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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의 운동과
림프부종 관리
병원약도

외부주차장

버스노선
[일반버스] 병원 밑 하차 : 67번, 167번
벽산아파트 하차 : 110-1번
[마을버스] 병원입구 하차 : 10번 (개금역 → 병원 정문 앞 → 개금역)
※평 일 : 오전 7시~오후 6시 50분 (5분 간격)
※토요일 : 오전 7시~오후 2시 (5분 간격)
※일요일·공휴일 : 오전 8시~오후 6시 (20분 간격)
[마을버스] 병원 밑 하차 : 10-1번 (오전 6시~오후 9시 50분, 수시운행)

도시철도(Metro)
2호선 개금역 5번 출구

도보 15분 거리
일반버스 167번 또는 마을버스 10번, 10-1번 이용 가능

주차안내
•내부주차장 또는 외부주차장 이용 가능
•외부주차장 이용 시 무료 셔틀버스 이용 (외부주차장 ↔ 병원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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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잇점
•적정체중을 유지하게 하여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기분을 좋게 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

1

머리 돌리기
머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크게 원을 그리며 돌립니다.

•에너지가 향상됩니다.
•뼈의 형성을 도와주고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방암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운동은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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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갑골(날개뼈)
움직이기

•체중이 실리는 가벼운 운동, 땀이 좀 나고 숨이 약간 찰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3-4회 이상 하루 1시간 정도는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운동 (활발한 걷기, 달리기, 등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합니다.
•요가, 스트레칭, 에어로빅 등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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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운동(스트레칭)
양손 같이 스트레칭 하기
❶ 양손을 마주잡고 최대한 올립니다.
❷ 양손을 허리 뒤로 잡아
최대한 뒤로 이동합니다.

•더불어 주 3회 이상, 하루 30분 정도는 일광을 합니다.
벽을 이용하여 스트레칭 하기
벽을 마주보고 서거나
옆으로 선 자세에서
천천히 벽을 따라 손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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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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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올리기
앞으로 올리기
팔을 앞으로 뻗어 똑바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림프부종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림프부종이 무엇인가요?
림프부종이란 림프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림프액이 팔 등에 비정상
적으로 축적되어 붓는 것을 말합니다. 유방암 수술 중 겨드랑이 림프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의 20% 정도에서 림프부종이 발생합니다.

림프 부종의 증상은 어떤가요?
옆으로 올리기

부종이 발생하면 팔 둘레와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통증,

팔을 옆으로 올려 똑바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저린감, 무거운 감, 감각 또는 기능의 저하, 피로감, 팔
운동 범위의 제한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림프부종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
팔을 벌려 회전하기
양팔을 옆으로 나란히 벌려
앞으로 뒤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립니다.

유방암 환자에서 수술로 인한 림프부종의 발생을 예측 하기는 어렵지만 다음
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면 림프부종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술 받은 쪽 팔에서 피를 뽑거나 혈압을 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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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이용한 근력강화 운동
세라밴드나
가벼운 아령을
이용하여 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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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받은 쪽 팔에 약물 주사를 맞지 않는다.
•수술 받은 쪽 손이나 팔에 상처나 염증이 생기면 바로 치료한다.
•팔이나 손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수술 받은 쪽 겨드랑이 면도 시에는 전기면도기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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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일이나 정원일을 할 때는 장갑을 끼어 보호한다,
•수술 받은 쪽 손이나 팔에 꽉 끼는 옷은 피하고 시계, 반지도 느슨하게

림프부종을 치료를 돕는 생활 요령
❶ 팔을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착용한다.
•어께에 거는 가방이나 핸드백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❷ 팔을 위로 올린 후 주먹을 불끈 쥐면서 팔의 모든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한 다음 3-4 초 후에 심을 뺀다. 이런 동작을 하루에 3-4회 반복한다.

•심한 온도 변화를 주는 사우나, 일광욕 등을 피한다.
•수술 받은 쪽 팔로 오래 짚고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지 않는다.

❸ 팔이 화끈거리면 20도 정도의 물에 2분 정도 담근다. 얼음 주머니를 싼
수건을 감거나 냉장고에 넣어 차게 한 수건을 감아도 좋다. 단, 한번에 10

•팔이나 어깨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힘든 운동은 피한다.

분 이상은 감아두지 않는 않는다.

•테니스, 골프, 검도 등 팔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심하게 하지 않
는 것이 좋다.

❹ 팔을 높게 하거나 운동을 통해서도 림프부종이 좋아지지 않으면 전문의
와 상담 후 팔을 붕대로 압박하거나 탄력압박소매를 이용한다.

•운동을 무리하게 하여 팔이 아프면 누워서 팔을 심장보다 올려준다.
•누워 있거나 휴식을 취할 때 수술 받은 쪽 팔을 심장보다 높게 한다.
•체중 증가를 조심한다.

❺ 마사지를 받으면 도움이 된다.
❻ 심한 경우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므로 전문의와 상의한다.

•저염식, 고섬유성 음식으로 체중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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