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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복합운동이 ADT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의 신체활동량, 체력, 그리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임  정  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12주간의 복합운동 중재가 전립선암 환자의 신체활동량,

체력, 그리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구리시에 소재한 H병원에서 전립선암으로 진단받고,

최근 3개월 이상 ADT를 받은 환자 29명을 모집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중재 전·후로 신체조성, 신체활동량, 체력, 삶의 질, 혈액의 측정에 참여

하였다. 운동군은 주 1회의 시설기반운동(supervised exercise)과 가정기반

운동(home based exercise)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일상생활유지군은 두

번의 스트레칭 교육만을 받았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권고 받았다.

운동 중재 기간 중 운동군은 7명의 대상자가 거주지 이동, 여행, 합병증, 생

업 등의 이유로 중도 탈락하였으며, 나머지 대상자는 평균 90%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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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률을 보이며 시설기반운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운동군

환자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중도 탈락자(출석률 20% 미만) 3명은

사후 측정 시 일상생활유지군에 포함되었으며, 일상생활유지군은 4명이

탈락하여 최종 분석은 19명(운동군 11명, 일상생활유군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처리는 Windows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nbody 370으로 측정한 신체조성의 변화에서 운동군은 일상생활

유지군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으며, 허벅지 둘레의 경우 운동군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둘째, 노인체력검사(SFT)와 악력계, MMT를 이용하여 체력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운동군은 유연성 항목을 제외한 체력의 모든 항목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셋째,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신체활동량에서 운동군의 일일

보수, 중·고강도 신체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넷째, FACT-P, FACIT-F, BDI, KFES-I로 조사한 삶의 질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다섯째, 혈액변인은 운동 중재 전·후 PSA의 변화가 없어 운동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glucose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복합운동은 ADT로 인한 남성호르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립선암 환자의 신체조성, 체력, 신체활동량,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복합운동, ADT, 전립선암, 신체활동, 체력, 삶의 질

학 번: 2013-2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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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9.0명으로 1983년부터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통계

청, 2014; Jung et al., 2015), 진료비 또한 연간 4조 2천억원으로 만성질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즉, 암은 개인

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손실을 야기

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신체 중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암들 중,

전립선암이란 남성의 생식계인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선암

(adenocarcinoma)이라고도 하며(American cancer society [ACS], 2014),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나 암이 진행 될수록 환자는 각종 배뇨 증상

과 함께 극심한 요통이나 좌골신경통 등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국립암

센터, 2013). 현재까지 전립선암의 발병원인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

만, 연령, 유전적 소인, 남성 호르몬, 인종, 비만 및 식이섭취 등을 주된

위험요인으로 거론하고 있다(ACS, 2014).

2011년 미국 남성의 암 발생률을 살펴보면, 새로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240,890명이며(Collins & Basaria, 2012),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Galvao, Taaffe, Spry, & Newton, 2007). ACS에

따르면 2015년 전립선 환자는 220,800명으로 추정되며, 남성의 전체 암

발생률 중 피부암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14%

발생률을 차지하는 폐암을 제치고 독보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사망률 또한 9%에 달하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CS, Cancer Facts & Figures 2015, 2015). 국내의 경우 2012년 전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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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진단받은 환자는 9,258명으로 갑상선 암을 제외하고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이어 4.2%로 발생률 5위를 차지하고 있어 발병에 대한 심각

성이 다소 간과 될 수 있지만, 전립선암 발병률의 연간 변화율은 다른

암과 비교 시 최고수치인 12.7%로 해외의 사례처럼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된다(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14).

전립선암의 특징으로는 높은 생존율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Culos-Reed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은 원격전이

(Distant)된 상태를 제외하면 99%를 나타냈다. 국내의 경우 병기별 5년

상대생존율은 국한(Localized)시 100%, 국소 진행(Regional)단계에서

95.4%로 매우 높은 생존율을 나타냈다(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14).

이는 보편화된 건강검진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립선암을 조기 발견하여

암이 전이되기 이전에 치료되기 때문으로 보인다(Chipperfield et al.,

2013). 이처럼 최근 전립선암의 발생률 증가와 높은 생존율은 환자 여생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관리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전립선암의 치료법으로는 암의 진행단계에 따라 대기 관찰요법, 근치적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또는 항암화학요법 등이 사용된다(김지

희, 2011). 여러 치료법 중 전이 전립선암의 치료로 많이 사용되는 남성 호

르몬 박탈치료(Androgen Deprivation T herapy, ADT)는 고환 적출술

(orchiectomy), 황체화 호르몬 방출 호르몬 (Leuteinizing Hormone

Releasing Hormone, LRHRH) 촉진제, 에스트로겐, 항남성 호르몬 제제

(Anti Androgen, AA) 등을 포함한다(Kolesar JM. Pharmacotherapy

Prstate Cancer. 7 ed). 이러한 ADT는 남성호르몬(tetosterone)과 전립선

특이항원(prostate-specific antigen, [PSA])을 낮춰 전립선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Chipperfield et al., 2013). 최근 ADT

사용은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된 상태 뿐 만 아니라 전립선에 국한되거나,

국소 진행된 상태에도 증가하고 있으며(Alibhai, Gogov, & Allibhai,

2006), 방사선 치료 시 PSA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Moul, Banez, & Freedlan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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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ADT의 사용 증가로 인하여 환자들의 치료효과 및 생존률이

개선되었으나 남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즉 ADT는 전립선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남성호르몬을

급격히 떨어뜨려 체내 호르몬 불균형 상태를 만드는데, 이는 근육량 저하,

체지방량 증가, 골밀도 감소, 발기부전 등과 같은 생리적 부작용과 함께

우울감, 불안감, 피로감, 인지기능 및 성욕감소와 같은 심리적 부작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ibhai et

al., 2006; Galvao, Taaffe, Spry, Joseph, & Newton, 2010;

Goonewardene, Persad, Young, & Makar, 2014; Chipperfield et al.,

2013). 특히 ADT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여겨지는 신체조성의 변화는

전립선암 환자의 체지방량을 12개월 안에 약 7-10% 증가시키고, 2-4%의

근육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Galvao & Newton, 2005;

Smith, 2004), 이는 결국 노인 인구에서 많이 보고되는 근감소증

(sarcopenia)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DT로 인한 근감소증은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저하시키며, 보행장애,

낙상 및 골절의 위험성을 증가시켜 결국 당뇨병, 대사증후군, 심혈관계 질환

등과 같은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et al., 2012; Collins & Basaria, 2012). 즉 전립선암 환자의 주된 사망 원

인은 ADT의 부작용으로 인한 합병증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Collins &

Basaria, 2012).

이에 따라 ADT요법의 여러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방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여러 방법들 중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은 ADT의 큰 부작용인 신체조성의 변화를 부작용 없이 개선

시키며,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그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전립선암 환자에게 신체활동을 중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Galvao외(2010)는 12주 동안 ADT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에게

복합운동(combined resistance and aerobic exercise)을 시킨 결과 환자의

근력 및 근지구력, 그리고 심폐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Culos-Reed 외(2007)의 연구에서는 12주의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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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는 환자의 심폐능력(aerobic capacity)을

향상시켰으며, 프로그램 종료 된 후에도 신체활동량의 증가가 유지되었음

을 보여주었다. 전립선암 환자의 신체활동량을 조사한 Stacey A Kenfield

외(2011)의 연구에서는 환자의 사망률을 장기간 추적 연구한 결과, 주당 3

시간 이상의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는 환자는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낮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ADT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에게 신체

활동의 실현가능성, 안정성 및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여 운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전립선암 환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Blanchard, Courneya, &

Stein, 2008; Morey et al., 2009). 또한 국내의 경우 전립선암 환자의

신체활동량 조사 또는 신체활동을 중재한 연구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국내 전립선암 환자의 ADT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신체활동량 규명과 구체적인 신체활동방법에 대한 측정 및 방법론적 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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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복합운동 중재가 전립선암 환자의 신체활동량, 체력,

그리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전립선암 환자에게

알맞은 신체활동방법에 대한 연구들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복합운동 프로그램 참여그룹과 미 참여그룹 간의 신체조성에 있어

그룹 간 차이가 존재 할 것이다

2) 복합운동 프로그램 참여그룹과 비 참여그룹 간의 신체활동량에 있어

그룹 간 차이가 존재 할 것이다.

3) 복합운동 프로그램 참여그룹과 비 참여그룹 간의 체력에 있어 그룹

간 차이가 존재 할 것이다.

4) 복합운동 프로그램 참여그룹과 비 참여그룹 간의 삶의 질(전립선

암 관련 삶의 질, 피로감, 우울감, 낙상 두려움)에 있어 그룹 간 차이가

존재 할 것이다.

5) 복합운동 프로그램 참여그룹과 미 참여그룹 간의 혈액변인에 있어

그룹 간 차이가 존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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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 H병원에서 ADT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로

제한 한다

2) 본 연구의 대상자 개개인의 체력과 유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3) 본 연구의 실험기간 중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였다.

4) 본 연구 참여자의 운동참여율 및 식습관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였다.

5) 본 연구 참여자의 ADT기간을 동일하게 통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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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골격근의 수축을 통해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신체의 움직임을 말한다. 신체활동은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운동이나

스포츠 이외에도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신체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것이다.

2)신체활동량(physical activity energy expenditure)

수의적, 불수의적 신체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에너지소비량을 말하며,

일일 에너지소비량에서 기초대사량(basic metabolic rate)과 음식에

대한 열 효과(thermic effect of food)로 인한 에너지소비량을 제외

한 것을 말한다.

3)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과 같이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

여야 할 동작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기능체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노인체력검사(Senior Fitness Test, [SFT])로

측정하였다. SFT는 총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 따라 민첩

성, 유연성, 근력 그리고 전신지구력 등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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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삶의 질(Quality of Life)

삶의 질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

하는 주관적 안녕을 의미하며, 삶의 질 평가척도들은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삶의 질은 전립선 암 관련 삶의 질, 피로감, 우울증,

낙상 두려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5) 복합운동(Combined Exercise)

본 연구에서 복합운동이란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병행한 것을

말한다. 유산소 운동은 대상자의 선호에 따라 걷기, 등산, 싸이클 등으로

실시하며, 근력운동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체중부하운동과 저항성

밴드를 사용한 근력운동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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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전립선

남성호르몬의 영향 아래 기능을 갖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부성선

의 하나로,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고 적절한 이온농도와 산성을 유지하며,

아연성분이 있어 세균 감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생식기관이다. 조직

학적으로 전립선은 선(glandular)조직과 이를 둘러싸는 섬유근(fibromuscular)

조직 으로 이루어진 부성선 기관(accessory sex gland)으로 정상 성인의

평균적인 무게는 약 15-20g이다.

2. 전립선 암

전립선암이란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선암(adenocarcinoma)

이라고 한다. 전립선암은 말초대(peripheral zone)에서 70-80%, 이행대

(transition zone)에서 20% 내외, 그리고 중심대(central zone)에서 5%

정도 발생한다.

전립선암의 조직학적 분류에는 임상적 예후가 가장 유요한 변수로 작용

하며, 그 외에 선 조직의 분화 정도, 세포학적 이형성 정도, 핵의 이상소견

등에 따라 분류된다. 여러 분화도 분류법 중, 재현성과 예휴에 대한 예측

성이 높은 Gleason에 의한 분류법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이 방법은

약확대 현미경 하에서 보았을 때 나타나는 선의 형태(architecture)를

분화가 제일 좋은 1등급에서부터 가장 나쁜 5등급까지로 나눈 다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양상과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양상의 분화도를 합쳐서

나타내며 Gleason score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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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선의 형태

1등급
밀집하여 뭉쳐진, 하나의 ,분리된, 둥근, 단일 형태의 선들: 종양
의 경계가 잘 구분 됨

2등급
하나의, 분리된, 둥근, 비교적 단일 형태의 선들로 한 개의 선 크
기에 이르는 기질층에 분리됨: 종양의 경계 비교적 잘 구분 됨

3등급
하나의, 분리된, 여러 가지 크기의 불규칙적인 선들: 체모양 또는
유두상모양의 종양으로 경계가 불분명함

4등급 침습적인 코드를 가진 융합된 선들을 가진 종양, 유두상, 체모양
또는 고형의 작은 선들로 구성: 세포는 작고 검거나 투명 함

5등급 면포 모양의 종양배경에 선들이 거의 없으며 기질층을 침습하는
종양세포의 코드형 또는 판형으로 구성 됨

<표-1> 글리슨 등급체계

1) 전립선암의 위험요인

① 나이

나이는 전립선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전립선암은 나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40세 이하에서는 드물고, 50세 이상에서는 급격히

증가한다. 주로 60세 이후의 노인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2007년 국내

전립선암 발생율은 70대가 39.9%로 가장 많고, 60대가 37.0%, 80대

이상이 11.9%의 순이다.

② 인종

많은 선행연구에서 전립선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인종 간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전립선암 발생률은 미국, 캐나다 스칸디나비아인 등에서

가장 높고, 동양인에서 가장 낮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흑인은 백인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약 3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흑인

의 전립선암 생존율은 백인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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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호르몬

전립선은 남성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기이다. 남성 호르몬의

대부분은 고환에서 생성되는데 고환을 제거한 남자에서는 전립선암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립선암 환자도 약물이나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면 전립선

암이 퇴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④ 가족력

전립선암 중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9% 정도로 알려져 있다. 유전성

전립섬암의 특징은 이른 나이에 발생한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전립선암

에 비해 7년 이상 일찍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전성 전립선

암이 보다 이른 나이에 발생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임상적 양상은

일반적인 전립선암과 크게 다르지 않다.

⑤ 비만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만할수록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전립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을 통한 적

정 체중을 유지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⑥ 당뇨병

당뇨병이 있으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된 바 있다. 전립선암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한 논문에

서는 당뇨병이 있는 자가 당뇨가 없는 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립선

암 발생 위험이 10-20% 낮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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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립선암과 호르몬 치료

전립선암의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는 병기와 종양의 분화도,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전립선암의 치료법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관찰요법, 근치적 수술, 방사선치료,

호르몬치료, 항암화학요법 등이 있으며, 병기와 종양의 분화도 등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남성호르몬은 전립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남성호르몬의

생성을 차단하거나 기능을 억제하면 치료 초기에는 암의 진행을 막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호르몬치료의 종류로는, 남성호르몬을 생산하는

고환을 제거하는 고환 적출술, 약물로 고환 적출과 같은 효과를 얻는

황체형성호르몬 방출호르몬 촉진제 투여, 에스트로겐 제제 투여, 항 남성

호르몬 제제 투여 등이 있다.

① 외과적 거세

고환 적출술(orchiectomy)는 말기 전립선암의 기본 치료로서, 고환에서

생성되는 남성호르몬을 가장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하여

혈중 남성호르몬의 90% 이상 제거되며, 그 효과가 빨라서 통증 등의

증상이 즉시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안면홍조, 성욕감퇴, 발기부전 및

정신적 충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② 내과적 거세

내과적 거세란 여성호르몬, 황체형성호르몬 방출호르몬 촉진제 등을

투여하여 뇌하수체의 성선자극호르몬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테스토스테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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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황체형성호르몬 방출호르몬 촉진제

황체형성호르몬 방출호르몬(LHRH) 촉진제는 뇌하수체에 작용하여 처

음에는 황체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지만 계속 투여하면 뇌하수체의

LHRH 수용체에 변형이 일어나 황체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게 되고, 결

국 테스토스테론의 생성도 억제되어 2주 이내에 외과적 거세에 의한

수준에까지 도달한다. 초기 1-2주 사이에 황체호르몬 분비가 증가해

전립선암의 증상들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나.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즉 소포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황체호르몬의 분비를 억제

하여 혈중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는데,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디에틸스틸베스테롤(diethylstilbestrol, DES)이라는

합성 에스토르겐이다. 매일 3~5mg씩 경구 투여하면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거의 거세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심혈관계 부작용이

오고 가슴이 여성형 유방으로 변할 수 있어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다. 항남성호르몬 제제

항(抗)남성호르몬 제제는 테스토스테론이나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이 남성호르몬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경구로 투여하며 분자 구조에

따라 스테로이드성과 비스테로이드성 제제로 나뉜다.

스테로이드성 제제는 남성호르몬 수용체도 차단할 뿐만 아니라 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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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테론 즉 황체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뇌하수체의 황체

호르문 분비를 줄여 결국 테스토스테론의 생성과 활성을 감소시킨다.

한편 비스테로이드성 항남성호르몬 제제는 세포의 핵에 결합된 남성

호르몬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테스토스테론이나 디하이드로테스토스

테론의 세포 내 활성을 억제한다.

3. 전립선암과 신체활동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에 예방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며, 회복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Lemanne, Cassileth, & Gubili, 2013). 여러 암 중 특히 전립선암, 대장

암, 그리고 유방암은 신체활동과 연관성이 많다고 알려졌다(이상원 & 김

연수, 2007).

최근 미국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며, 국내에서 급격한 발병률

증가를 보이는 전립선암의 신체활동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전립선암의 치료법인 ADT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방법

으로 신체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전립선암 환자의 신체활동은 운동 유형에 따라

유산소운동, 근력운동, 복합운동 등이 시행되고 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환자 2,705명의 신체활동

량과 사망률 관하여 조사한 결과, 주당 90분 이상 걷기운동을 하는 전립

선암 환자의 사망률은 그렇지 못한 환자에 비해 낮았으며, 고강도의

신체활동을 주당 3시간 이상 하였을 때 사망률이 61%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enfield et al., 2011). 또한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12개월

이상 ADT를 받은 환자 66명에게 6개월간 가정기반 걷기 운동프로그램

을 제공한 결과, 환자의 체중, 허리둘레, 체지방율이 감소하여 신체조성

에 긍정적은 변화를 주었으며, 신체활동량, 최대산소섭취량의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이 보고되었다(Santa Mina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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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egal 외 (2009)의 연구는 24주간 주3회 근력운동이 환자의 상지와

하지의 근력을 향상시켰으며, 혈중 지질 및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켰으며, Alberga외 (2012)의 연구에서도 24주의 근력운동은 ADT로

인한 근육량 감소를 막아주었고, 신체조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으

로 보고되었다. 또한 20주의 저항성 운동이 ADT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

의 근기능, 기능체력, 밸런스, 신체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환자의 상지근력 40.5%, 하지근력 96.3% 향상되었으며, 6m 걷기, 의

자 오르기 등 기능체력의 향상을 보고하였다(Galvao et al., 2006).

Hanson 외(2013) 의 12주간 저항성 운동 프로그램을 ADT환자에게 중

재한 결과 신체조성 및 체력, 그리고 삶의 질 모두 큰 폭으로 향상됨을

보고하였다(Hanson et al., 2013).

전립선 암 환자의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은 체력, 신체조성, 삶의 질 뿐

만 아니라 사망률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

었으며, 두 운동이 주는 이점을 동시에 얻고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결합한 복합운동(combined resistance and aerobic exercise)도 시행되고

있다.

Galvao외(2010)는 12주 동안 ADT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에게 복합운동을

중재 한 결과 환자의 상지 및 하지근력, 근 지구력, 순발력의 향상되었으

며, 근육량의 증가와 함께 허리둘레, 목둘레, 그리고 혈중 CRP 수치가

감소하였다(Galvao et al., 2010). 또한 Bourke 외(2011)의 연구에서는 12

주의 복합운동 결과 환자의 신체활동량이 증가하였으며, 심폐 지구력과

근력이 향상되었으고, 일상생활에서의 피로감 역시 감소되었다.

S Nicole Culos-Reed 외(2007)의 연구에서는 12주의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

중재(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는 환자의 심폐능력(aerobic capacity)

이 향상시켰으며, 프로그램 종료 된 후에도 신체활동량의 증가가 유지되

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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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는 구리시에 소재한 H병원에서 전립선암

으로 진단받고, 최근 3개월 이상 ADT를 받은 환자를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연구 진행에 앞서 H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IRB

No.2014-06-002), 전문 의료진으로 부터 불안정한 협심증,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근·골격계 질환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연구의 대

상에서 제외시켰다. 연구 대상은 의료진의 외래환자 74명을 대상으로 연구

에 대한 목적 및 조사 내용을 충분히 인지시킨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가

를 동의한 29명으로 하였으며, 본 실험 기간 중 중도 탈락한 10명을 제외

한 총 19명으로 자료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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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연구대상자의 특성

Variable
Con G

Mean±SD(n=8)

Ex G

mean± SD(n=11)
P  value

Age (yrs) 78.38±3.11 73.00±8.23 .068

Height (cm) 161.82±2.95 163.02±4.70 .505

Weight (kg) 64.41±7.76 65.38±8.91 .967

Lean body
mass (kg)

24.58±2.74 24.55±2.82 .980

Body fat mass
(kg)

23.43±1.70 25.31±3.78 .166

Waist
circumference (cm)

89.72±9.50 89.66±7.79 .988

Thigh
circumference (cm)

48.15±3.32 50.35±4.04 .680

PSA (ng/ml) 3.98±5.92 1.35±2.55 .296

ADT duration
(month)

43.66±29.26 53.11±45.27 .416

Gleason score 7.63±1.02 7.87±0.99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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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최근 3개월 이상 ADT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 중 운동효과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모집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운동 중재의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하여 H병원 전문 의료진의 승인 이후 대상자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받고 환자를 선착순 모집하였다. 생명윤리위원회(IRB)의 피험자 모집

규정에 따라 자발적 실험 참여 본인 동의서를 2부 작성하여 연구 설명 후

동의를 받은 후 신장, 체중, 체지방량, 제지방량, 허리둘레 및 체력을 측정

하고, 1주일간 신체활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가속도계를 제공하였다. 동시에

전립선암 관련 삶의 질, 피로감, 우울감, 그리고 낙상 두려움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측정 후 대상자들은 두 그룹으로 할당되어 운동

그룹(Exercise group)은 주1회의 시설기반 운동교육(supervised exercise

session)을 받았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모든

대상자들은 능동적으로 가정기반운동 프로그램(self directed exercise

session)에 참여하였다. 일상생활유지군(Control group)은 12주 동안

첫 측정 후 두 번의 스트레칭 체조 교육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

및 절차는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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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연구설계

전립선암으로 진단받고 

6개월 이상 ADT를 받은 

환자(n=74)

프로그램 

탈락(n=45)

- 합병증(n=16)

- 생업(n=8)

- 연락처변경(n=6)

- 응답 없음(n=15)

피험자 선정(n=29)

무작위 배정

사전측정

운동그룹(n=20)

중도탈락(n=7)

- 거주지이동(n=1)

- 여행(n=1)

- 합병증(n=3)

- 생업(n=2)

일상생활유지그룹(n=9)

중도탈락(n=4)

- 웅답 없음(n=2)

- 생업(n=2)

12주 

사후측정

사후 측정(n=11)

- 혈액변인 탈락(n=4)

사후 측정(n=8)

- 운동그룹 중도      

탈락자 추가(n=3)

- 신체활동량 탈락(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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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종류 강도 시간,빈도 도구 비고

복합운동
그룹

유산소운동 운동자각
도 11-13

1회 30분
주 5회
이상

만보계

걷기 위주

보수의
점진적 증가

근력운동 운동자각
도 12-15

1회 30분
주 3회
이상

저항성
밴드

대근육 위주

점진적 증가

통제그룹
스트레칭

교육
- 2회 -

스트레칭 및
식습관 교육

3. 복합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의 복합운동 프로그램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운동

프로토콜 분석 및 환자의 사전 체력검사를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12주간

시설기반운동(supervised exercise)과 가정기반운동(home based exercise)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시설기반운동은 매주(토) 오전 9:00, 10:00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1회 운동시간은 60분으로 10분 준비운동,

40분 본 운동, 10분 정리운동 순서로 진행하였다. 시설기반운동을 교육을

토대로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량을 늘리기 위하여 모든 피험자가 가정

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된 운동지침서 및 저항성 밴드,

그리고 만보계를 제공하였다.

<표-4> 복합운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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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산소운동

걷기, 조깅, 등산 등으로 환자의 선호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다. 운동

강도는 선행연구의 기준에 따라 연령별 최대심박수의 55-75%강도에 속

하는 운동 자각도의 11-13의 범위(Goonewardene et al., 2014)로 1회 운

동 시 30분 이상 주 5회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만보계와 운동지침

서를 사용하여 일일 스텝수, 운동일지 기록하여 환자 스스로 개인의 특

성에 알맞게 운동량을 점증적으로 증가시켰다. 최종적으로 매일 만보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근력운동

선행연구의 기준에 따라 운동자각도의 12-15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대략 1RM의 60-80%로 사용 된 강도이다(Santa Mina et al., 2013).

환자의 운동 동작에 대한 정확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주간 근력운동

전문가는 1:1로 마주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매주 1회의 시설기반운동을 통하여 환자는 가정에서 저항성 밴드를 사

용하거나 자신의 체중만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근력운동 프로그램으로 제

공하였다. 저항성 밴드는 1-6주 동안 2.3kg의 저항을 갖는 초록색 밴드

를, 5-12주 동안 3.2kg의 저항을 갖는 파란색 밴드를 제공하여 점증적으

로 부하를 증가시켰다. 모든 근력운동은 12-15회의 2-4세트로 체중부하

운동(Bridge, Single leg raise, Superman, Scissor kick, Bird, Leg Raise,

Crunch, Side leg raise, Push up, Plank, Squat, Calf raise) 12가지 와

저항성 밴드를 사용한 근력운동(Squat, Chest press, Dead lift, Bent

over row, Lat pull down, Shoulder press, Lateral raise, Front raise,

Reverse fly, Arm curl, Kick back) 11가지 동작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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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운동자각도

범위 RPE 운동자각척도

6 Rest 휴식 또는 안정시

7 Very, very ligh 매우 매우 쉽다

9 very light 매우 쉽다

11 Fairly light 가볍다

13 Somewhat hard 조금 힘들다

15 Hard 힘들다

17 Very Hard 매우 힘들다

19 Very, very Hard 매우 매우 힘들다

20 Maximum 한계치, 도저히 못 하겠다

<그림-1> 시설기반 근력운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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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운동일지 확인 및 가정기반운동 교육

(3) 신체활동 교육

본 연구에서는 운동군의 가정기반운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주

올바른 신체활동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에 참여하는 환자는

다른 환자와 자신의 신체활동량을 비교하며, 정보교류를 하였다. 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① 일일 신체활동량(보수)

② 주간 운동일지 분석

③ 신체활동 참여 독려 전화 및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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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참여 증진 및 중도탈락 예방하기 위한 문자발송

일상생활유지군은 12주간 2회의 스트레칭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중도

탈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월 2회 전화 및 문자발송을 하였다.

<그림-4> 일상생활유지군 스트레칭 교육

다) 식이조사

선행연구의 기준에 따라 전문 영양사가 환자에게 식이관련 설문지(24

시간 회상법)를 통하여 올바른 식이습관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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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방법 및 도구

본 연구의 모든 사전, 사후 측정은 구리시 소재 H병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숙련된 검사자가 신체조성 및 체력을

측정하며, 신체활동량의 측정을 위하여 피험자에게 가속도계에 관한 교육

을 실시하였다. 또한 삶의 질과 우울감, 낙상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 신체활동량

(1) Actigraph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신체활동패턴의 변화를 보기위하여 동작가속계를

사용하였다. 동작가속도계ActiGraph사(USA)의 GT3X+로 미국 국민

건강영양조사(NHANES)에서 객관적인 신체활동 측정을 목적으로 사용

되었을 정도로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고, 관련 영역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측정기구이다. GT3X+는 3차원 동작가속도계로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할 수 있으며, 측정된 신체활동은 분석 소프트웨어

(ActiLife software 6.0)를 사용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강도, 지속시간,

빈도, 신체활동량 등을 산출할 수 있다. 가속도계는 주중과 주말을 포함

한 7일간의 신체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기간을 설정하였고, 12주의 운동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후 7일을 측정하였다. 모든 가속도계에 환자의

생년월일, 성병, 신장, 체중에 대한 값을 입력하여 개인에 맞는 신체활

동량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GT3X+의 위치는 오른쪽 허리능선 (iliac

crest)에 착용하였으며, 1초에 10회 샘플링 주기로 시간간격(epoch time)

을 설정하여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분당 진동횟

수(count per minute; CPM)으로 변환하여, 좌식생활(0-99cpm), 저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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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100-1951cpm), 중·고강도 신체활동(1952-9498cpm)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림-5> Actigraph

(2) Pedometer

본 실험에서 대상자에게 신체활동량 증진을 위하여 Omron Healthcare

사(USA)의 pedometer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주중과 주말을 포함한

일주일 동안의 스텝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동 중재기간 동안 만보계를

착용하고 생활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생활습관을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유도하였

다. 만보계는 부착되어있는 집게를 사용하여 허리 엉덩뼈 능선(iliac

crest) 에 착용하였다.



- 27 -

<그림-6> pedometer

2) 신체조성

신체조성은 Inbody 3.0(Inbody, Biospace, Korea)를 이용하여 체중,

WHR(waist to hip ratio), BMI(body mass index), 체지방량, 근육량 등

을 측정하였고, 줄자를 사용하여 허리둘레 및 허벅지 둘레를 계측하였다.

(1) 신장

피검자는 맨발로 신장계의 세움대에 등을 대고 자연스럽게 직립 자세를

취하고 서게 한다. 이때 발뒤꿈치, 엉덩이, 등, 어깨가 세움대에 닿게

한다. 양발 끝은 30˚-40˚ 가량 벌리게 하며, 머리는 정면을 향하여 옆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고, 눈둘레의 둥근뼈의 밑쪽과 귀의 위쪽을 연결하는

선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 신장을 측정한다.

(2) 체중 및 신체조성

체중 및 신체구성 측정은 다주파수 임피던스기기(Biospace Co. Korea)를



- 28 -

이용하여 실시한다. 측정 전 12시간 동안 피험자의 음식물과 수분의 섭취를

제한하여 공복상태를 유지하고, 신체의 금속성 물질을 제거하며 발바닥을

체지방 측정기에 정확히 위치시킨다. 이 후 양손이 손잡이 전극에 정확히

닿도록 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체성분 측정이 시작되면 최대한 몸을 움직

이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체성분 수치는 장비를 통해 측정된 값을

사용한다.

(3) 허리 둘레

허리둘레는 자연스럽게 직립 자세로 가볍게 숨을 내쉰 상태에서 늑골

최하단부(검상돌기)와 장골능 최상단부 중간지점에서 줄자가 수평이 되게

하고 피부가 눌리지 않도록 하여 0.1cm까지 측정한다.

(4) 허벅지 둘레

피험자의 한쪽 발을 벤치에 올려놓아 무릎을 90도로 만든 후, 서혜부

주름과 슬개골의 몸중심부 쪽 끝지점의 중간지점에 장축의 수직방향으로

측정이 시행되었다.

(5) 혈압검사

혈압 측정은 반드시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측정한다. 혈압을 측정하는

자세에서 5분 정도 안정을 취한다. 대화는 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금한다.

혈압계의 압박대가 심장의 높이에 오도록 조절한다.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인성 인자(온도, 활동여부, 흡연, 식사)를 피한다.

3) 체력

체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FT(Senior Fitness Test)와 악력계 및 MM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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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SFT는 상체 또는 하체 관련 변인만 측정하는 다른 검사에

비해 이 검사는 상·하체의 근력, 전신지구력, 유연성, 그리고 민첩성 및

동적 평형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장비와 장소로 현장에서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검사 결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준치를 가지고

있다. 측정항목으로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덤벨 들기, 2분 제자리 걷기,

의자에 앉아 앞으로 굽히기, 244cm 왕복걷기 검사가 사용되었다.

(1)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검사

대상자를 의자 중간 부분에 앉힌다.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팔은 X자

모양으로 가슴에 놓는다. “시작”이란 신호와 함께 완전히 일어선 다음 다시

완전하게 앉는다. 30초 동안 완벽하게 선 자세의 총 횟수를 기입한다.

(2) 덤벨 들기 검사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하여 의자에 앉힌다. 덤벨을 옆에서 바닥

과 수직으로 내려놓고 악수하는 방법으로 잡는다. “시작”이란 신호와 함께,

참가자는 30초 이내에 가능한 많은 횟수를 반복하기 위해 관절 이동 범위

끝까지 덤벨을 들어올린다. 덤벨을 들어 올리는 동안 손바닥을 돌려서 위로

향하게 하고, 다시 원 위치까지 최대로 펴준다. 위팔을 측정하는 동안 계속

고정하고 있어야 한다. 30초 동안 완전한 동작으로 덤벨 들기를 했을 때만

숫자로 기록한다.

(3) 2분 제자리 걷기 검사

제 자리 걸을 때 무릎 높이를 결정하고 무릎뼈와 장골 사이의 중간 지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한다. 무릎뼈의 중간에서 장골융기 까

지 끈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다. 끈을 반 접어 접힌 끈의 끝 지

점을 대퇴부에 표시한다. “시작”이란 신호와 함께 참가자는 표시된 높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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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올리면서 제자리 걸음을 한다. 2분 동안 완전하게 수행한 걸음의 수를

기록한다(오른쪽 무릎이 표시된 높이에 도달된 횟수).

(4) 의자 앉아 앞으로 굽히기 검사

의자 앞부분에 앉게 하며 엉덩이와 편 다리의 접힌 부분이 걸치게 한다.

다리는 엉덩이 앞쪽으로 곧장 쭉 펴고, 바닥에 발꿈치를 대고, 이때 발목의

각도는 90˚가 되도록 구부린다. 다른 쪽의 다리는 구부려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는다. 손을 겹쳐 중지를 평평하게 한 후 중지 끝을 발가락 쪽으로

가능한 멀리 뻗는다. 2회 검사를 하여 가장 근접한 거리를 0.5cm 단위로

측정한다. 만일 중지가 발가락 끝에 못 미치면 (-)로 기록한다.

(5) 244cm 왕복 걷기 검사

의자 중간 부분에 앉도록 하고, 이때 손은 허벅지 위에 놓게 한다. 한쪽

발은 반대편 발보다 약간 앞에 두고, 상체는 비스듬히 앞으로 기울인 상태로

한다. “출발”이란 신호와 함께 대상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244cm 떨어진 콘을

가능한 빨리 걸어 돌아와 의자에 앉는다. “출발”이란 신호와 함께 정확히 초

시계를 작동시키고, 의자로 다시 돌아와 앉았을 때 정확하게 시계를 멈춰야

한다. 2회 중에서 좋은 점수로 기록하고, 0.1초에 가장 근접한 점수까지 기록

한다.

(6) 상지근력(Grip dynamometer)

상지근력 검사는 악력계(Takei, Japan)를 사용하여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악력계의 잡는 부분과 직각이 되도록 잡고 팔을 자연스럽게 내려 악력계가

몸에 닿지 않도록 한 뒤, 좌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kg 단위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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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지근력(Manual Muscle Test)

하지근력 검사는 Lafayette MMT 기기를 사용하여 양 하지 근력을

(Ncm/kg)단위로 측정하였다. 환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의 각도가

90°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의 의자를 준비하였고, 숙련된 측정자가

Knee extensor와 flexor를 2번씩 측정하여, 최대값을 표기하였다.

6) 삶의 질

(1)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 Prostate(FACT-P)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삶의 질을 신체영역, 사회/ 가족영역,

정서영역, 기능영역, 질병특성영역으로 5영역에 걸쳐 포괄적으로 평가한

다. 시네 영역은 신체 상태와 치료의 부작용에 관련된 7문항, 사회/가족

영역은 대인관계 및 주변으로부터의 지지 정도와 관련된 7문항, 정서영

역은 투병생활에서의 정서적 어려움에 관련된 6문항, 기능영역은 직업, 집

안일, 여가생활의 질과 관련된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병특성영역은 전

립선암 증상과 관련된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FACT-P는 ‘전혀 그렇

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5점 Likert Scale이며, 최저 0점

부터 최고 156점으로 이루어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

미한다. 한글판으로 번역된 설문지의 Cronbach ɑ 계수는 정서부분 0.61

을 제외하고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났다(Hong et al., 2006).

(2)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Fatigue

(FACIT-F)

피로영역은 일상생활 시 피로감을 평가하며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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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F는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5점

Likert Scale이며, 최저 0점부터 최고 52점으로 이루어지고, 점수가 높을

수록 피로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Cronbach ɑ 계수는 0.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FACIT-FatigueScale_ENG_Final_Ver4_16Nov07).

(3) 우울감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

BDI는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포함하는 2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미 기술되어 있는 4개의 진술 중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까지이며, BDI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 까지이다. 우울하지

않은 상태(0-9)점, 가벼운 우울상태(10-15점), 중한우울상태(16-23) 및

심한우울상태(24-63) 등으로 판정된다. Cronbach ɑ 계수는 0.88로 보고

되었다(Song, Lee, Kim, & Lee, 2012).

(3) 낙상효능감

낙상두려움 평가낙상의 두려움을 평가하기 위해 KFES-I를 이용하였다.

KFES-I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평가, 측정하는 효율적인 도구인 FES-I를

다른 언어와 다른 국가적 맥락에서 범문화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

말로 번역한 도구이다. 이의 신뢰도 및 타당도는 입증된 바 있으며 16개 항

목으로 1∼4점까지 배점하여 평가한다. KFES-I 총점을 기준으로 24점 초과

인 경우 낙상 염려군으로, 24점 이하인 경우 낙상 비염려군으로 분류하였다.

박기범 외(2010)의 연구에서 Cronbach ɑ 계수는 0.97로 매우 높게 나왔다.

7) 혈액변인

본 실험의 채혈을 위하여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 48시간 전부터 격

렬한 신체활동의 급격한 생활습관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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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공복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채혈을 실시하였다.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전완정맥(antecubitalcein)에서 Blood Collection

Needle을 삽입한 후 채혈한 혈액은 원심분리(3000rpm 10분)하여 혈청과

혈장을 각각 분리 보관한 후 분석 시 까지 -70°C에서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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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에서 얻어진 모든 데이터는

Window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구

체적인 통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평균(M),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다.

2) 독립된 두 그룹의 정규성 검정을 통해 정규분포를 확인하였다.

3) 정규분포 결과에 따라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여 그룹 간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4) 그룹과 시기간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을 실시하였다.

5) FACIT-F의 동질성 검정 결과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를 이용하여 사전 값을 보정한 후

사후 값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6) 통계적 유의 수준(α)은 .0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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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 그룹 간 동질성 검정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여 동

질성을 검정하였다.

<표-5> 연령 및 신체조성 그룹 간 동질성 검정 결과

Variable
Exercise Group

n=11

Control Group

n=8
p value

Age
(yrs)

73.00±8.23 78.38±3.11 .068

Height
(cm)

163.02±4.7 161.82±2.95 .505

Weight
(kg)

65.38±8.91 64.41±7.76 .967

Lean body
mass
(kg)

24.55±2.82 24.58±2.74 .980

Body fat mass
(kg)

25.31±3.78 23.43±1.70 .166

BMI
(kg/m²)

19.06±5.38 21.03±6.39 .490

WC
(cm)

89.66±7.79 89.72±9.5 .988

TC
(cm)

50.35±4.04 48.15±3.32 .680

SBP
(mm Hg)

120.36±14.85 124.88±13.65 .503

DBP
(mm Hg)

70.73±9.90 73.75±11.94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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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TC: Thigh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Values are M±SD, *p<.05, **p<.01

두 그룹 간 신체조성과 혈압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사전 측정 수치가 그룹 간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p>.05)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다른

집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체력 그룹 간 동질성 검정 결과

Variable
Exercise Group

n=11

Control Group

n=8
p value

Grip Strength
(kg)

30.28±7.08 26.45±5.12 .235

Chair stand
(count/30sec)

23.00±5.96 21.13±6.53 .532

Arm curl
(count/30sec)

28.01±11.21 25.88±7.68 .615

Chair sit and
reach (cm)

7.50±11.62 0.88±15.08 .319

Back scratch
(cm)

-21.55±11.39 -24.57±13.69 .619

Up and go
(sec)

6.71±2.05 5.93±1.18 .313

Single leg
stance (sec)

19.43±23.39 6.41±4.34 .283

2-min step
(count/2min)

211.55±37.42 205.63±83.24 .856

Values are Mean±SD,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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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 간 체력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를 실시

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사전 측정 수치가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p>.05)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다른 집단이 아닌 것으

로 나타났다.

<표-7> 하지근력 그룹 간 동질성 검정 결과

Variable
Exercise Group

n=11

Control Group

n=8
p value

Left knee
Extensor
(Nwm/kg)

121.25±24.82 112.65±28.98 .509

Left knee
Flexor
(Nwm/kg)

107.97±28.54 99.40±13.07 .563

Right knee
Extensor
(Nwm/kg)

129.59±24.63 118.88±25.69 .376

Right knee
Flexor
(Nwm/kg)

104.85±21.85 106.30±23.17 .892

Values are M±SD, *p<.05, **p<.01

두 그룹 간 MMT를 사용한 하지근력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사전 측정 수치가 그

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p>.05)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통계적

으로 다른 집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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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신체활동량 그룹 간 동질성 검정 결과

Variable
Exercise Group

n=11

Control Group

n=7
p value

Energy
expenditure
(Kcal/day)

329.62±166.69 297.45±132.59 .673

Step
(count/day)

5863.21±3234.26 7511.5±3869.16 .343

Light activity
(min/day)

283.81±86.25 273.24±103.7 .817

MVT
(min/day)

30.49±27.47 36.13±27.49 .677

Sedentary
time

(min/day)
661.26±65.3 609.71±141.74 .307

Sedentary
ratio
(%/day)

68.56±8.72 65.96±11.6 .594

Sedentary
break

(count/day)
18.69±2.89 17.62±5.59 .650

MVT: Moderate to Vigorous Time

Values are M±SD, *p<.05, **p<.01

두 그룹 간 신체활동량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

를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사전 측정 수치가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p>.05)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다른 집단이 아

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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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우울감, 낙상 두려움, 삶의 질 그룹 간 동질성 검정 결과

Variable
Exercise Group

n=11

Control Group

n=8
p value

BDI 13.64±11.41 105±7.5 .480

KFES-I 24.09±7.25 24.75±11.42 .888

FACT-P 95.36±20.61 102.62±16.66 .424

FACIT-F 28.27±10.01 41.12±9.18 .015*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KFES-I: Korean version of Falls Efficacy Scale-International

FACT-P: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Prostate

FACIT-P: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Fatigue

Values are M±SD, *p<.05, **p<.01

두 그룹 간 우울감, 낙상두려움, 그리고 삶의 질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한 결과, FACIT-F를 제외한 모든 변인

에서 사전 측정 수치가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p>.05)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다른 집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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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혈액변인 그룹 간 동질성 검정 결과

Variable
Exercise Group

n=11

Control Group

n=8
p value

PSA
(ng/mL)

1.35±2.55 3.98±5.92 .159

Total-C
(mg/dL)

178±27.57 170.75±48.79 .685

HDL-C
(mg/dL)

109.71±30.19 92.33±19.78 .254

LDL-C
(mg/dL)

49.14±13.68 46.83±13.52 .766

TG
(mg/dL)

124.57±47.12 117.66±42.74 .789

Glucose
(mg/dL)

140.18±55.83 115.87±20.67 .259

PSA: Prostate Specific Antigen,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s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Values are M±SD, *p<.05, **p<.01

두 그룹 간 혈액변인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사전 측정 수치가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p>.05)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다른 집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41 -

2. 12주간 복합운동 전·후 신체조성의 변화

본 연구에서 복합운동 후 신체조성의 변화는 <표>에 제시한 바와 같다.

허벅지 둘레를 제외한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모든 신체조성 변인

에서 그룹 간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을 보이지

않았다.

<표-11> 신체조성의 변화

Variable Group
Pre

Mean±SD
Post

Mean±SD F Time*Group

Weight
(kg)

Con(n=8) 64.41±7.76 64.97±7.25
.056 .815

Ex(n=11) 65.38±8.91 66.08±7.85

Lean body
mass
(kg)

Con(n=8) 23.43±1.7 22.73±3.08
1.703 .209

Ex(n=11) 25.31±3.78 25.65±3.61

Body fat
mass
(kg)

Con(n=8) 21.03±6.39 22.91±7.18
1.827 .194

Ex(n=11) 19.06±5.38 19.32±5.42

BMI
(kg/m²)

Con(n=8) 24.58±2.74 24.85±2.62
.427 .522

Ex(n=11) 24.55±2.82 25.11±2.46

WC
(cm)

Con(n=8) 89.72±9.5 89.55±5.45
2.113 .164

Ex(n=11) 89.64±7.79 89.55±5.45

TC
(cm)

Con(n=8) 48.15±3.32 47.66±3.11
14.194 .002**

Ex(n=11) 50.35±4.04 51.6±3.47

SBP
(mm Hg)

Con(n=8) 124.88±13.65 125.38±15.58
.002 .968

Ex(n=11) 120.36±14.85 121.09±19.68

DBP
(mm Hg)

Con(n=8) 73.75±11.94 78.25±8.84
1.051 .320

Ex(n=11) 70.73±9.9 70.45±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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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TC: Thigh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Values are M±SD, *p<.05, **p<.01

① 체중의 변화

12 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체중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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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육량의 변화

12 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근육량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일상생활유지군은 감소된 반면, 운동군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③ 체지방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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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체지방량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④ BMI 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BMI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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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Waist Circumference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Waist

Circumference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⑥ Thigh Circumference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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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Thigh

Circumference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일상생활유지

군은 감소된 반면 운동군의 허벅지 둘레는 증가하였다.

⑦ SBP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SBP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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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DBP 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DBP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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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주간 복합운동 전·후 체력의 변화

<표-12> 체력의 변화

Variable Group Pre
Mean±SD

Post
Mean±SD

F Time*Group

Grip
Strength
(kg)

Con(n=8) 26.45±5.12 26.17±4.49

5.292 .034*

Ex(n=11) 30.08±7.08 32.21±6.28

Chair
stand

(count/30sec)

Con(n=8) 21.13±6.53 19.13±6.55

34.374 <.001**

Ex(n=11) 23±5.96 31.55±7.6

Arm
curl

(count/30sec)

Con(n=8) 25.87±7.68 25.25±5.92

28.873 <.001**

Ex(n=11) 28.1±11.21 39.27±10.63

Chair sit
and reach
(cm)

Con(n=8) 0.88±15.08 3.25±11.91

2.573 .127

Ex(n=11) 7.5±11.62 15.63±10.64

Back
scratch
(cm)

Con(n=8) -24.57±13.69 -21.31±10.74

.145 .708

Ex(n=11) -21.55±11.39 -19.54±9.74

Up and
go
(sec)

Con(n=8) 5.93±1.18 6.24±1.05

14.845 <.001**

Ex(n=11) 6.71±2.05 5.23±0.94

Single
leg
stance
(sec)

Con(n=8) 6.41±4.34 12.03±8.57

.073 .791

Ex(n=11) 19.43±23.39 23.74±21.17

2min
step

(count/2min)

Con(n=8) 205.63±83.24
191.37±45.7

1
16.883 <.001**

Ex(n=11) 211.55±37.42
279.18±22.0

4

Values are Mean±SD,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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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Grip strength 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Grip strength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운동군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일

상생활유지군은 감소하였다(p<.05).

② Chair stand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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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Chair stand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1), 운동군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일상생활유지군은 감소하였다.

③ Arm curl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arm curl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1), 운동군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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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Chair sit and reach 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Chair sit and

reach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⑤ Back scratch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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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back scratch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⑥ Up and go 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up and go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1), 운동근은 감소한 반면 일상

생활유지군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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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Single leg stance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single leg

stance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⑧ Step test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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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step test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1), 운동군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일

상생활유지군은 감소하였다.

4. 12주간 복합운동 전·후 하지근력의 변화

<표-13> 하지근력의 변화

Variable Group
Pre

Mean±SD
Post

Mean±SD F Time*Group

Left knee
extensor
(Ncm/kg)

Con(n=8) 112.65±28.92 118.25±28.57

10.351 .005**

Ex(n=11) 121.25±24.82 163±30.01

Left knee
flexor
(Ncm/kg)

Con(n=8) 99.4±13.07 82.16±13.67

26.295 <.001**

Ex(n=11) 107.97±28.54 124.73±28.08

Right knee
extensor
(Ncm/kg)

Con(n=8) 118.88±25.69 125.53±23.06

5.152 .037*

Ex(n=11) 129.59±24.63 176.22±46.07

Right knee
flexor
(Ncm/kg)

Con(n=8) 106.3±23.17 80.88±11

24.539 <.001**

Ex(n=11) 104.85±21.85 125.76±25.59

Values are M±SD,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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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Left knee extensor 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left knee

extensor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② Left knee flexor 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left k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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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or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1), 운동군은 증가한 반면

일상생활유지군은 감소하였다.

③ Right knee extensor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right knee

extensor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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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Right knee flexor 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right knee

flexor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1), 운동군은 증가한 반면

일상생활유지군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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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주간 복합운동 전·후 신체활동량의 변화

<표-14> 신체활동량의 변화

Variable Group
Pre

Mean±SD
Post

Mean±SD F
Time*Group

Energy
expenditure
(kcal/day)

Con(n=7) 297.45±132.59 239.69±103.38

2.377 .143

Ex(n=11) 329.62±166.69 357.47±144.94

Step
(count/day)

Con(n=7) 7511.5±3869.16 6307.17±4451.85

5.819 .028*

Ex(n=11) 5863.21±3234.26 8110.3±3095.42

Light
activity
(min/day)

Con(n=7) 273.24±103.7 250.05±79.02

.081 .779

Ex(n=11) 283.81±86.25 268.3±67.44

MTV
(min/day)

Con(n=7) 36.13±27.49 24.1±25.54

5.179 .037*

Ex(n=11) 30.49±27.47 116.1±107.78

Sedentary
ratio
(%/day)

Con(n=7) 65.96±11.6 68.14±10.32

2.445 .137

Ex(n=11) 68.56±8.72 66.82±5.36

Sedentary
break
(count/day)

Con(n=7) 17.62±5.59 17.41±6.71

.196 .664

Ex(n=11) 18.69±2.89 19.32±3.9

MVT: Moderate to Vigorous Time

Values are M±SD,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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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nergy expenditure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Energy

expenditure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② Step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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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step 변화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5), 운동군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일상생활유지군은 감소하였다.

③ Light activity 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Light activity

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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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MVT 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MVT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5), 운동군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⑤ Sedentary ratio 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sed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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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유지군은 증가 하

였고, 운동군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⑥ Sedentary break 의 변화

`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sedentary

break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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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주간 복합운동 전·후 삶의 질의 변화

<표-15> 우울감의 변화

Variable Group
Pre

Mean±SD
Post

Mean±SD
F Time*Group

BDI

Con(n=8) 10.5±7.5 14.25±8.27

4.818 .042*

Ex(n=11) 13.63±11.41 4.54±7.97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Values are M±SD, *p<.05, **p<.01

① BDI 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BDI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5), 운동군에서만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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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낙상 두려움의 변화

Variable Group
Pre

Mean±SD
Post

Mean±SD
F Time*Group

KFES-I

Con(n=8) 24.75±11.42 24.12±11.26

7.749 .013*

Ex(n=11) 24.09±7.25 16.54±1.29

KFES-I: Korean version of Falls Efficacy Scale-International

Values are M±SD, *p<.05, **p<.01

① KFES-I 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KFES-I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5), 운동군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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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삶의 질의 변화

Variable Group
Pre

Mean±SD
Post

Mean±SD F Time*Group

FACT-P

Con(n=8) 102.62±16.66 80.5±12.23

20.744 <.001**

Ex(n=11) 95.36±20.61 116.54±15.58

FACT-P: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Prostate

Values are M±SD, *p<.05, **p<.01

① FACT-P 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FACT-P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1), 일상생활유지군은 감소된 반면 운동군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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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삶의 질(피도감)의 변화

Variable Group
Pre

Mean±SD
Post

Mean±SD F Time*Group

FACIT-F

Con(n=8) 41.12±9.18 36.87±8.6

4.610 .047*

Ex(n=11) 28.27±10.01 44.9±7.95

FACIT-P: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Fatigue

Values are M±SD, *p<.05, **p<.01

FACIT-F analyzed by ANCOVA

① FACIT-F 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FACT-F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1), 운동군에서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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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2주간 복합운동 전·후 혈액변인의 변화

<표-19> 혈액 변인의 변화

Variable Group
Pre

Mean±SD
Post

Mean±SD
F Time*Group

PSA
(ng/mL)

Con(n=8) 3.98±5.92 3.06±6.09

2.131 .164

Ex(n=10) 1.35±2.55 0.92±2.57

Total-C
(mg/dL)

Con(n=8) 170.75±48.79 162.37±38.61

.628 .439

Ex(n=11) 178±27.57 180.9±38.36

HDL-C
(mg/dL)

Con(n=6) 46.83±13.52 51.66±13.47

.081 .781

Ex(n=7) 49.14±13.68 52.71±11.26

LDL-C
(mg/dL)

Con(n=6) 92.33±19.78 88.33±24.52

.114 .742

Ex(n=7) 109.71±30.19 103.85±33.11

TG
(mg/dL)

Con(n=5) 130.2±33.25 132±32.58

4.778 .054

Ex(n=7) 124.57±47.12 103.85±39.12

Glucose
(mg/dL)

Con(n=8) 115.84±20.67 139±61.25

5.476 .032*

Ex(n=11) 140.18±55.83 117.18±23.15

PSA: Prostate Specific Antigen,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s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Values are M±SD,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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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SA 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PSA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② Total-C 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Total-C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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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HDL-C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HDL-C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④ LDL-C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LDL-C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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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Triglycerides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Triglycerides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⑥ Glucose의 변화

12주간의 복합운동에 따른 일상생활유지군과 운동군의 Glucose 변화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5), 운동군에서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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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12주의 복합운동이 ADT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의 체력,

신체활동량, 그리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국내 전립선암

환자의 올바른 신체활동방법에 대한 연구들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H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총 12주간 진행

되었으며, 대상자들은 H대학교 병원에서 전립선암으로 진단받고, 최근

3개월 이상 ADT를 받은 환자로 전문 의료진으로 부터 불안정한 협심증,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사전, 사후 검사로서 신체조성(체중, 근육량, 체지방량,

체지방률, BMI, WHR), 신체계측(허리둘레, 허벅지둘레), 혈압(SBP, DBP)

균형감각(외발서기), 상지근력(Grip Strength), 하지근력(Leg

Extension&Flexion), SFT(심폐지구력, 상·하지근력, 상·하지 유연성,

민첩성), 신체활동량(에너지 소비량, 일일보수, 좌식시간), 삶의 질

(FACT-P, FACIT-F, BDI, KFES-I) 혈액(PSA, Total-C, HDL-C,

LDL-C, TG, Glucose)을 측정하였다.

운동군은 12주간 매주 1회의 시설을 기반으로 한 신체활동 및 저항성운동

(supervised exercise session)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환자 스스로

가정기반운동(self directed exercise session)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반면

일상생활유지군은 12주간 총 2회의 스트레칭 교육을 받았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권고 받았다. 이러한 12주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2-3개월에

1회 병원에 방문하는 전립선암 환자에게 매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Santa Mina et al., 2013).

최종분석은 29명 중 10명이 탈락하여, 총 19명(운동군 11명, 일상생활

유지군 8명)을 대상으로 자료 분석하였다. 실험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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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체조성의 변화

약 90%가 60대 이상에서 발생되는 전립선암의 치료법인 ADT는 환자의

신체조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중앙암등록본부, 2013). 이는

환자에게 근감소증(sarcopenia)을 유발하여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저하시키고, 보행장애, 낙상 및 골절의 위험성을 증가시켜 결국 당뇨병,

대사증후군, 심혈관계 질환 등과 같은 합병증을 야기하여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mith et al., 2012; Collins & Basaria,

2012).

Garder 외(2014)에 따르면 ADT를 시작한지 3-12개월 내에 환자의

체지방은 9%-11% 증가하며, 근육량은 2%-4%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Gardner, Livingston, & Fraser, 2014).

본 연구에서는 12주간의 전립선암 환자의 운동 참여는 ADT로 인한

남성호르몬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신체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측정값을 분석하면 일상생활을 유지한 환자의 근육량은

감소하였고, 체지방량은 증가한 반면, 운동에 참여한 환자의 근육량은

증가하였고, 체지방량은 증가하거나 유지된 경향을 보였으며, 허벅지 둘레의

경우 일상생활유지군은 감소되었지만, 운동군은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2).

이와 같은 결과는 ADT로 인한 남성호르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복합

운동 중재는 환자의 신체조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낸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Galvao, Taaffe, Spry, Joseph, & Newton, 2010).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Galvao 외(2006)의 결과처럼 신체조성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12주간 주 1회의

시설기반 운동교육과 가정기반운동의 참여는 주 3회 시설기반운동

(supervised exercise)만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만큼 충분한 신체활동량을

제공하지 못하여, 환자의 신체조성의 큰 변화를 나타내기에 부족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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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

 2. 체력의 변화

본 연구에 참여한 전립선암 환자의 평균 연령은 74세로 체력의 저하 및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를 겪고 있다. 이러한 환자에게 있어 체력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요소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노인체력검사는 SFT(Senior Fitness Test)를 사용하여

노인이 계단 오르기, 걷기, 의자 일어서기, 쇼핑하기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기능을 측정하고 평가하였으며, 근력의

객관적인 수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Grip dynamometer 및 MMT를

사용하여 상지근력(Grip strength)과 하지근력(Leg Extension/Flexion)을

측정하였다.

측정값을 분석한 결과 SFT의 하위 항목 중 Chair sit and reach, Back

scratch 항목을 제외한 Chair stand (p<.001), Arm curl (p<.001), Up and

go (p<.001), 2min step (p<.001)변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노인의 계단오르기, 의자 일어서기 등과 같은 하지근력을 나타내

는 Chair stand의 경우 일상생활유지군은 10% 감소한 반면, 운동군은 37%

증가하였고, 가방을 들거나 가사에 필요한 상지 근력을 대변하는 Arm

curl의 경우 일상생활유지군은 3% 감소하였으나, 운동군은 40% 증가하

였다. 또한 빠르게 걷기 같이 민첩성과 동적 평형성을 나타내는 Up and

go의 경우 일상생활유지군은 5% 증가한 반면, 운동군은 23% 감소하였

고, 장거리 보행과 같이 전신지구력을 나타내는 2min step에서 일상생활

유지군은 7% 감소한 반면 운동군은 32% 증가하였다.

근력의 객관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상지근력은 Grip strength,

하지근력은 MMT(Manual Muscle Test)를 사용하여 양측 knee

extensor/flexor를 측정한 결과, Grip strength에서 일상생활유지군은 2%

로 감소하였으나, 운동군에서는 7% 증가하였다(p<.034). Left k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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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or의 경우 일상생활유지군에서 4%, 운동군은 34% 증가하고

(p<.005), Left knee flexor의 경우 일상생활유지군은 99.4±13.07(Ncm/kg)

에서 18% 감소하였으며, 운동군은 15% 증가하였다(p<.001). Right knee

extensor는 일상생활유지군 5% 증가하였고, 운동군은 36% 증가하였다

(p<.037). Righ knee flexor의 경우 일상생활유지군은 24% 감소한 반면,

운동군은 20% 증가하였다(p<.001).

이는 Culos-Reed 외(2010)의 12주간 ADT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중재에 따른 근력의 향상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체력에서 근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고(Fiatarone & Evans, 1993; Nelson et al., 1994; Shinkai,

Konishi, & Shephard, 1997), 특히 하체 근력은 계단 오르기, 장거리 보행,

의자에서 일어서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움직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고령의 전립선암 환자에게

12주간의 운동 중재에 따른 하지근력의 긍정적인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체력에서 상지 및 하지의 유연성을 나타내는 chair sit and reach, Back

scratch와 균형감각을 나타내는 Single leg stane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이는 일상생활유지군에게 교육된

두 번의 스트레칭 교육과 체력측정에 대한 학습효과가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생각된다.

 

 3. 신체활동량의 변화

여러 선행연구는 신체활동은 전립선암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enfield et al., 2011; Giovannucci, Liu,

Leitzmann, Stampfer, & Willett, 2005). ACSM(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에 따르면 신체활동은 항암치료를 받고 있거나, 투병이

끝난 후에도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여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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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어 진다. 실제로 암환자를 위한 ACSM의 신체활동 지침을 살펴보

면, 전립선암 환자들의 신체활동 지침은 동일한 연령대의 건강한 성인의

지침과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chmitz et al., 2010). 즉, 전

립선암 환자에게 신체활동의 실현가능성, 안전성 및 긍정적 효과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입증되었으며, 그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전립선암 환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Blanchard, Courneya, & Stein, 2008; Morey et al.,

2009; Richman et al., 2011).

또한 최근 좌식생활은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신체활동량을 증대시키는 것만큼이나 좌식생활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고 여겨지고 있다(Katzmarzyk, Church, Craig, & Bouchard, 2009).

선행연구에 따르면 암환자의 좌식시간이 늘어날수록 환자의 삶의 질은

저하되며, 사망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13). 따라서

신체활동량 뿐만 아니라 일일 좌식생활의 분포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신체활동패턴을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일일 에너지소비량, 보수, 강도별 신체활동량, 좌식생활

패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전·후의 일일 에너지소비량 측정값을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유지군의 에너지 소비량은 20% 줄어든 반면 운동군의

에너지 소비량은 8% 증가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일일 보수의

경우 일상생활유지군은 17% 감소하였으나 운동군은 38% 증가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28). 이는 만보계와 운동지침서의 신체활동 일지가

운동군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사료된다. 이는 Culos-Reed 외(2007)

의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한 가정기반운동 프로그램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일상생활에서의 저강도 신체활동(100-1951cpm)과, 중·고강도 신체활동

(1952-9498cpm)시간을 비교한 결과 중·고강도 활동에서 일상생활유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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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4% 감소하였지만 운동군에서는 80%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p<.037). 또한 중·고강도 활동의 신체활동은 저강도 신체활동

보다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변화는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일 좌식생활(0-99cpm) 비율(%/day)을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유지군은

증가한 반면 운동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좌식생활

이 지속되는 것을 막는 Sedentary break(count/day)의 경우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환자의 가정기반운동 프로그램

참여는 일상생활의 큰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가정기반운동 프로그램은 환자의 좌식생활을 줄이며,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중재의 일환으로 환자에게

제공된 운동지침서에는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저항성 운동 사진

과 설명이 있었으며, 일일 보수 및 스트레칭 실천 유무, 그리고 좌식시간

을 줄이기 위한 생활습관 목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환자는 매일 스스로

일지를 기록하며, 일간, 주간 실천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받았다. 이는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정기반운동 프로그램의

(Culos-Reed et al., 2007)선행연구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효과는 본 연구

의 결과와 유사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전립선암 환자의 신체활동을 설문지를 사용하여

신체활동량을 과대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신체활동량 값을 제시하여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삶의 질의 변화

조기 검진의 보편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암환자의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환자에게 ‘얼마나 오래사느냐’ 보다는 여생을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관심사다.



- 77 -

암은 그 자체만으로도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만, 많은 치료로 인한

고통과 부작용은 환자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전립선암은 남성호르몬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ADT를 사용하여

호르몬을 억제시킨다. 이는 남성성을 나타내는 testosterone 감소로 인한

발기부전으로 성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Hamilton, Chambers,

Legg, Oliffe, & Cormie, 2015), 신체활동의 감소 및 근감소증(sarcopenia),

골다공증(osteoporosis),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성의 증가, 불안감 그리고

우울감 등과 같은 심리적 부작용은 환자의 삶의 질을 매우 저하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libhai et al., 2006; Galvao, Taaffe, Spry, Joseph, &

Newton, 2010; Goonewardene, Persad, Young, & Makar, 2014;

Chipperfield et al.,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2주의 운동이 환자의 삶의 질, 우울감, 낙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FACT-P, FACIT-F, BDI,,

KFES-I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모든 설문은 한글판으로 번역되어 신뢰도

와 타당도가 입증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립선암 환자의 삶의 질을 조사한 설문(FACT-P, FACIT-F)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일상생활유지군의 점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운동군은

신체, 사회·가족, 정서, 기능, 질병(p<.001), 그리고 피로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47). 이는 Richman 외(2011)의 운동

중재를 통한 전립선암 환자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우울감을 평가한 BDI의 경우 우울하지 않은 상태(0-9)점, 가벼운 우울

상태(10-15점), 중한우울상태(16-23) 및 심한우울상태(24-63)로 구분되며,

일상생활군은 점수는 10.5점에서 14.25점으로 증가된 반면 운동군의 점수는

13.63에서 4..5점으로 감소(p<.042)하여 12주의 운동이 환자의 우울감을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ulos-Reed 외(2010)의 운동중재를 통한

전립선암 환자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운동은 norepinephrine, dopamine, serotonin등 신경전달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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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증에 도움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

하였다(Blumenthal et al., 1999).

낙상 두려움의 변화를 평가한 KFES-I는 24점 초과인 경우 낙상 염려

군으로, 24점 이하인 경우 낙상 비염려군으로 분류하며 일상생활유지군의

점수는 24.75점에서 24.12점으로 변화가 보이지 않았으나 운동군의 점수는

24.09점에서 16.54점으로 감소하여 12주의 운동은 낙상 두려움을 일으키는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낙상의 위험성은 하지근력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 될 수 있다(Moylan & Binder, 2007). 본 연구의 낙상

두려움의 긍정적 변화는 복합운동 중재를 통한 하지근력의 향상에 기인

한다고 판단된다.

5. 혈액변인의 변화

전립선특이항원(PSA)은 전립선의 상피세포에서 합성되는 정상적인

단백분해 효소로 전립선 이외의 조직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아 전립선암의

선별에 이용되는 유용한 종양표지자이다. 전립선암은 일반적으로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4.0ng/ml 이상이면 정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지만,

검사하는 기관에 따라서는 3.0ng/ml 이나 2.5ng/ml를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ADT를 받아 호르몬 내성이 생겨 PSA

수치가 매우 높은 환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운동은 PSA와 testosterone을 증가시키지 않아 그

안정성은 입증되었다(Galvao et al., 2006; Segal et al., 2009).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12주의 운동 중재 결과 PSA의 수치의 변화는 없었으며, 여러

혈액 변인들 중 Glucose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32)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Galvao 외(2010)의 결과와 동일하다. 이는 환자의 식이

섭취를 잘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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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복합운동 중재가 전립선암 환자의 신체활동량, 체력,

그리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전립선암 환자에게

알맞은 신체활동방법에 대한 연구들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실험결과를 분석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12주간의 복합운동 프로그램은 ADT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의

신체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12주간의 복합운동 프로그램은 ADT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의

신체활동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셋째, 12주간의 복합운동 프로그램은 ADT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의

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셋째, 12주간의 복합운동 프로그램은 ADT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넷째, 12주간의 복합운동 프로그램은 ADT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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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결론을 종합하였을 때, 저항성 운동과 가정기반신체활동

프로그램은 ADT로 인한 남성호르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접린선암 환자의

신체조성, 체력, 그리고 신체활동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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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환경의 제한을 이유로 표본의 수가 많지

않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표본을 모집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환경의 제한을 이유로 무선할당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무선할당이 이루어진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패턴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2주의

운동 중재 전·후 1주일간의 신체활동을 측정하였다. 보다 지속적인 일상

생활에서의 신체활동 패턴의 변화 결과를 알아보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운동 중재 후에도 장기간의 추적연구(follow up)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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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ombined Exercise on level of

Physical activity, Physical Fitness, and Quality

of Life in Prostate Cancer patients with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Lim, Jung Ju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12 weeks

combined exercise on level of physical activity, physical fitness and

quality of life in prostate cancer patients with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Twenty nine prostate cancer patients who receive at least more than

three months ADT, in G, H hospital, were selected for the study.

Measurement was executed on the subjects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which included body composition, physical activity level,

physical fitness, quality of life, and blood analysis. Supervised exercise

program and home-based exercise were executed once a week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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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group, whereas two muscle stretch sessions were executed in

the control group for 12 weeks. 7 subjects in the exercise group were

excluded due to insufficient participation for the exercise intervention

due to personal concerns such as residence moving, trip, complications

and occupational issue while the remaining subjects actively involved

in the facility-based exercise program by achieving remarkable 90

percentage attendance rate. 3 subjects in the exercise group who was

excluded from the program (with less than 20% attendance rate) were

included in the control group for the final analysis. The final analysis

was performed with 19 subjects (with 11 subjects in the exercise

group and 8 subjects in the control group) while excluding 4 subjects

in the control group.

Windows SPSS 18.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positive changes in body composition from Inbody 370 were

resulted in the exercise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a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was found in thigh circumference

in the exercise group.

Second, the results of physical fitness measures from Senior

Fitness Test(SFT), Grip dynamometer, and MM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categories except for flexibility item in the exercise

group.

Thir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were found in the

exercise group in daily steps and moderate-vigorous intensity physical

activity from using an accelerometer.

Fourth,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were found in the

survey of quality of life: FACT-P, FACIT-F, BDL KFES-I, in the

exerci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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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 the reliability of exercise was demonstrated from no change

in PSA serum level between pre- and post-exercise intervention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was found in glucose level.

Taken together, the combined exercise in this research was resulted

to be effective in body composition, physical fitness, level of physical

activity, and quality of life in prostate cancer patients despite of low

testosterone from ADT.

Key words : Combined Exercise, ADT, Prostate Cancer,

Physical activity, Physical Fitness,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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