. 이때 투병 과정 속에서 

주변인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오는 서운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타인들의 상호작용인 댓글을 가장 많이 유도하고 

있었는데, 주로 서운함의 대상은 자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앞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도 환자와 가까운 가족들 역시 환자를 잃을 지도 모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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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겪게 되고, 자신이 겪지 못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위로를 건네야 하는지 잘 모르는 등 환자들에게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내보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게시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환자들은 가족에게서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이러한 지지를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한 경우에 

환자들의 서운함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환자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지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 기대했던 남편이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모진 소리를 한다거나 자신의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등의 언어 사용은 환자들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여 커뮤니티 회원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것이 하나의 패턴처럼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분석 대상이었던 커뮤니티의 경우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기혼 여성들의 커뮤니티에서 드러나게 되는 

고부 간, 혹은 시댁과의 갈등 역시 환자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하게 되는 

대표적인 대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부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자신의 치료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 시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언사를 듣게 되는 경우 투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자신의 편이 없다는 데서 오는 외로움과 서운함이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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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였고, 이러한 환자들은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타인의 위로를 구하고있었다.  

투병 과정 중에서 겪게 되는 신체적인 고통으로 인해 자신이 

주변인에게 짜증을 부리거나 예전만큼 자녀를 잘 챙겨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심적 고통 역시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게시글이라 하겠다. 특히 자녀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 자신이 잘못된 뒤 

홀로 남겨질 자녀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병으로 인해 자녀가 받는 

스트레스를 지켜보면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고통을 토로하는 글들을 

통해 타인의 위로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부정적 어휘를 사용하여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노출한 

게시글의 경우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은 게시글 작성자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의 사용이 많은 

게시글에서 댓글의 숫자와 더불어 댓글의 길이 또한 길게 나타나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게시글에서 부정적 어휘를 많이 사용하여 자신을 

노출할수록 상호작용인 조회수가 더 많이 나타나며, 댓글 역시 부정적 

어휘의 사용이 적은 게시글보다 더 많고 더 길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정적 게시글 사용이 많은 게시글에서 게시글 작성자의 

참여로 나타나는 자기 댓글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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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들이 댓글을 통해 댓글을 달아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게시글에서 드러난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가설 1-3>의 결과 

다음으로는 게시글에서 나타난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에 따른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K-LIWC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 

상태와 기능에 관한 어휘의 빈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753개의 게시글에 나타난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는 평균 

8.7회가 사용되었으며,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게시글이 97개(12.9%)였고, 가장 많이 등장한 경우는 65회가 

등장한 게시글이 1개 있었다.32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에 따른 자기노출 역시 어휘 사용 

빈도가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로 나누었는데, 인지적 어휘나 부정적 

어휘 사용과 마찬가지로 편포가 심해 중앙값을 기준으로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과 적은 게시글로 나누었다.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이 적은 게시글은 어휘 사용 빈도가 

                                   
32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게시글은 항암화학요법 치료 중 항암 

주사 후 회복기간 중에 나타나는 기침과 가래가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

며, 반복되는 기침과 가래로 인해 전이를 의심하는 불안과 걱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에 대한 대처 방안을 궁금해 하는 글이었다. 



 154  

6회 이하인 게시글로 총 391개(51.9%)였으며,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은 어휘 사용 빈도가 7회 이상인 게시글 

362개(48.1%)였다.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에 따른 자기노출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 간 조회수와 

댓글 수, 댓글 길이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질병 및 신체적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과 그렇지 않은 

게시글에서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조회수와 댓글 수, 댓글 길이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소극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시글 읽기를 나타내 주는 

조회수부터 살펴보면, 질병 및 신체적 어휘 사용이 적은 게시글의 평균 

조회수가 581.6회인 반면, 질병 및 신체적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의 

평균 조회수는 720.9회로 나타나 투병 및 신체적 어휘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조회수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t=4.66, 

p< .01). 댓글 수 역시 투병 및 신체적 어휘 사용이 증가할수록 댓글 

수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t=3.40, p < .01), 이는 댓글 길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투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에서 더 길게 

나타났다(t=6.22,p< .01).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게시글 작성자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어 투병 및 신체적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에서 게시글 작성자가 작성하는 자기 댓글 수 역시 

증가하고(t=4.73, p< .01), 자기 댓글의 길이가 늘어남(t=5.35, p< .0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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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표 23>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에 따른 상호작용 

변인 

질병 및 신체 어휘 

저사용 게시글 

(N=391) 

M(SD) 

질병 및 신체 어휘 

고사용 게시글 

(N=362) 

M(SD) 

t 

조회수 581.6(350.6) 720.9(464.9) 4.66** 

댓글 수 10.6(11.9) 13.7 (13.0) 3.40** 

댓글 길이 56.5(35.5) 74.5(43.8) 6.22** 

자기 댓글 수 3.2(3.9) 4.8(5.5) 4.73** 

자기 댓글 길이 28.8(31.4) 41.9(35.8) 5.35** 
** p < .01, df=751 

 

이는 게시글에서 질병 및 신체적 어휘의 사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질병이나 신체 상태를 보다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를 에믹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 5) 

3년전 암수술받고 여기까페에서 도움도 많이받고 용기도 얻고 그

랬는데 몸이 좀 나아지니 카페도 뜸하다가 다시또 아프게되니 또 

찾게되네요..  

2기로 수술받고 항암6차 허셉틴 17회 그리고 타목시펜복용중이었

거든요  

정기적으로 초음파는물론 펫씨티도 찍고 뼈스캔도하고 아무이상

없어 다나았다했답니다.  

근데 석달전부터 등허리에 통증이있어서 동네 정형외과,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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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의학과까지 다녀보아도 증상호전은없고 오히려 걷기도 힘든

지경이되더라구요  

도저히 고통을참기힘들어 수술했던 종합병원의 척추센타쪽으로 

외래예약하고 상담후 mri촬영, 결과는 너무 충격이었답니다.  

암세포가 제 척추뼈를 갉아먹고있다는..  

유방암에서 전이됐을가능성이크다며 바로 입원, 펫씨티, 뼈스캔등 

여러검사를 받았구요. 결과는 유방암의 뼈전이로 판정 수술은 안

하고 항암3차후 다시 검사후 항암여부를 결정하기로하고 현재 항

암 2차까지 맞고 퇴원해서 친정집에 와있답니다. 

…… 

 

게시글 예 5)는 ‘암’, ‘수술’, ‘몸’, ‘항암’, ‘허셉틴’, ‘타목시펜’, ‘초음파’, 

‘펫’, ‘등’, ‘허리’, ‘통증’, ‘병원’, ‘척추’, ‘MRI’,‘결과’, ‘입원’, 유방암’, 

‘검사’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유방암에서 척추 뼈로 전이된 상태를 

전하고 있다.  

 

예 6) 

…… 

오늘 종양쌤 만나러 갔었는데 호르몬 양성이라서 일단 항암말고 

항호르몬 치료를 말씀하시더라구요. 

카페 글 보면 보통 항암치료와 방사선을 권하시던데 왜 저한테는 

호르몬치료만 권하시는지 의아해서요. 

종양쌤께서는 힘든 항암 왜 또 하냐고 호르몬 치료로도 좋은 결

과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항암을 해도 불안, 안 해도 불안이네요. ㅜㅜ 

일단 호르몬치료 두 가지를 제안하셨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임상에 참여하게 되면, ABC군으로 나뉘어 

A. 졸라덱스 / B. 아나스트로졸 + 졸라덱스 / c. 플베스트란트 + 

졸라덱스 

(B.C 군은 난소 억제하여 폐경 상태로 만드는 것) 

로 무작위 배정되어 추가 전이, 재발 전까지 치료받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난소절제술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항암이든 호르몬치료든 암덩어리를 빨리 없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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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목표인데 병원에선 추가 전이 없이 작아지거나 현상유지 정도

만 말씀하시더라구요. ㅜㅜ 

…… 

 

게시글 예 6)에서도 ‘종양’, ‘호르몬’, ‘양성’, ‘항암’, ‘방사선’, 

‘졸라덱스’, ‘난소’, ‘폐경’, ‘전이’, ‘재발’, ‘병원’ 등의 투병 및 신체 관련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분석 대상이 된 게시글들의 대부분이 치료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게시글들은 주로 치료 방법과 치료 방법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사 결과지를 제시하며 

해석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받게 될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부작용이나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후유증 등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게시글들은 실제로 환자들이 자신들이 치료받는 병원의 의료진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더구나 게시글을 통해 드러난 분위기를 살펴보면 자신의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였음이 드러나는데, 

검사 결과에 대해 만족스러울만한 해석을 듣지 못하였기에 의료 

전문가도 아닌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문의한다거나 의료진들로부터 들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먼저 치료를 

받은 선배 환자들에게 검증을 받고자 하는 모습들에서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분석 대상인 게시판에서 커뮤니티 회원들로부터 매우 

신뢰를 얻고 있는 회원 중 한 사람은 바로 전문 의료진이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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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주로 댓글을 통해 환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알려주거나 

평가를 내려주기도 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의사 회원이 건네는 

댓글에 대해 다른 커뮤니티 회원들이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표현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 의사 회원이 자신의 

의료진에게서 들었던 정보와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댓글을 통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그의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료진의 

이야기를 검증한다거나 불안감이 감소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진료실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서 자신이 궁금한 상황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함과 동시에 의료진의 권위적인 태도로 인해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쉽지 않다고 지레짐작하여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포기한 결과이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속해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감이 

실제 오프라인 의료진과의 관계보다 끈끈하다고 믿고 있기에 온라인 

상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몰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편안하고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주는 공간이라 여기는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질병 상황이나 치료 과정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환자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자신의 궁금증이나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을 대안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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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 의료진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 보다 

자신에게 편안하다고 여겨지는 온라인 공간에서 부족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향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게시글 5)와 게시글 6)에서 보다시피, 환자들은 게시글에서 

자신의 증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노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자신의 

상태가 좋은 경우보다 상태가 악화되거나 안 좋은 경우에 자신의 

상태를 보다 자세하게 노출하게 된다. 따라서 이처럼 자신의 악화된 

상태나 증상을 노출한 게시글을 읽은 다른 환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거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질병 상태에 대한 

노출에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투병 및 신체 관련 어휘 사용이 많은 

게시글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된다.  

 

2. 이미지 노출과 상호작용 

 

1) <연구가설 1-4>의 결과 

앞서 게시글에서의 어휘 사용을 통한 자기노출이 상호작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게시글을 통한 자기노출은 이처럼 

주로 글쓰기에 사용된 언어를 통해 분석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온라인 

상의 글쓰기는 단순히 텍스트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지 

첨부를 통해 풍부한 정보를 드러내고 있는 시각적 단서를 제공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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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미지를 통한 시각적 단서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다양한 맥락을 제공하고 정서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Donoso & Ribbens, 2010).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저장된 사진을 

온라인 상에 수시로 업로드가 가능하게 되면서 게시글에 텍스트와 

더불어 이미지를 첨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유방암 환자들의 게시글은 텍스트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치료 과정 

중 실제 자신의 모습이나 가족, 친구와의 사진을 올리거나, 주변 풍경 

사진을 통해 정서를 노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음식 사진을 통해 일상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검사 결과지를 찍어 올리면서 해석을 요청하기도 

하고,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나 영화의 포스터 등을 찍어 올리면서 

텍스트와 더불어 이미지를 통한 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게시글에 나타난 이미지, 특히 그 중에서도 

자신의 모습이 등장한 이미지는 텍스트 내의 어휘 사용보다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자기노출 행위로 보고, 이미지의 사용에 따른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전체 게시글 753개 중에서 이미지를 포함하고 이는 경우는 

162개였으며, 이미지를 첨부하지 않은 게시글이 591개로 전체의 

7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미지가 첨부된 162개의 게시글은 다시 



 161  

인물이 포함된 경우가 54개, 음식 사진 39개, 풍경 사진 15개, 기타 

사진이 있는 게시글이 54개로 나타났다. 인물 사진은 다시 게시글 

작성자 자신이 혼자 등장하는 경우와 게시글 작성자가 포함된 경우, 

게시글 작성자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보았는데, 게시글 

작성자가 혼자 등장한 셀카의 경우 22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이 등장한 경우가 29개였고, 자신이 등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등장한 경우가 3개였다. 여기서 자신이 등장하지 않고 타인만 

등장하는 경우 인물의 대상은 모두 배우자나 자녀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노출했는지의 여부가 

상호작용인 타인의 댓글을 이끌어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므로, 이를 

다시 이미지가 없는 경우와 자기가 등장한 이미지가 있는 경우, 자기가 

등장하지 않는 이미지가 있는 경우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경우, 이미지가 등장하지 않는 게시글이 591개,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경우가 51개, 타인이나 풍경, 음식, 기타 등 자신이 

등장하지 않는 이미지가 등장하는 게시글이 111개로 나타났다.  

각각에 대해 게시글 당 평균 조회수를 살펴보면 자신이 등장한 

게시글의 평균 조회수가 1,205.2회로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은 게시글의 

평균 조회수 589.0회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자신은 

등장하지 않았으나 이미지가 있는 게시글의 평균 조회수 

709.8회보다도 500회 가량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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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게시글에서 읽기를 통한 소극적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F(2, 750)=61.67, p < .01). 

 

<표 24> 이미지 사용에 따른 상호작용 

변인 

자기 등장 

이미지 

(N=51) 

M(SD) 

자기 비 

등장 이미지 

(N=111) 

M(SD) 

이미지 없음 

(N=591) 

M(SD) 

F 

조회수 1,205.2(617.4) 709.8(318.2) 589.0(370.8) 61.67** 

댓글 수 26.6(22.8) 13.9 (12.1) 10.5(10.4) 44.65** 

댓글 길이 44.7(14.3) 45.2(26.2) 70.7(42.7) 26.97** 

자기댓글 수 8.7(6.7) 4.9(4.7) 3.5(4.4) 32.81** 

자기댓글 

길이 
37.4(22.1) 35.4(23.4) 34.8(36.7)   .14 

** p< .01, df=2, 750 

 

쓰기를 통한 상호작용인 댓글을 살펴보면, 이미지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평균 댓글 수 10.5개이고, 자신이 등장하지 않는 이미지가 

사용된 경우의 평균 댓글 수가 13.9개인데 반해,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사용된 경우의 평균 댓글 수는 26.6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 댓글 

수보다 약 두 배 이상의 댓글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F(2, 

750)=44.65, p < .01). 이는 각 집단의 평균 자기 댓글 수에서도 같은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미지가 없는 경우 평균 자기 댓글 수가 3.5개, 

자신이 아닌 이미지가 있는 경우 평균 자기 댓글 수가 4.9개인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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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이 등장한 이미지가 사용된 경우의 평균 자기 댓글 수는 

8.7개로 자신이 노출된 이미지 사용이 댓글이라는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이미지가 노출된 게시글에서 이처럼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은 게시글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행위가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연구 대상인 유방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진을 찍는 셀카 사진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자신이 단독으로 등장하는 셀카 사진의 경우 항암 치료로 

인해 탈모가 진행된 상태나 탈모로 인해 삭발을 하고 난 모습, 삭발 후 

두건을 쓴 모습, 병원에서 항암 주사를 맞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거나, 

치료 과정 중 산책이나 여행 중인 자신을 찍은 사진이 주를 이루었다. 

즉, 아픈 환자이고 힘든 투병 생활로 인해 일반적인 셀카 사진처럼 

예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는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 자신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료 과정 중 탈모가 진행되면 두피의 통증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은 삭발을 감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여성성 상실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을 사진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인정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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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비슷한 처지의 다른 회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북돋아주는 

계기가 된다. 이를 에믹적 방법으로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에서처럼 삭발한 자신의 모습을 노출한 게시글에 대해 

타인의 댓글은 주로 잘 어울린다는 긍정적 지지와 함께 자신도 용기를 

내 보겠다는 의견이 나타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게시자가 

작성한 자기 댓글은 자신에게 긍정적 지지를 보내주는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함께 아직 삭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두건을 

준비하라거나 자주 보면 익숙해 진다는 등의 조언을 건네며 

상호작용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표 25> 자신의 이미지 노출에 따른 댓글 예 

작성자 댓글 내용 유형 

C 

(삭발 후 찍은 셀카 이미지) 

ㅇㅎㅎㅎㅎ 

오늘 드뎌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작은오빠가 미용실에 

데려다줬어요~( 맘도깊지..^^;) 

첨엔 눈물나고, 가슴이 아파서 두손모아 꼭 누르고 

있었는데... 막상 깍고보니, 두상도 이쁘고~ 의외로 

잘 어울리네요^^ 

사장님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저희신랑도 이쁘데여~ㅋㅋㅋ 

……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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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도 오늘 낼 까 하는데..멋지세요. 용기내서 곧 

가야겠어요. 머리빠질려 그러나 머리가 띵 한거 

같아요. 요며칠 

타인 댓글 

C 

저도 머리 많이 아팠어요.. 근데, 미니까 이제 

안아프더라고요~. 갈때 두건 준비해가시면 좀 덜 

민망해요, 후드티입고 그 위에쓰면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 댓글 

2 

님 표정이 밝아 보기좋아요^^ 

저 머리 던날 생각나서 마음이 시큰해지네요 

항암 씩씩하게 잘받으시고 진짜 내년엔 건강한 

모습으로 남편분과 돌아다니시길 바래요! 

타인 댓글 

C ㅎㅎ~ 고맙습니다~^^ 내년엔 기필코~!! 자기 댓글 

3 

정말 잘 어울리셔요~ 두상도 예쁘시고... 저는 

못보여주겠더라구요~ 너무 못생겨서... 두상이 안 

예쁜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거죠^^  

님~ 밝은 모습 좋아요^^ 

타인 댓글 

C 

감사합니다~^^ 웃고싶어지면 거울을 봅니다~ 

배꼽잡고 "웃으며 누구냐! 넌~"을 연발하고 

있읍지요~ㅋㅋㅋ 

속으론 눈물도났지만, 이왕지사 

웃는게낫지않을까싶어요~^^ 두상이 

언이쁘다하지마세요, 보다보니 익숙해지면서 

이뻐보이더라구요~ㅋㅋㅋ 

자기 댓글 

4 

오빠나 남편 부럽네요. 

우리 남편은 ㅠㅠ  싫어하는 듯해서 6 개월내내 

안보여 줬어요. 

그러다가 수술실앞에서 어쩔 수없이 봤네요. 

지금도 적응못하는 남편이예요. 

두상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세요~~^^ 

타인 댓글 

C 

속으로는 슬퍼했어요, 근데 방실방실 웃으면서 

두건쓴사진 보여주니 그건 더 

뷁~이었나보더라고요~ㅋㅋㅋ 

자주보다보면 익숙해져서 괜찮으실거에요~ 홧팅! 

자기 댓글 

 



 166  

이와 같이 자신의 이미지가 등장한 게시글은 타인의 댓글 참여를 

활발히 유도하고 있었으며, 이는 다시 게시글 작성자가 자기 댓글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이 자신의 이미지가 등장한 게시글의 자기 

댓글 수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F(2, 750)= 32.81, p < .01). 

이처럼 자신의 이미지를 노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평균 댓글의 

갯수가 증가하여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댓글의 길이는자신이 등장한 이미지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물, 풍경이 등장한 게시글의 댓글 길이는 비슷하게 나타난 

데 반해, 이미지가 등장하지 않은 게시글에서 훨씬 더 길게 

나타났다(F(2, 750)= 26.97, p < .01). 또한 자기 댓글 길이는 이미지의 

등장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2, 750)=.136, p =.873). 

정리해 보면, 이미지를 통한 자기노출은 타인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이를 통해 타인의 반응을 활발한 댓글 달기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모습을 노출하는 가장 노골적인 

자기노출 행위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자기노출이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이끌어 내는 

데 주요하다는 연구 결과(Dietz-Uhler, Bishop-Clark, & Howard, 

2005)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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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 절에서는 게시글에서의 자기노출이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조회수와 댓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 어휘 사용과 이미지 

노출을 통해 살펴보았다.  

글쓰기를 통한 자기노출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자기노출적인 글쓰기를 하는 경우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되어 건강 상의 

긍정적 혜택을 가져다 준다고 보고되었다(예: Pennebaker, 1997; Shaw 

et al., 2006; Shim, Cappella, & Han, 2011; Sloan & Marx, 2004 등). 

또한 면대면 상황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에서의 자신을 노출하는 

행위는 타인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나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유도하고 

대인 관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ak & 

Gluck-Ofri, 2007; Lin, Tov, & Qiu, 2014; Rime, 2009). 

이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1>에서는 게시글을 통한 자기노출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지를 살펴보고자 게시글에서 

자기노출과 관련한 어휘의 사용과 실제 이미지를 통한 자기노출이 

읽기 측면의 상호작용인 조회수와 쓰기 측면의 상호작용인 댓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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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게시글에서 자기노출적인 어휘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읽기 

측면의 상호작용인 조회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지적 어휘의 

사용과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어휘의 사용, 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의 사용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게시글을 읽음으로써 

소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조회수가 높은 게시글은 게시글 

작성자에게 다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상으로 인지될 수 있다. 

실제로 게시글의 인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조회수나 댓글수, 추천수 

등이 다양하게 선택되고 있지만 가장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조회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Szabo & Huberman, 

2010). 따라서 <연구문제 1>에 대한 연구 결과는 게시글에서 

자기노출적인 어휘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타인들의 게시글 읽기를 

통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나아가 이러한 자기노출적 어휘의 사용은 댓글이라는 타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나타나게 한다. 자기노출적인 어휘 사용 

빈도가 높은 게시글에서 댓글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댓글은 게시글 작성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댓글 작성자들과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자기 댓글 역시 더 많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더불어 게시글에서 부정적 어휘의 사용 빈도가 높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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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및 신체 관련 어휘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경우는 댓글의 갯수만 

많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댓글의 길이 또한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타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노출이 타인과의 친 함을 증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글쓰기를 

통한 자기노출 행위가 개인 내의 심리적 안녕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자기노출은 어휘 사용을 통한 노출 외에도 

직접적인 이미지 사용을 통한 노출을 들 수 있다. 자신의 이미지를 

온라인 상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자발적인 자기노출임과 동시에 

자기노출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확인을 받고자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기에 적합한 도구로 여겨진다. 

실제로 자신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노출한 게시글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회수와 댓글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러한 상호작용은 게시글 작성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기 댓글 

역시 자신의 이미지를 노출 한 경우 매우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자기노출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연구문제 2>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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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제3절 연구문제 2의 결과: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 

 

<연구문제 2>에서는 게시글에 나타난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1. <연구문제 2-1>의 결과: 게시글의 사회적 지지 유형 

 

1)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른 게시글의 분포  

<연구문제 2-1>에서는 게시글에 나타난 사회적 지지 유형을 

분류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론 절에서 설명한대로 2명의 

훈련된 코더들에 의해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게시글의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두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이 결과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크게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로 나눠볼 수 

있었다.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이 전체 753개 중 

447개(59.4%)였으며,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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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개(40.6%)로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게시글에서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비중과 정서적 

지지의 게시글이 나타내는 비중은 구덴과 와인필드(Gooden & 

Winefield, 2007)의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들과 전립선암 환자들의 

게시글을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나눈 결과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구덴과 와인필드의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 69명의 게시글 

272개와 전립선암 환자 77명의 게시글 591개를 분석한 결과 유방암 

환자들의 게시글 중 60%가 정보적 지지를 나태내는 게시글이었고, 

전립선암 환자들의 경우 64%가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이었다.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들을 살펴보면, 유방암 환자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각종 항암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으며, 일상 생활과 관련한 사소한 정보를 나누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자신의 식생활 습관에 대한 

사소한 질문(커피를 마셔도 되는지, 생선회를 먹어도 되는지, 과자를 

먹어도 되는지 등)들을 하거나, 자신의 레서피를 공유하고 운동 

습관(걷기, 요가, 필라테스 등) 등에 대한 게시글들이 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식사나 운동, 생활 습관의 경우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의학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진을 통해 충분한 정보적 지지를 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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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게 되는 환자들이 이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은 주변에서 권하거나 듣게 되는 각종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한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검증받고자 하는 

하였다. 항암 치료 중에 로얄젤리를 먹어도 되는지, 항암에 좋다는 

상황버섯은 치료 중에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항암치료가 끝난 후 

먹어야 하는지, 유방암에 좋다는 티벳버섯은 어떻게 구하는지 등 각종 

건강 보조식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풀어놓고, 유경험자인 다른 환자들의 

입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신뢰할 만 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경우 날씨나 오늘의 컨디션, 하루 

일과나 식생활 등과 같이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자신의 질병 상황이나 치료 

등과 관련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많이 등장하는 맛집 방문 이야기나 남편과의 데이트 이야기와 같은 

소소한 일상들을 꾸준히 올리는 것으로 다른 커뮤니티 회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친구나 가족과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나 오늘 저녁 

메뉴를 걱정하고, 가을 단풍이나 꽃을 본 소감을 나누는 등 소소한 

일상을 통해 환자들의 커뮤니티지만 일상적인 다른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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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만큼, 자신의 상태에 대한 염려나 걱정과 더불어 자기 자신과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줄 수 있는 게시글들이 주를 

이루었다. 진단 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나 수술 전의 불안감, 수술이 잘 

될 지에 대한 걱정, 항암제가 자신에게 잘 맞을 것인가 하는 염려, 

치료 과정 중에서 겪게 되는 우울감 등 자신의 정서를 노출함으로써 

타인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게시글들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라 

하겠다. 또한 유방암 환자들은 무사히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마쳤음을 

자축하거나, 검사 결과가 호전되었음을 알리며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렵고 힘든 치료 과정을 마치고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맞이하는 등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오프라인 관계에서는 아직 밝히지 않은 사실들을 온라인 상에서 먼저 

공개하거나 온라인에서만 공개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중 하나일 결혼 소식을 주변 

친구들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먼저 알리는 것은 그만큼 온라인 

커뮤니티가 개인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힘든 투병 과정을 함께 겪어왔다는 동지애가 작용하여 그들로부터 

진심어린 축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프라인 상에서 자신을 ‘암 환자’로 낙인 찍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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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스러워 오프라인 상의 지인들에게는 자신이 투병 중임을 밝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온라인 커뮤니티는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 특히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 상, 커뮤니티 회원들은 누군가의 딸이자 

엄마로 자신이 힘든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이 더 힘들어 할까봐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에게는 애써 씩씩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자신의 질병 상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걱정 등을 토로할 곳이 필요하며, 온라인은 이들의 불안과 

염려를 호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이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회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았던 불인정이나 비판과 같은 게시글은 

주로 주변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남편이나 부모, 시부모 등 가족에 대한 불평을 드러내거나, 

의료진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위로받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2) 사회적 지지의 요청과 제공 

전체 게시글 중 정보적 지지 게시글이 정서적 지지 게시글보다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유방암 환자들이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질병의 



 175  

증상과 치료 중 나타나는 부작용 등 자신이 투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보들을 나누거나 요청하는 과정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오프라인 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려운 환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거나 혹은 

먼저 경험한 다른 환자들로부터 실제 경험담을 통해 자신이 궁금한 

정보들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정보의 부족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사회적 지지의 요청과 사회적 지지의 제공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게시글 중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글이 

477개로 전체의 63.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이 276개로 전체의 36.7%를 차지하였다.  

 

<표 26> 게시글의 사회적 지지 유형 

변인 
사회적 지지 요청 

N(%) 

사회적 지지 제공 

N(%) 

계 

N(%) 

정보적 지지 369(77.4%) 78(28.3%) 447(59.4%) 

정서적 지지 108(22.6%) 198(71.7%) 306(40.6%) 

계 477(100.0%) 276(100.0%) 753(100.0%)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 중 정보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은 369개였으며, 정서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은 108개로 

나타나 유방암 환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질병 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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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의 경우에는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78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이 

198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상에서 유방암 환자들은 자신의 

힘든 상황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타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힘내라, 

혹은 힘내자와 같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항암 치료가 끝났거나 치료 

과정에서 한 단계를 넘어가면서 느끼는 고마움을 표현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체 게시글 중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이 63.3%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보다 1.7배 가량 많이 나타난 것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오프라인 상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 이는 오프라인 상에서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온라인 상에서 보다 활발히 활동하여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충족하지 못한 사회적 지지를 온라인을 

통해 충족하고자 한다는 사회적 보상 모델의 주장(McKenna & Bargh, 

1998)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연구문제 2-2>의 결과: 게시글의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른 상

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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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1>을 통해 게시글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2-2>에서는 게시글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의 

유형 중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바탕으로 읽기라는 조회수와 

쓰기라는 댓글을 통해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 게시글의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평균 조회수는 543.7회였으며,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평균 조회수는 801.8회로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읽기라는 상호작용이 훨씬 더 활발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t=8.79, df=751, p < .01). 

 

<표 27> 게시글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상호작용 

변인 

정보적 지지 게시글 

(N=447) 

M(SD) 

정서적 지지 

게시글 

(N=306) 

M(SD) 

t 

조회수 543.7(292.1) 801.8(510.6) 8.79** 

댓글 수 9.1(8.7) 16.5(15.7) 8.33** 

댓글 길이 68.9(44.3) 59.7(34.1) 3.07** 

자기 댓글 수 2.8(3.5) 5.8(5.8) 8.92** 

자기 댓글 길이 32.8(34.1) 38.4(34.2) 2.17* 
* p<.05, ** p<.01, df=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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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의 또 다른 측면인 댓글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평균 댓글 수는 9.1개,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평균 댓글 수는 16.5개로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훨씬 더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t=8.33, df=751, 

p < .01).이는 자기 댓글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와 정보적 

지지의 게시글의 평균 자기 댓글 수 2.8개보다 정서적 지지의 

게시글에서 평균 자기 댓글 수가 5.8개로 정서적 지지의 게시글에서 

자기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t=8.92,df=751, p 

< .01). 

댓글의 길이는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평균 댓글 

길이가 68.9자로,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겟글의 평균 댓글 길이 

59.7자보다 더 길게 나타난(t=-3.07, df=751, p < .01) 데 반해, 자기 

댓글의 길이는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평균 32.8자,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평균 38.4자로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평균 자기 댓글 길이가 더 길게 나타났다(t=2.17, 

df=751, p <.05). 

정리해보면,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조회수와 댓글 

수라는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으나, 댓글의 길이 

측면에서는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이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더 긴 댓글이 작성되고 있었다.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179  

게시글의 경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솔직히 드러내고 타인으로부터 

위로와 격려, 축하를 주고받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타인의 댓글을 더 

많이 유도하게 되어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자기 댓글이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 작성자들이 댓글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댓글의 길이 

측면에서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댓글 길이가 더 긴 것은 

게시글에서 요청한 정보를 댓글을 통해 제공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길고 

자세한 댓글을 작성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경우 댓글을 통해 공감을 표현하거나 용기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하는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댓글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 달린 댓글 중 이모티콘이나 스티커를 통해 

공감이나 축하, 위로와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나타나 

상대적으로 댓글의 길이가 짧아지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사회적 지지의 요청과 제공의 측면에서 게시글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의 경우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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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게시글의 사회적 지지 요청과 제공에 따른 상호작용 

변인 

사회적 지지 

요청 

(N=477) 

M(SD) 

사회적 지지 

제공 

(N=276) 

M(SD) 

t 

조회수 590.2(374.7) 749.5(460.7) 5.16** 

댓글 수 10.5(9.6) 14.7(16.1) 4.41** 

댓글 길이 75.2(43.4) 47.8(28.0) -9.42** 

자기댓글 수 3.6(4.6) 4.8(5.1) 3.30** 

자기댓글 길이 36.5(37.7) 32.6(26.9) -1.47 
** p< .01, df=751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의 경우 조회수와 댓글 수가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이 타인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데 더 유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댓글 길이의 경우는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에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보다 더 길게 나타났는데,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의 경우 댓글을 통해 게시글이 요청하는 

지지를 제공해 주게 되다 보니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에서 

댓글 길이가 더 길어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자기 댓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자기 댓글 길이의 경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의 자기 댓글 길이가 약간 더 길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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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보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을 더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의 경우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연구 대상자들이 커뮤니티 가입 초기부터 작성한 글들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처음 작성한 게시글에서 진단을 받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검색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검색하였음을 밝히고 

있었다. 또한 초기 진단 상황에서 환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었는데, 처음 자각 증상은 어떠했으며, 어떤 

병원들을 찾아가게 되었는지, 어떤 검사를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거나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 보라고 했는데, 현재 자신의 상태가 

이러한데 어느 병원, 어느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환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보가 극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상태를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였고, 또한 

다른 환자들에게 자신이 겪은 과정들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처음 자각 증상부터 병원을 알아보고, 의료진을 

선정하고, 검사를 받는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게시글이나 각 

단계마다 게시글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게시글들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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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전적으로 드러내 주는 예라 하겠다.  

의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게시글에 대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것 

역시 진단과 검사 결과를 노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경험했던 선배 

환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댓글 수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게시글 작성자 역시 자신이 궁금해 하는 상황에 대해 댓글을 통해 

얻게 된 정보에 대해 다시 상호작용 하게 되므로 자기 댓글 수 역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구 대상이 되었던 게시글 중 가장 많은 댓글을 받았던 

게시글 상위 3개가 투병을 마치고 결혼 소식을 전하는 게시글(상견례, 

웨딩드레스 가봉, 결혼)이었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투병 생활을 

마무리하고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 경사스러운 일에 

대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 않았던 다른 

회원들로부터도 댓글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게시글은 제목에서부터 긍정적인 정서를 드러내게 되면서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분 좋은 

일에 누구나 손쉽게 축하 인사를 보내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상황(투병 과정에서의 악화, 불안, 고통 등)에 대해서도 

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해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게시글을 살펴보면 염려나 걱정을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안심이나 격려, 칭찬을 나타내는 게시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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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부터 게시글의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는데, 환자들의 경우 

자신의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이나 위안을 위해 염려나 걱정을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안심이나 칭찬을 나타내는 게시글의 조회수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과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29> 정보적 지지 게시글에 대한 댓글의 상호작용 예 

                                   
33유방암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호르몬제인 타목시펜의 시판 상품명 중 하나다.  

작성자 댓글 내용 유형 

D 

놀바덱스33 6 개월 쨰 복용 중인데, 3 일 전 서부터 

몸이 가려워요. 

팔다리는 괜찮고 몸만 너무너무 가렵네요 놀바 

부작용인지, 그냥 피부질환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저 같은 증상 있으셨던 분 조언 좀 

부탁드려요. 

게시글 

1 

부작용 맞습니다 샤워하고 바디크림을 듬뿍 

발라주세요 특히 등쪽이 더 가려울거에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진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타인 댓글 

2 

저는 탈모가 있는데 이것때문인지 

머리두피가많이가렵고 벌레가 꼭기어가는 

그런느낌이있어요 이것도타목부작용인가요? 

타인 댓글 

1 

탈모도 타목부작용의 일종일거라 생각합니다 

머리감고 드라이어로 충분히 말리고나서 

헤어에센스를 발라주시면 덜 합니다 

타인 댓글 

2 아! 고맙습니다~^^ 타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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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는 호르몬제 복용 후 나타나는 가려움증이 약에 대한 

부작용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시글로, 정보를 요청하는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이다. 이 게시글의 경우총 9개의 댓글이 

달려있는데, 그 중 게시자가 작성한 자기 댓글은 2개였다. 

댓글 내용을 살펴보면, 피부 가려움증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보습을 충분히 해 줄 것을 조언해 주는 댓글 아래에 

다른 환자가 탈모로 인한 가려움증을 호소하자, 처음 댓글을 달아줬던 

1번 회원이 그 역시 항암제의 부작용이며 헤어 에센스 등의 헤어 

보습을 통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음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고 있었다. 그러자 또 다른 환우가 항암화학요법 후 겨우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했는데, 호르몬제 복용 시 또 탈모라는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 이런 반응을 댓글을 통해 나타내고 있었다. 게시글 

작성자는 위의 댓글들을 통해 자신도 겪고 있는 가려움증의 증상을 

확인하고, 보습을 잘 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들여 바디로션을 잘 

3 탈모두 있어요??겨우 머리카락 자라고 있는데 타인 댓글 

D 
어쩐지...맞아요등하고팬티부분요.긁적긁적...머리도

근질근질....미쵸~ 
자기 댓글 

4 

가을이라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보습에 신경 

써주세요. 요즘 셀카봉이 많던데 혼자 사시는 

분들 등에 크림은 어떻게 바르시는지 궁금하네요. 

타인 댓글 

D 바디로션바르다중단했었는데,다시발라야겠네요...^^ 자기 댓글 

5 
전 수술한 쪽 팔이 뻣뻣해서 등 보습은 못하고 

있어요...^^;;;; 
타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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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발라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보습의 중요성과 

함께 혼자서 바르기 힘든 부위인 등의 경우 보습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고 있었는데, 수술한 쪽 팔이 뻣뻣해 등쪽 보습은 못하고 있다는 

다른 회원의 답변이 있었다.  

이처럼 하나의 게시글은 게시글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 사이에서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댓글 작성자들 사이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경우, 댓글을 통해 공감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때 게시글 작성자는 자기 

댓글 작성을 통해 댓글 작성자들과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정보적 지지의 게시글에서보다 정서적 지지의 

게시글에서 댓글과 자기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하게 

나타나게 된다.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 노출에 대한 게시글의 경우, 삭발을 하면서 

느낀 감정을 토로하고, 완치 후 나아진 모습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어 대표적인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자신의 아이 이야기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예를 

통해 정서적 지지 게시글에 나타난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의 실제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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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정서적 지지 게시글에 대한 댓글의 상호작용 예 

작성자 댓글 내용 유형 

E 

4 살 딸 키우고 있어요 

오늘 딸 애기때 동영상을 봤어요 

옹알이하는거,기어다니는거,걷는거 등등 

앞으로도 동영상 많이찍어주고 얘기나누려면 제가 

오래 살아야겠죠? 

인간 비타민인 딸이있으니 앞으로 오래오래 

살꺼예요!! 

게시글 

1 

귀여워요. 공주님 

사진도 많이 남기세요,,,,추억이 없는 사람이 젤루 

불쌍하대요 

타인 댓글 

E 

 

자기 댓글 

2 넘이뻐요 ㅡ ^^☆☆ 타인 댓글 

E 

 

자기 댓글 

3 

어머나 완소^^ 저도 가끔 울딸 어릴 적 동영상 보면 

막 웃는데. . . 애기들은 백년꽃이라는 말이 맞나봐요 

우리 건강하게 살아요 ~~!!! 

타인 댓글 

E 

백년꽃... 

멋진말이네요 

건강해져요 우리 ^^ 

자기 댓글 

4 
아공... 완전 귀엽네요~~~ㅎㅎㅎ 역시 딸이 

최고지요...^^ 
타인 댓글 

E 미운 네살이지만 제눈엔 귀엽네요 ㅋㅋ 자기 댓글 

5 

이쁘다 저희 둘째 일곱살인데 자는모습을 한참을 

들여다봐요 아프고나서 습관처럼 그래요 

이겨내야지요 이쁜아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 

보려먼 추억 많이 

많이 쌓으세요 

타인 댓글 

E 
이겨내야죠 

님도 힘내세요!! 
자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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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공~ 이뻐라 ^^ 저도 돌쟁이 딸래미 보며 힘을 

냅니다~ 오래 살아요 우리~ ^^ 
타인 댓글 

E 
한참 이쁠때네요 

같이 힘내요!! 
자기 댓글 

 

딸 아이의 어릴 적 동영상을 보면서 투병 의지를 불태우는 

게시글에는 아이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진을 본 다른 

회원들은 게시글 작성자에게 아이가 귀엽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이와 추억을 많이 쌓고 건강해 지자며 댓글 작성자에게 투병의지를 

북돋워주고있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게시글에 대한 다른 회원들의 

이러한 댓글에 대해 게시글 작성자는 각각의 댓글마다 자기 댓글로 

응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텍스트가 아닌 네이버 카페에서 

제공하는 이모티콘인 스티커를 통해 아이가 예쁘고 귀엽다는 데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있었으며, 같이 힘내서 유방암을 이겨내자는 

격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종합해 보면 게시글에서 정보적 지지보다 정서적 지지를 표현하고 

있는 경우 타인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남을 알 수 있는데, 이때 

댓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이 게시글 작성자에게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게 하는 기제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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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연구문제 2>에서는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과 

그에 따른 상호작용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유방암 환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은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글(59.4%)이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글(40.6%)보다 많이 나타나 유방암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병 과정 중 겪게 되는 치료 및 치료 후 나타나는 

부작용과 관련한 질병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의 세부 항목을 로터의 대화분석 시스템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 중에서는 생활 습관 

정보를 나타내는 게시글이 전체의 29.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은 사적 대화와 염려 및 걱정이 각각 

13.9%와 12.2%로 비슷한 수준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료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충족되지 못한 

사소한 생활 습관이나 식이 및 건강 보조 식품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의료진들로부터 얻기 어려운 정보를 교환하는 중요한 

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게시글을 통해서 환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거나 제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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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이 전체 중 63.3%,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글이 36.7%로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하면 유방암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며 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정보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게시글에서 요청하는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인 댓글을 

통해 획득이 가능하다. 실제로 게시글의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의 정도를 살펴보면,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은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조회수, 댓글 수 모두 확연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게시자가 작성한 자기 댓글과 자기 댓글 길이 역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이 타인의 공감과 이해를 

유도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의 

댓글 길이가 더 길다는 점에서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 대한 

응답이 공감과 이해를 나타내는 짧은 언어로 구성되는 반면,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 대한 응답은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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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 중에서 의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조회수가 다른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가입 초기 자신과 비슷한 

증상이나 상태에 대해 검색을 통해 게시글을 조회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진단이나 검사 결과 등에 대한 게시글의 경우 댓글을 통해 

궁금한 점을 추가 질문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공유하고 있어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다른 세부 유형들보다 상대적으로 댓글 수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사적인 대화의 경우 댓글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염려나 걱정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경우보다 안심이나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경우 

조회수나 댓글 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목을 통해 

게시글의 정서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긍정적인 정서의 게시글을 조회함으로써 자신의 투병 

의지를 북돋우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게시글보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난 것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지지의 제공이 타인의 반응을 

유도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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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반면에 사회적 지지 요청을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댓글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점은 타인들이 댓글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 주로 정보적 지지 요청에 대한 지지 제공인 경우가 

많아 짧은 댓글로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기 보다 자세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제4절 연구문제 3의 결과: RIAS 분석을 통한 상호작용 

 

<연구문제 3>은 RIAS 분석을 통해 게시글에서 드러난 사회적 

지지가 댓글에서 어떻게 호응하여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함이므로, 753개의 게시글 중 댓글이 달리지 않은 37개의 게시글을 

제외한 총 716개의 게시글과 각각의 첫번째 댓글을 분석하였다.  

 

1. 게시글과 댓글의 정보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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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게시글과 댓글의 정보적 지지 

 게시글(N=716) 댓글(N=716) 일치율 

의학적 상태 19(2.7%) 19(2.7%) 100.0% 

처방 112(15.6%) 108(15.1%) 96.4% 

생활 습관 271(37.8%) 214(29.9%) 78.9% 

심리사회적 정보 19(2.7%) 12(1.7%) 63.2% 

  

<표 31>을 살펴보면, 게시글에서 의학적 상태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한 글은 총 19개였는데, 게시글에서 의학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 댓글에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정보적 

지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학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19개의 게시글에 대해 댓글에서 모두 의학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응답의 일치율이 100%를 기록하였다.  

처방의 경우에는 현재 받고 있는 치료 방법이나 그에 따른 후유증, 

자신이 경험하는 증상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러한 

게시글이 총 112개였으며, 댓글의 경우에는 108개에서 처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일치율은 96.4%를 기록하였다. 실제로 

게시글을 들여다보면,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각종 부작용이나 

후유증, 치료 방법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댓글에서 관련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었으며, 드물게 정보를 요청하는 게시글에 

정보가 아닌 정서적 댓글이 달린 경우가 있었다. 심리사회적 정보를 

요청한 게시글 19개에 대해서는 12개의 댓글이 그와 관련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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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 주어 63.2%의 일치율을 기록하였다.  

생활습관과 관련한 게시글 271개에 대해서는 214개의 댓글에서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 78.9%의 일치율을 나타내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환자들이 의학적인 상태나 예방에 대한 정보 

추구가 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나(Kim & Hur, 2002; Yi et al., 2003) 

이 연구에서는 처방과 관련한 정보적 지지 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시점이 암 진단 이후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진단이나 예방과 같은 

의학적인 정보추구가 일반인들에게서는 보다 보편적인 정보추구 

행위라 하더라도, 환자들의 커뮤니티는 그 특성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처방과 관련한 

정보의 요청과 제공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표 32>에서처럼 게시글 작성자가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될지 모를 

증상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댓글 작성자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여기서 환자들은 의료진들에게서 

듣게 되는 피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사소한 증상을 

주변 환자들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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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정보적 지지(처방) 게시글에 대한 댓글의 상호작용 예 

 

게시글 267번과 304번 모두 항암화학요법 치료 중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 댓글에서는 게시글에서 요청한 

정보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궁금한 사소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실제로 항암 치료 중 고열이나 

백혈구 수치 저하 등의 의학적인 처방이 뒤따라야 하는 부작용의 

유형 내용 

게시글  

267_0 

정확히 2 시간 전에 AC 받고 집에 왔어요.  

지금까진 아무렇지 않아요.  

오늘 제발 밤에 무사히 넘어가길 빌면서... 

근데 정말 마니 졸리네요. 마니 피곤 느끼면서.  

구토 안했음 제발제발 

언제부터 다들 몸에서 반응이 왔어요? 

댓글  

267_1 

사람마다 부작용이 달라서요. 저는 주사 맞고 오면서부터 

울렁 집도착과 동시에 구토 일주일은 죽다 살아났거든요. 

지금처럼 살며시 지나가길 바라네요~~ 

게시글 

304_0 

항암하고 난 후 그 다음날, 양 볼이 단다고 그래야 

되는지... 

하여튼 얼굴에서 열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증세가 

있거든요. 

이마에 손 대보면 열은 없다는거요.  

다른 분들 저 같은 증상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댓글 

304_1 

음~~제경우 미열이 계속되고 메슥거리고 그리고 이젠 

추웠다 더웠다~하루에도 몇번씩 그러네요~집에서 

잡바입고있어요~저만 추워요 울 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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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게시글 304번의 

예에서처럼 자신만 느끼게 되는 열감의 경우는 응급실에 가거나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에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환자 본인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불편함, 정보에 대한 요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환자이기 때문에 의료진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실제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에 대한 

세세하고도 사소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 습관의 경우 식이나 운동, 외모 등 일상 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방암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생활 습관과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었다. 전체 716개 

게시글 중 271개에서 생활 습관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었으며, 

댓글의 경우는 214개의 댓글에서 생활 습관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심리사회적 정보의 경우에는 환자가 겪고 있는 우울증이나 

불안 등의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거나 실제 이와 

관련한 진료를 받아보았는지,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지지 그룹과의 

만남을 요청하는 것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전체 게시글 중 19개의 

게시글에서 심리사회적 정보를 요청하고 있었으며, 이 중 12개의 

댓글이 게시글에서 요청한 정보를 만족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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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난 환자들의 치료 방법 정보 

 게시글(N=716) 댓글(N=716) 계 

수술(전절제/부분절제) 86(12.0%) 24(3.4%) 110(15.4%) 

림프절 절제 8(1.1%) 2(0.3%) 10(1.4%) 

유방재건수술 6(0.8%) 4(0.6%) 10(1.4%) 

항암화학요법 142(19.8%) 39(5.4%) 181(25.3%) 

방사선치료 58(8.1%) 18(2.5%) 76(10.6%) 

표적치료 26(3.6%) 6(0.8%) 32(4.5%) 

호르몬치료 12(1.7%) 6(0.8%) 18(2.5%) 

정기점검 2(0.3%) 3(0.4%) 5(0.7%) 

 

환자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자신의 질병과 관련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있다. 환자들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게 될 치료 

방법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다.  

환자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치료 방법을 분석해 본 결과 

항암화학요법이 142번, 수술이 86번, 방사선 치료가 58번, 표적치료가 

26번, 호르몬 치료가 26번 나타났으며, 림프절 절제나 유방재건술, 

정기점검 등은 등장 횟수가 10회 미만이었다. 환자들은 게시글을 

작성할 때 수술의 경우 전절제와 부분절제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으나, 림프절 절제나 유방재건 수술 등의 경우는 비교적 

명확하게 상태를 노출하고 있었다. 게시글에서 자신의 치료 방법을 

노출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이었던 데 반해, 댓글의 경우에는 게시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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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자신의 치료 방법에 대한 노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게시글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이 39번, 수술은 

24번, 방사선 치료가 18번 등장하였는데,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방암 

환자들이 받게 되는 보편적인 치료 방법이 이 세 가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4>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난 환자들의 생활 습관 정보 

 게시글(N=716) 댓글(N=716) 계 

식이 119(16.6%) 56(7.8%) 175(24.4%) 

운동 18(2.5%) 8(1.1%) 26(3.6%) 

외모 32(4.5%) 22(3.1%) 54(7.5%) 

직업/일 3(0.4%)  3(0.4%) 

경제 25(3.5%) 15(2.1%) 40(5.6%) 

기타 11(1.5%) 4(0.6%) 15(2.1%) 

 

환자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치료 방법 외에도 자신의 

생활습관을 노출하고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는 바로 

식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환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오늘의 메뉴나 

레서피 등의 정보를 드러내거나 항암 중 먹어도 되는 식품을 

묻는다거나 보조 식품은 언제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는데, 게시글에서 식이와 관련된 내용은 119회 

등장하였으며, 댓글에서는 56회가 등장하여 환자들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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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가 식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항암 치료 과정 중에서 

식이 못지 않게 운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 환자들은 치료 

과정 중에는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 운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표 35>의 게시글 159번에서 나타나듯이 항암 치료 중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와 같은 식이와 관련된 정보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정보를 주기가 어렵다. 각종 매체나 홍보를 통해 항암에 좋은 

음식이나 섭취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일은 사실 쉽지 않다. 게다가 항암에 도움이 된다는 

보조식품에 대한 믿을만 한 정보를 의료진으로부터는 쉽게 듣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먼저 겪었던 선배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환자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게시글에서는 32번, 댓글에서는 

22번의 노출이 나타났다.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유방암의 

항암 치료 과정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겪게 되는 탈모나 유방 절제 

등의 외형적 변화는 여성성 상실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다. 이에 

따라 유방암 환자들은 자신의 외형적 컴플렉스를 가릴 수 있는 

가발이나 두건, 모자와 같은 보조 도구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또한 탈모가 머리카락 뿐만 아니라 눈썹까지 나타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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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치료 전에 눈썹 문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 역시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제공해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커뮤니티는 의료진이나 가족 및 

친구와 같은 주변인들이 제공해 줄 수 없는 정보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 생활 습관 게시글에 대한 댓글의 상호작용 예 

유형 내용 

게시글  

159_0 

항암 하면 꼭 2 리터 이상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다들 

그렇게 하나요? 

전 첫날부터 물을 마시면 토가 나와서 물 생각함 토 나올 

것 같아 못 마시겠어요.  

다들 어떻게 하나요?  

정말 물 마시는 게 젤 힘들어요. 

댓글  

159_1 

꼬옥 2 리터라고 생각마시고 자주 자주 드세요 그것도 

쉽지 않은것 알아요 저도 항암중 물이  써서 고생했건든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자주 마셨어요 항암약이 독해서 빨리 

씻겨 내려가라고 스트레스 받으시며 하시면 더 힘드세요 

천천히 자주 조금씩 마시시면 조금씩 늘린다 생각하세요 

게시글 

247_0 

도세탁셀 하면서 솜털같이 머리카락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죄 흰머리네요~ ㅠ 머리카락 빠지기 전에도 흰머리가 

나서 염색을 한달에 한번 했었는데 울남편이 보더니 

백발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아도 흰머리 안나는 

사람은 안나던데 이것도 집안내력인지~ 내나이 43 인데 

흰머리가~ 하지만 흰머리가 나더라도 병만 낳는다면야~ 

감사할따름이네요~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댓글 

247_1 

저도 솜털처럼~~~~카페에서보니 항암 다끝나면 다시 다 

난데요 솜털같은 흰머리는 빠지는것같아요 

게시글 병원나이 34 세 3 기 진단받아 선항암 5 차 진행중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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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다. 치료비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환자들이 궁금해 

하는 대표적인 경제적 정보는 바로 보험 청구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암의 치료 과정이 1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항암화학요법고 수술, 

방사선, 표적치료 등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다 보니 

환자들에게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26_0 유전자검사시 브라카 1 변이. . . 삼중음성 환자인데요 요즘 

갑자기 시댁에 생활비 드리는거땜에 

맘고생,몸고생중인데요. 갑자기 돈이 긍핍하다보니 

치료보다 돈걱정이 드는게 사실이라 선배님들께 

여쭤보려구요  

 

양쪽전절제에 동시복원생각하는데요 동시복원시 한쪽만 

1500 정도 든다하던데 양쪽이면 3000 이넘을텐데 수술하고 

퇴원할때 그걸어떻게 수납하고 퇴원하시나요?  

실비가 있긴한데 퇴원하려면 보통 

수납먼저하잖아요. . !여유돈이없어 요즘 병원비땜에 

밤잠을설치네요..  

실비에서 다 받을순있겠죠?  

이노무 돈땜에 맘편히 아프지도 못하네요. . . 

댓글 

247_1 

병원비는 일단 수납하시고 그 영수증으로 실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라서 진단금 이외 미리 보험회사 요청이 어렵죠. 

3 기 이시면 복원 수술 나중에 하라고 하실텐데요. 

아닌가요? 제가 3 기 전절제 했는데 쌤이 당장 복원 

안된다고 하셔서 지금 치료만 받고 있거든요.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세요. 치료 잘 받으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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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시글과 댓글의 정서적 상호작용 

 

 
이 연구에서 RIAS 분석을 실시하여 상호작용을 살펴본 가장 큰 

목적은 게시글에서 드러난 정서적 지지 요청에 대해 댓글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게시글과 댓글에서 어떤 정서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환자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표 36> 게시글과 댓글의 정서적 지지 

 게시글(N=716) 댓글(N=716) 계 

걱정 및 염려 23(3.2%)  23(3.2%) 

불인정 및 

비판 
21(2.9%) 10(1.4%) 31(4.3%) 

안심 16(2.2%) 11(1.5%) 27(3.8%) 

칭찬 23(3.2%) 26(3.6%) 49(6.8%) 

동의 및 이해 21(2.9%) 8(1.1%) 29(4.1%) 

공감 321(44.8%) 324(45.3%) 645(90.1%) 

정당화 4(0.6%) 4(0.6%) 8(1.1%) 

격려 160(22.3%) 184(25.7%) 344(48.0%) 

기타 2(0.3%)  2(0.3%) 

 

게시글과 댓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정서적 상호작용은 

공감이었다. 환자들은 게시글에서 정서를 노출함으로써 타인이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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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할 수 있기를 가장 바라고 있었다. 자신의 불안하고 힘든 상황을 

드러낼 때에도, 타인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토로할 때에도, 힘든 

치료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고 이야기 할 때에도 환자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들에게서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댓글에서 공감을 표현해 줌으로써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걱정 및 염려를 요청하는 게시글이 23개, 불인정 및 

비판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21개, 안심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16개, 

칭찬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23개, 동의 및 이해를 구하는 게시글이 

21개, 정당화를 요청하는 게시글이 4로 나타났다. 게시글에서 가장 

많이 요청하는 정서적 지지는 공감으로 총 321개였으며, 격려를 

요청하는 게시글 역시 160개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정서적 지지 

요청이 공감과 격려임을 알 수 있었다.  

댓글의 경우 전체 댓글 중 324개에서 공감을, 184개에서 격려를 

나타내었고, 불인정 및 비판이 10개, 안심이 11개, 칭찬 26개, 동의 및 

이해 8개, 정당화 4개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게시글에서 요청한 정서적 지지에 대해 댓글이 

얼마나 응답해주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치율을 조사하였다. 

일치율이란 게시글에서 요청한 정서적 지지에 대해 댓글이 얼마나 

일치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다. 즉,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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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의 경우 게시글에서 요청한 정서적 지지와 상관없이 댓글에서 

나타난 정서적 지지의 총 갯수를 구한 것이었다면, <표 37>의 경우 

게시글에서 요청한 정서적 지지에 대해 응답한 댓글의 갯수를 구한 

것이다.  

일치율을 구한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난 정서적 지지 요청이었던 

공감의 경우 게시글 321개 중 315개에서 댓글을 통해 공감을 

표현하여 일치율이 98.1%가 나타났고, 격려의 경우 160개의 게시글 

중 155개의 댓글에서 격려를 제공하여 96.9%의 일치율을 보여주었다. 

정당화를 요청하는 게시글 4개의 경우 댓글에서 모두 정당화를 제공해 

주어 100.0%의 일치율을 보여주어쓰며, 칭찬을 요청하는 23개의 

게시글에 17개의 댓글에서 칭찬을 제공해 주어 73.9%의 일치율을 

보여주었다.  

걱정 및 염려나 불인정 및 비판, 안심, 동의 및 이해 등의 일치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게시글에서 요청한 정서적 지지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정서적 지지를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걱정 및 염려를 요청하는 23개의 게시글에 대해 17개의 댓글은 

격려와 공감을 표현하였고, 3개는 공감을, 2개는 격려만을 표현하였으며, 

1개의 댓글에서는 안심을 제공하였다. 걱정과 염려를 요청하는 

게시글에 대해 환자들은 같이 걱정이나 염려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힘든 것을 나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많이 힘드냐고, 괜찮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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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공감하고 격려해 주는 형태의 정서적 지지가 나타나고 

있었다. 불인정이나 비판을 나타내는 게시글에도 마찬가지로 10개의 

댓글에서는 게시글과 동일하게 같이 비판하는 동조를 나타내었으나, 

11개의 게시글에서는 당신이 화가 났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럴 수 

있다고, 다 잘 될 거라는 공감과 격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안심을 

요청하는 16개의 게시글의 경우에는 6개의 댓글에서 안심을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10개의 게시글에서는 칭찬과 공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안심을 요청하는 게시글에 응답하고 있었다.  

 

<표 37>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난 정서적 상호작용 

 게시글(N=716) 댓글(N=716) 일치율 

걱정 및 염려 23 0 0.0% 

불인정 및 

비판 
21 10 47.6% 

안심 16 6 37.5% 

칭찬 23 17 73.9% 

동의 및 이해 21 8 38.1% 

공감 321 315 98.1% 

정당화 4 4 100.0% 

격려 160 155 96.9% 

기타 2  0.0% 

 

이처럼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정서적 지지의 교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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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공감과 격려에 대한 요청과 그에 

대한 충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의료진과의 정서적 

상호작용과는 사뭇 다른 결과인데, 의료진과의 Q&A 게시판을 분석한 

연구(Cho, 2008)에서는 환자들은 주로 정보적인 지지를 요청하고 

있었으며, 정서적 지지 요청은 전체의 7% 남짓으로 의료진들로부터는 

정서적 지지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환자들이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기대하는 역할이 바로 

정서적 지지의 교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치료에 대한 

정보적인 지지는 의료진을 비롯하여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있는 반면, 심리적인 위안과 공감을 줄 수 있는 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인들의 

경우 심리사회적인 지지를 제공해준다고 하지만, 실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이 겪는 고통이나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환자들 역시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요구하지 못하게 마련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외부로부터 부족한 정서적 지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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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난 정서적 표현 

 게시글(N=716) 댓글(N=716) 계 

분노 10(1.4%) 2(0.3%) 12(1.7%) 

불안, 걱정, 두려움 125(17.5%) 2(0.3%) 127(17.7%) 

죄책감 및 창피함 17(2.4%)  17(2.4%) 

슬픔 및 지침 82(11.5%)  82(11.5%) 

부러움 및 질투  46(6.4%) 46(6.4%) 

행복, 자부심, 자랑 87(12.2%) 2(0.3%) 89(12.4%) 

싫증 및 혐오 8(1.1%) 2(0.3%) 10(1.4%) 

감사, 사랑, 희망 67(9.4%) 23(3.2%) 90(12.6%) 

위로 및 위안 4(0.6%) 198(27.7%) 202(28.2%) 

칭찬  98(13.7%) 98(13.7%) 

공감 35(4.9%) 159(22.2%) 194(27.1%) 

 

게시글과 댓글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정서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시글의 경우는 크게 부정적 정서가 긍정적 정서보다 약간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게시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정서는 불안과 걱정, 두려움으로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정서라 하겠다. 불안이나 걱정과 더불어 많이 등장하는 정서가 바로 

슬픔과 지침이다. 환자들의 게시글에서 흔히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울었다’거나 ‘서글프다’, ‘지친다’ 등이다. 길고 긴 투병과정 중에서 

환자들은 자신의 힘든 감정을 게시판을 통해 토로하면서 위로를 

받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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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나 걱정,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들이 주로 게시글에서 

드러난 정서라면, 댓글에서는 위로 및 위안과 칭찬, 공감이라는 긍정적 

정서가 주로 드러나고 있었다. 게시글에서 불안이나 걱정을 표현하면, 

댓글은 대부분 게시글 작성자의 심경에 공감하고, 이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보내주고 있다. 댓글에서 나타나는 ‘괜찮다’나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은 단순한 말 한마디처럼 보이지만, 연구 대상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 상 환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이들의 위로와 위안은 스쳐지나가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먼저 경험한 선배의 입장에서 건네주는 조언과 같기 때문에 

환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를 느끼게 된다.  

오히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긍정적인 정서를 노출하는 

경우이다. 게시글에서 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정서는 행복과 자부심이 

87회, 감사와 사랑 및 희망이 67회로 나타났다. 남편과의 데이트나 

가족과 친구와의 여행기를 통해 행복을 전하거나 민머리인 자신의 

모습을 과감하게 사진을 통해 드러내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게시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때 댓글에서는 주로 

부러움이나 칭찬이라는 또 다른 긍정적인 정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를 노출한 게시글에 긍정적 정서의 

댓글이 달림으로써 게시글 작성자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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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노출한 게시글에 긍정적 정서의 댓글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의 

긍정적 정서를 강화한다는 기존 연구(Qiu et al., 2011)의 결과를 보다 

심도깊게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부정적 정서인 

걱정이나 슬픔을 나타내는 게시글에는 위로와 공감이라는 긍정적인 

정서의 댓글이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행복과 자부심, 감사와 사랑과 

같은 긍정적 정서의 게시글에는 부러움과 칭찬, 공감이라는 긍정적 

정서의 댓글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3. 소결 

 

<연구문제 3> 에서는 RIAS 분석을 통해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RIAS 분석 결과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요청은 댓글을 통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시글의 정보적 지지 요청은 처방과 

관련한 정보 요청이었다.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증상과 부작용들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댓글로 나타나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들(Kim & Hur, 2002; Yi et al., 2003)에서는 

환자들이 주로 질병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던 것과 달리 

신체적 증상이나 부작용들에 대한 정보 추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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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연구 대상이 환자들끼리의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의료진이 중심이 되지 않고 환자들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에서 환자들은 의료진들에게 섣불리 물어보지 못했던 사소한 

증상들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게 되고, 환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게 된다. 질병 자체보다 신체적 

증상에 대한 정보 추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의료진과의 Q&A 

게시판 분석(Cho, 2008)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인데, 이를 통해 

면대면 상황보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가져다 주는 익명성과 그에 

따른 부담 감소가 의료진들과 마주보고 하기 어려웠으나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추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즉, 환자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것은 질병 자체에 대한 전문 

지식보다 자신이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증상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료 상황에서는 의료진과의 

면담 시간 부족과 자신의 질문에 대해 의료진들로부터 성의있는 

답변을 듣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환자들은 오프라인 상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요청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에게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여 

부담없이 각종 증상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공간이며, 이러한 

정보적 지지가 추구될 경우 환자들이 스스로 치료 상황에 대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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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관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적 지지에 대한 상호작용보다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정서적 지지의 교환이다.  

환자들은 지난하고 어려운 투병 과정 중에 정서적인 지지를 

갈구하게 된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인들이 줄 수 있는 지지는 제한적이게 마련이다. 실제 환자가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는 투병 과정 중의 고통을 가족이나 친구가 

충분히 이해해 주기는 어려우며, 환자 본인으로 인해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환자 역시 

주변인들에게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요청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환자들에게 부족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 된다. 실제로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정서적 지지 

요청은 공감이었으며, 그 뒤를 격려가 잇고 있다는 점은 환자들이 

바라는 정서적 지지는 내 아픔을 나눌 수 있고, 그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작은 위로임을 알 수 있다.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맺어진 약한 관계는 오프라인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유방암 환자들의 커뮤니티는 의료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환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에서 



 211  

동질감 또는 동지의식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자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대한 공감과 격려 요청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지지의 요청은 댓글을 통해 

제공됨으로써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서적인 표현의 경우 걱정과 불안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에 대해 댓글에서 위로와 위안이라는 

긍정적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상쇄시키려는 상호작용을 

보여주었다. 긍정적 정성의 경우 자부심이나 행복, 감사 등이 주로 

표현되었고, 이에 대해 댓글에서는 칭찬과 부러움이라는 긍정적 정서로 

응답함으로써 게시글 작성자의 긍정적 정서를 강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으로 게시글 작성자의 

부정적 정서는 감소하고, 긍정적 정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Qiu et al., 2011)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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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상호작용의 정도를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지지가 교환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에서는 게시글에서의 자기 노출에 따른 상호작용의 

정도를 확인하였는데, 유방암 환자들은 게시글을 통해 자신을 

노출할수록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게시글에서 인지적 어휘나 질병 관련 어휘 사용이 많고 부정적 정서와 

관련한 단어 사용이 많은 게시글에서 조회수가 높게 나타나고 댓글이 

더 많이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게시글 작성자가 자기 

게시글에 작성하는 자기 댓글 수 역시 높게 나타나 타인과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게시글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노출한 경우 역시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휘 사용이나 이미지 노출과 같은 게시글에서의 자기 

노출이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는 타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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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게 되어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문제 2>에서는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게시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정보적 지지로, 환자들은 게시글을 통해 자신의 질병 상태나 치료 과정 

중 겪게 되는 다양한 증상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자신이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비중이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더 많이 나타났지만, 상호작용은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 더욱 활발하게 드러났다.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의 

경우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조회수와 댓글 수가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자들이 서로의 상태에 

대해 공감하고, 위로와 위안을 나누는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댓글의 길이는 정보적 지지의 게시글에서 

더 길게 나타났는데, 정보적 지지의 게시글에 대해 댓글에서 질병이나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에서보다 댓글의 길이가 

길어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문제 3>에서는 게시글에서 요청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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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서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RIAS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적 지지 중에서는 생활습관과 관련한 정보 요청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처방과 관련한 정보 요청이 그 뒤를 이었다. 생활 

습관의 경우 식이와 관련한 게시글이 가장 많이 나타나 환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의료진에게 물어보기 어려운 일상의 사소한 정보에 

대한 궁금증과 그에 대한 정보의 교환이 활발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서적 지지의 경우에는 게시글에서 공감과 격려에 대한 요청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댓글에서도 게시글에서 요청하는 공감과 격려에 

대해 충분히 응답해 줌으로써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특히 

게시글에서 부정적인 정서인 불안이나 걱정, 두려움을 표현하는 경우 

댓글에서는 공감과 위로라는 긍정적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게시글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켜주려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환자들에게 

온라인 공간이 긍정적인 정서를 북돋우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장임을 의미한다.  

 

제2절 논의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발병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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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아 40대의 발병률이 가장 높고, 생존율 또한 높게 

나타난다. 이는 환자들이 암 환자로서 뿐만 아니라 암 생존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유방암의 경우 ‘암’이라는 질병이 가져다 주는 사회적 낙인과 더불어, 

투병 과정에서 탈모나 유방 절제로 인한 여성성 상실이라는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함께 겪게 되어 치료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더불어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질병이다. 따라서 유방암 환자들의 경우 

질병에 대한 치료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심리적 치료 또한 필요하게 

된다. 

실제로 환자들은 막상 유방암을 진단 받게 되면 심리적 공황 상태를 

겪게 되고, 질병과 관련된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주변에서 찾고자 한다. 

하지만, 국내 의료 환경 상 턱없이 부족한 진료시간으로 

의료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와 지지가 제한적이고, 가족이나 

주변인들 역시 정서적,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환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사회적 지지를 보내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주변 환자들로부터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지를 얻고자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정보와 지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국내 유방암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포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카페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들 카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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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기반으로 하는 폐쇄적인 공간임과 동시에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암 환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SNS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보다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카페 형태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상의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거나 사진을 통해 느슨한 연결을 지향하는 

개방된 형태의 SNS보다 승인을 통한 가입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환자들이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신을 

노출하는 데 보다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방암 환자들은 게시글을 작성하고, 타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읽거나,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행위를 통해 커뮤니티 

내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오프라인 상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실제로 환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오프라인 상에서 얻기 

어렵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게 된다. 진료실에서의 짧은 진료로는 

의료진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어려우며,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에게 진료실에서 의료진과 편안한 상태로 자신의 상태와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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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환자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고자 한다.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질병 

상태와 정서 상태를 노출하게 된다. 이는 환자들의 자발적인 노출임과 

동시에 이러한 노출을 통해 기존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내포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환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노출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게시글과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또한 

게시글에서의 자기 노출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자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환자들이 중심이 

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자신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게 된다. 실제로 환자들은 오프라인 상의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지인들에게 자신의 암 투병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음을 온라인에서 

고백하면서 ‘암 환자’에 대한 따가운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온라인 공간은 외부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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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자신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환자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누구보다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해주고 

공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보다 더 

적극적인 자기노출이 가능하게 된다. 환자들은 자발적으로 투병 과정 

중의 초췌하고 머리가 빠진 모습까지 과감하게 공유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고, 질병 상태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노출하는 

것으로 타인과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노출시킨 정보 외에 다른 비언어적이나 맥락적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노출시키는 경우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Gibbs, Ellison, & Heino, 

2006).  

이처럼 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얻고자 함이다. 자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불확실성을 줄이고 관계를 맺게 되면,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환자들은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기 노출을 통해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자기노출은 질병과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 상태, 이미지 등 다양한 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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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환자들은 낯선 타인과 연결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환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지지의 

교환으로 나타난다. 게시글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는 댓글을 

통한 사회적 지지 획득을 가지고 오고 있으며, 이는 다시 게시글 

작성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게시글 작성자가 자신의 게시글에 자기 

댓글의 형태로 댓글을 작성한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결과를 

보였다. 환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한 결과 정보적 지지를 나타내는 

게시글보다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경우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하게 

나타났다. 더불어 정보적 지지 유형 중에서 생활 습관 정보에 대한 

게시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은 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가 의료진들에게 차마 물어보지 

못한 사소하고 일상적인 생활 습관 및 식이와 관련한 정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있었다. 환자들은 온라인에서 공감과 격려를 주고 

받고 있었는데, 이는 환자들이 의료진들에게서 요구하는 정서적 지지의 

유형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여주었다. 의료진과의 Q&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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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나타났던 정서적 교환은 주로 환자들이 인정(approval)이나 

안심(reassurance)을 의료진에게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환자들의 의견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거나, 

환자들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것으로 정서적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다(Cho, 2008). 하지만 환자들끼리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타인이 판단해주고 확인시켜주기 보다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감을 교환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지지 교환 행위로 

나타난다. 이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슬픔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나와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훌륭한 지지 제공자로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작동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직간접적으로 

격려를 요청하는 경우가 공감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댓글의 

경우는 게시글보다 더 많은 격려가 나타났는데, 이는 게시글에서 

걱정이나 염려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경우 이에 대해 괜찮다고 잘 할 

수 있다는 격려와 응원의 댓글이 달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환자들은 게시글을 통해 불안이나 걱정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노출하는 경우 댓글에서 위로와 위안을 표현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부심이나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게시글에서 노출하는 경우 부러움이나 칭찬이라는 

긍정적 정서를 댓글로 표출함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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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즉,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환자들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다른 환자들로부터 위로와 공감이라는 정서적 지지를 얻고 

있었는데, 이는 같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상대에게서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라는 점에서 

의료진이나 가족과 같은 주변인들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와는 

구별된다. 실제로 환자들에게는 오프라인 상에서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지만, 의료진이나 가족은 직접 치료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을 피부로 절감하기 어려우며, 환자들 

역시 자신으로 인해 주변 가족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자신의 힘든 상황을 쉽사리 털어놓고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온라인 공간이 환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제공하며 환자들 사이의 유대감을 통해 투병 의지를 북볻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적 시선의 부담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관계 속에서 오프라인에서 충족치 못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게 된다.  

더불어 여전히 죽음과 직결되는 낙인이 찍혀있는 암의 경우 

환자들은 진단 순간부터 자신의 질병 상황과 그에 따른 향후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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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등에 대한 아주 세 하고도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 환경은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실제 환자들이 치료 중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걱정이나 정보의 경우 의료진과의 소통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설령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의료진들의 

관심 영역이 아닌 경우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게 된다. 

이러하 상황에서 환자들의 온라인 공간은 이러한 정보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온라인 상의 

불확실한 정보들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커뮤니티는 다수의 환자들로부터 불확실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거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어 양질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연구 대상이었던 

<유방암 이야기> 커뮤니티의 경우 자신을 의료진이라고 밝힌 회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댓글을 작성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형성하였는데,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 적절한 의료 

전문가의 개입이 병행된다면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정보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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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이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와 

연구 윤리 준수로 인해 단일 커뮤니티에서 34명이라는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표본의 대표성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34명의 참가자가 작성한 753개의 게시글과 

그에 따른 9,092개의 댓글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가능했지만, 34명의 참가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 시점이 다르고,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활동 정도가 달라 

참가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또한 단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연구 참가자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성의 문제는 향후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이미지를 통한 자기 노출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등장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으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예를 들어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내향성, 외향성, 표정이나 포즈, 

이미지의 크기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환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자기 노출 이미지와 달리 

초췌하고 초라한 상태를 과감하게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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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연구와 더불어 환자들이 지각하는 자존감과의 연결성도 추후 

연구에서는 고려해 볼 문제이다.  

셋째, 이 연구는 초기 연구 계획 단계에서 다량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컴퓨터 내용분석을 시도하려 했던 계획이 연구 참여자 모집의 한계로 

인해 수행되지 못하면서 내용분석 외에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이들이 느끼는 자기 효능감이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의 비교 

분석이 어려웠다는 한계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환자들이 

실제로 치료를 받는 병원이나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을 유도하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을 추적 관찰한다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실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환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와의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게시글과 댓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RIAS 분석 방법을 도입하였으나, 각 게시글 당 첫 댓글만을 분석 

단위로 삼아 전체 대화 내용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여러 개의 댓글이 달린 게시글에서 댓글 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대화의 내용 분석이 가능해진다면,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풍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온라인에서 환자들은 환자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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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안과 위로를 얻는 공간을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게시글과 

댓글이라는 상호작용으로 확인이 가능하였다. 특히 환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오프라인에서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사회적 지지를 

온라인을 통해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환자들끼리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같은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진과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는 또 다른 형태를 나타내게 되며, 오프라인 

상에서 얻기 어려운 사소한 정보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는 온라인 공간이 오프라인 상에서 획득하지 못한 지지를 

획득하게 해주는 보완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유방암 환자들의 투병에 있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지 

획득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오프라인 상의 부족한 지지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길고 힘든 투병 과정 속에서 함께 하면서 지지를 

보내게 되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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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Ⅰ. LIWC와 K-LIWC 변인 비교 

 

1) LIWC 변인표: 심리학적 변인 

 

차원 단어 예 단어 수 

Psychological Progress   

Affective Emotional Process happy, ugly, cry, 

bitter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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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itive emotion 

     Positive feeling 

     Optimism and energ 

happy, pretty, good 

happy, joy, love 

certainty, pride, win 

261 

43 

69 

  Negative emotion 

     Anxiety or fear 

     Anger 

     Sadness or depression 

hate, enemy, cry 

nervous, afraid, tense 

hate, kill, pissed 

grief, cry, sad 

345 

62 

121 

72 

Cognitive Processes Cause, know, ought 312 

  Causation 

  Insight 

  Discrepancy 

  Inhibition 

  Tentative 

  Certainty 

because, effect, hence 

think, know, consider 

should, would, could 

block, constrain 

maybe, perhaps, guess 

always, never 

49 

116 

32 

64 

79 

30 

Sensory and Perceptual 

Processes 

see, touch, listen 111 

  Seeing 

  Hearing 

  Feeling 

view, saw, look 

heard, listen, sound 

touch, hold, felt 

31 

36 

30 

Social Processes talk, us, friend 314 

  Communication 

  Other reference to people 

  Friends 

  Family 

  Humans 

Talk, share, converse 

1st, pl, 2nd 3rd, per prns 

pal, buddy, coworker 

mom, brother, 

cousion 

boy, woman, group 

124 

54 

28 

43 

43 

Relativity 

Time 

  Past tense verb 

  Present tense verb 

  Future tense verb 

hour, day, ‘oclock 

walked, were, had 

walk, might, shall 

will, might, shall 

 113 

144 

256 

14 

Space 

  Up 

  Down 

  Inclusive 

around, over, up 

up, above, over 

down, below, under 

with, and, include 

 71 

1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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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lusive but, except, without 19 

Motion walk, move, go  73 

Personal Concern 

Occupation 

  School 

  Job or work 

  Achievemet 

work, class, boss 

class, student, college 

emply, boss, career 

try, goal, win 

 213 

100 

62 

60 

Leisure activity house, TV, music  102 

  Home 

  Sports 

  Television and movies 

  Music 

house, kitchen, lawn 

football, game, play 

TV, sitcom, cinema 

Tunes, song, cd 

 26 

28 

19 

31 

Money and Financial issues Cash, taxes, income  75 

Metaphysical issues God, heaven, coffin  85 

  Religion 

  Death and dying 

God, church, rabbi 

dead, burial, coffin 

 56 

29 

Physical states and fuctions ache, breast, sleep  285 

  Body states, symptoms 

  Sex and sexual 

  Eating, drinking, dieting 

  Sleeping, dreaming 

  Grooming 

ache,heart, cough 

lust, penis, fuck 

eat, swallow, 

taste 

asleep, bed, 

dream 

wash, bath, clean 

 200 

49 

52 

21 

15 

*출처: 심정미 (2004). 한국어판 글분석 프로그램(K-LIWC) 개발과 신뢰도 

검증.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 K-LIWC 변인표: 심리학적 변인 

 

차원 단어 

심리학적 과정  

감정 또는 정서적 과정 행복한, 사랑, 즐거움, 두려움 

 긍정적 정서 행복한, 예쁜 



 261  

    긍정적 느낌 

낙천성 또는 활동성 

즐거움, 사랑, 행복함 

승리 

 부정적 정서 

불안 

화 

슬픔 또는 우울 

싫음, 두려움 

두려움 

미움 

울음, 슬픔 

인지적인 과정  

 원인 

    사고 

기대 

제한 

추측 

확신 

 영향, 가정 

분석, 의식 

그러나, 기대하다 

억제, 의무 

어디선지 

신임, 신뢰 

감각 & 지각적 과정 

사회적 과정 

나타나다, 눈, 맛 

말하다, 우리 

 체면 

의사소통 

타인참조 

또래(친구) 

가족 

인간 

 체면치레, 차리다 

말하다, 주장 

어느 누구, 그, 그녀 

파트너, 룸메이트 

아버지, 어머니 

소녀, 아줌마 

자기 영역 

자기 활동 

          학교 

          직장 & 일 

          성취 

 작업, 실패 

학생, 반 

작업, 사업 

목표, 시도하다 

 

여가 활동 

              집 

          운동 

          TV 영화 

          음악 

 야구, 클래식 

집, 부엌 

야구, 축구 

TV, 코미디 

    클래식, 팝 

 

돈 & 재정적 이슈  은행, 수표  

신체적 상태와 기능  화, 자다  

 몸 상태와 증상 

성 & 상징 

식사, 음주, 다이어트 

화, 심장 

섹스 

마시다,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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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 꿈 자다, 잠 

형이상학적 이슈    

 죽음 

종교 

 죽다, 

돌아가시다 

기독교, 불교 

 

*출처: 심정미 (2004). 한국어판 글분석 프로그램(K-LIWC) 개발과 신뢰도 

검증.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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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내용분석 코딩 

 

 

1) ID 

게시글: n_0 

해당 게시글마다 주어진 id이며, 게시글과 댓글을 구분하기 위해 

게시글이 _0을 붙인다. 

댓글:n_k 

댓글은 등록 순으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k를 붙인다. 예를 들어 

215번 게시글의 5번째 댓글은 215_5로 표시한다. 

 

2) 유형 

게시글: 1 

댓글: 2 

자기 댓글: 3  

댓글 중 원 게시글 작성자가 작성한 댓글은 따로 구분하여 코딩한

다. 

 

3) writer id: 실제 글을 쓴 사람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얻은 사람들만 숫

자로 표시한다. 

4) Date: 게시글과 댓글 옆에 나와 있는 날짜와 시간을 연도. 월. 일 순으

로 표시한다. 

5) Contents: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 

6) Views: 2015년 3월 1일 기준 조회수 

7) # of comts: 2015년 3월 1일 기준 게시글에 달린 댓글 수 

8) image: 게시글 내에 사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사진 포함: 1 

  본인 단독 사진: 1_1 

  본인 포함 사진: 1_2 

  본인 없는 사진(풍경, 음식 등): 1_3 

사진 불포함: 0 

9) 작성 방식: 게시글을 모바일에서 작성하였는지 PC에서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구분한다.  

모바일 작성: 1 

PC에서 작성: 0 

10) 사회적 지지: 로터 대화분석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회적 지지를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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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적 지지: 1 

정서적 지지: 2 

11) 질병 단계 

진단: 1 

치료: 2 

관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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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III. RIAS 코딩 

 

 

1. 게시글 ID:  

2. 사회적 지지 요청(게시글에 드러난 사회적 지지 요청에 대해 중복을 

허용하여 모두 체크) 

A. 정서적 지지 

걱정/염려(concern/worry)���������	
��������������������  
 

인정(approval)  

불인정(disapproval)  

안심(reassurance)  

칭찬(compliment)  

비판(criticism)  

동의/이해(agreement/understanding)  

공감(empathy)  

정당화(legitimizing)  

격려(encouragement)  

기타(others)  

B. 정보적 지지  

의학적 상태(medical condition)  

처방(therapeutic regimen)  

생활습관(life style / self care)  

심리사회적 정보(psychosocial information)  

 

3. 정서적 표현(게시글에 드러난 정서적 표현에 대해 중복을 허용하여 모

두 체크) 

C. 정서적 표현 

분노(anger) 
 

불안/걱정/염려(anxiety/concern/worry)  

두려움(fear)  

죄책감(guilty/sorry)  

창피함(shame)  

슬픔/지침(sadness/exhausted)  

시기/질투(jealo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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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움(envy)  

행복(happiness)  

자부심/긍지/자랑스러움(pride)  

사랑(love)  

희망(hope)  

위로/위안/안도(comfort/relief)  

동정(compassion)  

공감(empathy)  

싫증/혐오(dislike/disgust)  

 

 

4. 구체적 정보(각각 드러난 시제와 정보를 중복을 허용하여 모두 체크) 

구분 시제 유형 세부유형 

질병 과거 1. 질병기술  

 현재 2. 질병예후  

 미래 3. 기타  

진단 과거 1. 유방조영술  

 현재 2. 임상 검사  

 미래 3. 초음파  

  4. 뼈스캔  

  5. 생검  

  6. PET/MRI/CT  

  7. 기타  

치료 과거 1. 수술 a. 유방전절제 

 현재  b. 유방부분절제 

 미래  c. 림프절 절제 

   d. 유방재건 

  2. 방사선요법  

  3. 허셉틴  

  4. 호르몬요법  

  5. 항암화학요법  

  6. 대체의학  

  7. 정기 검사  

  8. 기타  

심리사회적 과거 1. 기술/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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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현재 2. 지지그룹찾기  

 미래 3. 정서적 대처  

  4.기타  

생활습관 과거 1. 건강습관 a. 식이(음식, 보조식품 

등) 

 현재  b. 운동 

 미래  c. 음주/흡연 

   d. 기타 

  2. 직업/일  

  3. 가족  

  4. 자가관리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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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do breast cancer patients 

interact through online 

communication? 
 

 

Park, Ah Hyun 

Dep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ancer is a disease that has come deeply into the modern life. It is 

one that anybody can catch, and, while treatment is possible, there is 

still a negative social stigma associated with the words “cancer patient.” 

The survival rates of cancer patients have risen, but this also means that 

the time spent “living with cancer” after treatment has increased 

proportionally. Therefore, the discussion of how cancer patients 

respond to having to lead new lives as cancer survivors, even after their 

medical treatment, has grown in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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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te of occurrence of breast cancer in Korea is highest for 

women in their 40s. This contrasts to Western societies, where the 

frequency of occurrence increases as a person ages. This means that the 

patient has to live with cancer for a very long time, even after breast 

cancer treatment has ended. As such, continued adaptation and 

psychosocial support become more important through the process of 

struggling against the disease. 

Recently, online social support for patients has become a particular 

area of interest. As participation in online communities does not result 

from outside pressure or coercion, but is instead engaged in voluntarily, 

it carries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self-disclosure. Furthermore, 

activity in online communities is fundamentally accompanied by writing 

and reading, and through writing, patients reinterpret and objectively 

view their stressful experiences. By doing so, they can expect a stress-

relieving effect. Moreover, this self-disclosure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building relationships. By disclosing themselves through posts, these 

patients develop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come to seek social 

support through these interactions. 

This research analyzes the aspects of interaction in the online 

communication among breast cancer patients. In order to do thi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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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ed how patients' self-disclosure guides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 and analyzed what kinds of social support are exchanged in 

actuality. Following these approaches, research questions were 

developed,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 We analyzed the rates in which breast 

cancer patients' acts of self-disclosure in posts engendered interaction 

with other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self-disclosure was divided 

into words used directly and the use of images in posts on online 

communities, categories which we then examined. The research results 

demonstrated that online patients often used cognitive words and that 

interaction was particularly active in comments used to respond to an 

expression of negative emotions, presented through the use of a 

negative vocabulary. These results were the same even when patients 

were disclosing images of themselves on posts, and it was interpreted 

that these interactions occurred vibrantly because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mselves reduced the uncertainty of others and aided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Research Question 2> We analyzed the ways in which the 

interactions in comments appear depending on the social support of the 

post. The result was that, while informational support wa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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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t in posts, when looked a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action, 

it was possible to determine that posts offering emotional support 

received either more or longer comments and that interactions with 

others became more active when more emotional support was 

expressed. This signifies that the expression of emotional support in 

online communication promotes interactions with others, thereby 

providing support in reality. 

<Research Question 3> We analyzed specifically what sorts of 

interactions involving social support were present in posts and 

comments. In the case of informational support, posts were more often 

likely to be requests regarding minor symptoms from treatment or 

about everyday life than about medical conditions, and the comments 

offered sufficient information to meet the requests of the post. The 

goals of the online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patients’ communications with their medical team, and this 

means that this form of communication plays the role of supplying 

information that could not be received from the medical team. 

Moreover, the patients requested sympathy and encouragement, and 

the comments supplied sufficient sympathy and encouragement, 

proving that online communication is a resource that can satisfy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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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needs. Along with this, when negative emotions were exposed, 

comments expressed positive emotions meant to offset these negative 

emotions, and, in the case of positive emotions, emotional expressions 

were used the comments in order to reinforce them.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the types of 

interactions that occur in reality through a content analysis of the 

online communication among breast cancer patients. However, we 

point out that there are limitations.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the 

objectivity of much of the data analysis due to difficulties in sampling 

via online communities; therefore, we have made suggestions for 

additional research.  

 

Key words: Breast cancer, Self-disclosure, social support, online 

interaction, RIAS(Roter Interaction Analysis System) 

 

Student Number: 2008-3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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