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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anual lymphatic drainage (MLD) methods on muscle tone, 

pain, and depression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Methods: The study had a two-group pretest-posttest design. A total of 24 patients with breast cancer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tudy.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MLD (n=12) and control (n=12) groups. Measurements of muscle tone, pain, 

and depression were taken prior to starting the intervention and after completing the 4 week program. The muscle tone, pain, and 

depression were measured using noninvasive muscle tone measuring equipment, the short-form McGill pain questionnaire, and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respectively. The intervention was performed for 20 minutes a day, three times a week, for four weeks. 

A paired t-test was used to compare pretest and posttest values within each group, and an independent t-test was used to compare 

to pretest and posttest changes between the groups.

Results: Comparison of the effects within the groups revealed significant reductions in muscle tone, pain, and depression in the 

MLD group after 4 weeks (p<.05), whereas the control group showed no differences. Comparison of the effects between the groups 

revealed significantly better reductions in muscle tone, pain, and depression in the MLD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after 4 

weeks (p<.05).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MLD is an effective method for reducing muscle tone, pain, and depression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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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방암은 세계에서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진단되는 

암이며, 악성신생물에 의한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Bray 

등, 2018).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5년 암 유병률 중에서 

유방암은 인구 10만 명 당 21.9 %로 2위에 위치하고 있

으며, 유방암 발생률도 급증하여 여성에게 새로 발생하

는 악성신생물 중에서 20.3 %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 별로는 35~64세에서 29.1 %로 1위를 차지하고 있

고, 5년 생존율에서는 96.8 %로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다(National Cancer Center, 2020). 

유방암 환자들의 생존율 증가와 함께 유방암 치료는 

유방절제술 등의 외과적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항암 화

학요법, 내분비 요법 및 표적치료 등이 암의 전이 및 재

발을 막기 위해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

전적 치료나 항암치료들은 삶의 질의 저하, 위팔의 가동

범위 제한, 근력 약화, 림프부종, 감각 변화 및 통증 등의 

신체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향을 끼친

다(Bortolon 등, 2014; Brem & Kumar, 2011; Chung 등, 

2011; Sener 등, 2017; Yang 등, 2010). 

보존적 치료 중 방사선요법은 어깨관절의 가동범위를 

감소와 국소적인 기능 장애 및 림프부종의 발생과 관련

이 있다(Warren 등, 2014). 또한, 유방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 등의 시술 후 약 20~40 %의 환자에서 림프부종

이 유발되고 이로 인하여 팔의 감각 저하, 통증, 어깨관

절 및 목 부위의 제한된 관절가동범위, 어깨돌림근의 힘

줄염, 근력 저하 등으로 위팔의 기능장애 유발과 관계가 

깊다(Jemal 등, 2010; Martin 등, 2011). 또한, 림프부종으

로 인하여 신체는 특정한 생체역학적 보상을 유도하여 

근육의 긴장을 더욱 유발하고 이는 복부와 흉부의 움직

임을 감소시켜 호흡 운동을 억제하며, 이는 림프액의 배

출에 부정적인 향을 초래하게 된다(Aggithaya 등, 

2015; Schrale & Ryan, 2011). 이러한 부정적인 신체적인 

향 및 유방절제술로 인한 여성으로서의 미적 상실과 

신체의 변화로 인하여 유방암 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및 인관계와 사회적인 활동의 제약이 유발되어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고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

다(Kilbreath 등, 2012).

림프부종을 감소시키고 이를 관리를 위한 예방적 중

재에는 도수림프배출법(manual lymphatic drainage; 

MLD), 압박슬리브법, 압박스타킹, 붕 법, 관절가동범위

운동, 팔의 거상 및 물리치료적 요법 등이 있다. 이 중 

MLD 기법은 자극효과나 통증 없이 피부표면에서 림프

관을 따라 시행하는 방법으로 교감신경의 감소를 조절

하여 이완작용을 유발하며 조직의 섬유성 변성을 부드

럽게 만들고 림프계를 자극하여 림프 순환을 증가시키

며 과도한 사이질액 및 정체된 림프액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Ezzo 등, 2015; Gurdal 등, 

2012; Martín 등, 2011).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방암 환자에 한 운동요법

과 관련된 연구(Kilbreath 등, 2012; Sener 등, 2017), 유방

암 환자의 치료를 위한 MLD 기법과 압박 기법의 비교 

연구(Dayes 등, 2013; Ezzo 등, 2015; Uzkeser 등, 2015), 

유방암 생존자의 심리적 적응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Chung 등, 2011; Hamood 등, 2018; Ganz, 2015)  등을 주

로 다루고 있었으며, MDL 기법의 적용과 관련된 근긴장

도, 통증감각 및 우울증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DL 기법의 적용이 유방암 환자

의 근긴장도, 통증감각 및 우울증의 변화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고 향후 물리치료적 중재프로그램에 관한 연

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B요양병원의 입

원 여성환자 중에서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24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상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참여방법에 해 충분

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동의자들만 실험에 참여하 다. 연구 상자는 2년 이내

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암 수술을 받은 자, 항암치

료 및 방사선치료를 마친 자, 신경학적 질환 질환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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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를 상으로 하 다. 심장기능상실증 및 급성 혈전

증이 있는 자, 피부염이 있는 자, 급성 악성 림프부종이 

있는 자, 팔의 마비 및 혈관장애가 있는 자, 최근 1년 이

내에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에 참여했던 자들은 선정

상에서 제외하 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Fig 1). 본 연구의 표본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G-Power 3.0 프로그램(IBM Inc., 

USA)을 이용하 다. 표본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유의수

준(α)은 0.05, 검정력(1-β=0.8), 효과크기(d)는 예비실험

을 가지고 계산한 결과값 0.48으로 선정하 고, 각 군당 

최소 12명이 필요하여 총 24명을 상으로 본 연구를 진

행하 다. 연구 상자들은 무작위 배정을 통해 MLD 기

법을 적용한 군과 조군으로 분류하 다. 상자들은 

무작위 추출 소프트웨어(Random allocation software 

version 1.0,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Iran)를 사용하

여 무작위로 배정하여 그룹화하 다. 

본 연구에서 중재는 주 3회, 1일 1회로 4주 동안 총 12

회를 진행되었다. 사전검사로는 상자의 일반적인 특

성, 근긴장도, 통증감각 및 우울증의 정도를 측정하 다. 

사후검사는 4주 후에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

하 다. 

Sampling
MLD group (n=12) Control group (n=12)


Pre test

Muscle tone, SF-MPQ, BDI


Intervention of 4 weeks
MLD group (n=12)

manual lymphatic drainage

Control group (n=12)

rest


Post test
Muscle tone, SF-MPQ, BDI


Statistical analysis 

MLD group (n=12) Control group (n=12)

Fig 1. Study procedures

3. 중재방법

1) MLD 군

MLD 기법에 한 중재는 4주간 격일로 주 3회 실시

하 으며, 1회 중재 시 20분씩 적용하 다(Lee, 2015). 

상자는 치료 테이블에 바로누운 자세를 취하고 무릎 밑

에 베개를 두어 엉덩관절이 70 ° 굽힘이 되게 하며 최

한 근육이 이완되는 자세를 취하게 하 다. 중재는 MLD 

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에 의해 Dr. Vodder의 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Kasseroller, 1998), 시술자의 두 손을 상자

에 최 한 착시켜 가볍고 부드럽게 시행하 다(Fig 2). 

MDL 기법의 중재 순서는 10단계로 ①위팔의 에플라

지(effleurage) → ②어깨뼈의 부위 및 어깨세모근 부위의 

고정원 그리기 → ③위팔 부위의 고정원 그리기와 펌프 

→ ④팔꿈치 부위 엄지로 고정원 그리기 → ⑤아래팔에

서 손목까지 말아올리기(scoop) → ⑥아래팔 부위의 고

정원 그리기와 펌프 → ⑦손목의 앞쪽과 뒤쪽 부위의 엄

지 고정원 그리기 → ⑧손가락과 손등 부위의 엄지 고정

원 그리기 → ⑨손바닥 부위의 엄지 고정원 그리기 → 

⑩마무리 에플라지 순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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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nual lymphatic drainage

2) 대조군

조군의 중재는 4주간 격일로 주 3회 실시하 으며, 

1회 중재 시 20분씩 적용하 다. 조군의 상자들은 

치료 테이블에 바로누운 자세에서 최 한 이완된 상태

를 유지하면서 1회 중재 시에 20분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게 하 다.

4. 측정도구 및 방법

1) 근긴장도 측정 

근육의 근긴장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디지털 가속도 

센서를 내재한 비침습적 측정기(Myoton-PRO, Myoton 

AS, Estonia)를 사용하 다(Fig 3).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r=.99이었다(Mullix 등, 2012). 

어깨세모근, 위팔두갈래근, 손가락폄근에 하여 근긴

장도를 측정하 다(Perez 등, 2018; Stubblefield & 

Custodio, 2006). 각 근육의 측정 부위에 한 일관성을 

갖기 위하여 각 근육힘살(muscle belly) 부위에서 가장 높

은 위치에 인체에 해가 없는 피부마카로 표시하 으며, 

측정부위 및 센서의 배치는 surface EMG for noninvasive 

assessment of muscles (SENIAM) 지침을 적용하 다

(Hermens 등, 2000). 각 근육이 최 로 이완된 상태에서 

측정자를 근육힘줄 부위에 수직 방향으로 세 번 측정하

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 으며, 측정 간의 간격은 10초로 

하 다. 

Fig 3. Myoton-PRO

2) 통증감각 측정 

통증감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단축형 맥길 통증 설문

지(short-form McGill pain questionnaire; SF-MPQ)을 사용

하 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r=.89이었다(Grafton 등, 

2005). SF-MPQ는 감각적인 역 11개 문항과 정서적인 

역 4개 문항을 포함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통증의 감각 및 정서적인 요소를 평가할 수 있다(Hawker 

등, 2011). 각 문항에 따라 0점(통증 없음), 1점(약한 통

증), 2점(보통 통증), 3점(심한 통증)까지 리커드식 4점 

척도로 평정되어 있으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

감각이 높음을 나타낸다. 상자들에게 물리치료사가 설

문지의 기재 방법을 설명하고, 상자가 안정된 상태에

서 자가 평가하여 시행하 다.

3) 우울증 정도 측정 

벡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하

여 우울의 정도를 측정하 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r=.87 이었다(Shin, 2000). BDI는 부정적인 태도 역 및 

수행상의 어려움 역과 부정적인 태도 역이 포함된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당 0점에

서 3점까지 리커드식 4점 척도로 평정되어 있다. 총 점

수는 0점에서 63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총 점수가 0

점~9점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점~15점은 경도우울, 

16점~23점은 중등도우울, 24점~63점은 중도우울로 분류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물리치료사가 상자들에게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는 방

법을 설명하 고, 상자는 안정된 상태에서 자가 평가



고 민 균

도수림프배출법이 유방암 환자의 근긴장도, 통증 및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53

하여 시행하 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 한 자료 분석은 SPSS(ver. 18.0) 통계프로

그램을 사용하 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하 고, 정규성 검정을 위해 Shapiro-Wilk 

검정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 다. 중재 전 및 후의 두 

군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모수 검정 방법인 독립표

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 으며, 각 군의 중

재 전과 후의 비교를 위해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을 실시하 다. 모든 자료의 통계학적 유의수준(α)은 

0.05로 하 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 상자에 한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과 같다(Table 1). 본 연구에 참여한 24명의 연구 상자

에 한 평균 연령은 55.08±5.49세, 평균 신장 

157.52±5.09 ㎝, 평균 체중 53.55±4.17 ㎏, 수술 후 기간은 

8.08±9.38개월이다. 군 간 상자들의 동질성을 분석한 

결과,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MLD

(n=10)

Control 

(n=10)
p

Age
(years)

  54.50±5.60a   53.67±4.36 .688

Height
(㎝)

 157.68±3.67  158.85±5.01 .521

Body weight
(㎏)

  52.36±4.51   53.75±3.41 .402

Post op 
duration
(month)

  8.32±7.28   7.84±11.48 .723

aMean±SD, MLD; manual lymph drainag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 근긴장도의 변화 비교

중재에 따른 4주간 MLD군과 조군의 근긴장도 변화

는 다음과 같다(Table 2). 위팔두갈래근 및 어깨세모근과 

손가락폄근에 한 각 군의 중재 전·후 근긴장도 변화를 

응표본 t-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MLD군에서 중재 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MLD군과 

조군의 중재 후 군 간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Pre Post p

BBM

MLD
(n=12) 13.59±1.23a 13.02±1.09 .017

Control 
(n=12) 14.10±1.01 14.12±0.96 .489

p .364 .037

DM

MLD
(n=12) 13.29±1.03 12.91±1.14 .011

Control 
(n=12) 14.06±0.96 14.10±0.97 .358

p .143 .023

EDM

MLD
(n=12) 16.43±1.54 15.63±1.83 .013

Control 
(n=12) 17.05±1.73 17.21±1.58 .379

p .319 .028
aMean±SD, BBM; biceps brachii muscle, DM; deltoid 
muscle, EDM; extensor digitorum muscle

Table 2. Comparison of muscle tone

3. 통증감각의 변화 비교

중재에 따른 4주간 MLD군과 조군의 통증감각 변화

는 다음과 같다(Table 3). 각 군에 한 중재 전·후의 통

증감각을 응표본 t-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MLD군에서 

중재 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중재 후 군 간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비교한 결

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Pre Post p

MLD
(n=12) 6.45±1.13a 4.67±1.42 .002

Control 
(n=12) 7.11±1.96 7.56±1.22 .111

p .590 .006
aMean±SD, MLD; manual lymph drainage

Table 3. Comparison of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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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울증의 변화 비교

중재에 따른 4주간 MLD군과 조군의 우울증 변화는 

다음과 같다(Table 4). 각 군에 한 중재 전·후의 우울정

도의 변화를 응표본 t-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MLD군에

서 중재 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5), 중재 후 군 간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비

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Pre Post p

MLD
(n=12) 12.27±3.23a 9.11±3.10 .001

Control 
(n=12) 13.22±3.49 13.78±3.67 .104

p .746 .026

aMean±SD, MLD: manual lymph drainage

Table 4. Comparison of depression

Ⅳ. 고 찰

유방암 생존자들은 수술 및 치료로 인하여 림프부종

이 유발될 수 있으며, 신체의 통증 및 부종과 팔의 긴장

도 등의 생리적 변화와 더불어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의

한 자존감 저하 및 우울증 등의 정서적인 변화가 나타난

다(Gautam 등, 2011; Kilbreath 등, 2012). 이에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에 한 MDL 기법의 적용이 유방암 환자의 

근긴장도 및 통증감각과 우울증의 변화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MLD 중재 후의 근긴장도 및 통

증감각과 우울증 척도는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p<.05). 림프계는 거 분자의 항상성 제어, 지질의 

흡수, 면역 기능 및 사이질액의 조절과 같은 중요한 기

능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 주요 특징은 사이질 공간에서 

사이질액과 단백질을 제거하는 능력으로 사이질액을 사

이질 공간으로부터 혈관계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Secker & Harvey, 2015). MLD 기법은 사이질 공간의 림

프액 이동을 증가시켜 사이질액을 제거하는데 이바지하

는데(Ramos 등, 2015), 배출된 사이질액은 정맥으로 환

류되고, 정맥환류가 증 되어 전신 혈액순환의 저항이 

감소함으로써 세포에 한 산소 공급이 용이해진다. 즉, 

MLD 중재 후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그로 인해 근육

세포에 한 산소 공급이 쉬워져 근육의 압력이 낮아짐

으로써 근긴장도를 감소시키는 데 향을 미쳤다고 고

려된다. Kim(2014)은 MLD 적용 후에 어깨세모근에서 

근긴장도가 감소하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 다.

적당한 압력의 마사지가 시행되는 동안 주어지는 동

일하고 가벼운 자극은 촉각 수용기를 지속적으로 자극

하여 Aβ섬유를 흥분시켜 척수내 뒤뿔에 존재하는 교양

질세포(substantia gelatinosa)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통증

의 전달을 억제하여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Beck, 

2010; McMahon 등, 2013), 옥시토신에 의한 내인성 통증 

조절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통각억제의 효과를 유도하게 

된다(Breton 등, 2008; Lund 등, 2002). 이에 본 연구의 결

과와 같이 MLD는 가벼운 리듬 자극으로 인하여 유방암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유발된 것으로 생각

된다.

MLD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체에 향을 미친다. 스트

레스나 다른 요인에 의한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동을 진

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증가시켜 신체의 이완을 증가시킨다(Kim, 2014). 또한, 

편안하고 평온한 상태와 관계있는 알파파의 활성을 증

가시키고, 극도의 각성과 흥분할 때 활성화되는 감마파

를 감소시킨다(Shim 등, 2017). 본 연구의 MLD군에서 중

재 전에 경도의 우울증이 중재 후에 정상으로 호전되었

는데, 이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심한 통증 및 

수술로 인한 신체적 손실 등이 우울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MLD로 인한 부교감신경의 활동 증가 

및 통증의 감소 등의 요인에 의해 우울증 척도가 감소한 

것으로 고려된다. Kim(2013)은 MLD를 적용한 후 교감

신경 활동 및 우울증이 감소하 다고 보고하 고, 

Kim(2014)의 연구에서는 MLD이 부교감신경의 활성이 

증가시키고 상태불안척도 점수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상자의 수와 측정 변

수들이 적었고, 연구에 미칠 수 있는 외부 변수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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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

에서는 많은 수의 상자와 함께 다양한 변수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전라남도의 B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유

방암 환자들 중에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24명을 

상으로 4주간의 MDL 적용이 유방암 환자의 근긴장도 

및 통증감각과 우울증의 변화에 미치는 향에 관해 확

인하고자 실시하 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4주 후에 MLD 기법을 적용한 군에서 중재 전·

후의 시간에 따른 근긴장도 및 통증감각과 우울증 척도

는 유의하게 감소하 다. 

둘째, 4주 후에 MLD 기법을 적용한 군과 조군은 군

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MLD 기법은 유방암 환

자들의 근긴장도와 통증 및 우울증의 감소에 유효한 효

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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