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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암 술환  상 로 가 치료 합프로그램  실시하여, 암 술환   능,

업수행력, 삶  질, 우울감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았다. 상 는 암 술환  20명  상 로 12주간 

주 2회 40 간 래로 업치료실에 문한 환  실시하 다. 재 과 후   능  알아보  해, 한 형 

상지 애 척도(Korean version of the Disability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K-DASH)   로 측 하

고, 업수행력  알아보  해 캐나다 업수행측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실시하

며, 삶  질  알아보  해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Brest(FACT-B)  사용하 며, 우울감  알아

보  해 평가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용하 다. 재 결과  능  하게 가하

나,  하게 감 하지 않았 며, 업수행력, 삶  질에  하게 향상하 며, 우울감  하게 감

하 다. 따라  가 치료 합프로그램  암 술환   능, 업수행력, 삶  질 우울감에  

향  미친다는 사실  알 수 었다.

주 어 : 암 술, 가 치료 합치료프로그램,  능, 업수행력, 우울, 삶  질 

Abstract  This study applied a home therapy convergence program to patients who had undergone mastectomy 
and examined its effects on their arm functions, occupational performance,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The 
number of subjects was 20. The subjects were those who visited an occupational therapy room as outpatients 
and received the intervention twice per week, forty minutes per each time, for 12 weeks. In order to look at 
their arm functions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K-DASH was employed and their edema was measured 
with a tape line. In order to examine their occupational performance,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COPM, FACT-B, and BDI, respectively, were utilized. After the intervention, their arm 
functions significantly increased, but their edema did not significantly decrease, their occupational performance 
and quality of life significantly improved, and their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reduced. Thus, a home 
education convergence program  positively affected mastectomy patients’ arm functions, occupational 
performance,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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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2014년 재 한국에서의 암은 체 사망원인의 28.8%

로 체 사망원인 에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는 질

환으로 심각한 사회 인 문제 의 하나이다[1]. 이

에서도 유방암은 폐암, 간암, 암, 장암, 췌장암에 이

어 6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차지하며, 체 사망률의

4.5%를 차지한다[1]. 한, 한국유방암학회에 의하면, 유

방암의 발병은 1996년 3801명에서 2012년에는 17,792명

으로 증가해 16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났다[2]. 유방암이

여성암 가운데 14.8%로 비 이 가장 컸으며, 체 암 가

운데에서도 암(13.8%), 장암(12.9%), 폐암(9.9%)에

이어 4번째를 기록하 다[2]. 최근 유방암의 극 인 건

강검진과 함께 조기 진단, 치료 방법의 개선으로 인해 유

방암 환자의 생존율은 1995년 77.9%에서 2013년 91.5%

로 증가하 다[3]. 생존율의 증가로 인해 유방암 환자들

의 사회 지지 욕구인 암 리에 한 정보 교육 욕

구는 높아지고 있다[4,5,6].

유방암 환자의 치료방법으로 수술을 통한 암 제술

이 있고, 유방 제술과 유방부분 제술(유방보존수술)

로 나 어진다[2]. 이후 재발을 막기 한 보존 방법으

로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항호르몬요법, 표 치료

등이 시행되고 있다[2].

유방 제술로 인하여 유방조직 체와 함께 림 ,

가슴근육층이 제거되어 큰가슴근(pectoralis major)의 피

부 유착, 림 부종으로 인해 어깨근, 앞톱니근(serratus

anterior)의 약화로 인한 어깨의 안정성 어깨 근육의

약화와 함께 가슴근(pectoralis) 가슴등신경

(thoracodorsal nerve) 손상으로 인한 어깨 움직임뿐만

아니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유방부분 제술도 조

직의 크기와 치에 따라 어깨 주변의 근육의 약화와 통

증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7].

유방암 제술로 인한 합병증인 림 부종으로 인한 이

차 인 통증, 피부 감염, 팔과 어깨의 가동범 제한

[4,7,8]으로 인한 기능 인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클라이언트가 겪는 주 인 만족감인

삶의 질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친다[9,10,11].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 증가와 함께 질병에 한 개념

의 변화로 인해 증상에 한 체계 인 리와 함께 재활

치료의 필요성은 차 증가되고 있으며, 유방암 환자에

게 작업치료는 환자 심의 근법으로 작업과 의미 있

는 활동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독립성을 회복시켜주는 것

을 목 으로 에 지보존, 림 부종 리, 기능 회복을

한 운동, 보호, 일의 단순화를 포함한 팔 기능 회

복을 통해 독립 으로 일상생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12].

유방암 제수술 환자들의 경우에 팔의 기능 장애

근력의 장애로 인해 우울과 불안으로 인해 삶의 질의

하를 보인다[13,14].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련성에만

을 둔 연구로 유방암 환자를 한 로그램을 통해 팔

기능 증진, 우울의 감소로 인해 삶의 질의 증진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울의 경우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

의 하나로 신체기능, 가족의 상태, 여가력, 공격성 등 여

러 가지 요소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15,16]. 이 게 우울의 감소를 통한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증진을 한 로그램이 필요한 실이다.

재 부분 유방암 환자의 재활에 한 연구는 능동

운동 실시를 한 후 가동범 증진 근력이 증

진, 통증 감소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17,18]

운동으로 인한 심리 일상생활에 한 효과에 한 연

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부분의 선행연구는

간호 물리치료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

업치료 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방암환자를 상으로 상지운동뿐

만 아니라 교육 로그램, 일상생활활동 리를 포함하는

작업치료 인 측면에서 재 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의 목 은 유방암 수술 후 어깨 가동범

에 제한이 있는 환자를 심으로 작업치료 로그램을

용 후 팔 기능, 삶의 질,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고자 한다.

2. 연

2.1 연 간  상

본 연구의 상자는 2016년 1월에서 2016년 5월까지

서울 소재 A병원 B병원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실에 의

뢰된 유방암 제수술을 받은 여성 20명을 상으로 12주

동안 주 2회 외래로 방문한 환자를 상으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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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상자에게 작업치료 로그램에 지속 으로 참

여하도록 했다. 한, 본 연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에

자발 으로 서면으로 동의한 자를 상으로 실시하 다.

구체 인 연구 상자는 아래와 같다.

1) 유방암 진단 후 유방 제술을 시행한 자

2) 유방암 수술 /후 상지에 골 , 인 손상 등의 정

형외과 질환이 없는 자

3) 항암치료 후 방사선 치료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환자로 구토, 오심 등의 약물 합병증이 없이 생체

징후가 안정된 자

4) 지시따르기가가능하고인지기능에문제가없는자

한, 상자의수 결정은 G*power검정을 실시하 으

며, effect size= 0.8, α=0.05, power(1-β)=0.8로 실시 한

결과 total sample size는 12명으로 나왔다. 본 연구에서

는 연구의정확도를 높이기 해 추가로 8명을더 연구에

참여 하 다.

본 연구의 방법은 모든 상자를 실험군으로 하고

로그램 재 과 후를 비교한 단일집단사 사후검사설

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의 방법으로 실

시하 다. 측정으로 인한 오차를 막기 해 평가자는

재에 직 으로 참여하지 않은 1인의 치료사에 의해 실

시하 다.

2.2 연 도

2.2.1 한 형 상지 애 척도(Korean version of 

the Disability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K-DASH)

팔 기능은 상지 장애 척도(Disability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DASH)[19]를 이용해 평가하 다.

상지 장애 정도는 장애정도를 측정하기 한 자기보고식

설문지 형식의 도구로 기본항목 30문항과 선택항목

(Optional Module)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에서

5 척도(1: 어려움이 없음, 2: 약간 어려움, 3: 간정도

어려움, 4:아주 어려움, 5: 할 수 없음)의 Likert

scale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특성상 선택 항

목은 제외한 기본 항목의 문항만을 사용하 다. 수가

높을수록 장애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가장 장애가 심한

정도를 유방암 환자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환자를

상으로 팔 기능 장애 정도를 알아보기 해 용되는

평가도구이다. 한국형 상지 장애 척도의 경우 Cronbach’s

α는 0.94이며, 간내상 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는 0.91이다[19].

2.2.2 (edema)

부종 여부를 알기 해 Carole, Carolyn, & Susan

(2003)[20]을 이용해 자를 통해 상자의 수술 부 에

팔둘 를 측정하 다. 측정 부 는 수술측의 손목

에서 몸 심부 방향의 7.62cm(3inch) , 팔꿈치 에

서 몸 심부 방향으로 12.7cm(5inch) 떨어진 치에서

둘 를 각각 2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이용하 다.

2.2.3 캐나다 업수행측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

캐나다작업수행측정(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은 Law 등(1998)[21]에 의해 개발된 평

가도구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된 평가도구로 클

라이언트의 작업수행 역에서 원하는 문제 을 확인하

고, 우선순 를 결정하고, 수행력도와 만족도를 알아보는

평가도구이다. 수행도와 만족도의 수는 각각 합산하여

과제의 수로 나 값으로 기록하며, 수의 변화도를 보

는 것으로 어떠한방향으로든 2 의 차이가 있을 경우임

상 으로 유의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22]. 수행도와 만

족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63~0.89로 비교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21].

2.2.4 삶  질(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Brest; FACT-B)

삶의 질은 FACT-B를 통해 알아보았다. FACT-B는

Cella(1993)[23]에 의해 만성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

기 해 개발된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General(FACT-G)를 바탕으로 유방암 환자의

특징 인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본 평가도구는 신체 상태, 사

회 /가족상태, 정서 상태, 기능 상태 기타상태 5

가지 역 총 3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수는 ‘증상

이 없다’의 0 부터 ‘매우 그 다’의 4 까지 5 Likert

scale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Yoo 등(2005)[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값은 .90이다.



능 애가 는 암 술 환  가 치료 합프로그램  업수행력, 삶  질,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연

51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Sep; 14(9): 515-523

2.2.5 평가 우울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우울은 Beck이 고안한 자기평가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Lee와 Song(1991)[25]이

한국어로 표 화한 한국 Beck 우울 척도를 사용하

다. 우울의 인지 , 정서 , 동기 , 신체 역을 포함

하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수를 합

산하여 총 을 구하며 총 은 0~63 이며, 9 이하는 정

상, 10~15 은 경도우울(mild depression), 16~23 은

등도의 우울(moderate depression), 24~63 은 매우 심각

한 우울(severe depression)이며, 국내 표 화 연구에서

일반인에 한 Cronbach’s alpha 값은 0.78이다[25].

2.3 연 과

본 연구에 용된 가정치료융합 로그램은 송 진 등

(2011)[26]과 김혜미(2014)[27]의 로그램을 바탕으로

연구 상자의 기능 인 상태 팔 기능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가정치료융합

로그램은 12주간 주 2회 총 40분으로 구성하 다[26,27].

로그램의 구체 인 내용은 팔 기능 증진 훈련 15분, 치

료 활동 20분, 일상생활활동 10분과 마사지5분으로 구

성하 다. 본 연구에 앞서 비조사를 통해 유방암 환자

들에게 어려운 동작과 활동을 바탕으로 치료 활동과

일상생활훈련의 항목을 설정하 다. 팔기능 증진 훈련은

스트 칭을 사용하 는데 이는 Canadian cancer

society(2011)[28]에서 제시한 어깨 의 움직임을 증

진시키는 움직임을 토 로 구성하 으며, 치료 활동은

송 진 등(2011)[26]과 김혜미(2014)[27]에서 사용한 치

료 활동을 연구 상자의 특성에 맞추어 stacking cone,

공 던지기, ROM arc, skate board등을 상자의 특성에

따라 1~2개를 선택하 다. 일상생활훈련에는 환자의

가동범 와 능력을 고려하여 옷 입기(스웨터 입고 벗

기, 등 뒤 지퍼 올리기, 래지어 입고 벗기), 개인 생활

동(머리 빗기, 머리카락 정리 등), 빨래 고 정리하기, 이

불 정리, 선반에 물건 올리고 내리기 등을 환자의 우선순

에 맞추어 실시하 다. 이 때각 과제당 보호, 에

지 보존, 일의 단순화의원리를 용하여 교육하 다. 마

사지는 피부에 자극이 가하지 않고 부드럽게 원 는 직

선을 그리며 림 액의 흐름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림

액 이동 능력이 떨어져 있는 부 에서 림 액의 이동능

type tasks contents

arm function

strengthenin

g-stretching

(15 mins)

pump it up

•slowly open and close the hand(15–

25 times)

•slowly bend and straighten the

elbow. (15–25 times)

shoulder shrugs

and circles

•lift both shoulders up toward the

ears. hold for 5–10 seconds, then

slowly drop them down and relax(5

–10 times.).

•rotate both shoulders forward and up,

and then slowly back and down,

making a circle. Switch directions(5

–10 times)

wall climbing

•stand facing the wall, about 5 cm

away. Place both hands on the wall

at shoulder level.

•use the fingers to climb up, or slide

hands up, the wall until you feel the

stretch.

arm lifts

•clasp hands together in front of the

chest. Extend the elbows so your

arms are out in front of you, but your

elbows are not locked.

•slowly lift the arms upward until a

gentle stretch is felt. Hold for 1–2

seconds and then slowly return to the

start position.

shoulder blade

squeeze

•gently squeeze the shoulder blades

together.

•keep shoulders level and take care

not to lift up or shrug the shoulders.

Hold for 5–10 seconds. Relax and

return to the start position.(5-10 tims)

therepeutic

activity

(10 mins)

stacking cone

•grab a cone located on the front and

the other placed in the lateral turn

abduction.

•the move to the goal

•the position of the body gradually target

•move towards the west distant

throwing a ball
•throw the ball to the basket in a

sitting position .

ROM arc
•placed in front of the desk and the

direction to move the ring.

skate board •using a skate board in a sitting position.

activity of

daily living

(10 mins)

dressing

•wearing/taking off sweater

•zip up a zip in back

•wearing/taking off bra

personal ADL
•brush hair

•arrange hair

hanging laundry

•connect the line head on the wall

above the height

•hang out clothes on a clothesline

making a bed •fold up the bedding

place on a shelf
•located off the shelf heights to head

up the falls items such as bowls and books.

massage

(5 mins)

manual

lymphatic

drainage (MLD)

•feel a gentle pressure

•not a deep massage

•surrounding areas

<Table 1> Process and contents of  home education

convergence program 



The Effect of home education convergence program on arm functions, occupational performance,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in mastectomy patients with arm function impair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519

력이 양호한 부 로 실시하 다. 한, 로그램의 연속

성을 해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활동 팔

기능 움직임을 심으로 클라이언트가 치료실에서 했던

형태의 내용을 동 상으로 제작하여 매일 40분 내외로

자가 운동 일상생활활동 제한된 활동을 심으로

차범 를넓 서수행하도록함께실시하 다<Table 1>.

2.4  

모든 측정값은 SPSS/WIN 통계 로그램 21.0을 이용

하여 분석하 으며, 상자의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를

통해 알아보았다. 정규분포를 알아보기 해

Kolmogorov-Smirnov 검정을 실시하 다. 실시 결과 근

사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므로, 모수 분석 방법을 사

용하 다. 재 과 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통계학 유의수 은

p<0.05에서 검증하 다.

3. 연 결과

3.1 상   특

본 실험에 참여한 상자의 나이는 평균 51.40±8.89세

이며, 신장은 평균 151.59±5.38(cm) 고, 몸무게는 평균

61.96±5.38(kg)로 나타났다. BMI지수는 23.4±2.4 다. 수

술부 는 오른쪽이 11명(55.0%) 고, 왼쪽은 9명(45.0%)

다. 수술방법은 유방부분 제술이 12명(60%) 으며,

유방 제술은 8명(40%) 다<Table 2>.

Categories Mean±SD

Kolmogorov

-Smirnov의

Z

p

Ages (yrs) 51.40±8.89 1.185 0.121

Height (cm) 151.59±5.38 1.026 0.243

Weight (kg) 61.96±5.38 0.734 0.645

Body Mass Index (BMI,

kg.m−2)
23.4±2.4 0.943 0.337

surgical

site

right 11(55.0%)
1.614 0.111

left 9(45.0%)

surgical

method

Breast

Conserving

Surgery

12(60.0%)

1.730 0.150

Total

Mastectomy
8(40.0%)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3.2  능에 미치는 효과

재 과 후의 DASH를 이용해 팔 기능을 측정한 결

과 사 57.55±8.21 에서 사후 53.70±6.85 로 유의하게

팔기능이 증가하 다. 한 팔의 부종을 측정한 결과

재 손목부 의 경우 19.88±2.23cm에서 재 후

19.61±1.86cm로 0.27cm감소하 으나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팔꿈치부 의 경우 재 27.90±1.88cm에서

재 후 27.37±1.94로 0.53cm감소하 으나 유의하지는 않

았다<Table 3>.

Pre-test Post-test t p

DASH 57.55±8.21 53.70±6.85* 2.36 0.03

edema (cm)
wrist 19.88±2.23 19.61±1.86 0.43 0.68

elbow 27.90±1.88 27.37±1.94 0.80 0.43

<Table 3> Pre-Post comparison of arm function 

3.3 업수행력에 미치는 효과

작업수행력은 재 수행도는 2.95±.60 에서 재

후 5.00±.56 로 2.05 상승하 고, 만족도는 재

2.00±.65 에서 재 후 4.05±.1.33 로 2.05 으로 통계

학 으로 유의하게 상승하 다<Table 4>.

Categories Pre-test Post-test t p

performance 2.95±.60 5.00±.56** -12.08 0.00

satisfaction 2.00±.65 4.05±.1.33** -4.68 0.00

<Table 4> Pre-Post comparison of occupational 

performance

3.4 삶  질, 우울에 미치는 효과

삶의 질에 한 재 과 후의 수 변화는 FACT-B

을 통해 알아보았다. 신체 기능은 재 17.55±3.90

에서 재 후 23.90±3.78 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

Social/family은 재 14.70±3.53 에서 18.05±4.55

로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Function은

14.10±4.49 에서 17.70±3.57 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

Breast cancer subscale은 재 19.95±4.42 에서

재 후 28.60±4.17 로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Emotional은 재 13.10±4.29 에서 재 후

15.85±4.27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총 은

재 79.40±9.72 에서 재 후 104.10±9.46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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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과 후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p<.05).

우울에 한 재 과 후의 변화는 재 에는

14.15±2.60 에서 재 후 11.75±2.51 으로 유의하게 증

가하 다(p<.05) <Table 5>.

Categories Pre-test Post-test t p

quality of

life

Physical 17.55±3.90 23.90±3.78** -4.41 0.00

Social/

family
14.70±3.53 18.05±4.55** -2.40 0.03

Emotional 13.10±4.29 15.85±4.27 -1.98 0.06

Functional 14.10±4.49 17.70±3.57** -3.41 0.00

Breast

cancer

subscale

19.95±4.42 28.60±4.17** -6.55 0.00

total 79.40±9.72 104.10±9.46** -7.58 0.00

depression total 14.15±2.60 11.75±2.51** 3.12 0.01

<Table 5> Pre-Post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4. 고찰

본 연구는 유방암 제술을 받은 20명을 상으로 12

주 동안 주 2회 외래로 가정치료융합 로그램을 시행한

사 ‧사후 실험 연구이다. 연구 목 은 가정치료융합

로그램이 유방암 제술 환자의 팔 기능, 삶의 질, 우울,

작업수행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향후 유방암 제

술 환자를 상으로 재활치료를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

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 후 팔 기능을 DASH로 측정하

을 때 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다고 볼 수 있는데, Portela(2008)

[29]의 연구에서 26주간 체육 과 재택운동을 실시하

을 때 팔기능이 증가되었다. 13명의 상자에게 가정운

동 로그램을 용시켰을 때, 팔 기능은 13주부터 유의

하게 증가하 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13주에 체육 에

서 운동한 그룹에서 팔기능이 일시 으로 감소한 것과

조 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운

동 로그램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환자가 스스로 가

정에도 자발 인 가정치료융합 로그램의 참여가 팔 기

능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한, 민제

호와 한희정(2015)[30]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본 연구와 유사한 상지기능장애를 포함한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을 가진 여성들을 상으로 16주

간 운동을 포함한 융복합 콘텐츠를 활용하 을 때 통증

의 감소, 우울 수치 감소, 삶의 질의 향상을 보 다. 즉,

본 연구의 로그램을 통해 팔의 구성요소인 근육, 건, 인

가 강화되었고 어깨 의 근육이 강화되어 팔기능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 팔 기능을 측정하기 해

손목과 팔꿈치 부 의 부피를 측정하 는데, 재 과

후에 부종이 감소하 으나 유의하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용우 등(2010)[31]의 연구결과와 유

사한데, 림 마사지와 항운동을 유방암환자 21명에게

실시하 는데 팔의 부종둘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고, 박형숙 등(2006)[32]의 연구에서도 유방암 환자에

게 재활 로그램을 시행하고 3개월간 부종의 변화를 측

정하 으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른 문

헌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방암 환자의 림 부종은 운동을

통해 운동을 실시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진행이 덜한 것

처럼 보이나 메타분석을 통해서도 통계성 유의성이 없다

는 내용과 일치한다[33].

본 연구에서 작업수행의 경우 수행도와 만족도 모두

재 에 비해 재 후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삶의 질

은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우울은 재 에 비해 유의하

게 감소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방암환자의 경우

유방암 후 우울감은 작업수행, 스트 스, 신체 기능과

같은 반 인 삶의 질에 향을 미친다는 Reich 등

(2008)[34]의 연구결과에 의해 작업수행도의 만족도

수행도의 증가는 우울, 삶의 질에 반 으로 향을 미

친다고 볼 수 있다. 한 유방암환자 573명을 상으로

실험군 263명과 조군 237명으로 나눠 12달간 운동 로

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에서 우울감의 감소와 더불어

삶의 질에 증진을 보 다는 결과와 일치한다[35].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상태 팔 기능에 맞는 로

그램의 용과 함께 일상생활훈련 시 과제에 맞는

보호, 에 지 보존, 일의 단순화 원리를 용해 상자가

발병 에 했던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주 인 만족

감을 통해 우울감의 감소, 삶의 질의 향상이 더불어 온다

고 볼 수 있다. 한 유방암환자의 경우 우울과 삶의 질

은 음의 상 계를 보인다는 하은혜 (2011)[14]의 연구

결과를 볼 때, 로그램의 용이 삶의 질을 만족을 통해

우울도 함께 감소하 던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경우유방암 환자의 우울 향을

수 있는 요소인 가족 계, 사회 지지, 회복정도, 통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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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로그램 실시 후 유방암 환자의 가족 계, 사회 지지,

회복정도, 통증이 어떻게 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유방암 제술을 받은 환자 20명을 상으

로 가정치료융합 로그램을 12주간 주 2회 외래로 용

후 팔 기능, 작업수행력, 삶의 질,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으로써 향 후 유방암 제술 환자를 한 로그

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 다. 본 연구 결과, 가정치료융

합 로그램을 유방암 제술환자에게 실시한 결과 팔 기

능, 작업수행력, 삶의 질, 우울이 재 에 비해 재 후

정 인 효과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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