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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절제술로 발생된 상지 림프부종 환자의 치료적 운동 고찰

하경진, 최승준

경성대학교�스포츠�건강학부

서론 

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질병 중 하나로 매년 6백만 명 이

상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며, 전체 사망 원인의 약 13%를 차지고 있다

[1].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은 유방암으로 최근 5년간의 발병

률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2]. 유방암 발병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식생활 습관의 변화, 환경오염, 스트레스 증가, 흡

연, 신체활동 감소, 가족력, 비만 등이 지적되고 있다[3]. 그러나 최근에

는 적극적 건강검진에 의한 조기진단 비율 상승과 표준화된 치료법을 

유방암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은 91%로 다른 암들의 5년 이상 평균생존율 57%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4]. 유방암 치료 대부분은 외과적 수술과 함께 방사선 

치료나 항암치료가 복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외과적 수술 방법인 유방

절제술(mastectomy)은 종괴절제술, 근치유방절제술, 변형근치절제술, 

감시림프절생검술 등이 있으며, 보편적으로 근치유방절제술이 실시되

고 있다[6]. 근치유방절제술이란 암이 발생한 유방의 대흉근, 소흉근, 

림프절과 피부 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5], 최근에는 암 발병부위의 

최소근육과 림프절만을 제거하는 유방보존술식(breast conservation 

treatment)인 변형근치절제술을 실시하는 추세이다[6]. 

림프부종이란 유방암 절제술 과정에서 액와부위 림프절이 손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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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view was to summarize some of traditional and recent rehabilitation exercise program to provide 
basic data and effective treatment guidelines that are applicable to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METHODS: The abnormal accumulation of tissue proteins due to lymphedema causes the lack of muscle flexibility and weakness, 
which subsequently causes limitations in performing exercises. However, exercise therapy, which is recommended as a combination 
therapy, not only overlooks the accompaniment of upper-extremity exercise disorders by the nature of breast cancer, but also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pain occurring during exercises. Thus, we reviewed previous studies as many as on therapeutic exercise in upper-
limb lymphedema patient at MEDLINE, PubMed, KISS, and RISS.

RESULTS: We introduced brief etiology on upper limb lymphedema following mastectomy in breast cancer with general symptoms 
and characteristics. We also summarized detail therapeutic exercise programs on the exercise intensity, frequency, and time to suggest 
effective treatment guidelines. 

CONCLUSIONS: The appropriate exercise rehabilitation programs are effective to recovery from upperlimb lymphedema, and beside it 
resulted in elevation of functional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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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로 인해 단백질 성분의 섬유액이 흘러나와 팔과 손에 림프액이 

정체되어 붓는 현상을 상지 림프부종이라 한다[7]. 유방암 절제술을 

시술 받은 여성의 약 40%가 림프부종을 경험하고 있으며, 근육 및 신

경의 손상으로 인한 수술부위 변형, 통증, 감각변화, 어깨관절 가동범

위 제한, 피로와 같은 합병증을 수반한다[8]. 일단 부종이 발병하게 되

면 만성피로, 움직임 제한, 주변 관절과 근육의 변형, 피부 수축 등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9], 암재발의 두려움, 성욕감퇴, 신체상의 변

형, 사회적 인식 변화로 발생하는 불안, 우울, 고립감 등의 심리적 고통

이 증가되고, 결국 삶의 질을 저하시켜 매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여겨

진다[10]. 또한 드물게 이차적 림프관육종(lymphangiosarcoma)으로 인

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11]. 

상지 림프부종의 일반적 치료 방법으로는 팔의 거상(Elevation), 관

절 가동범위 운동(Range Of Motion, ROM), 직선편광 근적외선(Linear 

Polarized Infrared Irradiation), 도수 림프 배출법(Manual Lymphatic 

Drainage, MLD)과 압박 스타킹(압박법)을 함께 처방한 복합 부종감소 

치료법(complex docongestive physiotherapy) 등이 사용되고 있다[12]. 

약물치료 방법과 외과적 수술에 의한 치료도 시도되었으나, 저조한 치

료 효과와 외과적 수술 후 주변조직 유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하

여 지양되고 있다[13]. 현재는 1989년 Foldi 박사에 의해 고안된 림프 흡

수 마사지법인 도수 림프 배출법(MLD), 압박 스타킹을 이용한 압박요

법, 저출력 레이저, 피부 관리[14] 등을 함께 처방한 복합 부종감소 치

료법이 림프부종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12]. 이러한 처치들은 공통적으로 림프 흐름 증가, 림프관 수축율 증

가, 단백질의 림프관 재흡수 증가 등을 발생시켜, 결국 림프계의 손상

으로 인해 부종이 발생된 곳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림프액을 

정상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림프절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하

는 것이다[15]. 

림프부종 환자의 신체 활동 즉, 치료적 운동은 최근까지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다[12]. 다시 말해, 증가된 신체활동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림프액이 순환, 배출되어 림프부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

였다. 따라서 림프부종 관련 많은 선행 연구들은 단순 부종율 감소 또

는 심리 변인의 변화를 규명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치료적 

운동을 통한 상지 기능 개선 및 통증 완화와 관련된 종합적 연구보고

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독일의 Baumann와 Schule [13]은 림

프부종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신체적 휴식은 림프액 흐름에 부정적임

을 밝히고 운동치료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후 림프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 치료를 적용한 몇몇 연구에서 근력, 기초체력, 관절가

동범위, 부종 감소 등에 긍정적 치료 효과를 검증하였으나[16], 선행 연

구들의 운동강도, 빈도 그리고 운동 시간의 다양성(heterogeneity)으로 

인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치료적 운동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국내 ·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유방절제술로 발생된 상

지 림프부종 환자들에 대한 치료적 운동의 강도(intensity), 빈도(fre-

quency), 시간(time)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부종율과 통증, 그리

고 기능적 측면에 효과적인 운동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

시하고자 한다. 

본론 

1. 유방암과 상지 림프부종 개요

상지림프 부종의 원인은 암세포 전이를 막기 위해 제거된 종양과 함

께, 액와 부위의 림프절 손상(또는 적출)으로 조직 내 림프액이 적절하

게 순환하지 못하여 간질(interstitium)에 조직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산소 공급의 저하로 만성염증이 지속되는 

상태를 림프부종(lymphedema)이라 한다. 이러한 림프부종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암의 재발을 제외하고는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이다[17]. 국내에서 림프부종의 발생 빈도는 조

사된 바 없으나, 미국의 경우 약 2백만 명의 유방암 환자 중 30% 이상

이 림프부종 진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그러나 이는 2000년 

초반 림프부종에 대한 정확한 검사 장비와 진단 기준이 부족하고, 림

프부종에 대한 환자나 의사들의 전문 지식결여로 유병률이 과소평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19]. 현재는 부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밀화된 

검사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 이상이 림프부종을 진단받고 

투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림프부종에 대한 임상적 진단

방법은 줄자를 이용하여 팔의 둘레를 측정하는 방법, 액체를 이용하

여 부종 부위 용량을 측정하는 방법, Computed Tomography (CT)를 

이용하여 부피 평면적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중 보편적 진단 방

법은 주관절 위 ·아래 10 cm 부위 둘레를 측정하는 것으로, 림프부종

을 진단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정상 측과 비교하여 팔의 둘레가 

2 cm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림프부종이라고 진단하는 방법이 일반적이

다[21]. 

2. 상지 림프부종 환자를 위한 치료적 운동의 강도

유방 내 종양 제거술 시행으로 발생된 림프부종 환자의 치료적 운

동 적용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것은 운동강도이다[13]. 림프

부종 환자의 운동치료는 중강도 또는 저강도 운동이 주로 실시되고 있

으며[22], 그 효과 기전으로는 환부 주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

하여 혈관과 림프절을 자극하고, 궁극적으로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증가시켜 통증 완화 및 림프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이다[23]. 처치된 

운동 강도에 따라 관절막, 근육, 근막, 힘줄, 인대 등의 탄성(elasticity)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통증유발, 근육 손상, 관절가동범위 제

한 등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하여 처방되어야 한다[24]. 

상지 림프부종 환자의 운동치료 시 운동 강도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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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대 근력의 50% 이상, 또는 최대 심박수의 35% 수준의 운동을 저

강도로 분류하고 있으며[13], 최대근력의 75% 이상, 또는 최대심박수 

70% 수준의 운동을 중강도[25]로 분류하고 있다. 환자들의 최대 근력 

측정은 정상인과 동일한 1 RM측정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고강도 

운동은 현재까지 림프부종 환자에게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림프부종

이 완치된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및 체력증진을 위해 

처방된 사례만이 보고되고 있다[26]. 

먼저, 림프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트레드밀, 걷기 등을 중강

도로 복합 처치한 연구에서는 인지능력(21%)과 보행속도 및 보폭에서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다[25]. 이 연구의 운동 강도는 최대심박수의 

약 55%로 통제되었으나, 최대심박수를 180-환자나이로 계산하여, 환자

의 신체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저하되었다는 전제하에 실험처지하

였다[13]. 반면, 탄력밴드를 이용한 중강도의 저항운동을 처치한 연구

는 상완이두근과 삼두근의 근력 및 근지구력의 유의한 증가를 보고하

였으나[27], 중강도라는 운동강도 설정을 220-환자나이로 계산하여 앞

선 연구와 달리 환자의 신체 능력 저하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Weiderpass et al. [28]은 11년간 9만 명을 대상으로 종단연구

를 실시한 결과, 규칙적인 중강도 운동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향상과 암 재발률 저하에 매우 효과적인 반면, 

부종 및 통증 감소에는 미미한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운

동주체가 환자임을 고려하여 운동강도 설정을 낮은 중강도 수준(180-

환자나이, 최대근력 50%)으로 처치한 결과이며, 점진적으로 운동강도

를 70%까지 증가시킨 경우에는 부종 및 통증의 잔존을 보고하였다. 통

증은 환자의 운동참여에 제한을 주어 전체 운동치료 프로그램의 효율

성을 저하시키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반면, 상지 림프부종이 나타난 환자를 대상으로 저강도의 운동치료

를 처치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스트레칭[29], 요가[30], 타이치[31], 필라

테스[32] 등이 활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저강도 요가운동 프로그램을 

처치한 연구는 관절가동범위 향상을 보고하였고[30], 저강도 타이치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도 어깨관절가동범위 향상과, 집중

력 향상에 긍정적 결과를 보고하였다[31]. 마찬가지로, 비탄력 스트랩

을 이용한 저강도 스트레칭을 적용한 연구도 유연성과 관절가동범위 

증가에서는 효과적인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근력 증가는 나타나지 않

았다[29]. 이상의 연구들은 운동강도를 최대 심박수(180-환자나이)의 

35%의 수준으로 처치하였으며, 이는 저항성 운동이 수반되지 않은 규

칙적 저강도 운동은 유연성과 관절가동범위 증가에 효과적이나, 근력, 

근지구력 향상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운동강

도를 최대심박수 30-40%, 그리고 최대근력의 30% 수준으로 처치한 저

강도 필라테스 운동의 경우에는 관절가동범위 증가 및 부종율 감소와 

더불어 근력, 근지구력의 향상을 보고하였다[32]. 이러한 결과는 초기 

림프부종 환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능적 문제점 개선에 매우 효

과적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Table 1과 같

Table 1. Exercise Intervention for upper limb edema patient       

Researchers Exercise intensity Treatment duration Exercise type Exercise frequency Exercise time Dependent variables

Choi [25] Medium IN 12 wk Combin Ex 
(cycle, treadmill and walk)

5 x/wk 50 min PF↑, MP↑

Hutnick et al. [27] Medium IN 24 wk Thera band 3 x/wk 30 min MP↑, ME↑
Kim [38] Medium IN 10 wk Swimming Ex 3 x/wk 30 min PF↑, ROM↑, Edema↓
Baumann et al. [45] Medium IN 12 wk Strength Ex 2 x/wk 60 min PF↑, walking↑
Weiderpass et al. [28] Medium IN 9 yr Combin St Ex 1 x/wk 30 min ADL↑, Relapse↓
Eom [31] Low IN 12 wk Tai chi Ex 1 x/wk 50 min ROM↑, Concentration↑
Ulger et al. [30] Low IN 8 wk Yoga Tr 2 x/wk 30 min ROM↑
Na YM et al. [29] Low IN 12 wk Stretch Ex 3 x/wk 40 min Flexibility↑, ROM↑

IN, intensity; Ex, exercise; Tr, training; St, strength; MP, muscle power; ME, muscle endurance; ROM, Range Of Motoin;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PF, 
physical fitness; ↑, increase; ↓, decrease. 

Table 2. Exercise frequency for upper limb edema patient    

Researchers Treatment duration Exercise frequency Dependent variables

Kilbreath et al. [33] 8 wk 7 x/wk Pain↓, Edema↓
Kim [38] 10 wk 3 x/wk PF↑, ROM↑, Edema↓
Tehard et al. [34] 12 yr 5 x/wk ADL↑, Relapse↓
Segar et al. [43] 10 wk 3 x/wk Depression↓
LEE [41] 6 wk 2 x/wk None 
McKenzie & Kalda [40] 8 wk 3 x/wk Pain↓, Edema↓
Choi [25] 12 wk 5 x/wk PF↑

PF, physical fitness;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ROM, Range Of Mot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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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림프부종 환자에게 저강도 운동 프로그램(최대심박수 35%, 최대근

력 30% 수준)은 환자가 통증과 부종 증상을 나타내고 있을 때, 통증 

감소 및 관절가동범위 증가에 효과적이며, 반면 환부 통증과 부종 증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강도 또는 중강도 운동 프로그램(최대심박

수 50%, 최대근력 50% 수준)을 처치하여 관절가동범위 증가와 함께 

근력 및 근지구력 증가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 운동강도로 사료된다. 

3. 상지 림프부종 환자를 위한 운동 빈도

림프부종 환자의 운동 빈도는 주로 피로도 측면에서 연구되었으며

[33], 이는 반대로 운동 빈도가 환자의 피로도에 영향을 주어, 전체 운

동치료 프로그램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선행 연구의 운동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유

방 종양 절제술을 받은 40-65세 환자를 대상으로 주 7회, 8주간 점진

적 저항운동과 스트레칭을 복합 처치한 결과, 4주 이후부터 통증과 부

종감소 감소를 보고하였으며[33], 주 5회 운동을 실시한 환자를 대상으

로 계획연구(cohort study)를 실시한 결과, 일상생활수행능력(ADL) 향

상과 암 재발률 감소에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였다[34]. 그러나 유산소

와 무산소운동을 복합하여 12주간 주 5회 실시한 연구에서 8주차 까

지는 유의한 전신체력 향상을 보고하였으나, 8주이후에는 자연 살해 

세포(Natural Killer Cell, NK cell) 수치 증가를 보고하였다[35]. NK cell

의 수치 증가는 염증반응 촉진을 의미하고[36], 이는 부종과 통증을 수

반하므로[37] 절대적 운동 중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 5회 이상의 운

동 빈도는 환자의 염증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주 3회 10주간 50-60분간 수영프로그램을 실시한 림프부종 환자들

은 체지방률과 체지방량이 감소되었으며, 기초체력(악력, 유연성, 민첩

성)의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고[38], 또한 유산소 운동을 10주간 주 3

회 실시한 환자들은 우울증, 불안감, 자기존재감 등의 긍정적 심리변화 

결과를 보고하였다[39]. Mc Kenzie와 Kalda [40]의 연구에서도 상지림

프 부종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8주간 주 3회 암에르고미터 사이클링

을 25 W의 강도로 20분간 실시한 결과 통증 및 부종율 감소를 보고하

였다.  즉, 적절한 운동 강도의 주 3회 치료적 운동은 림프부종 환자들

에게 통증 및 부종율 감소뿐만 아니라, 체구성과 기초체력 향상과 더

불어 심리문제 극복에도 효과적으로 생각된다. 반면 주 2회 빈도로 6

주간 율동적 에어로빅 운동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신체적 증상 즉, 동

통과 감각변화에 긍정적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41]. 따라서 

주 2회 빈도의 치료적 운동은 환자 적응상태에 따라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상지 림프부종 환자의 운동

빈도는 통증이 수반되는 경우 최소 주 3회 운동빈도가 통증감소에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경미한 통증 또는 통증이 수반되지 

않는 8주 이후부터는 주 3-4회 이상의 운동빈도가 지속적 근력향상 

및 재활운동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운동치료 적용 시간

림프부종 환자의 운동치료 시간은 환자 피로도와 함께 전체 치료 

기간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중요한 요소이다[42]. 그러므로 운동 치

료 빈도와 시간은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43]. 구체

적으로 운동시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림프부종 환자에게 하루 35-40

분 운동을 적용 한 결과 근력 증가, 통증과 부종률 감소에 효과적 결

과를 나타내었다[41]. 그러나 하루 40-50분간의 운동 시간을 처치한 연

구는 비록 근력과 상지 견관절 가동범위의 유의한 증가를 보고하였으

나, 통증 감소에는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44]. 또한 하루 60

분 이상의 운동 시간을 처치한 경우 근력과 관절가동범위 향상에는 

효과적이었으나, 마찬가지로 통증과 피로도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었다[45]. 따라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상지 림프부종 환자에

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 시간은 하루 30분으로 생각되며, 근력증가, 통

증 및 부종률 감소, 그리고 신체 피로도 감소에 가장 적합한 운동시간

으로 나타났다[29].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상지 림프부종 환자에게 운동치료 시

간은 크게 통증 유무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처방되어야 할 것이다. 

통증 동반한 단계에서는 평균 30분 이상, 최대 40분 이하의 운동 시간

이 부종률과 통증감소 및 근력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며, 통증이 사라

진 환자를 대상으로는 40분 이상 최대 60분 이하의 운동 시간이 근력

과 함께 관절가동범위 증가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5. 임상적 운동치료 적용 시기와 추후 연구 방향 제언

유방절제술 이 후 6개월까지 치료적 운동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통

증과 부종률 증가, 피로누적 및 관절가동범위의 제한이 심각해지며, 

그로 인해 전체 재활기간이 증가된다고 하였다[31]. 유방절제술 후 보

편적 운동치료 적용 시점은 주변 조직의 회복속도에 따라 최소 3개월 

이후 또는, 심한 통증이 수반되었을 경우 최소 6개월 경과 시점을 운동

치료 적용에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였다[46].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운동치료 적용 시기는 수술 직후 

1-3일 이내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절가동범위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신체기능 회복과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이었으며[47], 마찬가지로 

Sprod et al. [48]은 수술 후 1주일 이내 간단한 상지 운동이 림프부종 

예방과 신체 기능 회복에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운동 치료 적용 시기는 수술 직

후 1-3일 이내, 자각통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관절가동범

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전체 재활 기간 단축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운동치료 적용시점은 환자의 개인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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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술 경과, 회복속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더불어 치

료적 운동에 관한 미미한 선행연구로 인해 추후 운동형태, 강도, 빈도, 

시간, 적용 시기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좀 더 진행된다면 효과적인 운

동치료 방법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유방암 절

제술로 발생된 림프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를 검증한 선행 연구가 양적으로 축적되었을 때, 보다 타당하고 일반

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메타분석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유방암 절제술 후 발생될 수 있는 상지 림프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총 48편의 치료적 운동 요법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하여 강도, 빈도, 시간, 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운동 강도에서는 저강도(최대심박수 35%, 최대근력 30% 수준) 수준의 

운동이 통증 감소 및 관절가동범위 증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운동빈도는 운동치료 시작 후 8주까지 주 3회 이상의 빈도가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며, 통증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24주까지 주 

3-4회의 규칙적 중강도 운동프로그램이(최대심박수 50%, 최대근력 

50% 수준) 근력 향상과 피로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시간은 평균 30-40분 이하의 중재로 근력 증가, 부종률 감소, 통증 감

소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적용 시기는 근력약화 및 제한된 관

절가동범위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수술 직후 1-3일 이내 통증이 없

는 범위 내에서 관절가동범위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신체기능 회복과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이라 보고하였다. 그러나 환자의 회복단계와 개

인적 특성에 따라 치료적 운동은 강도, 빈도, 시간, 시기 등이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 

운동 처치 시 주의점으로는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

며, 통증의 증가 및 다른 신체적 문제점 발생시 즉시 중단할 것을 권장

하였다. 치료적 운동의 강도, 빈도, 시간은 환자의 개인적 특성과 수술 

경과, 회복속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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