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Phys Ther Rehabil Sci
2021, 10(2), 112-115
www.jptrs.org

https://doi.org/10.14474/ptrs.2021.10.2.112
eISSN 2287-7584
pISSN 2287-7576

Effects of Skin Mobilization on Pain and Joint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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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pply skin mobilization to patients with Axillary web syndrome following breast cancer
resection and to see the resulting changes in pain and joint range of motion.
Design: Single case study,pre-post comparison.
Methods: The subject was a female patient in her 40s who performed a mastectomy after being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and
then complained of uncomfortable pain from the shoulder joint to the axilla and limited range of motion. To implement a skin
mobilization, the palms were adhered to the inner half of the arm, the arms were raised to a pain-free extent, and skin mobilization
was performed. The skin was pulled in the direction of axilla and kept for 5 seconds 10 times for a total of 2 sets. Immediate
changes in range of motion and pain were identified.
Results: Following skin mobilization, there was an immediate increase in range of motion (pre 116°, post 140°) and a decrease in
pain (NRS pre 5, post 2). And also uncomfortable pain, which is hard to define in words, also seems to have improved.
Conclusions: Skin mobilization, which considers skin mobility for patients with Axillary web syndrome, can be considered for
improving range of motion and restoring function in patients with pain due to fibrous bands around veins and lymphatic vessels,
and is recommended as a new intervention method not used as a conventional treatment.
Key Words: Axillary web syndrome, Skin mobilization

서론
겨드랑이막증후군(axillary web syndrome)은 유방암으
로 겨드랑림프절 절제술(axillary lymph node dissection)
을 받은 환자의 겨드랑이에 섬유성 밴드 또는 띄와 같은
구조물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1, 2]. 이때 발생한 섬유성
밴드는 부드럽고 비홍반성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팔을 들
어 올릴 때 두드러져 관찰이 가능해지고 통증을 발생시킨
다[2, 3]. 겨드랑이막증후군의 유병률은 유방암 수술 환자
의 6 % 가량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술 후 2주 후부터 발
생한다[2].
겨드랑이막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한 섬유성 밴드는 피부

조직 아래 위치하고 있고 탄력성이 나타나지 않아 팔을
들어올리기와 같은 어깨관절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는 요소
가 된다. 이때 겨드랑이막증후군 환자는 통증과 함께 피
부조직을 포함한 연부조직의 당겨짐을 호소한다[2]. 이를
토대로 겨드랑이막증후군 환자에게 피부의 이동성 개선을
위한 중재가 필요함을 추측 할 수 있다. Fukui의 저서 ‘피
부운동학’에서는 동작 분석기를 이용하여 연구한 피부 움
직임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치료 중재를 제시하고 있다[4,
5]. 관절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 동시에 주변에 위치한 피
부는 관절 가동 범위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이동이 나타
나고, 주름이 나타나는 쪽은 서로 멀어지는 방향의 피부
이동이, 주름이 펴지는 쪽은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의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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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나타나는 것을 증명하였다[4].
수술 후 암 환자의 어깨관절 기능회복을 위해 이완
(relaxation), 근력운동(strengthning exercise), 정맥순환훈
련(vein pumping exercise), 신장운동(stretching exercise)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6], 겨드랑이막증후군 환자에게 섬
유성 밴드의 발생으로 야기된 기능제한 감소를 목적으로
피부의 특성을 활용한 경우는 없었다. 특히 피부의 이동
성을 활용하여 간접적인 치료 수단으로 관절의 기능장애
개선에 도움을 준 사례는 있었지만, 피부 계통의 문제를
동반한 환자에게 피부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형
태의 치료 중재를 시도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는 피부의 이동성에 근거한 피부유
동술을 겨드랑이막증후군 환자의 팔 안쪽 피부에 적용하
여 통증과 운동범위의개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자
본 사례는 2020년 5월 7일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
물리치료실에 방문한 겨드랑이막증후군 의심 환자를 대상
으로 피부의 이동성을 고려한 피부유동술을 실시하고 통
증과 관절운동범위의 변화를 관찰한 내용이다. 대상자는
40대 여성으로 동년 3월경 유방암 진단으로 유방절제술을
실시하였고, 그 후 어깨관절에서 겨드랑이로 이어지는 불
편한 통증과 운동범위 제한이 나타났지만, 수술 후유증으
로 인한 문제라 여기고 거주지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
아 오고 있었다. 그러나 2개월 이상 증상에 대한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로 내원하였다. 초기 진료
시 어깨관절의 구축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 과정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안 겨드랑이에서 섬유성 밴드가 촉진
되었고 담당 의사와의 회의를 통해 겨드랑이막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추정을 하였다.

실험 절차
치료에 앞서 대상자에게 치료의 과정과 환자 정보의 일
부가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음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치료
전과 후의 비교를 위해 사진 촬영을 허락받았다. 대상자
는 기존 2개월 동안 온열치료, 경피신경전기자극치료, 초
음파치료, 스트레칭 등을 받았었지만 통증과 어깨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의 호전이 없는 상태였다. 본 연구자는 대
상자의 겨드랑이에서부터 팔 안쪽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섬유성 밴드가 피부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팔의 움직임에 따른 피부의 이동을 고려하여 피부
유동술을 실시하였다. ‘피부유동술’은 피부의 당겨 치료사
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준다는 뜻에서 정의한 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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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설명을 위해 정의하였다. 피부유동술을 위한
치료의 방향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피부이동의 규칙성에
따라 실시하였다[6]. 팔의 안쪽 1/2 지점에 손바닥을 밀착
시키고 대상자의 팔을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들어 올렸다.
만약 운동범위의 끝에서 통증이나 불편함을 동반한 장력
이 느껴진다면 다시 운동범위의 뒤로 후퇴를 하였다. 그
상태에서 밀착한 손바닥을 이용하여 겨드랑이 쪽으로 피
부를 밀고 5초간 유지하였다. 미는 강도는 대상자가 불편
함을 호소하지 않는 최대 강도로 하였고 10회 반복을 2세
트 진행하였다. 또한, 피부의 이동성에 대한 교육과 피부
유동술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연습 교육을 하였다.

연구 결과
피부유동술을 실시한 결과 최대 약 116°였던 어깨관절
굽힘의 운동범위가 통증 없이 140°까지 즉시 증가하였다.
또한 움직임 시 호소하던 NRS(numeric rating scale) 5의
통증이 2로 감소하였다. 추가로 대상자는 말로 정의하기
힘든 불편한 통증 또한 호전된 것 같다고 하였다(Figure
1, 2, 3). 움직임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깨관절 움직임
동안 나타나는 통증과 당겨짐으로 인해 움직임에 대한 두
려움이 보였으나 피부유동술 적용 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또한 대상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아주 적은 자
극의 치료를 통해 기존의 불편함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는 점에서 놀라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고찰
유방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겨드랑이막증후군은 치
료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도 해결이 되는 비 진행적인 장
애로 알려져 있다[1-3]. 섬유증이 동반된 정맥과 림프관의
경화가 나타난다고 보고되지만, 유방암으로 인한 절제술
환자의 5% 미만이 3개월 이후까지 잔류 징후를 보이고,
1년 후까지 겨드랑이막증후군이 유지되는 경우는 보고되
지 않고 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드랑이막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빠른 회복, 통증 감소, 관절운동범위
개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
기 위한 중재 또한 여전히 요구되고 필요한 상황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유방암 절제술 후 상지 림프 부종과
함께 나타나는 관절운동범위의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탄
력밴드를 이용한 패턴운동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고,
운동의 강도는 환자에 따라 목적성이 있게 설정해야 함을
언급하였다[8, 9]. 또한 겨드랑이막증후군 환자를 대상으
로 실시한 선행 사례연구에서 연부조직술기(soft tissue
technique)를 이용하여 통증과 관절가동범위의 개선을 보
고 하였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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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e and post treatment of skin mobilization on the shoulder joint

Figure 2. Angle variation of shoulder joint by skin

Figure 3. Pain differences in shoulder joint due to skin

mobilization

mobilization

피부 표면의 피부고랑(sulcus cutis), 피부능선(crista
cutis)과 같은 주름 구조는 인체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일
어날 수 있도록 피부의 늘어남에 유리한 구조로 배열되어
있고[11], 인체 움직임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신장과 같
은 피부의 위치 변화를 통해 관절의 움직임을 돕는 구조
적인 기능을 한다[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대 겨드랑이막
증후군으로 발생한 섬유성 밴드는 피부의 이동성 제한을
야기하고 이는 관절운동범위의 제한을 발생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주 호소 증상인 겨드랑이막증후군은
낮은 유병률과 높은 자연 완치율로 인해 물리 치료적 접
근에 대한 관심도는 낮지만, 섬유화된 정맥과 림프관의
주변 조직을 움직임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동을 시키는 간
단한 방법으로 치료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피부이

동의 규칙성에 따라[4] 주름이 펴지는 방향으로 피부를
밀어주는 방법은 상지를 들어올리는 동안 겨드랑이막증후
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의 수동불충분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겨드랑이막증후군의 섬유성 밴드는 정맥과 림프관의
주변 조직의 경화를 통해 나타나고[1], 피부와 같은 연부
조직의 탄력과 이동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피부계통에
대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관절 운동에 따
른 피부의 이동방향을 고려한 중재는 연부조직 경화로 감
소한 피부의 이동성을 일부 회복시켰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단일 사례 보고로서 한 명의 대상자에 중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겨드랑이막증후군 환자의
관절운동범위와 통증에 피부유동술이 효과적이라고 일반
화 시키기에는 제한이 있다. 추후 다수의 대상자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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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정량적인 중재 과정과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
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겨드랑이막증후군의 중재 방법으로
서의 타당성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
겨드랑이막증후군 환자에게 피부의 이동성을 고려한
피부유동술은 정맥과 림프관 주변 연부조직에 발생한 섬
유성 밴드로 운동성이 감소하고 통증이 발생한 환자들의
기능회복을 위해 고려될 수 있으며, 기존 치료법으로서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중재 방법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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