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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암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평균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에서 암이 발병할 수 있다[1]. 또한 암 진단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암의 조기발견이 늘어나고 치료율이 향상되어 암환자의 5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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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lthough physical activity may reduce the risk of cancer recurrence and risk of mortality in cancer patients, majority of 
cancer survivors are still remained physically inactive.  Since most of cancer patients visit their oncologists on a regular basis, it would 
be ideal to provide exercise counselling program along with their hospital visit. However, the feasibility of hospital based exercise coun-
selling program has not been tes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exploratory study wa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hospital-based 
exercise counselling program on the level of physical activity and body composition in cancer survivors.

METHODS: Among 118 cancer survivors underwent exercise counselling program at the cancer prevention center of university affili-
ated hospital, 47 cancer survivors (mean age, 51.8 years) revisited after an 8-week. At baseline and after 8 weeks, the level of physical 
activity and body composition were measured.

RESULTS: Compared to their baseline value, we observed significant increase in walking (baseline vs. 8 weeks: 170.7±197.8 vs. 
362.2±343.4 minutes/week, p<.05) and frequency of resistance exercise (baseline vs. 8 weeks: 0.21±1.2 vs. 2.5±2.5 day/week, 
p<.05). Percent body fat was decreased (baseline vs. 8 weeks: 30.3±9.6 vs. 29.7±9.5%, p=.025) and skeletal muscle mass was 
increased at the 8th week follow up visit compared to their baseline value (baseline vs. 8 weeks: 22.9±3.7 vs. 23.2±3.8 kg, p=.019).

CONCLUSIONS: The hospital-based exercise program was feasible intervention to increase the level of physical activity and improve 
body composition in cancer survivors.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study is not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nd also small portion of 
cancer survivors returned to the follow up test, the efficacy of this exercise counselling program should be tested with proper stud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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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율 (70.6%)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암의 발병률과 5년 생존

율이 함께 증가한다는 것은 암의 치료 과정에 따른 신체기능 및 체력

의 저하[2], 삶의 질의 저하, 피로도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3]의 회복과 

이차암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암 경험자의 증가를 말해준다.

이차암의 원인으로는 원발암을 치료하면서 생기는 부작용과 원발

암의 발병에 영향을 주는 흡연, 음주, 식이, 신체활동과 같은 생활습관, 

환경적인 요인, 유전, 면역, 호르몬 등의 개인적인 요인 등이 있다[4]. 병

원에서는 암 경험자의 이차암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 검진을 통해 관리

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정기 검진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관리와 같은 

적극적 예방을 원하고 있다. 신체활동의 참여는 대장암, 유방암, 전립

선암 및 자궁내막암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되었다[5-8]. 암 경험

자의 신체활동의 참여는 환자들의 신체적 기능과 체력을 향상시키며 

체지방량을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향상시켜 암 치료과정에서 감소된 

신체기능과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준다[9,10]. 또한 암치료를 

받기 위한 신체적, 심리적 능력을 향상시키며 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지

연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6,11]. 신체활동에 참여하지 않

는 환자에 비해 일주일에 18 metabolic equivalent task (MET)-hours 이

상의 신체활동을 한 대장암 환자의 재발률은 50% 감소되었고[11], 일

주일에 9METs-hours 이상 신체활동에 참여한 유방암 환자의 재발률

은 43% 낮게 나타났다[12]. 미국스포츠의학회에서 제시한 암 경험자를 

위한 신체활동 지침은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신체활동에 참여하거나 75분 이상의 고강도 신체활동에 참여

하며 근력운동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전신 대 근육군을 사용하는 운

동에 참여 하는 것을 권장하였다[13]. 하지만 국내의 위암, 대장암, 폐

암, 유방암, 간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의 신체활동량을 조사한 결과 

31.6%만이 미국스포츠의학회에서 권장한 신체활동량에 참여하고 있

었다[14].

암환자의 생활습관을 바꾸는데 의사의 권고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

다[15]. Park et al. [16]의 연구에 의하면 치료가 종료된 유방암과 대장

암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의사의 신체활동 권고만 받은 그룹과 의사의 

신체활동 권고와 함께 운동 패키지(운동전문가의 15분 교육과 운동 

영상, 만보기 그리고 운동일지)를 제공받은 그룹의 신체활동 변화 추

이를 조사한 결과 4주 뒤의 신체활동량이 운동 권고와 함께 운동패키

지를 제공 받은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87.57분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또한 Lee et al. [17]의 연구에서도 2, 3기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 

교육과 함께 가정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 영상과 만보기, 운동

일지를 제공하였을 때에 주당 중강도 신체활동량이 203분 증가하였

다. 이처럼 암생존자에게 의사의 운동 권고와 함께 운동 전문가의 상

담 그리고 만보기와 운동 일지의 제공은 신체활동 참여를 강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 두 연구는 실제 운동 상담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아닌, 운동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 참여한 암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암과 치료 시기에 있는 암 경험자

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운동 

상담이 실제적으로 환자의 신체활동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

사된 바는 매우 제한 적이다. 암 경험자가 신체활동 증진을 통해서 얻

을 수 있는 유익을 생각해 볼 때, 국내 암 경험자의 신체활동량을 향상

시키기 위해 임상에서 적용이 가능한 효과적이고 간단한 중재 방법이 

보급되어야 하지만 아직 국내 암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에서 의료진의 권고를 받고 

운동상담사를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1회 20분의 운동교육, 가정

기반 운동 유인물제공,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격려가 암경험자들

의 신체활동량과 신체 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런 중재 방

법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S병원의 암예방센터에 방

문한 암경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암경험자란 암으로 진단 받은 

후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호르몬치료 등 치료를 받고 있거

나 종료된 대상자를 의미한다[18]. 연구기간 중 118명의 대상자가 진료 

후 운동 상담을 받았으며 그 중 47명의 대상자가 전후 측정을 완료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51.8세로 

암을 진단받은 시기는 평균 39.6개월이었다. 대상자의 40.4%가 유방암 

환자였으며 이외의 대장암, 위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갑상선암, 폐암, 

췌장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암종의 환자가 포함되었다.

Table 1. Baseline demographics and medical profile (n=47) 

Variables N=47

Age (yr) 51.8±11.1
Male (n) 11 (23.4)
height (cm) 160.5±6.3
Weight (kg) 61.7±12.0
BMI (kg/m2) 24.0±4.7
Time since completed therapy (month) 39.6±43.2
Location of tumor (n)
   Breast  
   Colorectal 
   Gastric
   Ovarian, endometrial
   Thyroid

  
19 (40.4)

9 (19.1)
5 (10.6)
4 (8.5)
3 (6.4)

Others 7 (14.9)

Values are means and SD or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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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1) 운동상담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은 1회의 운동 상담 및 근력운동 교육을 포함하고 8

주간 환자들이 개별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매일 한번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

록 격려하였다. 병원 방문시 환자들과 20분가량 상담을 통해 환자의 

운동 참여율과 운동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운동 계획을 세워주었다. 또한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교

육을 실시하였다. 근력운동은 총 8가지 운동(엎드려 기도자세, 균형잡

기, 팔굽혀펴기, 골반 기울이기, 상체 들어올리기, 브릿지, 스쿼트, 벽에 

기대어 숄더 프레스)으로 일주일에 2일 이상, 10-15회씩 2-3세트를 하도

록 교육하였다. 각 동작마다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변형하여 따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처음에는 10회씩 2세트를 반복할 수 있는 

강도운동으로 시작하도록 하고 점차 반복 횟수를 증가하도록 하였다.  

각 운동 동작 사진과 운동시 유의사항이 기록된 유인물과 운동일지를 

주어 집에서 규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들의 신체활동량

을 증가시키기 위해 매일 최소 10분 이상 지속하여 30분 이상 걷기 또는 

개인 환경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였

다. 규칙적인 운동참여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기, 계

단 이용하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2) 측정 변인

(1)�신체측정

신장 및 체중은 신발을 벗고 최대한 간편한 복장을 착용한 후 자동 

측정 장비 JENIX (동산제닉스,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체질량

지수는 측정된 체중(kg)나누기 신장의 제곱(m2)으로 계산하였다. 허리

둘레는 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 바닥과 수평이 되는 배꼽 부위를 측정

하였다. 체지방량과 골격근량은 체성분 분석기(Inbody 720, Biospace,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신체활동량

신체활동량은 WHO의 국제신체활동설문지(Global Physical Activi-

ty Questionnaire, GPAQ)의 한글판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GPAQ은 50

개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된 설문지로 국내에서도 신뢰도

는 0.60-0.67, 가속도계로 사용한 타당도는 0.34로 검증되었다[19]. 

GPAQ은 중강도와 고강도의 일과 관련된 활동, 장소 이동시 활동, 여

가활동, 좌식활동을 측정할 수 있으며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자들의 대부분이 걷기로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GPAQ에

서 가볍게 걷기는 중강도 여가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건강영양조

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주일간 걷기량의 주당 횟수와 시간을 추가로 

설문하였다. 또한 환자들의 주당 근력운동 참여율을 측정하기 위해 일

주일에 몇 번 근력운동에 참여했는지 설문하였다. 모든 문항은 운동

상담사가 환자에게 질문하여 수집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Version 22.0을 이용하여 모든 변인의 평

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운동 중재의 효과는 8주 전후 차이검증

으로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05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신체활동량의 변화

8주 후 재방문한 암경험자의 신체활동량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이동시 걷기 등 하루 10분 이상 지속된 걷기의 총 시간은 일주일에 평

균 170.7±197.8분에서 362.2 ± 343.4분으로 약 2배가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또한 근력운동 참여 횟수도 일주일에 평균 0.21 ±1.2일에서 2.5 ±

2.5일로 2배정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일주일에 중강도 운동 

참여는 평균 42.7±110.5분에서 107.1± 213.8분으로 증가된 경향은 보였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고 이동시 신체활동과 중

강도 일을 통한 신체활동량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한, 하루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좌식생활 시간은 변화가 없었다.

Table 2. Changes in physical activity level (n=47)    

Variables Baseline 8 weeks
Differences in mean 

change
p-value

Moderate-intensity exercise (min/week) 42.7±110.5 107.1±213.8 64.4±252.6 .147
Moderate-intensity work (min/week) 78.8±375.0 81.5±374.5 2.7±542.3 .977
Sedentary behavior (min/week) 453.6±268.9 378.1±188.2 -75.5±309.7 .185
Transport activity (min/week) 69.1±111.4 139.6±184.9 70.4±207.8 .057
Total walking (min/week) 170.7±197.8 362.2 ±343.4 191.5±400.0 .009
Strength exercise (day/week) 0.21±1.2 2.5±2.5 2.3±2.9 <.001

Values are means and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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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조성의 변화

8주 후 재방문한 암 경험자의 신체조성과 허리둘레의 변화는 Table 

3과 같다. 체중과 체질량지수는 변화가 없었지만 체지방률은 평균 

30.3 ± 9.6%에서 29.7± 9.5%으로 -0.6 ±1.7%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골격

근량은 평균22.9 ± 3.7 kg에서 23.2 ± 3.8 kg으로 0.2 ± 0.7 kg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병원에 내원한 암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에서 적

용할 수 있는 신체활동량 향상을 위한 운동 상담 프로그램을 제안하

고 효과 검증을 진행하였다. 약 20분이 소요되는 1회의 운동 상담 및 

근력운동 교육과 8주간 매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결과 대상자들의 

40퍼센트인 47명이 재방문 하였으며, 8주간 가정기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암경험자의 걷기량과 근력운동 참여율이 유의하

게 증가하였고 신체조성에서는 체지방률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근육량

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가 아니고, 

통제군이 없이 병원에 재방문한 대상자들의 자료를 조사하였기 때문

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운동상담의 효과성검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 암진료에 보조적으로 

운동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

다. 비록 본 연구가 운동 상담의 효과성 검증이 연구의 주목적은 아니

라고 하더라도, 실제 8주 후 병원을 재 방문한 환자들의 신체활동량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Park et al. [16]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에서 유방암과 대장암 경험자

를 대상으로 의사가 진료 후에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에 

참여하면 유방암과 대장암의 재발의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일

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과 2회 이상 근력운동에 참여하라고 

권고하였지만 4주 뒤에 신체활동참여율은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동 프로그램 영상과 만보계, 운동일지를 제공한 

결과, 4주 뒤에 일주일에 신체활동량이 평균 47.57분이 유의하게 향상

되었고 중재를 하지 않은 대조군은 약 40분이 감소하였다. Lee et al. 

[17]의 연구에서는 국내 대장암 경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운동 중재

를 진행하였는데 1회 건강관련 교육과 운동일지, 만보계를 지급하고 1

회 주치의와 함께 등산을 한 그룹과 총 6회 운동교육과 운동일지, 만보

계, 운동영상을 지급하고 매일 문자메시지로 운동참여를 격려한 그룹 

모두 총 신체활동량이 일주일에 150분에서 2배이상 증가하였다. 암 치

료 이후 암경험자의 신체활동량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임상에서 실제

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중재방법보다는 간단하지만 효과

적인 중재방법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만보계나 

운동일지를 제공하지 않고 1회 운동교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운동참

여를 격려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들의 걷기량과 근력운동 참여를 유의

하게 향상시켰다. 중강도 운동 참여는 평균 42.7±110.5분에서 107.1 ±

213.8분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는 나

타나지 않았다. 대상자의 대부분이 걷기를 통해 운동에 참여했는데 신

체활동량을 측정한 GPAQ 설문지의 경우 보통 걷기는 중강도 운동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10분 이상 걸어서 이동하거나 운동으로 걸은 

시간을 합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 170.7±197.8분에서 362.2 ± 343.4으로 

약 2배정도 유의하게 증가하여 일상생활의 활동량과 걷기 운동 시간

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암경험자들은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치료, 호르몬 치료 등 다양한 

치료과정을 통해 높은 피로도, 감소된 신체활동량으로 근육량과 체력

의 감소,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하게 된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 유방암을 

진단받고 3년 후에 74%의 여성에서 체지방이 2-4% 정도 증가되고 신체

활동 참여율이 낮은 여성에서 체지방의 증가는 더욱 높아진다[20]. 체

지방의 증가는 유방암의 재발 및 이차암과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

기 때문에 신체활동의 참여와 식이 조절로 적정한 체중 관리가 요구되

고 있다. 대장암의 경우에도 비만한 환자에서 재발과 사망률의 위험이 

높아지고[21], 근육량이 낮은 환자에서 사망률의 위험이 높아진다[22].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으로 인해 체지방이 증가

되고 근육량이 감소되는데 근력운동의 참여는 근육량의 증가와 체력

향상으로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23]. 

미국스포츠의학회와 미국암협회 등 암경험자를 위한 신체활동 권

장사항을 보면 유산소 운동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회 이상의 근력운

동도 함께 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8가지의 근력운동을 교육하고 

유인물을 제공한 뒤 일주일에 2일 이상 각 운동을 10-15회씩 2-3세트

Table 3. Changes in body composition and blood pressure (n=47)    

Variables Baseline 8 weeks Differences in mean change p-value

Weight (kg) 61.7±12.2 61.8±11.9 0.1±1.6 .793
BMI (kg/m2) 24.1±4.7 24.1±4.6 0.0±0.6 .887
Waist circumstance (cm) 85.4±12.2 84.9±11.0 -0.5±4.3 .506
Body fat (%) 30.3±9.6 29.7±9.5 -0.6±1.7 .025
Skeletal muscle mass (kg) 22.9±3.7 23.2±3.8 0.2±0.7 .019

Values are means and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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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리고 주중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에 참

여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첫 측정 때 환자들의 근력

운동 참여는 일주일에 평균 0.21±1.2회로 거의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았

지만 8주간의 운동중재 이후에는 평균 2.5 ± 2.5일로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근력운동 참여의 증가와 함께 근육량도 평균 22.9 ± 3.7 kg에서 

23.2 ± 3.8 kg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체지방률은 평균 30.3 ± 9.6%에서 

29.7± 9.5%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대장암 경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12주 운동 중재연구에서는 체중은 평균 0.6 kg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지

만 체지방률과 근육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17]. 암 치료과정에

서 낮아진 신체활동과 호르몬 치료로 감소된 근육량의 회복은 암생존

자의 체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이는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

에 중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가정 기반 운동 상

담 프로그램의 가능성 탐색 연구로 대조군이 없이 진행되었고 처음 

운동 상담 이후 8주 후에 재방문환자의 비율이 40%로 낮게 났다는 것

이다. 재방문을 하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 8주간 목표했던 운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재 측정의 회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환자들

을 모집했던 대학병원 특성상 거주지와 거리가 먼 환자들이 많아 방

문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임상의 현상이며 이러

한 부분을 보고하는 것은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제한된 

진료 시간에 효과적으로 환자들에게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

체활동 참여율과 체중관리를 위한 실용 가능한 운동 상담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암종별로 특성에 따른 운동 

중재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되어 진다.

결 론

암경험자들의 원발암 치료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작용을 극복하고 

이차암 예방을 위해 신체활동 및 운동의 참여가 권장되고 있다. 암 치

료 이후 암 경험자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임상에서 실

용 가능한 운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암경험자를 

대상으로 8주간 환자들의 신체활동량 증진을 목적으로한 운동 상담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공한 운동 상담 

및 근력운동 교육, 그리고 문자메시지 발송은 8주 후 병원을 재방문한 

환자들의 걷기량을 증가시켰고, 근력운동 참여를 증진하였으며, 체지

방률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근육량을 향상시켰다. 병원내에서 진료

와 연계해 일회성 운동교육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신체활동 증진 프로

그램은 실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그 효과성은 추후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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