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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nsory motor training using ball exercise on 

shoulder range of motion, pain, dysfunction, and quality of 

life in Breast Cancer Women after Mastectomy.

METHODS: A total of 26 patients from D University 

Hospital in Daejeon were included and randomly allocated to 

two groups (n=13 per group). The two groups performed the 

exercise five times a week for 4 weeks. A sensory motor 

training group (SMTG) received general physical treatment 

for 10 minutes and sensorimotor training for 20 minutes. A 

control group (CG) received general physical therapy for 30 

minutes. Shoulder pain (the Visual Analog Scale), range of 

motion, disability (the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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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life (the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Breast instrument) were measured in both groups 

before and after 4-weeks intervention. 

RESULT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joint 

range of motion, shoulder pain, functional disability level, and 

quality of life within the two groups (p <.05). In addition, 

changes in joint range of motion, pain, functional disability 

level, and quality of life after then interven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p <.05).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sensory 

motor training program is feasible, safe, and suitable exercise 

for shoulder functions and quality of life in Breast Cancer 

Women after Mast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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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은 가장 일반적인 여성 암 중 

하나로 전체 여성 암의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Canadian Cancer Society, 2014), 전체 여성 암 중 갑상선 

암 다음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유방암의 발

병 원인은 초경연령, 폐경 연령, 가족력, 만혼, 수유기

피, 유전, 비만 등과 관련이 있으며,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이 없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

함으로써(Halverstadt 과 Leonard, 2000), 유방암으로 인

한 사망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방암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는 1차적으로 부분 절제술이나 전체 절

제술을 시행하고(Fobair 등, 2006), 2차적으로 표적치료, 

내분비치료,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등이 있다

(Benson 등, 2013). 

생존율 증가와 함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유방

암은 단순 질환이 아닌 복합질환의 개념으로 확 되면

서(Park, 2013), 이로 인한 치료 합병증 관리, 신체와 

심리사회적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에 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Yun, 2014). 이에 맞춰 유방암 절제술을 한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많은 연구들은 유방암으

로 인한 합병증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다(Mols 등, 

2005). 유방암 환자는 가동범위 감소, 상지의 통증, 근력 

저하 그리고 림프 순환 붕괴로 인한 림프부종에 따른 

팔 긴장도, 움직임의 크기, 수행의 곤란 등과 같은 신체

기능 손상을 나타낸다(Hayes 등, 2012; Devoogdt 등, 

2011; Rietman 등, 2003). 또한, 저린감, 무거운감, 열감과 

같은 감각이상(Ahn 등, 2016), 심리적 고통(Hwang 등, 

2008)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합병증

과 신체기능 손상을 관리하는 것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하

여 중요하다(Brem, 2011; Bottomley, 2002).

일상생활 능력과 상지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한 기존 

연구들에서 적용되었던 치료들은 견갑  리듬 운동

(Lee 등, 2010), 의자를 이용한 복합운동 (Ryu와 Kim, 

2010), 타이치(Tai Chi)운동(Eom, 2006), 요가(Ülger 과 

Yağli, 2010), 탄력밴드를 이용한 운동(So, 2009)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일반적으로 유방암 환자를 상으로 

권장하는 운동은 부분 가동범위 증진, 스트레칭, 단

순근력강화 운동 방법(Jung, 2015)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감각운동훈련은 잘못된 정보의 원인을 바로잡아 정

확한 동작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만들어내기 위해 위치

나 자세를 변화시켜 점차 어렵게 난이도를 증가시켜 

팔다리의 조절을 유도하는 훈련이다(Lee 등, 2014). 운

동 패턴을 재교육시키고, 위치의 갑작스런 변화에 한 

반사를 증가시킨다. 또한 감각운동훈련은 운동감각, 근 

긴장도, 그리고 근력을 포함한 기전의 변화를 통하여 

관절의 안정화를 증가시킨다(Janda와 Vavrova, 1996). 

Jull과 Janda (1987)는 인체의 운동조절에서 운동계와 

감각계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감각

운동계(Senrimotorsystem)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감

각운동훈련 방법 중 하나인 스위스 볼(Swiss ball)은 남

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며(Lee 등, 2013), 볼을 이용한 동작들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균형을 계속 잡으려고 시도하면서 동시에 신

체분절의 동원과 체계가 발현되는 특징이 있다(Sung 

등, 2003). 

현재 유방암 절제술 환자의 어깨관절기능에 한 

중재프로그램은 부분 가동범위 증진, 단순근력강화, 

스트레칭(Lee, 2015)이 주를 이루고 있어 유방암 절제술 

환자를 위한 감각운동훈련을 적용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잘못된 중재를 시행할 경우 장기적인 치료가 될 

수 있으므로(Chan 등, 2010), 체계적이고 객관화된 프로

그램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

를 상으로 스위스 볼을 이용한 감각운동훈련이 유방

암 절제술을 한 여성의 어깨관절 가동범위, 통증, 상지 

기능 장애 수준,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여 유방암 절제술을 한 여성에게 스위스 볼을 

이용한 감각운동훈련이 임상적인 적용 및 활용에 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상자는 전광역시 D 학병원에 유방암 진

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 유방암 절제술, 보존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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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재활을 위해 입원한 여성 유방암 환자를 26명 상

으로 하였으며, 양측성 유방암, 재발이나 전이로 인하

여 치료 받는 자, 최근 1년 이내 근골격계 질환이나 

골절로 수술이나 치료받은 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같

은 만성질환을 가진 자는 제외하였다(Song, 2016). 상

자 선정조건은 유방암 수술 후 2주 이상인 자, 물리치료

를 처방 받고 거부감이 없는 자,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orea version of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MMSE-K) 점수가 24점 이상으로 인지에 장애가 없는 

자(Kwon 과 Park, 1989), 목뼈와 척추 뼈의 신경계 질환

이 없는 자로 하였다(Lee 등, 2015). 

모든 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진행 및 평가방법에 

해 설명을 충분히 듣고, 참여에 해 자발적으로 동

의를 한 자로 하였다. 선정된 상자는 무작위 추출로 

일반물리치료를 적용한 조군(Control Group, CG) 13

명과 일반물리치료와 감각운동훈련을 적용한 감각운

동훈련군 (Sensory Motor Training Group, SMTG) 13명으

로 각각 배정하였다. 본 연구는 전 학교 기관생명윤

리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하였다(IRB: 1040647-201606- 

HR-047-01).

2. 중재 방법

본 연구는 총 4주간, 1회에 3세트씩 주 5회 적용하여 

중재를 실시하였다. SMTG은 일반 물리치료를 실시한 

뒤, 스위스 볼을 이용한 감각운동훈련을 적용하였다. 

CG는 일반물리치료를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모든 운동

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으며, 휴식 후 에도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추가 휴식을 제공하였다.

1) 감각운동훈련 

감각운동훈련은 볼을 이용한 감각운동훈련으로 선

행 연구되어온 감각통합 훈련 Q&A (Kim 등, 2003)와 

Lee 등(2010)이 유방암 환자들에게 적용한 스위스 볼 

운동, 건강한 바디라인을 가꾸어주는 볼 운동(Yang과 

Kim, 2005), 전문가를 위한 볼 운동(Lorne과 Peter, 2016)

을 참고로 재구성하였다. 연구에 적용한 스위스 볼은 

둘레가 45 ㎝의 공으로 적용했고, 각 5회 3세트씩 세트 

사이마다 20초간 휴식을 취하였다. 운동프로그램은 앉

은 자세에서 수행하는 양 팔을 뻗으면서 앞뒤로 볼 굴리

기, 볼 위에 수술한 쪽 손을 얹어서 볼 누르기, 양 팔을 

뻗어 볼 위에 올려 좌우로 볼 굴리기, 양 손으로 볼을 

감싸 쥐어서 볼 죄기와 선 자세에서 수행하는 수술한 

쪽 손으로 벽면을 따라볼 위로 굴리기(정면, 측면, 후

면), 수술한 쪽 손으로 볼을 벽에 붙인 상태로 원 그리기

로 구성되어 있다. 

2) 일반적 물리치료 

일반물리치료는 치료사의 보조 및 감독하에 어깨관

절 굽힘, 폄, 벌림, 바깥 돌림, 안쪽 돌림의 수동관절가동

범위운동과 탄력밴드를 이용한 수평 모음, 벌림의 단순

근력운동을 적용하여 시행하였다.

2. 평가도구

1) 어깨관절 가동범위

본 연구 상자들의 어깨관절 가동범위 측정을 위해 경

사각도계(Myrin™ “OB” Goniometer, Kineman Enterprises, 

Norway)를 사용 했다. 이 측정 도구로 어깨관절의 굽힘, 

폄, 벌림, 안쪽 돌림, 바깥 돌림을 측정하였으며, 오른쪽

과 왼쪽에서 각각 두 번씩 측정하였다. 모든 동작 시 

통증 없는 범위 내로 측정 하였다. 경사각도계의 측정

신뢰도 ICC=.84∼.91로 확인 되었다(Lin과 Yang, 2006).

2) 통증 수준 평가

본 연구 상자들의 통증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사용하였다. 

왼쪽부터 통증이 전혀 없는 0부터 통증이 가장 심한 

10 ㎝의 수평선으로 그려져 있으며, 상자가 직접 표

시하게 하였다. 이 평가도구의 VAS는 측정자간 신뢰도

(r=1.00)와 측정자 내 신뢰도(r=.99)로 높은 신뢰도가 

확인 되었다(Wagner 등, 2007).

3) 어깨 기능 장애 수준 평가

본 연구 상자들의 기능장애수준을 평가하기 위하

여 상지 기능장애수준 평가 도구(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SPADI)를 이용하였다. 이 평가지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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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통증(5가지)과 불편함(8가지)의 정도로 나뉘어 있으

며 총 13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SPADI의 측정 

신뢰도는 ICC=.99이다(Seo 등, 2012). 

4) 삶의 질 평가

본 연구 상자에 삶의 질 평가는 암 환자를 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암 치료 관련 기능적 평가도구-유방암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 breast; FACT-B)을 

이용하였다. FACT-B는 신체적 상태, 사회/가족 상태, 

정서 상태, 기능적 상태, 기타 상태 항목으로 총 38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평가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90으로 알려져 있다(Yoo 등, 2005). 본 연구

에서 상자와 측정자 1:1 방식으로 상자가 직접 숫

자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측정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PASW. 18.0 통계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PSS Inc., Chicago, IL, 

USA). 정규성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Kolmogorov- 

Smirnov 검정방법을 실시하였고, 추출된 자료의 정규

분포를 확인하였다. 연구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기

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군과 실험군의 

중재 전, 후 차이 비교는 응 t-검정(paired t-test)을 두 

군간 차이 비교는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이용

해 분석하였다. 자료의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상자는 총 26명으로 SMTG은 13명, CG

는 13명이었다. 중재 전에 두 군간 일반적 특성은 유의

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05)(Table 1).

2. 두 군간 중재 전, 후의 어깨관절 관절가동범위 비교.

중재 전과 후의 어깨관절 가동범위 비교 결과, SMTG 

과 CG의 굽힘, 폄, 벌림, 안쪽 돌림, 바깥 돌림에서 두 

군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두 군간 중재 전

과 후의 어깨관절 가동범위 변화량 비교에서는 굽힘, 

벌림, 안쪽 돌림, 바깥 돌림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5). 하지만 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Table 2).

3. 두 군간 중재 전, 후의 어깨관절 통증 비교

중재 전과 후의 통증을 비교한 결과, SMTG 과 CG의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두 군간 중재 전과 

후의 통증 변화량 비교에서는 SMTG가 CG보다 더 유의

하게 감소되었다(p<.05)(Table 3).

4. 두 군간 중재 전, 후의 어깨 기능 장애 수준 비교

중재 전과 후의 어깨 기능 장애 수준 비교 결과, 

SMTG 과 CG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두 군간 

중재 전과 후의 어깨 기능 장애 수준 변화량 비교에서는 

SMTG (n1=13) CG (n2=13) χ2/t p

Age(years) 49.77±5.18a 48.77±5.67 .47 .64

weight(㎏) 57.08±7.78 60.39±5.06 -1.29 .21

height(㎝) 161.46±4.63 161.89±5.30 -.22 .33

Marriage(Y/N) 13/0 12/1 1.04 .31

Menopause(Y/N) 4/9 6/7 .65 .42

operation time (month) 14.23±11.80 14.54±6.79 -.08 .94

operation side (Rt/Lt) 5/8 8/5 1.39 .24
a Mean±Standard Deviation
SMTG: Sensory Motor Training Group, CG: Control Group
*p<.05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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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TG (n1=13) CG (n2=13) t p

Flexion

Pre 127.15±13.21a 127.00±11.08 .03 .98

Post 161.08±12.26 149.31±11.04 2.57 .02*

t -8.96 -11.68

p .00* .00*

Difference 33.92±13.65 22.31±6.89 2.74 .01*

extension

pre 38.85±10.83 39.31±3.68 -.15 .89

post 58.08±7.78 54.38±3.69 1.55 .14

t -7.62 -12.18

p .00* .00*

Difference 19.23±9.09 15.08±4.47 1.48 .16

Abduction

pre 125.38±14.50 131.46±11.70 -1.18 .25

post 157.73±13.49 151.54±11.13 1.28 .21

t -9.24 -11.84

p .00* .00*

Difference 32.35±12.63 20.08±6.12 3.15 .00*

Internal Rotation

pre 48.00±19.07 41.69±9.38 1.07 .30

post 76.69±10.15 58.54±8.35 4.98 .00*

t -7.20 -11.22

p .00* .00*

Difference 28.69±14.36 16.85±5.41 2.78 .01*

External Rotation

pre 45.92±12.89 38.54±11.30 1.55 .13

post 73.77±3.49 54.77±12.28 5.37 .00*

t -7.27 -13.98

p .00* .00*

Difference 25.85±13.81 16.23±4.19 2.90 .01*

a mean±standard deviation
SMTG: Sensory Motor Training Group, CG: Control Group 
*p<.05

Table 2. Comparison of range of motion before and after training within each group and between the two groups.

SMTG (n1=13) CG (n2=13) t p

Pre 6.23±.93a 6.54±.97 -.83 .42

Post 3.31±1.70 4.77±.73 -2.85 .01*

t .9.45 7.67

p .00* .00*

Difference 2.92±1.12 1.77±.83 .00*

amean±standard deviation
SMTG: Sensory Motor Training Group, CG: Control Group
*p<.05

Table 3. Comparison of visual analogue scale before and after training within each group and between the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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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TG가 CG보다 더 큰 변화량을 보이며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p<.05)(Table 4).

5. 두 군간 중재 전, 후 삶의 질 비교

중재 전과 후 삶의 질 비교 결과, SMTG가 CG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두 군간 중재 전과 후 삶

의 질 변화량 비교에서는 SMTG가 CG보다 삶의 질이 

더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5)(Table 5).

Ⅳ. 고 찰

본 연구는 유방암 절제술을 한 후 유방암 관련 치료

를 위해 내원한 여성 26명을 상으로 4주간의 볼을 

이용한 감각운동훈련이 어깨관절의 기능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를 토 로 임상에

서 유방암 재활에 감각운동훈련을 사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어깨관절 가동범위 평가 결과, 중재 전에 비하여 중

재 후 두 군 모두 어깨관절 가동범위가 유의하게 증가되

었고, 중재 전과 후의 어깨관절 가동범위 변화를 비교

한 결과는 폄을 제외한 모든 범위에서 SMTG가 CG보다 

어깨관절 가동범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중재 후 

두 군 모두 어깨관절 가동범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

는 운동중재프로그램이 유방암 수술 후 환자의 어깨관

절 가동범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Lee 

(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폄을 제외한 모든 

범위에서 SMTG이 CG보다 어깨관절 가동범위가 더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는 유방암 환자들을 상으로 복

합운동치료를 적용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Lee 등, 

2013). Willardson (2007)는 감각운동훈련이 관절가동범

위를 유지 또는 증가 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

다. 유방암 수술 후 환자에게 타이치(Tai chi) 운동을 

적용한 Eom (2007)의 연구 결과 모든 범위에서 어깨관

SMTG (n1=13) CG (n2=13) t p

Pre 69.38±11.72a 70.15±9.60 -.18 .10

Post 41.23±11.34 53.38±8.62 -3.08 .00*

t 9.96 9.25

p .00* .00*

Difference 28.15±10.19 16.77±6.53 3.39 .00*
amean±standard deviation
SMTG: Sensory Motor Training Group, CG: Control Group 
*p<.05

Table 4. Comparison of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before and after training within each group and between
the two groups.

SMTG (n1=13) CG (n2=13) t p

Pre 66.21±15.55a 58.18±5.67 1.75 .10

Post 89.50±14.07 70.05±5.82 4.61 .00*

t -8.53 -11.17

p .00* .00*

Difference 23.29±9.85 11.86±3.83 6.43 .00*
amean±standard deviation
SMTG: Sensory Motor Training Group, CG: Control Group 
*p<.05

Table 5. Comparison of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 breast before and after training within each group 
and between the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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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가동범위의 향상을 보고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Eom (2007)의 연구 상의 수술경과는 1개월 

이전인데 반해, 본 연구의 상자들은 평균 14개월로 

수술 후 경과기간이 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

된다. 따라서 어깨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만성화된 환자

의 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기별로 중재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어깨관절 통증 수준 평가 결과, 중재 전에 비하여 

중재 후 어깨관절 통증이 두 군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

으며, 중재 전과 후의 어깨관절 통증 수준 변화를 비교

한 결과는 SMTG가 CG보다 어깨관절 통증이 더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 Beurskens 등(2007)은 유방암 절제술을 

한 환자에게 운동, 자세교육, 협응 능력 증진 운동, 근력

운동이 어깨관절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Hwang 등(2008)은 방사선 치료 중인 유방암 환자에게 

적절한 운동은 합병증 발생과 통증을 감소시킨다고 보

고했다. 유방암 수술을 한 환자에게 탄력밴드로 고강도

와 저강도 운동을 8주동안 적용한 So 등(2009)의 연구에

서는 통증 수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나타

나지 않았다. 또한, 암 극복 베하스 운동프로그램을 8주

동안 적용하여 통증, 유연성, 악력,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Won과 Kim (2009)의 연구에서도 중재 

후 통증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두 연구와 본 연구

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감각운동훈련이 어깨관

절에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협응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Han 등, 2014)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통증 감소에 좋은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보다 더 

짧은 중재 기간을 적용함으로써 통증에 긍정적인 결과

를 나타냈으므로 유방암 절제술을 한 환자에게 유방암 

수술 한 환자에게 효율적인 적용방법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어깨 기능 장애 수준 평가의 결과, 중재 

전에 비하여 중재 후 어깨 기능 장애 수준이 두 군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중재 전과 후의 어깨 기능 장

애 수준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SMTG가 CG보다 어깨 

기능 장애 수준이 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Moon 

(2014)은 수술방법이 다른 유방암 환자에게 어깨관절 

안정화 운동을 적용하여 상지 기능에 유의한 향상을 

확인한 것과 연구 결과가 유사하다. 상지 운동이 포함

된 조기 운동프로그램이 통증감소와 수술 측 상지 기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Lee 등, 2001). 

본 연구에 적용한 감각운동훈련의 목적은 부상이나 병

변 관절의 기능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전체적

인 환자의 신체를 아프기 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에 있다. 개선된 움직임, 더 좋은 움직임 패턴과 협응 

활동 등은 부상과 재발에 방지하는 것에 도움이 됨으로

써(Pohl 등, 2015), 어깨관절 가동범위, 통증이 긍정적으

로 향상되고 신체의 기능이 증진 됨에 따라 상지 기능 

장애 수준도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삶의 질 평가 결과, 중재 전에 비하여 중재 

후 삶의 질 수준이 두 군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중재 전과 후의 삶의 질 평가 변화 결과는 SMTG가 

CG보다 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Ryu와 Yi (2013)는 

유방암 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부정

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키는 

중재와 더불어 개인의 강점을 강화하는 중재를 통합적

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타이치(Tai 

Chi) 운동을 적용한 연구(Eom, 2007)와 유방암 환자를 

상으로 한 재활프로그램(Park 등, 2006)에서 심리사

회적 요인에 유의한 향상을 보고한 것과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하지만, 선행 연구들은 가족들과 함께 운동프로그

램을 참여하거나 집단운동 프로그램으로 적용한 점이 

본 연구 방법과 달랐다. Han (2004)은 유방암 환자를 

상으로 한 운동치료가 유방암 환자들의 피로감과 같

은 부분의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우

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과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유방암 절제술을 한 여성을 상으로 감각운동

훈련을 적용함으로써 관절가동범위, 통증, 상지 기능장

애수준의 향상에 따라 유방암 수술로 인한 신체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전보다 감소시켰고, 향상됨으로써 삶

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방암 절제술을 한 

여성을 상으로 어깨관절의 기능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해 일반물리치료만 적용

한 CG에 비해 어깨관절 가동범위의 폄 변인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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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증, 상지 기능장애 수준,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전한 것으로 여겨져 유방암 절제술

을 한 여성을 상으로 치료와 재활을 위해 입원 중인 

자로 연구하여 유방암 환자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의 임

상적인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 번째, 선정된 상자 중 양측

성 유방암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통증이 심한 상

자는 제외하였다. 두 번째, 표본 크기가 작고 상자 

선정조건에 적합한 환자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세 

번째, 운동프로그램의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

각운동훈련에 한 장기 효과에 해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단기간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유방암 환

자들의 어깨관절의 기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인 효과가 있던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본 연구를 일반화

시키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연구 상자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감각

운동훈련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유방암 절제술을 한 여성 26명을 상으로 

4주간에 감각운동훈련이 어깨관절 통증, 관절가동범

위, 근력, 삶의 질, 상지 기능 장애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중재 전과 후에 측정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군내에서 중재 전보다 후에서 유의하

게 개선되었다(p<.05). 또한, 감각운동훈련을 적용한 그

룹에서 일반물리치료를 적용한 그룹보다 폄을 제외한 

어깨관절 가동범위, 통증, 상지 기능 장애와 삶의 질에

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5). 

본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감각운동훈련이 유방암 절제

술을 한 여성의 어깨관절의 가동범위, 통증, 상지 기능 

장애 수준 그리고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감각운동훈련이 유방암 절제술을 

한 여성 환자들의 어깨관절의 기능과 삶의 질을 위한 

운동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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