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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ai-Chi Exercise on the Function of Shoulder Joint, Heart Rate in
Breast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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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s regarded as the goal of elderly residential care. Treatment for
breast cancer produces side effects that diminish functional capacity and quality of life among
survivors. Tai-Chi exercise offers the benefits of fitness and health. Tai-chi has been claimed to gen-
erate beneficial effects with respect to a wide range of diseases.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eval-
uate the effects of tai chi exercise on shoulder joint movement and cardiovascular function in elderly
breast cancer patients. The subjects were 40 patients residing in B metropolitan city, who had under-
gone surgery for breast cancer within 2 months. They underwent post-operative radiotherapy and an
anti-cancer chemical treatment. They practiced tai-chi exercise for 60 min a day, four times a week
for 12 weeks under the direction of a special tai-chi instructor. Shoulder joint movement and heart
rate,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Shoulder joint
movement, including flexion, extention, adduction and abduction, significantly increased (p<0.05) after
treatment, and heart rate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treatment (p<0.05). From the results, Tai-Chi
exercise was shown to be extremely effective in improving shoulder joint movement and heart rate
in elderly breast cancer patients. Further study is needed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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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사회의 여성은 식생활 습관의 변화, 환경오염으로부

터의 노출, 스트레스 증가, 흡연, 신체활동의 감소 등으로 각

종 만성질환의 급증과 더불어 암 발생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

다[19]. 특히 유방암 발생률은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우

리나라의 유방암 발생 빈도는 1996년 3,801명에서 2004년

9,667명으로 8년간 2.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1]. 그러나 최근

암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암 환자들의 생존기간이 길

어지는 추세이며, 국가 암 등록 DB에 등록된 암 환자 중 1998

∼2002년 발생자의 주요 암 5년간 생존율은 폐암 13.7%, 간암

14.7%, 위암 49.7%, 대장암 60.6%, 유방암 85.0%, 자궁경부암

80.4%로 보고 되고 있다[18].여성의 경우 유방암 원인은 유전

적인 요인과 인구의 노령화, 초경연령의 단축, 폐경연령의 증

가, 미혼 및 만혼 경향, 수유 기피현상, 사춘기 비만 등으로 발

생되고 있다[4],

현대 의학적으로 유방암의 치료는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

사선치료, 호르몬치료 등이 이용되고 있다. 유방암에 대한 수

술적 치료는 Moore [13]에 의해 근치유방절제술이 시행된 이

후 Halsted [3]에 의해 제안되어진 근치유방절제술이 오랜 기

간 동안 시행되었다. 근치유방절제술은 유방을 덮고 있는 상

당부분의 피부, 대흉근, 소흉근, 및 액화 내용물을 한 덩어리로

제거하는 방법이다[3,16]. 1894년 Patey와 Dyson에 의해 대흉

근을 절제하지 않은 변형근치유방절제술이 제시되었고, 1970

년대 중반 이후로 근치유방절제술보다 시행 빈도가 증가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7].

그러나 유방절제술로 수술대상자의 30-40%가 유방조직,

근육 및 림프절의 제거와 신경의 손상으로 수술 부위의 변형,

팔의 부종, 통증, 감각 변화, 어깨관절 가동범위 제한, 근력감

소, 기능저하, 피로와 같은 신체적 후유증을 갖는다고 보고하

였다[14]. 이중 통증은 비교적 빨리 회복되지만 피로와 부종,

어깨관절 가동범위 제한과 근력 감소와 같은 상지의 기능 저

하는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남으며 특히 수술 후의 방사선 치

료는 피로를 가중시키고 환측 상지의 기능을 더욱 저하시킨

다[8].

유방암 수술 후 환자들에게 합병증 감소와 신체 기능 증진

을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권장하고 있다. 근치절제

수술을 한 환자에게 환측 자극을 최소화하는데 제시될 수 있

는 운동에는 어깨관절 가동범위 운동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유연성 운동, 근력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 심폐기능을 강화시

켜 주고 체력을 증진시켜 주는 운동이 있다. 최근 신체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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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서 상태의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 타

이치는[10,12] 이 세 가지 효과를 모두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세교정, 신체와 마음의 통합과 함께 집중력을 높이

고 긴장을 해소하여 정신적 승화도 가져 온다[6,15].

태극권(Tai Chi)은 중국 전통무술의 하나로 도교의 태극사

상에 근거한 호신을 위한 무술과 건강체조로 시작되었으며,

태극권 동작의 특성은 수련 시 느리면서도 힘이 적게 들고,

부드럽고 물이 흐르는 듯이 이어지며, 호흡과 동작이 일치하

고, 정신집중과 체중 이동의 동시성을 통한 몸과 마음을 정신

과 일치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6].

태극권은 순환계 기능, 혈압저하, 그리고 뼈의 건강과 같은

운동생리학적 이점과 평형성 증가, 하지근력 강화를 포함하는

운동기능 증진에 효과적인 운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울증

개선 등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령자와 수술환자

들에게 적극 권장되는 운동으로 보고되고 있다[5].

하지만 이제까지의 운동적용에 관한 연구들은 수술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의 연구여서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2개월 이내의 태극권 운동 적용을 통한 어

깨관절 가동범위와 심박동수 변화에 관한 연구는 가치 있는

연구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술 후 2개월 이내의 유방암 수술

환자들에게 태극권 운동을 12주간(4회/주, 1시간/회) 규칙적

으로 실시하여 환자의 어깨관절 가동범위와 심박동수에 미치

는 영향을 밝히는데 있다.

재료 및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유방암 1∼2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환자 중

훈련군 20명, 통제군 20명을 선정하여 사전․후 검사를 실시

하여 타이치 운동을 통한 어깨관절 가동범위및 심박동수 변화

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였다. 측정시점은 12주간 타이치 운동

전․후 2회 측정하였다. 유방암 수술 후 암세포가 전이된 자와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제외 되었다.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실험절차는 훈련군과 통제군을 각각 20명씩 선정

하여 기본검사를 통해 신체적 특성인 어깨관절 가동범위와

안정시 심박동수를 타이치 운동 전․후 측정하였다. 타이치

운동은 주 4회, 1일 60분간, 12주 동안 실시하였다.

Table 1. Research plan

Group Pre-test Treatment Post-test

Trained

Control

T1

C1

E

C2

T2

T: Trained group, C: Control group, E: Tai-Chi exercise 12

week

Table 2. Physical measurement tool

Test name Measurement tool

Shoulder joint movement range 1

Shoulder joint movement range 2

Heat rate (beat/min)

360 degree rotary angle

30 cm measure

Pulse wave

어깨관절 가동범위 및 심박동수 측정

어깨관절 가동범위 측정은 360도 회전각도기와 30 cm 자를

이용하여 피험자가 기립 상태에서 환측 어깨관절 가동범위(굴

곡, 신전, 내전, 외전)를 측정하였으며, 심박동수는 맥파 분석

기를 이용하여 60초간 안정 시 심박동수를 측정하였다.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Ver 12.0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분석하였다. 어깨관절 가동범위, 심박동수 사전·후 빈도분

석을 통해 평균(M) 및 표준편차(SD)를 산출하고, 12주간 규칙

적인 태극권 운동을 실시한 후 변화량은 paired t-test를 실시

하였다. 그리고 모든 통계의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 과

어깨관절 가동범위의 비교

훈련군과 통제군의 타이치 운동 전후 어깨관절 굴곡

가동범위

어깨관절 가동범위는 Table 3과 같다. 굴곡은 훈련군의 경

우 운동처치 전 보다 운동처치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

＜0.01) 통제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20). 집단 간의

비교에서 운동처치 후 집단간의 차이는 훈련군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Fig. 1).

훈련군과 통제군의 타이치 운동 전후 어깨관절 신전

가동범위

신전은 훈련군에서 운동처치 전 보다 운동처치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01) 통제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3.07). 집단 간의 비교에서 운동처치 후 집단 간의 차이는

Fig. 1. The comparison of pre and post flexion between trained

an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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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s of pre and post shoulder flexibility and heart rate between two groups

Items Trained group Mean±SD Control group Mean±SD t p

Flexion

pre

post
t

p

135.2±30.89

161.5±13.54
-4.613

0.001*

136.9±29.6

135.5±29.5
0.656

0.520

-3.17

-7.21

0.720

0.001*

Extension

pre

post
t

p

51.5±11.26

68.3±9.65
-7.657

0.001*

52.75±11.31

51.0±14.93
1.050

0.307

1.203

-7.65

0.412

0.001*

Abduction

pre
post

t

p

140.4±23.91
172.3±29.00

-8.985

0.001*

142.4±23.8
139.6±23.0

0.943

0.358

-4.16
-8.985

0.265
0.001*

Adduction

pre
post

t

p

62.3±9.29
83.4±8.19

-8.314

0.001*

62.2±9.07
61.0±12.2

0.540

0.596

.503
-8.314

0.562
0.001*

Heart rate

pre

post

t
p

69.75±14.25

66.10±10.35

2.550
0.020*

72.40±7.26

75.0±8.40

-1.858
0.079

.741

-3.052

0.771

0.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 (p＜0.05).

훈련군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Fig. 2).

훈련군과 통제군의 타이치 운동 전후 어깨관절 내

전 가동범위

내전은 훈련군이 운동처치 전 보다 운동처치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01) 통제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3.58). 집단 간의 비교에서 운동처치 후 집단 간의 차이는

훈련군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Fig. 3).

훈련군과 통제군의 타이치 운동 전후 어깨관절 외전

가동범위

외전은 훈련군에서 운동처치 전 보다 운동처치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01) 통제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5.96). 집단 간의 비교에서 운동처치 후 집단 간의 차이가

훈련군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Fig. 4).

Fig. 2. Comparisons of pre and post extension between two

groups.

Fig. 3. Comparisons of pre and post adduction between two

groups.

Fig. 4. The comparison of pre and post abduction between

trained and control group.

심박동수의 비교

집단간 심박동수의 비교는 타이치 운동전에는 훈련군이 통

제군보다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12주간 타이치 운동 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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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comparison of pre and post HR between trained

and control group.

교에서는 훈련군이 통제군보다 유의하게(p＜0.05) 낮게 나타

났다(Fig. 5, 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유방암 수술 후 환자들이 회복을 위하여 방사선

치료 및 항암화학요법 치료, 식이요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시

행하고 있으나 수술 환자들에게 운동요법은 환자들의 회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들은 Son [17]의

연구결과에서도 주관절의 가동범위는 좌측에서 130.0°에서

137.8°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특히 굴곡과 신전의

경우 정상 가동범위의 86%로 증가하여 호전 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Eom [2]의 연구에서도 타이치 운동 프로그램을 12주간 주

1회 50분간 실시한 결과 외전이 87.5%의 정상범위를 회복했으

며, 그 외 어깨관절 가동범위는 95%까지 정상회복을 되찾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유방암 수술환자들에게 타이치

운동이 어깨관절 가동범위의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Park [15]의 연구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훈련군을 대상으로

단계적 운동 프로그램을 4주간 실행하여 환측 상지의 어깨관

절 가동범위와 악력 및 부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

구한 결과 운동 후 굴곡은 훈련군이 140.60±18.61°, 통제군은

125.53±17.96°로 외전은 훈련군이 128.80±10.92°, 통제군은

111.36±17.81°로 굴곡과 외전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

다(p＜0.0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개월 이내의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얻은 결과이므로 타 연구에 비해 큰 연구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규칙적인 타이치 운동이 1∼2기 유방암 수술환

자의 환측 어깨관절 가동범위를 증가 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규칙적인 타이치 운동이 유방암 수술환자들에게 심박

동수의 회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운동 참여 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규칙적인 타이치 운동 후 훈

련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규칙적인

타이치 운동 후에 심박동수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King [9]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일반

인이 아니라 유방암 수술환자들에게도 규칙적인 타이치 운동

이 심박동수 감소의 효과를 보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추후 다른 임상 질환의 환자들에게도 타이치 운

동을 적용하여 심박동수의 변화 및 심혈관의 변화를 함께 연

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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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타이치(Tai-Chi) 운동이 유방암 수술환자의 어깨관절 가동범위와 심박동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김철우․곽이섭*․김이순
1
․김경철

2
․김희은

3

(동의대학교 체육학과,
1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2
동의대학교 한의학과 진단학교실,

3
동의대학교 특수체육학과)

본 연구는 타이치 운동이 유방암 수술 후 환자의 어깨관절 가동범위 및 심박동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자는 유방암 1∼2기 진단을 받고 유방암 수술 후 2개월 이내의 B광역시에 거주하는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타이치 운동을 12주간, 주4회, 1회 60분씩 실시하여 실험 전․후 어깨관절 가동범위 및 심박동수

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결과 어깨관절 가동범위의 굴곡, 신전, 내전, 외전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5). 심

박동수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이상의 결과로 타이치 운동은 유방암 수술 후 환자들에게 어깨관절 가동

범위를 향상시키고 심장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심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유방암 수술 후 환자들의 건장증진

을 도모할 수 있는 권장할 만한 운동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