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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의 운동치료 효과에 대한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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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exercise therapies for breast cancer patients through review analysis 
of the rehabilitation they had usually received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ir lives. Exercise therapy for breast cancer patients 
has proven to be highly effective, so it is strongly recommended. 
 Method : Focusing on breast cancer-related journal articles published since 1990, an analysis using the Spolit and Medline 
search engines was undertaken of breast krebs, tumors, cancer, sportaktivitaet, and exercise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Exercise for breast cancer patients has been consider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fatigue, muscle weakness, and the range of 
motion of upper extremities, as well as on depression. Breast cancer patients have to be divided according to their identifying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then have to be prescribed a suitable exercise program. In accordance with previous articles, a 
varied exercise program was organized in terms of frequency, duration, and intensity. The frequency was more than three times 
per week. Its duration was about 30 minutes per session. 
 Result : The intensity of exercise was moderate. The types of exercises included recommended strengthening exercises, as 
well as various aerobic exercises. Based on previous data, a new exercise method for breast cancer patients was introduced in 
this study. 
 Conclusion : Above all, exercise programs should be plann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breast cancer 
patients, in order to reduce physical impairments and psychologic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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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암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의 상이 되는 질병으로 

매년 6백만 명 이상이 암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며, 

전체 사망 원인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석진 등, 2008). 국내의 암 발생 건수를 보면 2001년에 

비해 2002년에는 전년 비 7.7％ 증가하였으며(최은옥, 

2005), 보건복지가족부(2010)에 따르면 2007년 국내 암 

발생 건수는 남성이 8만 명 그리고 여성이 7만 명 이상으

로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암 가운데 특히 선진국형으로 분류되는 유방암은 미국

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매년 120만 명 이상이 유방

암 환자로 진단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Cheema 등, 2008), 한국유방암학회(2008)에 따르면 여성

의 경우 8명 중 1명이 발병될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

와 일치하게 2009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유방암 발생

빈도가 여성암에 있어 갑상샘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

으며, 1995년 유방암 환자수가 약 9천명이었던 것에 비해 

2007년에는 약 4만 8천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내 

유방암 환자들의 발생률은 연령 별로 40 가 50％, 50

가 30％ 그리고 30 가 15％ 순서 로 서구 여성들의 유

방암 발생 연령보다 10세 정도 낮은 40 에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국내 유방암 환자들의 5년 이상 생

존율은 90％로 다른 암들의 5년 이상 생존율 평균 57％와 

아시아 국가 중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유방

암 생존율 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

부, 2010). 이러한 결과는 유방암이 다른 암보다 예후가 

좋고, 국내의 정기적인 유방검진 활성화 및 진단장비의 

고급화에 의해 조기 발견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

되고 있다(한국유방암학회, 2010). 

일반적으로 유방암에 한 치료는 유방 절제술 및 항암

치료가 주된 치료 방법이다(Deutsche, 2007). 하지만 수술

과 항암치료는 유방암 환자에게 전신 피로, 상지 관절가

동범위 및 근력약화와 같은 문제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적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수

술과 항암치료 후에 유방암 환자의 최 산소섭취량은 정

상인과 비교하여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전신피로 상태에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소섭취량의 저하

는 운동 실행력 감소로 이어지고, 상지 관절가동범위 및 

근력약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acVicar 등, 1989). 이에 따라 부분의 유방암 환자들

은 만성피로증후군의 증상과 누적된 피로에 초점을 맞추

어 활동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처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한신희, 2004; Drosselmeyer, 2008). 결국 수술과 항

암치료 후에 최 산소섭취량 감소와 활동량 감소는 상지 

관절가동범위의 감소와 근력 약화를 가중시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1980년 에 유방암 환자에게 필요 이상

의 신체적 휴식은 부정적임을 보고하면서 운동치료의 중

요성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Baumann 등, 2008). 더욱이 

미국에서도 1980년 에 Winningham 등(1989)이 유방암 

환자를 상으로 조기에 10주간의 자전거 운동을 적용하

여 신체적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유

방암 환자를 상으로 조기에 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조기 운동치료는 상지 관절가동범위 및 일상생활동작능력 

향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합병증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

임이 보고되었다(이규완 등, 2001; Baumann 등, 2008; 

Box 등, 2002; Dimeo, 2000; Schwartz, 2000). 더욱 최근

에는 운동치료의 적용을 단지 기능회복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수술 및 항암치료 초기단계부터 운동치료를 적극적

으로 실시하여 심리적인 문제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

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다(Baumann 등, 2008). 따라서 유방

암 환자를 상으로 한 운동치료는 유방암 환자들의 피로

감과 같은 부분의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할 뿐만 아니

라,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과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신희, 

2004; Schwartz 등, 2001).

현재까지 유방암 환자들을 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수

영(김미숙, 2004), 댄스(조남기, 2008), 유산소 운동(이명

화, 1995), 견갑  리듬 운동(Lee 등, 2010), 상지 스트레

칭(채영란과 최명애, 2001), 의자를 이용한 복합운동(류기

형과 김미숙, 2010) 및 타이치 운동(엄애용, 2006) 등으로 

주로 유산소 운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국외 연

구는 근력 운동(Baumann 등, 2008; Kilbreath 등, 2006; 

Drosselmeyer, 2008), 유산소 운동과 병행된 근력복합 운

동(Sprod 등, 2010), 유산소 운동(Baumann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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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neya 등, 2007; Segar 등, 1998), 상지 스트레칭(Na 

등, 1999), 요가(Ulger와 Yağli, 2010), 필라테스(Eyigor 

등, 2010) 등 유산소 운동과 근력증진 운동 등 다양한 운

동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Hayes 등

(2009)은 암 환자에게 필요한 운동의 종류 선택 시에 근

력운동 요소를 강조하였으며, Atkinson 등(2004)은 유방

암 환자의 체중감소 현상은 전신의 근력감소 요인으로 보

고하여 근력 운동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듯이 유방암 환자

의 보편적인 근력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력강화 운

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들은 부분 유산

소 운동에 한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근력증진 운동이 유산소 운

동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관

련 자료가 미흡한 상태이다. 국외 자료에 의하면 유방암 

환자의 근력운동은 항암치료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골다공증 예방, 피로에 한 저항력 및 면역력 증가에 효

과적임이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최근 자료를 바

탕으로 유방암 환자들에 한 운동치료의 종류, 강도 및 

빈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운동

치료 프로그램을 새롭게 제안하여 유방암 환자에 한 운

동치료 방법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본 론

1. 유방암에 대한 수술 및 항암치료의 문제점

유방암 환자는 유방 절제술과 항암 치료로 인하여 통증, 

림프부종, 관절가동범위, 기능장애, 피로 및 심리문제를 

호소한다(조옥희, 2004). 유방 절제술로 인해 수술 후 흉

곽 전면과 측면의 액와 부위에서 저림(numbness), 조임

(tightness), 가려움(itch), 따끔거림(prick) 및 딱딱함

(stiffness)이 나타나고(Woods 등, 1995), 액와 림프절 소실

로 인하여 림프부종이 발생한다(채영란과 최명애, 2001). 

또한 유방 절제술은 상지의 관절가동범위에 심각한 제한

을 초래하고(조옥희, 2004; Burnham과 Wilcox, 2002), 이

로 인한 활동량 감소는 근력약화를 일으켜 일상생활동작

능력과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Springer 등, 2010). 이와 일

치하게 Sugden 등(1998)은 유방 절제술 후 18개월이 경과

된 환자의 50％에서 상지 관절기능이 감소되고, 유방 보존

술보다 유방 절제술이나 림프 절제술이 더 많은 기능 장

애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Isaksson과 Feuk(2000)는 유방 

절제술 후 6개월이 경과된 환자의 21％에서 상지관절의 

기능이 저하되고, 2년 이내 환자의 22％에서 근력약화를 

보였다고 하였다. Pasacreta(1997)는 유방 절제술 후 3개월

이 경과된 환자들은 여러 가지 신체적 기능문제를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수술과 항암치료를 하는 동안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Hypothalamus-Pituitary-Adrenal) 시스템의 조절이상과 세

로토닌(serotonin) 사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성 사이

토카인의 증가로 인해 유방암 환자에서 피로감이 현저하

게 나타난다(Pukhalsky 등, 2008; Shanks 등, 1998). 일반

적으로 암환자들의 최 산소섭취량은 14㎖/㎏/min로 정상

적인 사람의 안정 시 최 산소섭취량 수준의 1/4에 해당

하는 비정상적인 피로 수준을 보인다(Jackson과 Loeb, 

2001). Mantovani 등(2004)은 항산화제 약물치료가 암환

자의 피로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한 반면에, 정일규와 오

명진(2010)은 약물치료가 암환자의 피로도와 밀접한 관련

성을 보이는 최 산소섭취량(maximal oxigen uptake)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2. 유방암 환자를 위한 운동치료 조건

1) 운동치료의 효과

유방암 환자에 한 운동치료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증

진 운동이 포함되어 있다. 유산소 운동은 운동을 하는 동

안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유

도하여 혈관 기능을 강화하고, 더불어 심장으로 혈액 환

류가 증가하여 심장 기능을 강화하며(Kirshbaum, 2007), 

백혈구 감소를 예방하고, 근피로에 한 저항력을 향상시

킨다고 하였다(Bowers와 Boyle, 2003; Mock 등, 2001). 

또한 일반적으로 암환자의 경우 일반상태에서의 평균 최

산소 섭취량은 14ml/kg/min으로써 이는 정상인의 25% 

정도 수준으로 약간의 신체 활동으로도 심한 피로감을 느

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데(정일규와 오명진, 

2010; MacVicar 등, 1989), 운동치료 적용 후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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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국가/사례수 운동 방법 긍정적인 결과

Eyigor 등(2010) 터키(n=52) 35분, 3회/주, 총 8주, 필라테스 신체기능 및 우울증

Sprod 등(2010) 미국(n=114) 60분, 3회/주, 총 12주, 유산소 지구력

Drosselmeyer(2008) 독일(n=20) 60분, 2회/주, 총 12주, 근력 인지력과 집중력

Courneya 등(2007) 캐나다(n=242) 45분, 3회/주, 총 17주, 근력복합 신체기능

Herrero 등(2007) 스페인(n=40) 30분, 3회/주, 총 8주, 유산소 신체기능

Pinto와 Trunzo(2004) 미국(n=119) 20분, 5회/주, 총 6개월, 일상생활 신체기능 및 사회성

Kolden 등(2002) 미국(n=40) 20분, 3회/주, 총 16주, 유산소 신체기능 및 보행능력 

표 1. 최근 발표된 유방암 관련 운동치료 효과 

최 산소섭취량이 감소되어 있는 보편적인 암 환자들의 

최 산소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유방암 환자의 예후

에도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Lucia 등, 2003). 이

러한 최  산소 섭취량의 긍정적인 변화는 근골격계 개선

뿐만 아니라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ucia 등, 2003).

2) 운동치료의 적용 시기

운동치료 적용 시점에 해서 조옥희(2004)는 유방 절

제술 후 최소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이 바람직하다고 하였

으나, 엄애용(2006)과 이규완 등(2001)은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는 통증, 부종, 피로 및 관절가동범위 제한과 같은 

합병증이 심화되어 재활에 필요한 기간이 오히려 증가되

기 때문에 간단한 상지 운동은 수술 후 1〜2일 후에 곧바

로 시작할 것을 추천하였으며, 운동치료 적용 시점은 빠

를수록 신체기능 회복에 긍정적이라고 발표하였다. 

McNeely 등(2010)은 유방 절제술 이후 1〜3일 이내에 근

력운동과 관절가동범위 운동을 적용하여 신체적 기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3) 운동치료 적용 강도

Baumann 등(2008)은 유방암 환자의 운동 강도는 운동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운동의 양, 빈도 및 반복

횟수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운동치료 적용 

강도와 관련하여 Weiderpass 등(2006)이 30〜49세 유방

암 환자를 상으로 9년간 조사한 결과, 강도가 높은 신

체 활동이 유방암 증상을 감소시킨다고 하였고, 김석진 

등(2008)은 주 8시간 중등도 이상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Schwartz 등

(2001)은 운동 강도가 증가되면 일시적으로 피로가 감소

되는 경향을 보이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강도보다는 빈

도와 시간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한신희(2004)는 유방

암 환자의 운동 강도는 심장박동수에 의해 결정되며 건강

한 사람과 비교하여 안정 시 심장박동수가 더 높고 산소 

이용능력이 저하된 특징을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부정적인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중단할 것을 권장하였다.

Buamann 등(2008)과 Courneya 등(2000)은 유방암 환

자를 위한 유산소 운동 적용시, 초기 운동치료 단계에서

는 180회에서 환자의 나이를 뺀 값을 최  심장박동수로 

결정하며, 중기 운동치료 단계는 220회에서 환자의 나이

를 뺀 값을 최  심장박동수로 결정하고 최  심장박동수

의 60～85％ 수준의 운동강도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Burnham과 Wilcox(2002)는 유산소 운동을 위해 최  심

장박동수의 35％ 저강도 훈련군과 50％ 중강도 훈련군 간

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도보다는 규칙적이며, 지속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근력향상을 위한 운동

강도에 해서 Drosselmeyer(2008)는 최  근력의 75％를 

추천하였고, Couneya 등(2000)은 최  근력의 50～80％
를 추천하였다. Baumann 등(2008)은 유산소 운동의 경우 

최소 50％ 이상의 심장박동수로 중강도 이상을 추천하고 

있으며 근력향상을 위해서는 최  80％ 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암 전이 가능성으로 

인해 안전성에 근거하여 유방암 환자 개인의 특성과 상태

를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표 1은 최근에 발표된 유방암 환자에게 적용한 운동치료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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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동치료 적용 빈도

운동치료 적용 빈도에 해서 Schwartz 등(2001)은 유

방암 환자들에게 운동 빈도가 높을수록 피로가 감소되고, 

신체 기능에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Tehard 등(2006)은 

40~65세 유방암 환자를 11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운동 

빈도의 증가는 유방암 예후에 긍정적이라고 하였으며, 

Bardia 등(2006)은 55~69세 유방암 환자를 상으로 18년

간 조사한 결과, 주 4회 운동을 적용한 집단이 주 2회 운

동을 적용한 집단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하루 35~40분씩 주 2회 6주(이명화, 1995), 하루 

40~50분씩 주 3회 8주(소향숙 등, 2006), 하루 30분씩 4

회 주 4회 4주(Na 등, 1999), 하루 30분씩 주 7회 8주

(Kilbreath 등, 2006), 하루 30~40분씩 주 3~4회 10주

(Segar 등, 1998) 및 하루 60분씩 주 2회 12주(Baumann 

등, 2008) 등 부분 주 3회 이상 적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Baumann 등(2008)은 운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피로

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평균 주 3회 정도가 가장 보편

적이며, 강도보다는 빈도에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 유방암 환자를 위한 운동치료 프로그램 소개

유방암 환자의 전신 피로, 상지 관절가동범위 및 근력

약화와 같은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 암 예

방 협회에서 추천한 유방암 운동치료 프로그램에 근거하

여 Baumann 등(2008)은 유방암 환자에게 협조성, 근력, 

유연성 및 지구력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조기 운

동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첫째, 상지의 협조 능력 향상을 위해 상지가 이완된 상

태에서 점진적으로 작은 원에서 큰 원을 그리며 어깨 관

절의 외전과 내전을 30초 동안 각각 실시하고, 30초 휴식 

후 3회 반복하여 번갈아 시행한다(그림 1). 선 자세에서 

무릎을 가볍게 굽히고 양측 상지를 이완시킨 후, 전․후 방

향으로 반복하여 천천히 움직인다. 상지 굴곡 시에는 손

에 힘을 주어 쥐는 동작을 실시하고, 신전 시에는 손에 힘

을 주지 않고 손가락을 펴는 동작을 각각 5회 실시 후 30

초 휴식 후 3회 반복하여 실시한다(그림 2).

둘째, 하지의 근력 향상을 위해 벽에 등을 기댄 상태에

서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선 자세에서 천천히 무

릎을 90도까지 굴곡한 후 15～20초 정도 정지하고 다시 

일어선다. 운동 시에는 호흡을 가볍게 내쉬면서 실시하고 

3회 반복한다(그림 3). 상지 근력 향상을 위해서는 벽과 

1m 거리를 마주보고 양 하지를 어깨 넓이로 유지한 후, 

양 손을 벌린 채 벽에 놓는다. 복근과 고관절 신전근에 긴

장도를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상체 일으키기를 실시한다. 

이 동작을 15회  실시하고, 1분 휴식 후 3회 반복한다(그

림 4). 등 근육에 한 근력운동으로 시선은 바닥에 고정

시키고 양측 하지를 어깨 넓이로 벌리며 무릎을 약간 굽

힌 상태에서 체간을 약 15도 굽히고, 고관절은 90도 굴곡 

후 양손을 체간과 평행하게 굴곡 및 외전 시켜 5초 정도 

유지한다. 휴식시간은 30초이며 3회 반복한다(그림 5).

셋째, 유연성 운동은 선 자세에서 양 손을 등 부위에 

위치시킨 후 한 손으로 다른 손목을 잡고 상지를 신전시

킨다(그림 6). 다른 방법은 양 손을 마주잡고 상지를 90도 

굴곡시켜 손바닥이 전면을 향하면서 양측 어깨가 둥근모

양이 되도록 견갑골을 외전시킨다(그림 7). 이 동작을 5초

간 유지하고 30초 휴식 후 3회 반복한다. 

넷째, 이완 및 정리운동으로 의자에 앉은 후 양측 다리

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양측 상지를 다리 외측으로 편안

하게 위치시켜 상체를 다리 사이로 굽힌다. 양측 어깨를 

양측 무릎에 기 어 5초간 유지하여 이완시키는 동작을 3

회 반복 시행한다(그림 8).

그림 1. 상지 내외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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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지 굴곡신전 운동 

그림 3. 하지 근력 운동

그림 4. 상지 근력 운동

그림 5. 등 근력 운동

그림 6. 상지 유연성 운동 1

그림 7. 상지 유연성 운동 2

그림 8. 이완 및 정리 운동

4. 유방암 환자의 운동치료 금기증

일반적으로 항암제 투여 후 36시간 동안은 전해질 불균

형으로 인한 탈수증상과 같은 부작용 때문에 신체적 활동

을 금지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수술 후 방사선 치료 중 

혈소판 수치가 2만 미만일 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8ｇ/㎗ 
미만일 때, 부정맥이 보일 때, 심장약을 복용중일 때, 출

혈 그리고 현기증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이 보일 때에는 

중지해야 한다(Baumann 등, 2008). 근력 운동은 급성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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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이 있을 경우, 혈소판 수치가 1만 미만일 때, 근 긴장도

가 비정상일 때, 통증이 심할 때, 혈액순환장애가 있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8ｇ/㎗ 미만일 때, 열이 38도 이상일 

때 그리고 염증이 있을 때에는 금기해야 한다(Baumann 

등, 2008). Courneya 등(2000)은 혈소판수가 50～109/ℓ
이하일 경우에는 신체적 접촉이 많은 운동을 피해야 하

며, 운동실조, 현기증 및 말초신경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가볍게 걷기와 고정식 자전거와 같은 안정적인 운동을 추

천하였다. 그러나 환자 개개인의 특성 및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운동을 제한하지는 않으며, 전반적으로 낙상 

및 상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골밀도가 감소된 환자, 그리

고 강한 근수축력을 요구하는 등장성 운동 등은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Baumann 등(2008)은 수중치료가 수압으로 인한 저항

력 때문에 압박 스타킹을 적용하지 않고도 상지 압박 효

과를 보이나 심장 및 순환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 24～30℃의 물 온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Deutsche(2007)는 등산 시에 가벼운 배낭 무게뿐만 아니

라 배낭의 환측 손잡이 고리가 수동적인 상지 거상이 가

능하도록 상부에 위치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노르딕 워킹 

방법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금기증으로 보고되었으나 환측 

상지에 적절한 힘을 사용할 경우에는 효과적이라고 하였

다. McNeely 등(2010)은 배드민턴과 테니스와 같은 오버

헤드(over head) 동작으로 구성된 운동방법들은 수술부위

에 많은 부하를 주기 때문에 금기증으로 보고되었으나 건

측에 적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운동치료 방법의 효과에 하여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신체적 문제

해결 측면에서 운동치료는 피로, 근력약화 및 제한된 관

절가동범위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조기에 적용할 것을 

추천하였고, 적용 시점은 수술 및 항암치료 전과 후라 할

지라도 조기에 시작하며 종류와 강도보다는 빈도가 중요

하며, 특히 3회 이상은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률적인 

적용은 어렵고 환자 개개인에 적합하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운동치료를 보면 협조성, 근력

증진, 유연성 및 이완 운동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비록 유방암과 관련된 모든 

운동치료 자료를 수록하지는 못하였으나, 향후 유사한 연

구가 좀 더 진행된다면 효과적인 운동치료 방법을 고안하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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