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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therapeutic effects of an early
exercise program after mastectomy and to provide the early exercise program
protocol for patient s who had undergone mastectomy . T he subject s were seventy
women who were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 T hey were randomly assigned
either to a experimental group (n =35) that received early postoperative exercise
program or to a control group (n=35) that received only education by nurses. Data
were obtained for each patient from goniometric measurement s of shoulder flexion,
abduction , external rotation , 10 element s of functional performance, and subjective
pain evaluation using visual analogue scale (VAS). All variables were measured
preoperatively, three days postoperatively, and one month postoperatively . Data were
compared by groups using independent t - test and Mann- Whitney U test for
parametric or non - parametric data , respectively.

T 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 een the groups for all variables
preoperatively and at three days postoperatively.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t one month postoperatively. T he experimental group show ed a stat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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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국 및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최근 10

년간 유방암이 성인병의 수위를 차지할 정도

로 이미 심각한 공중보건문제로 대두되어 있

고, 50대 이후로 꾸준히 발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진복, 1995; Harris 등,

1991). 우리 나라에서도 여성암 중 유방암이

자궁암, 위암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

다(보건복지부, 1995; 통계청, 1997). 우리 나

라의 유방암은 서구에 비해 40대 초에서 가

장 호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부준

등, 1998; 박종배와 김세민, 1986; 서광림 등,

1992; 오기근, 1996; 정남용 등, 1998; 한국유

방암학회, 1999). 유방암의 원인은 확실히 밝

혀지지는 않았으나, 주로 여성에서 발생하며

나이가 많은 여성, 독신 여성이나 늦게 결혼

한 여성, 출산을 하지 않았거나 횟수가 적은

여성, 첫 출산 연령이 늦은 여성, 그리고 초

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여성에서 호발하

며, 유방암의 발생 요인으로는 고칼로리 및

고지방식의 섭취 증가, 가족 계획을 위한 피

임약 사용의 증가, 그리고 방사선의 노출 등

과 같은 요인들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회·경제적인 성장

과 더불어 서구화된 식생활과 생활양식의 변

화, 유방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향상, 정

기검진, 자가검진, 그리고 선별 검사로써의

유방촬영술 등으로 인한 유방암의 발견이 조

기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년 발생 빈도가

증가되는 추세이다(오기근, 1996; 한국유방암

학회, 1999).

유방암의 치료는 수술 치료와 수술 후 보

조 치료가 있는데 보조 치료로는 화학 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그리고 면역 치료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근치적 유방 절제술은

유방 실질 조직, 유방 위의 피부, 흉근, 흉막

(chest fascia), 환측의 액와 내용물을 전부

제거하는 방법이다. 1970년대에는 대흉근 절

제를 시행하지 않는 변형 근치적 유방 절제

술(modified radical mastectomy)이 소개되었

다. 변형 근치적 유방 절제술은 근치적 유방

절제술에 비하여 생존율에 차이가 없고, 기능

적으로나 미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

된 이후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

는 수술 방법이다(Fisher 등, 1985a; Fisher

등, 1985b ; Maddox 등, 1987; Osborne과

Borgen, 1990). 최근에는 조기 유방암에서 유

방의 일부분만을 제거하는 유방보존술식

(breast conservation treatment )이 변형 근치

적 유방 절제술과 비교해 생존율에 차이가

없으면서도 유방 조직을 보존할 수 있어 점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민병상 등, 1996;

이치호 등, 1995; Sarrazin 등, 1989; Van

Dongen 등; 1992). 그러나 유방보존술식은

악성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림프절의 전이가

있는 경우 재발의 위험이 있어 아직까지도

변형 근치적 유방 절제술이 가장 보편적으로

cally significant increases in shoulder flexion, abduction, and external rotation and
in the pain VAS at one month postoperatively (p< .05). Also, at one month
postoperatively , the experimental group had less difficulty with three elements of
functional performance－doing up a 'back ' zippered article of clothing, reaching the
ipsilateral scapula, and contralateral scapula with the fingers on the operated side－
than the control group (p< .05).

T he result s of this study suggest that , after mastectomy , the early exercise
program conducted by a well- trained physical therapist can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return of more normal shoulder fun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to an increased quality of life.

Key Words : Mastectomy; Early exercise program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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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고 있다(고부준 등, 1998; 정남용 등,

1998; 한국유방암학회, 1999).

유방 절제술 후에 환자들은 절개 부위

(incisional area), 목 부위, 어깨관절대

(shoulder girdle), 그리고 흉벽에 통증을 호

소하고, 환상 유방 통증(phantom breast

pain)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한국유방암학

회, 1999; Adcock, 1990; Kisner와 Colby,

1996). 환측 상지의 근력과 악력의 약화, 팔의

종창(swelling), 그리고 팔 내측의 저림 등은

어깨의 관절가동범위에 제한을 초래한다. 특

히 어깨관절의 외전(abduction), 굴곡(flexion),

그리고 90 외전시 외회전이 주로 제한을 받게

된다(Ganz, 1990; Gutman 등, 1990; Hladiuk

등, 1992; Ward 등, 1989). 수술시 동반되는

액와 림프절의 제거는 정상적인 림프액의 흐

름을 방해하거나 느려지게 한다. 또한 방사선

치료로 액와 조직이 섬유화 됨으로써 림프관

이 폐쇄되어 팔과 손에 림프액이 정체될 수

있다. 그래서 상지의 기능 상실과 어깨의 관

절가동범위에 심각한 제한을 초래하는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Adcock,

1990; Bertelli 등, 1991; Ganz, 1990). 상처 감

염, 방사선 치료로 인한 섬유화(fibrosis), 그

리고 수술로 인한 흉벽(chest wall)에 제한적

인 반흔 조직의 형성으로 흉벽이 유착

(adhesion)된다. 결과적으로 수술 후 폐기능

의 저하로 인한 합병증이 일어날 위험이 증

가되고, 허리의 윗 부분(upper back)과 어깨

관절대에 불편함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Gutman 등, 1990; Hladiuk 등, 1992; Kisner

와 Colby, 1996; Wingate 등, 1989). 환자는

통증, 피부의 당김(tightness), 혹은 서거나

앉았을 때 심리적인 이유로 어깨가 앞으로

굽어지며(rounded) 척추 후만증(kyphosis)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유방이 큰 여성에게서

몸통의 비대칭과 견갑골의 비정상적인 정렬

(alignment ) 때문에 외측으로(lateral) 체중이

이동되어 자세 결함(postural fault)이 나타나

게 된다(Adcock, 1990; Beeby와 Broeg,

1970). 또한 유방의 상실은 신체 이미지나 외

모에 대한 악영향, 성적 매력과 기능의 감소,

부끄러움과 죄책감 등으로 불안, 흥분, 긴장,

분노(anger ), 우울, 그리고 전반적인 피로 등

과 같은 정서적 장애가 초래된다(Adcock,

1990; Ganz, 1990; Nail과 King, 1987). 이와

같이 유방 절제술 후에는 신체적, 사회적, 기

능적, 정서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유발된다(한국유방암학회,

1999; Adcock, 1990; Ganz, 1990; Kisner와

Colby , 1996).

환측 상지의 기능 소실과 림프 부종을 최

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유방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적 처치가 필

요하다. 그러나 유방 절제술 후 조기에 치료

적 운동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

란이 있다. 이전의 여러 연구들에서는 조기에

시행한 치료적 운동이 상처 치유에 부적절하

고 장액종(seroma)과 같은 수술 후 합병증의

발병률과 입원 기간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으

며, 조기에 시행한 치료적 운동과 늦게 시행

한 치료적 운동간에 치료적인 효과에서 차이

가 없다고 보고하였다(Daw son 등, 1989;

Flew , 1979; Lotze 등, 1981; Schultz 등,

1997). 다른 연구들에서는 수술 후 조기에 시

행한 치료적 운동이 수술 후 합병증의 유의

한 증가 없이 환측 상지의 기능적인 수행력

과 관절가동범위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Gutman 등, 1990; Jansen 등, 1990; Na 등,

1999; Petrek 등, 1990; Pollard 등, 1976;

Wingate, 1985; Wingate 등, 1989). 이 연구

의 목적은 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조기에 단계적인 치료적 운동프로그램을 시

행하여 환측 상지의 어깨 관절가동범위, 기능

적 수행력, 그리고 시각적 통증 상사 척도

(Visual Analogue Scale: VAS)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과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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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연구방 법

1 . 연 구 대 상

연구 대상자는 유방 조직의 생검(biopsy)으

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영동 세브란스병원

유방암 센터에서 유방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중에서 연구에 참가하기로 동의하고, 추적 조

사가 가능한 여자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연구 기간은 1999년 8월부터 2000년 3

월까지 시행하였다. 대상자는 무작위로 조기

에 단계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실험

군 35명과 병동에서 간호사 교육만을 받는

대조군 35명으로 구분하였다.

2 . 평 가 및 평 가 도 구

다음의 변수들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였

다. 모든 자료의 평가는 훈련된 한 측정자가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서 모든 평가

들은 수술 전, 수술 후 3일, 그리고 수술 후

1개월에 각각 측정하였다. 또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의무기록지에서 조사하였다.

가. 환측 어깨의 관절가동범위

환측 어깨관절의 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절각도 측각계(conventional gonio-

meter )를 사용하였다(Riddle 등, 1987). 환측

상지에서 어깨관절의 능동적인 굴곡, 외전, 그

리고 외회전을 측정하였다. 어깨관절의 굴곡

은 바로 누워서 무릎과 고관절을 구부리고 발

을 편평하게 바닥에 놓아 요추의 과신전을 방

지한 자세에서 측정하였다. 주관절은 신전 시

키고 전완과 손바닥은 회내 시킨 상태를 유지

하게 하였다. 관절각도 측각계의 축은 상완골

두를 통과하는 견갑골의 견봉돌기에 일치되

도록 하였다. 고정 팔(stationary arm)은 몸통

의 정중액와선(midaxillary line)에 위치시켰

으며 이동 팔(moving arm)은 상완골의 외측

정중선에 위치시킨 후에 측정하였다. 어깨관

절의 외전은 바로 누워서 무릎과 고관절을 구

부리고 발을 편평하게 바닥에 놓은 자세에서

측정하였다. 측정하는 팔은 해부학적 자세를

취하게 하였고, 주관절은 신전 시킨 상태를

유지하게 하였다. 관절각도 측각계의 축은 상

완골두의 중앙을 통하는 견갑골 견봉돌기의

앞부분에 일치되도록 하였다. 고정 팔은 흉골

의 정중선과 평행하고 흉곽 앞쪽 면의 외측

면에 위치시켰으며 이동 팔은 상완골의 정중

선과 평행하고 팔의 앞 쪽 면에 위치시킨 후

에 측정하였다. 어깨관절의 외회전은 바로 누

워서 무릎과 고관절을 구부리고 발을 편평하

게 바닥에 놓은 자세에서 측정하였다. 어깨관

절은 외전시키고 주관절은 90 구부리게 한

후에 전완은 중립자세(neutral position)를 취

하게 하였다. 관절각도 측각계의 축은 상완골

두 방향의 상완골체를 통과하는 척골의 주와

돌기에 일치되도록 하였다. 고정 팔은 바닥과

수직하게 위치시켰으며 이동 팔은 척골의 경

상돌기 방향의 척골체에 위치시킨 후에 측정

하였다(Palmar와 Epler , 1998).

나. 환측 상지의 기능적 수행력

환자에게 다음의 항목을 설명하고 두 번씩

시행하게 한 후에 0(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음)

에서 4(수행할 수 없음)까지의 점수로 측정하

였다(Na 등, 1999; Wingate, 1985; Wingate

등, 1989).

① 머리를 숙이지 않은 채 환측 팔을 들고

머리를 빗을 수 있다(머리 빗기).

② 티셔츠, 블라우스, 스웨터 등 단추가 없

는 옷을 머리 위로 입고 벗을 수 있다

(옷 입기).

③ 양손으로 바지를 입을 수 있다(바지 입

기).

④ 브래지어를 뒤에서 채우고 조일 수 있

다(브래지어 채우기).

⑤ 지퍼가 등에 달린 옷(원피스 등)을 입

고 등 뒤로 지퍼를 완전히 올릴 수 있

다(등 지퍼 올리기).

⑥ 환측의 어깨 뒤를 긁을 수 있다(환측

견갑골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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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건측의 어깨 뒤를 긁을 수 있다(건측

견갑골 잡기).

⑧ 컵을 머리 위로 올릴 수 있다(머리 닿

기).

⑨ 양팔을 벌리고 얇은 이불을 펼 수 있다

(이부자리 펴기).

⑩ 5 ㎏ 정도의 아령을 들고 다닐 수 있다

(장보기).

다. 시각적 통증 상사 척도(VAS )

통증의 강도는 Cole 등(1994)이 제시하고

있는 시각적 통증 상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시각적 통증 상사 척도는 100 ㎜의 직선으로

왼쪽 끝은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 오른쪽 끝

은 최대의 통증 상태로 하였다. 환자가 현재

느껴지는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 선

위에 표시하도록 한 후에 왼쪽 끝 부분에서

부터 표시된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이

측정값으로 통증 정도를 나타내었다.

3 . 연 구 과 정

연구 대상자들은 무작위로 실험군 35명과

대조군 35명으로 나누었고, 실험군과 대조군

은 모두 수술 전에 호흡 운동을 교육받았다.

실험군은 조기에 단계적인 치료적 운동프로

그램을 시행하였고 대조군은 병동에서 간호

사 교육만을 받았다. 실험군은 단계적인 치료

적 운동프로그램을 하루에 30∼40분씩 2회를

받았다. 단계적인 치료적 운동프로그램은 한

국유방암학회(1999), Beeby와 Broeg (1970),

Kisner와 Colby (1996), Na 등(1999), Petrek

등(1990), Wingate(1985), 그리고 Wingate 등

(1989)의 운동들을 기초로 하여 만들었으며

영동 세브란스병원 유방암 센터에서 사용하

고 있는 운동프로그램이다. 치료적 운동프로

그램은 수술 전에 호흡 운동으로 심호흡, 기

침, 그리고 흉곽 확장 운동(chest expansion

exercise)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2일부터는

이완 운동, 자세교육 운동, 신체상태 증진 운

동(general conditioning exercise), 통증이 없

고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단계에 맞게 관

절가동범위 운동,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atterns), 그리고 기능적인 동작들(functional

activities)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수술 부위의

봉합과 배액낭(hemobag)을 제거하고 난 후

에 보다 격렬한 신장 운동과 근력강화 운동

을 시행하였다(부록 1, 부록 2). 실험군은 퇴

원 후에도 주 3회 이상 외래물리치료실에 내

원하여 치료적 운동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가정에서도 운동프로그램을 시행하게 하였다.

4 . 분 석 방 법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서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다. 실험군과 대조

군에서 환측 상지의 어깨 관절가동범위와 시

각적 통증 상사 척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

해서 독립적 t - 검정을 사용하였다. 상지의 기

능적 수행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만- 휘트니

(Mann- Whitney ) U 검정을 사용하였다. 유

의 수준 α는 .05로 하였다.

Ⅲ . 결과

1 . 연 구 대 상 자 의 일 반 적 인 특 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

다(표 1). 나이는 실험군(46.0±7.9)과 대조군

(47.5±10.1)에서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으

며, 체중 및 신장에서도 두 집단간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 입원기간에서도 실험군(11.9

±2.8)과 대조군(11.8±3.8)에서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2 . 연 구 대 상 자 들 의 수 술 관 련 특 성

연구대상자들에서 수술 방법, 병기(stage),

그리고 수술 부위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2). 수술 방법은 실험군에서 변형 근치적 유

방 절제술이 24명, 유방보존술식이 11명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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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조군에서는 변형 근치적 유방 절제술이

27명, 유방보존술식이 8명이었다. 병기(stage)

에서 보면 실험군에서는 1기가 4명, 2기가 31

명이었고, 대조군에서는 1기가 5명, 2기가 30

명이었다. 수술 부위는 실험군에서 오른쪽이

16명, 왼쪽이 19명이었고 대조군에서는 오른

쪽이 17명, 왼쪽이 18명이었다.

3 . 환 측 어 깨 관 절 가 동 범 위 의 변 화

가. 어깨관절 굴곡의 변화

수술 전과 수술 후 3일에서는 실험군과 대

조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수술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실험군

(159.71±13.28)이 대조군(152.86±11.65)보다

통계학적으로 굴곡 범위가 증가하였다(p< .05),

(표 3).

나. 어깨관절 외전의 변화

수술 전과 수술 후 3일에서는 실험군과 대조

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수술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실험군(148.69

±18.74)이 대조군(137.86±16.25)보다 통계학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 =70)

구분 실험군 대조군

나이(세) 46.0±7.9* 47.5±10.1

체중(㎏) 58.4±6.5 57.0±6.7

신장(㎝) 159.1±4.7 158.7±4.1

입원기간(일) 11.9±2.8 11.8±3.8
*평균 ± 표준편차

표 2. 연구 대상자의 수술 방법, 병기, 수술 부위 (n =70)

구분 실험군 대조군

수술 방법 변형 근치적 유방 절제술 24 27

유방보존술식 11 8

병기(stage) 1기 4 5

2기 31 30

수술 부위 오른쪽 16 17

왼쪽 19 18

표 3 . 어깨관절 굴곡 범위의 변화 (단위:。)

구분 실험군 대조군 t p

수술 전 178.29±3.82* 178.43±3.16 .170 .865

수술 후 3일 97.43±15.40 95.29±11.69 .657 .514

수술 후 1개월 159.71±13.28 52.86±11.65 2.296 .025* *

*평균 ± 표준편차,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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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외전 범위가 증가하였다(p< .05),(표 4).

다. 어깨관절 외회전의 변화

수술 전과 수술 후 3일에서는 실험군과 대

조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수술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실험군

(75.77±12.34)이 대조군(69.06±12.16)보다 통

계학적으로 외회전 범위가 증가하였다(p< .05),

(표 5).

4 . 시 각 적 통 증 상 사 척 도 의 변 화

수술 후 3일과 수술 후 1개월에 시각적 통

증 상사 척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표 6).

수술 후 3일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수술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실험군(2.57±2.21)이

대조군(3.49±1.36)보다 통계학적으로 통증의

강도가 감소하였다(p< .05).

5 . 환 측 상 지 의 기 능 적 수 행 력 변 화

수술 전과 수술 후 3일에서는 실험군과 대

조군에서 환측 상지의 기능적 수행력 10가지

항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수술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등 지퍼 올리기, 환

측 견갑골 잡기, 그리고 건측 견갑골 잡기 항

목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학적으로 기

능적 수행력의 향상을 보였다(p< .05),(표 7).

표 4 . 어깨관절 외전 범위의 변화 (단위:。)

구분 실험군 대조군 t p

수술 전 178.00±4.73* 177.86±4.07 .135 .893

수술 후 3일 86.86±11.76 84.00±11.10 1.045 .300

수술 후 1개월 148.69±18.74 137.86±16.25 2.576 .012* *

*평균 ± 표준편차, * *p< .05

표 5 . 어깨관절 외회전 범위의 변화 (단위:。)

구분 실험군 대조군 t p

수술 전 88.86±2.73* 89.00±2.66 .222 .825

수술 후 3일 51.26±4.00 51.43±12.16 .046 .964

수술 후 1개월 75.77±12.34 69.06±12.16 2.293 .025* *

*평균 ± 표준편차, * *p< .05

표 6 . 수술 후 3일과 수술 후 1개월의 시각적 통증 상사 척도 변화 (단위: ㎝)

구분 실험군 대조군 t p

수술 후 3일 5.66±2.25* 5.80±1.55 .310 .758

수술 후 1개월 2.57±2.21 3.46±1.36 2.083 .041* *

*평균 ± 표준편차,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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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고찰

유방 절제술을 한 후에 물리치료를 시작하

는 시기와 관절가동범위를 증가시키는 시기

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Lotze 등

(1981)은 액와곽청술(axillary dissection)을

받은 36명의 환자에게 운동 치료를 수술 후

1일과 수술 후 7일에 각각 시행하게 하였다.

조기에 운동 치료를 시행한 집단이 전체 배

액량, 입원기간, 그리고 수술 후 합병증에서

늦게 운동을 시행한 집단보다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고 하였다. Daw son 등(1989)은 변형

근치적 유방 절제술을 받은 100명의 환자들

에게 수술 후 1일과 수술 후 5일에 각각 운

동 치료를 시행하였다. 수술 후 5일에 운동

치료를 시행한 집단에서 환측 어깨의 관절가

동범위와 수술 후 장액종의 발병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Schultz 등(1997)은

변형 근치적 유방 절제술을 받은 163명의 환

자에게 수술 후 1일과 수술 후 7일에 각각

운동 치료를 시행하였다. 늦게 운동 치료를

표 7 . 수술 후 1개월의 기능적 수행력 변화

항목 구분 평균 순위 순위합 U Z p

머리 빗기 실험군 34.50 1207.50 577.50 - 1.425 .154

대조군 36.50 1277.50

옷 입기 실험군 31.64 1107.50 477.50 - 1.820 .069

대조군 39.36 1377.50

바지 입기 실험군 35.50 1242.50 612.50 .000 1.000

대조군 35.50 1242.50

브래지어 채우기 실험군 34.73 1215.50 585.50 - .350 .727

대조군 36.27 1269.50

등 지퍼 올리기 실험군 30.16 1055.50 425.50 - 2.276 .023*

대조군 40.84 1429.50

환측 견갑골 잡기 실험군 29.70 1039.50 409.50 - 2.771 .006* *

대조군 41.30 1445.50

건측 견갑골 잡기 실험군 30.89 1081.00 451.00 - 2.803 .005* *

대조군 40.11 1404.00

머리 닿기 실험군 34.47 1206.50 576.50 - 1.051 .293

대조군 36.53 1278.50

이부자리 펴기 실험군 33.07 1157.50 527.50 - 1.111 .267

대조군 37.93 1327.50

장보기 실험군 33.36 1167.50 537.50 - .928 .353

대조군 37.64 1317.50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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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집단에서 환측 어깨의 관절가동범위

에 제한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수술 후 장액

종의 발병률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Petrek 등(1990)은 유방 절

제술을 받은 유방암 병기 1기와 2기에 있는

57명의 환자들에게 수술 후 1일과 수술 후 5

일에 각각 운동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조기에

운동 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이 수술 후 합병

증에 유의한 차이가 없이 어깨의 관절가동범

위, 독립적인 일상생활 동작, 그리고 정서적

인 지지(emotional support )에서 유익하다고

하였다. Jansen 등(1990)은 유방 절제술을 받

은 144명의 환자들에게 수술 후 1일과 수술

후 8일에 각각 운동 치료를 시행한 결과, 두

집단간에 환측 어깨의 관절가동범위와 장액

종의 발병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조기

에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환자가 기능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Na 등

(1999), Wingate(1985), 그리고 Wingate 등

(1989)은 변형 근치적 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

자들을 조기에 물리치료를 시행한 집단과 물

리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비

교하였다. 조기에 물리치료를 시행한 환자들

이 수술 후 합병증과 입원기간의 증가를 초

래하지 않으면서 환측 상지의 기능적 수행력

과 어깨의 관절가동범위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도 조기에 단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한 환자들이 환측 상지의 기

능적 수행력과 어깨의 관절가동범위에서도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시각적 통증 상사 척

도에서는 통증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에 시행하는 운동 치료가 수술 후 합병

증과 입원기간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환측 상지의 기능적 수행능력과 어깨의 관절

가동범위에 유익하다는 이전 연구들의 결과

와 일치한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통증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Lotze 등(1981)은

조기에 운동을 시작한 집단과 늦게 운동을

시작한 집단 사이에 통증으로 인한 약물 복

용 횟수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의 강도를 알아

보기 위해서 시각적 통증 상사 척도를 사용

하였고 수술 전, 수술 후 3일, 그리고 수술

후 1개월에 각각 평가하였다. 수술 전과 수술

후 3일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술 후 1개월이 경

과한 후에는 실험군이 2.57±2.21로 대조군

3.46±1.36보다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 .05).

이는 조기에 시행하는 단계적인 운동 프로그

램이 수술 부위가 치유된 후에 많이 생기는

이차적인 통증의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측 어깨 관절가동범위의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해서 수술 후 제한이 가장 많이 오는 굴

곡, 외전, 그리고 외회전의 관절가동범위를 평

가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수술 전 두

집단의 어깨 관절가동범위는 거의 정상과 비

슷하였다. 그러나 Gutman 등(1990), Wingate

(1985), 그리고 Wingate 등(1989)의 연구들에

서는 대상자의 초기 어깨의 관절가동범위가

10∼20 정도씩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차

이는 이 연구의 대상자는 우리 나라에서 호

발하는 40대 중반이었고, 위의 연구 대상자는

미국 및 서구에서 호발하는 50대 후반과 60

대였다. 정상적으로 50대 후반과 60대는 나이

가 듦에 따라 자연적으로 어깨 관절가동범위

에 제한이 오는 연령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

술 전과 수술 후 3일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에서 굴곡, 외전, 그리고 외회전 모두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술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어깨관절의 굴곡은

실험군이 159.71±13.28 로 대조군 152.86±

11.65 보다 증가하였다(p< .05). 어깨관절의 외

전과 외회전도 각각 실험군이 148.69±18.74

와 75.77±12.34 로 대조군 137.86±16.25 와

69.06±12.16 보다 증가하였다(p< .05). 이러한

결과는 조기에 단계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시

행한 실험군이 운동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

은 대조군보다 어깨 관절가동범위의 증진에

유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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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tman 등(1990), Na 등(1999), Wingate

(1985), 그리고 Wingate 등(1989)의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일상생활동작들에서 상지의 기능을 알아보

기 위해 10가지 항목의 기능적 수행력을 평

가하였다. Wingate(1985)는 수술 후 5일에

평가한 상지의 기능적 수행력에서 환측 견갑

골 잡기, 건측 견갑골 잡기, 등 지퍼 올리기,

브래지어 채우기, 그리고 장보기 항목에서 조

기에 물리치료를 받은 집단이 물리치료를 받

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p< .05). 수술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등

지퍼 올리기, 브래지어 채우기, 건측 견갑골

잡기, 그리고 이부자리 펴기 항목에서 조기에

물리치료를 받은 집단이 물리치료를 받지 않

은 집단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05). Wingate 등(1989)은 수술 후 5일에 평

가한 상지의 기능적 수행력에서 환측 견갑골

잡기, 건측 견갑골 잡기, 그리고 장보기 항목

에서 조기에 물리치료를 받은 집단이 물리치

료를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05). 수술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는 등 지퍼 올리기, 환측 견갑골 잡기, 건측

견갑골 잡기, 이부자리 펴기, 그리고 장보기

항목에서 조기에 물리치료를 받은 집단이 물

리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한 증

가를 보였다(p< .05). Na 등(1999)은 수술 후

3일과 1개월에서 조기에 재활프로그램을 받

은 집단에서 환측 견갑골 잡기, 건측 견갑골

잡기, 옷 입기, 등 지퍼 올리기, 그리고 머리

닿기 항목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05).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수술 전과 수술 후 3

일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상지의

기능적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수술 후 3일에서 조기에 단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이 운동 프로그램

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각 항목에서

점수가 낮았으나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술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는 등 지퍼 올리기, 환측 견갑골 잡기, 그리

고 건측 견갑골 잡기 항목에서 조기에 단계

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에서 기능

적 수행력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05).

이 연구의 결과는 위의 여러 연구들과 같이

유방 절제술 후 추적조사에서 집단간 상지의

기능적 수행력의 차이에 있어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동작들은 유방 절제술을

받은 어깨관절에 가장 많은 제한을 초래하는

외전과 외회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동작들이

다. 조기에 단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이 운동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대

조군보다 수술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지

의 기능적 수행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

미하고, 위의 여러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

다.

임상적으로 유방 절제술 후 환자들에서 물

리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조 치

료인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끝나는 6개

월 이상 추적조사를 해야 한다. 이 연구의 결

과는 조기에 단계적인 운동프로그램을 받은

환자들에서 환측 상지의 어깨 관절가동범위

와 기능적 수행력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만약 추적조사 기간이 길었으면 상지의 기능

적 수행력과 어깨 관절가동범위에서 유의한

증가가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유방 절제술

후 환자들에게 보다 긴 추적조사로 물리치료

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

다.

Ⅴ . 결론

이 연구는 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단계적인 치료적 운동프로

그램을 시행하여 환측 상지의 어깨 관절가동

범위, 기능적 수행력, 그리고 시각적 통증 상

사 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

고,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이

었다. 조기에 단계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시행

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환측 상지의 어깨

관절가동범위와 기능적 수행력에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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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를 보였고, 시각적 통증 상사 척도에서는

유의한 통증의 감소를 보였다. 그러므로 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전문물리치료사로

부터 조기에 단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

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신체 기능의 회복을

촉진시키고 일상생활동작을 원활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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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유방 절제술 후 의 단계적인 운동 프로 그램

시기 운동

수술 후 1∼3일

호흡 운동(심호흡, 흉곽 확장, 그리고 기침 운동)

이완 운동

자세교육 운동

신체상태 증진 운동

환측 어깨관절대의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45 범위 내에서 환측 어깨의 굴곡과 외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측 어깨의 내회전과 외회전

수술 후 4∼6일 호흡 운동(심호흡, 흉곽 확장, 그리고 기침 운동)

이완 운동

자세교육 운동

신체상태 증진 운동

환측 어깨관절대의 능동- 보조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90 범위 내에서 환측 어깨의 굴곡

45 범위 내에서 환측 어깨의 외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측 어깨의 내회전과 외회전

수술 후 7∼14일 호흡 운동(심호흡, 흉곽 확장, 그리고 기침 운동)

이완 운동

자세교육 운동

신체상태 증진 운동

환측 어깨관절대의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측 어깨의 굴곡과 외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측 어깨의 내회전과 외회전

목과 어깨관절대의 등척성 근력강화 운동

기능적인 동작들

몸통과 어깨관절대의 부드러운 신장 운동

봉합과 배액관 제거 후 위의 모든 운동

몸통과 어깨관절대의 보다 격렬한 신장 운동

보조 기구를 이용한 등장성 근력 강화 운동

유산소 운동(팔과 다리 자전거 타기, 걷기, 수영 등)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PNF - DF, DE, C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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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유방 절제술 후 의 치료적 운동

구분 운동 방법

심호흡 운동 입을 다물고 코를 통해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입을 오므리고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쉰다. 숨을 들이쉬는 시간과 내쉬는 시간의 비율은

약 1:2가 되도록 한다. 이 운동을 10∼15번 반복한다.

기침 운동 숨을 최대한 들이마신 후 숨을 잠시 멈춘 상태에서 배에 힘을 줘서 복

압을 높이면서 큰기침을 하도록 한다.

흉곽 확장 운동 숨을 최대로 내쉬어서 흉곽이 오므라들게 한 후에 양팔을 약간 벌리면

서 다시 숨을 들이마셔 흉곽을 최대한 확장시키게 한다. 상부, 중앙부,

그리고 하부의 각 부위별로 시행한다.

이완 운동 자세를 똑바로 하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3∼4번 시

행한다. 심호흡을 한 후에 말초 부위의 근육을 수축하여 5∼6초간 유지

한 후에 이완하게 한다. 이때에 환자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한다. 3∼4번 시행한 후에 점진적으로 근위 부위

의 근육도 수축을 하고 이완하게 한다. 이것을 3∼4번 시행한다. 다시

심호흡을 3∼4번을 시행한 후에 눈을 뜬다.

자세교육 운동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신체의 비대칭과 비정상적인 자세를 교정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거울을 보고 똑바로 서서 눈, 귀, 어깨, 그리고 골반의

높이가 정중선에 대해 좌우 대칭이 되는가를 보고 몸통과 척추가 똑바

른지를 본다. 비대칭이거나 비뚤어져 있으면 정중선에 대칭이 되게 자

세를 교정한다. 병동 침대에서도 이 자세를 교육한다. 그리고 옆으로 서

서 머리, 어깨, 몸통, 그리고 척추가 중력선에 대해 앞뒤로 기울어져 있

는지를 보고 기울어져 있으면 중력선에 맞게 자세를 교정한다.

신체상태 증진

운동

양쪽 발목의 굴곡, 신전, 그리고 회선

양쪽 무릎의 굴곡과 신전

고관절의 굴곡, 신전, 외전 그리고 내전

무릎을 구부리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몸통 비틀기

건측 상지의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환측 상지의 손가락 쥐어짜기(pumping)

환측 상지의 손목 굴곡, 신전, 그리고 회선

환측 상지의 전완 회내와 회외

환측 상지의 주관절 굴곡과 신전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8권 제1호 
KAUT PT Vol. 8 No. 1 2001.

- 49 -



- 계속 -

구분 운동 방법

관절가동범위 운동 환측 상지의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환측 상지의 능동- 보조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환측 상지의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 단계에 따라 시행한다.

신장 운동 환측 상지 어깨의 굴곡, 신전, 외전, 내회전, 그리고 외회전

몸통의 측부 굴곡과 신전

==> 특히 대흉근의 세 가지 근육섬유의 방향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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