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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a rehabilitation program on quality of life (QOL), cardiopulmonary

function and fatigue during radiotherapy for breast cancer patients. The program includes aerobic exercise,

stretching and strengthening exercises. Sixty-five wom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were asked

to perform supervised exercises that last for 60 minutes five times a week for six weeks.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cancer (EORTC QLQ-C30) and the breast (EORTC

QLQ-BR23), predicted maximal volume of oxygen consumption (VO2max) and fatigue severity scale

(FSS) were assessed before and after the rehabilitation program. The 60-minute program consisted of a

10-minute warm-up, 30-minute of aerobic exercises, and 15-minute of strengthening exercises, followed

by a five-minute cool-down. Heart rates were monitored throughout the exercise class to ensure that

patients were exercising at the target heart rate of 40∼75% of the age-adjusted heart rate maximum.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hanges of physical function and cancer related

symptoms in the EORTC QLQ-C30 and EORTC QLQ-BR23 (p<.05).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predicted VO2max (p<.05), although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SS

(p>.05). The results of our study suggest that a supervised rehabilitation program may benefit the

physical aspects and QOL of patients receiving radiotherapy for breast cancer.

Key Words: Breast cancer; Cardiopulmonary function; Fatigue; Radiotherapy; Rehabilitation program;

Quality of life.

Ⅰ. 서론

2009년에 발표된 한국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연 평균 161,920건의 암이 발

생되었는데, 그 중 유방암은 남녀를 합쳐서 연 평균

11,639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7.2%로 6위를 차지하였고,

여자는 연 평균 11,606건으로 여성의 암 중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남녀를 합쳐서 본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9.7%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5.0%, 30대가 14.8%의 순

이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유방암 환자의 연령별 분

포를 보면 미국은 65세 이상의 환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에(Sant 등, 2004) 한국인은 60%이상의 환자가 50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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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젊은 환자라는 특징이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최근 조기 유방암에서는 유방 보존술 시행이 증가하

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유방절제술(mastectomy)이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

은 어깨관절 가동범위의 제한, 팔과 손의 근력 약화, 림

프부종, 통증, 감각변화와 같은 신체적 후유증과 자연살

해세포 비율감소 등 면역반응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Fairey 등, 2002). 또한, 유방암 수술 후 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 요법과 같은 부가적인 치료는

유방암 재발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나, 장단기적인 부작용

으로 인해 삶의 질에 많은 영향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rkes 등, 2006). 방사선 치료로 인한 단기적인

부작용으로는 피로감, 피부 발적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림프부종, 심폐 독성, 상완 신경병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Truong 등, 2004). 항암 화학 요법의 단기적인 부

작용으로는 구토, 설사, 두통, 색전증, 근육통, 신경병증,

피로감이 나타나며, 장기적으로는 조기 폐경, 체중 증가,

피로, 심장기능 저하, 인지 장애를 보이며 걱정, 불안감,

우울감을 느낀다(Partridge 등, 2002). Markes 등(2006)

의 연구에서는 유방절제술만 한 경우 24%, 방사선만 한

경우는 23%의 신체적 활동량 감소를 보였으며, 특히 방

사선과 항암치료를 모두 받은 경우에는 50%의 신체적

활동량의 감소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더욱이 피로는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에게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고통스럽고 지속되는 증상이라고 하였다.

최근에는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재활치료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여

러 연구에서 유방절제술 후 겪는 신체적, 정서적, 기능

적인 문제와 사회로의 복귀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완

화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의 통합

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있다(Helgeson 등,

1999). 최근에 암환자의 재활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

면서 운동은 암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기능을 회복시키

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Mckenzie와

Kalda, 2003). Holmberg 등(2001)은 유방암 환자가 운

동을 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에스트

로겐이 낮으면 잠재적으로 생존율을 증가 시킬 수 있다

고 하였으며, Pinto와 Maruyama(1999)는 운동은 유방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존율과

도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Courneya 등(2003)은 정신치료만 받은 유방암 환자

그룹 보다 정신치료와 운동치료를 함께 받은 유방암 환

자 그룹에서 신체적 지수 및 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 만

족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였으며, 결

과적으로 운동프로그램은 신체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심

리적인 안정감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

고하였다. 또한 신체 활동은 암 치료 후에 수명을 연장

시켜주며, 암 재발을 감소시켜준다고 보고하였고, 결국

신체적 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로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

고 보고하였다(Mock, 1997).

유방암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유산소 운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MacVicar 등(1989)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여성 환자에게 에르고사이클 유산소운동을

1회 최대반복횟수(repetition maximum; RM)의 60∼

85% 강도로 시행하였을 때, 최대산소소모량, 1회 심박

출량 및 운동지속시간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

가되었으며, 유산소 운동이 심폐기능의 증진에 효과적

이라고 보고 하였다. 한편 Chae와 Choe(2001)는 방사

선 치료중인 유방암 여성 환자에서 상지근력운동과 트

레드밀 걷기운동이 운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하여

최대산소소모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운동지속시

간에서는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였다.

Hwang 등(2008)은 유방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동안

에 운동이 삶의 질 증진, 통증감소, 어깨관절 가동범위

증가, 피로를 감소시켜 유방암으로 인한 합병증을 감소

시켰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 동안에 병원

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심폐 기능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으며, 더욱이 개개인의 질병상태와

체력수준에 맞는 운동방법의 선택기준과 기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술 후 방사선 치료 중인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연성 운동, 근력강화 운동, 심

폐지구력 운동으로 구성된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주 5회,

총 6주간 실시하였을 때,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피로지

수, 심폐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방사선 치료중인

유방암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만들

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유방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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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한 후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65명의 여성으로

자발적으로 재활치료를 희망하는 자로 하였다. 대상자

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방암 병기가 0∼4기 인자로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는 자, 재발이나 다른 부위로의 전이가 되

지 않은 자, 다른 만성 질환이 없는 자, 어깨 관절 가동

범위에 문제가 없는 자, 통증으로 인해 운동프로그램 지

속이 어렵지 않은 자, 그리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외래 방문 시 설문지를 작성하고 연구의 목적과 작성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연구에 참여 하였다.

2. 측정도구2)3)

가.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

1986년 유럽에서 개발된 EORTC QLQ-C30(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cancer)과 EORTC

QLQ-BR23(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quality of life ques-

tionnaire-breast)을 Yun 등(2004)이 번역하여 사용한

한국판 EORTC를 사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EORTC는 암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

된 도구로 국제적인 임상연구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

다(윤영호, 2005). EORTC-C30은 암환자에 맞게 건강

에 관련된 삶의 질을 사정하기 위한 도구로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 건강영역 2문항, 신체, 역할,

인지,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포함 하는 기능영역 15문

항, 피로, 통증 등의 증상영역 13문항으로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EORTC QLQ-BR23은 신체상, 성기

능, 성적 만족 등의 유방암관련 기능영역 8문항, 화학요

법의 부작용, 신체상, 성적인 문제, 미래의 전망을 포함

한 유방암관련 증상영역 15문항을 포함하는 23문항이

다. 이 두 가지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는 공식에 의

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였다. 기능 척

도와, 삶의 질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이 좋은 것

으로 평가되며 증상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호소하는

증상이 많음을 의미한다(조옥희, 2004).

나. 심폐기능(cardiopulmonary function)

심폐기능 측정을 위해 자전거 에르고미터
1)

와 심박수

전송벨트2)를 사용하였다. 최대하 테스트를 시행하였으

며, 이 검사방법은 통계적으로 산출된 최대 심박수의

85% 시점에서 종료 또는 탈진되기 전 1∼2분전에 멈추

는 검사방법이다(Pollock 등, 1978). 심박수 변화 값은

Shvartz와 Reibold(1990)의 정상값 통계를 이용하여 최

대 산소섭취량으로 변환하여 계산하였다.

다. 피로지수(fatigue severity scale; FSS)

피로지수는 다발성 경화증과 만성피로 면역장애 증

후군(chronic fatigue immune dysfunction syndrome)과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systemic lupus erythmatosis)등

의 피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다. FSS는 정규인과

송찬희(2001)가 한글로 번역하여 임상적 유용성이 보고

된 바 있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적절하지 않

은 경우는 1점, 매우 동의하는 경우는 7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점수의 계산은 9문항 총합을 9로 나누며, 점수

가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은 것이다(Krupp 등, 1989).

3. 중재방법

가. 재활치료 프로그램 구성

모든 대상자는 재활프로그램을 1회 60분씩, 1주일에 5

회, 총 6주 동안 물리치료사의 지도하에 수행하였다. 재

활치료 프로그램은 재활의학과 교수, 물리치료사, 작업치

료사, 그리고 간호사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

여 완성하였다. 서울아산병원 내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실내 온도는 20∼25 ℃로 유지하였다. 운

동프로그램은 상지와 하지의 근력과 유연성증진을 목적

으로 구성하였고, 특히 대흉근의 유연성 회복에 초점을

두어 개발하였다. 또한 트레드밀과 고정용 자전거 또는

스텝퍼를 이용한 심폐지구력 운동을 매회 시행하였다.

나. 재활치료 프로그램 시행 방법

운동프로그램은 준비 운동 10분, 상지와 하지의 근력

강화 운동 15분, 심폐지구력 운동 30분, 정리 운동 5분

으로 구성하여 총 60분간 모든 대상자에게 실시하였다.

준비 운동은 봉을 이용한 상지 운동 6가지, 하지 유연

성 운동을 5가지를 10분간 시행하였으며, 근력운동은

1RM의 60∼80%의 강도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며 고

무 밴드를 이용한 6가지의 다른 운동을 8∼12회 실시하

1) Ergoline 200k, Ergoline GmbH, Windhagen, Germany.

2) POLAR transmitter belt T31, POLAR Electro, Kempele,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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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전 치료 후 t

EORTC QLQ-C30
a

전반적 건강영역 56.9±17.6
c

68.1±17.3 -6.342*

기능영역 73.3±12.6 76.9±12.1 -3.017*

증상영역 21.6±10.5 18.3±10.0 3.554*

EORTC QLQ-BR23b
유방암관련 기능영역 73.0±16.0 80.9±15.1 -4.745*

유방암관련 증상영역 23.6±14.6 20.1±11.0 3.012*

피로지수 2.8±1.6 2.9±3.8 -.270

심폐기능(㎖/min/㎏) 25.7±4.8 31.0±10.7 -4.624*
aquality of life questionnaire-cancer, bquality of life questionnaire-breast, c평균±표준편차, *p<.05.

표 3. 재활치료 전과 6주 후 집단 내 비교 (N=65)

항목 운동 방법

준비운동(10분)

봉을 이용한 상지 운동(6가지)

: 어깨 굴곡, 신전, 외전, 외회전, 내회전, 대흉근 스트레칭

하지 유연성 운동(5가지)

: 요부, 내 외복사근, 고관절 외전근, 슬관절 신전근, 슬관절 굴곡근

유산소 운동(30분) 트레드밀. 자전거, 스테퍼를 이용함

근력강화 운동(15분)

고무 밴드를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6가지)

: 팔꿈치 굴곡근, 고관절 굴곡근, 고관절 외전근, 고관절 신전근, 슬관

절 신전근, 슬관절 굴곡근

정리 운동(5분)
하지 유연성 운동(5가지)

: 요부, 내외복사근, 고관절 외전근, 슬관절 신전근, 슬관절 굴곡근

표 2. 재활치료 프로그램

특성 구분 명(%)

연령

40세 미만 21(32.3)

40∼49세 28(43.1)

50세 이상 16(24.6)

교육정도
고졸 이하 25(38.4)

전문대졸 이상 40(61.6)

결혼
기혼 51(78.5)

미혼 14(21.5)

림프부종
유 15(23.1)

무 50(76.9)

항암치료
유 35(53.4)

무 30(46.6)

호르몬치료
유 51(78.5)

무 14(21.5)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및 임상적 특성 (N=65)

였다. 유산소 운동은 최고산소섭취량의 40%에서 시작

하여 75%의 강도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시행하였다

(Kisner와 Colby, 2002)(표 1).

다. 측정방법

모든 대상자는 재활치료 첫 날 림프부종 여부와 심

폐기능을 평가받았으며, 암환자의 특성과 피로지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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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재활재료

프로그램 6주 후 심폐기능을 평가하였고 피로지수, 삶

의 질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4. 분석방법

실험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SPSS ver. 16.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대상자의 재활치료

전과 6주 후의 집단 내 삶의 질, 전반적인 건강영역, 기

능영역, 증상영역, 유방암관련 기능영역, 유방암관련 증

상영역, 피로지수, 심폐기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임상적 특

성에 따른 재활치료 전과 6주 후의 집단 내 전반적인

건강영역, 기능영역, 증상영역, 유방암관련 기능영역, 유

방암관련 증상영역, 피로지수, 심폐기능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유의수

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총 65명의 대상자 평균 연령은 44.8세로 연령 분포는

20대 3명, 30대 18명, 40대 28명, 50대 10명, 60대 6명이

었다. 대상자의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이 41명으로 가

장 많았으며, 51명이 기혼자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임상

적 특성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는 전체 환자 중 35

명이었고, 호르몬 치료를 받은 환자는 51명이었고, 전체

환자 중 50명은 림프부종이 없었다(표 2).

1. 재활치료 전과 6주 후 집단 내 삶의 질,

피로지수, 심폐기능 비교

재활치료 프로그램 적용 후 EORTC QLQ-C30,

EORTC QLQ-BR23, 그리고 심폐기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5), 피로지수는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2. 림프부종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재활치료 전과

6주 후 삶의 질, 피로지수, 심폐기능 비교

림프부종 유무에 따른 집단 간 비교 시 림프부종이

없는 군에서 EORTC QLQ-C30, EORTC QLQ-BR23,

그리고 심폐기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나(p<.05), 림프부종이 있는 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 모두 피로지수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3. 호르몬치료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재활치료 전과

6주 후 삶의 질, 피로지수, 심폐기능 비교

호르몬 치료 유무에 따른 집단 간 비교 시 호르몬

치료를 받는 군은 EORTC QLQ-C30과 EORTC-BR23,

피로지수, 그리고 심폐기능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하지만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

은 군에서는 EORTC QLQ-C30의 전반적 건강영역과

증상영역, 그리고 심폐기능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표 5).

4. 항암치료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재활치료 전과

6주 후 삶의 질, 피로지수, 심폐기능 비교

항암치료 유무에 따른 집단 간 비교 시 항암치료를

받지 않는 군은 EORTC QLQ-C30, EORTC QLQ

-BR23, 그리고 심폐기능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나(p<.05), 항암치료를 받은 군은 EORTC

QLQ-C30의 전반적 건강영역, EORTC QLQ-BR23, 그

리고 심폐기능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5). 두 군 모두 피로지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6).

Ⅳ. 고찰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는 심폐 독성, 피부 발

적, 피로감, 삶의 질 저하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Jereczek-Fossa 등, 2002; Senkus-Konefka와

Jassem, 2006). Schwartz(1999)는 방사선 기간 동안에

운동치료는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

다고 보고하였고, Hwang 등(2008)의 연구에서는 방사선

치료기간의 운동을 통해 삶의 질의 신체적, 심리적인 측

면에서 대조군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

구는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동안 65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연성 운동, 근력강화 운동, 심폐지구력 운동

을 1회에 60분씩, 주 5회, 총 6주간 시행하였을 때, 유방

암 환자의 삶의 질, 피로지수, 심폐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유방암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재활치료 프로

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였다.

암을 포함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무기력과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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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부종이 없는 군(n1=50) 림프부종이 있는 군(n2=15)

치료 전 치료 후 t 치료 전 치료 후 t

EORTC QLQ

-C30a

전반적 건강영역 57.8±16.2c 69.3±13.9 -6.346* 54.0±21.8 64.3±26.0 -2.118

기능영역 74.4±11.4 78.6±11.1 -3.358* 69.8±16.0 71.0±13.9 -.422

증상영역 22.4±10.8 19.0±10.6 3.491* 18.9±9.3 16.2±7.4 1.153

EORTC QLQ

-BR23
b

유방암관련 기능영역 73.2±13.9 81.5±14.4 -4.642* 72.3±22.3 78.8±17.9 -1.567

유방암관련 증상영역 23.2±14.7 19.5±10.9 2.793* 25.2±14.7 21.9±11.6 1.166

피로지수 2.7±1.7 3.0±4.4 -.407 3.0±1.4 2.8±.9 1.075

심폐기능(㎖/min/㎏) 26.0±4.6 30.4±5.3 -8.494* 24.6±5.4 33.4±20.4 -1.842
aquality of life questionnaire-cancer, bquality of life questionnaire-breast, c평균±표준편차, *p<.05.

표 4. 림프부종 유무에 따른 재활치료 전과 6주 후 집단 내 비교 (N=65)

호르몬치료를 받지 않은 군(n1=16) 호르몬치료를 받은 군(n2=49)

치료 전 치료 후 t 치료 전 치료 후 t

EORTC QLQ

-C30a

전반적 건강영역 63.6±15.8c 78.4±13.9 -3.771* 54.7±17.7 64.8±17.1 -5.123*

기능영역 76.8±13.9 80.9±12.7 -1.771 72.2±12.1 75.5±11.8 -2.439*

증상영역 18.2±8.2 12.5±7.9 3.876* 22.7±11.0 20.2±9.9 2.231*

EORTC QLQ

-BR23b

유방암관련 기능영역 77.8±18.4 83.9±16.2 -1.647 71.5±15.0 79.9±14.8 -4.569*

유방암관련 증상영역 20.0±14.3 18.9±11.1 .672 24.8±14.7 20.5±11.0 2.989*

피로지수 2.6±1.6 4.3±7.5 -.955 2.9±1.6 2.5±1.2 2.321*

심폐기능(㎖/min/㎏) 27.9±5.3 33.1±5.9 -5.002* 25.0±4.4 30.5±11.8 -3.612*
aquality of life questionnaire-cancer, bquality of life questionnaire-breast, c평균±표준편차, *p<.05.

표 5. 호르몬치료 유무에 따른 재활치료 전과 6주 후 집단 내 비교 (N=65)

항암치료를 받지 않은 군(n1=30) 항암치료를 받은 군(n2=35)

치료 전 치료 후 t 치료 전 치료 후 t

EORTC QLQ

-C30a

전반적 건강영역 58.7±14.7c 71.2±13.0 -6.631* 55.4±19.8 65.4±20.1 -3.513*

기능영역 76.3±10.3 80.8±10.6 -3.954* 70.8±14.0 73.5±12.5 -1.371

증상영역 22.7±11.2 18.3±12.4 3.850* 20.6±10.0 18.4±7.5 1.628

EORTC QLQ

-BR23
b

유방암관련 기능영역 73.0±12.9 83.7±16.3 -4.387* 73.0±18.5 78.5±13.9 -2.466*

유방암관련 증상영역 22.8±12.3 19.9±10.1 2.330* 24.4±16.5 20.2±11.8 2.144*

피로지수 2.7±1.3 2.5±1.1 1.651 2.9±1.9 3.3±5.1 -.509

심폐기능(㎖/min/㎏) 26.7±4.7 31.3±6.0 -6.773* 24.8±4.7 30.9±13.6 -2.901*
aquality of life questionnaire-cancer, bquality of life questionnaire-breast, c평균±표준편차, *p<.05.

표 6. 항암치료 유무에 따른 재활치료 전과 6주 후 집단 내 비교 (N=65)

를 이유로 지나친 휴식과 신체적 활동을 삼가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혈관 기능과 근력

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울, 불안, 인지결함, 자존감

저하, 외로움, 통제력 상실과 위축, 재발에 대한 공포

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Zabora

등, 2001). 따라서 Oldervoll 등(2001)의 연구에서는 암

환자에게 운동 중재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 종료 시점을

삶의 질로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궁극적

으로 암환자의 중재목표는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이라

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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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에서 6주 동안의 재활치료 후 집단

내 삶의 질 비교에서 전반적 건강상태 영역, 신체, 역

할, 인지, 정서, 사회적 기능을 포함하는 기능영역과 피

로, 통증 등의 증상영역, 유방암과 관련된 신체상, 성기

능, 성적 만족 등의 기능영역, 피로, 통증 등의 증상영

역, 화학요법의 부작용, 신체상, 성적인 문제, 미래의 전

망을 포함한 증상영역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

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Ogunleye와 Holmes(2009)가

보고한 유방암 환자에게 있어 신체적 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내용과 일치

하며, 또한 조옥희(2004)의 연구에서 통합적 재활프로그

램은 유방절제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

한 내용과 일치한다. 그리고 수중 집단 운동 요법이 신

체상 우울 및 불안의 유의한 개선효과가 있었다는

Yoo(1996)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재활치료 전과 6주 후 집단 내 비교에서

호르몬치료를 받은 군과 림프부종이 없는 대상자, 그리

고 항암치료를 받지 않은 대상자에서 삶의 질 평가의

전반적인 건강영역, 기능영역, 증상영역, 유방암관련 기

능, 증상영역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림프부종이 있는 군에서는 암 관련, 유방암관련

삶의 질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eaulac 등(2002)은 림프 부종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삶

의 질의 하부척도 중 신체적 및 기능영역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이는 림프부종이

삶의 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할 수 있

다. 반면에 Segar 등(1998)의 연구에서 유산소운동과

행동수정요법이 유방암 여성의 불안과 우울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나 자존감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So 등(2009)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 신체, 성적, 역할의

기능면에서 운동 중재와 상관없이 항암치료 이후에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저하된다고 보고하였지만, 본 연

구에서는 재활치료 후 항암치료 유무와는 상관없이 삶

의 질과 심폐기능에 향상을 보였다.

6주 동안의 재활치료 후 집단 내 심폐기능 역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임상

적 특성에 따른 비교에서도 재활치료 후 호르몬치료 유

무, 항암치료 유무에 관계없이 심폐기능이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를 위한 유산소 운동이 심폐기능을 향상 시

킨다는 결과와 일치한다(Crowley, 2003; MacVicar 등,

1989). 또한, Lee (1995)의 연구에서, 유방절제술을 시행

한 여성에게 6주간 경쾌한 음악을 배경으로 하여 율동

적 운동요법을 실시한 후에 신체적인 기능이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게 높아 졌다고 보고 하였고, Campbell 등

(2005)은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인 기능이 향상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간동안 걷는 거리도 늘어났다

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한다.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이용

하여 최대 산소섭취량을 산출하는 방법은 박용균(2006)

의 연구에서 타당도가 입증되었으며, 안전하고 매우 쉽

게 수행될 수 있으므로 암환자의 심폐기능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6주 동안의 재활치료 후 집단 내 피로지수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재활치료 전과 6주 후 집단 내 비교에서

오직 호르몬치료 유무에 따라 피로지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암과 관련된 피로는 “평소 생활

을 방해하는 암과 연관된 또는 암 치료와 연관된 주관

적인 피로한 감각” 이라고 미국 국립 종합 암 네트워크

에서 정의하였다. Partridge 등(2002)은 피로는 특히 항

암치료를 받는 암환자에게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고통스럽고 지속되는 증상이며 또한 암환자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하였다. Byar 등(2006)

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과정에 따른 증상을 조

사한 종단적 연구에서 피로는 치료 중에 상승하고 치료

후에 감소되는 패턴이었다. 그러나 치료 후 1년이 지난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지속되며, 이러한

피로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

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대상자

모두에게서 암 치료 후 피로지수의 감소를 보이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Campbell 등(2005)의 연구에서는 유

방암 환자의 치료 기간 동안에 운동한 군과 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피로도 차이에서 유의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에서 편안한 속도로 걷기 운동을 실시한 Mock 등

(1997)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운동을 통한 신체

적 기능 증진은 방사선으로 인한 피로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한 Windsor 등(2004)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Jereczek-Fossa 등(2001)의 보고에서

방사선 치료의 결과 피로감이 30∼80%까지 증가한다는

보고와 같이 방사선 치료가 피로를 증가할 수 있는 변

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재활치료를 희망한 유방암 환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대조군 설정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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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과

거 연구들을 살펴보면 암 환자는 활동이 감소하고 체중

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것은 심폐기능과 체질량의 감

소, 유방암의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Shapiro와 Recht, 2001). Kaltsatou 등(2011)의 연

구에서는 24주간 유산소 운동을 시행한 유방암 환자가

운동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해 악력의 증가와 팔의 부피

증가, 6분 걷기 검사(6-minute walking test)에서 유의

하게 호전되었으며, Milne 등(2008)과 Sandel 등(2005)

의 연구에서도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유방암 환자가

참여하지 않은 환자보다 신체적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재활치료의 전 후 효과를 보는 것

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진행

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는 65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연성 운동, 근력강화 운동,

심폐지구력 운동을 주 5회, 6주간 시행하였을 때,

EORTC-C30, EORTC-BR23, 그리고 FSS의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삶의 질, 피로지수를 측정하였고, 자

전거 에르고미터를 이용하여 심폐기능을 측정하였다.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6주 동안의 재활치료 후 삶의 질 항목 중 전반적

건강영역, 기능영역, 증상영역, 유방암관련 기능영역, 유

방암관련 증상영역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

었고(p<.05), 심폐기능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p<.05). 그러나 피로지수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림프부종 유무에 따른 집단 내 비교 시, 림프부종

이 없는 군에서는 피로지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지만(p<.05), 림프부종이

있는 군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3. 호르몬치료 유무에 따른 집단 내 비교 시, 호르몬치

료를 받는 군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게 호전되었다(p<.05). 또한 호르몬치료를 받지 않은 군

에서는 삶의 질 항목 중 암 관련 기능영역, 유방암관련

기능영역, 유방암관련 증상영역 그리고 피로지수에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항목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다(p<.05).

4. 항암치료 유무에 따른 집단 내 비교 시, 항암치료

를 받지 않은 군에서는 피로지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다(p<.05), 그리고

항암치료를 받는 군에서 삶의 질 항목 중 기능영역, 증

상영역 그리고 피로지수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항목에서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다(p<.05).

유방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기간 동안에 시행한 재

활치료 프로그램은 삶의 질과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므로 방사선 치료 기간에도 적절한 재활치

료를 적용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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