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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운동이 골관절염 여성노인 환자의 관절각도, 관절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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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quatic exercise on joint angle, pain, stiffness 
and physical fitness in elderly women with osteoarthritis. Methods: Elderly women with osteoarthritis were offered 
aquatic exercise between October 2014 and December 2014. In experimental groups, patients were included in 
pre-determined exercise programs 3 times per week for 12 weeks. Eighteen participants were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8 participants were in the control group. Joint angle and the Korean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pain, stiffness, physical function) were measured pre and post aquatic exercise. 
The study variables were analyzed using x2 test, Fisher’s exact test, Wilcoxon signed rank test, and Wilcoxon 
rank sum test with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s in left and right joint angle.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pain, stiffness and physical function. 
Conclusion: After aquatic exercise program, there was no improvement in subjective symptoms for pain however, 
the objective index of joint angle index showed improvements which supported the posi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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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의사 진단을 받은 만성

질환 비율은 89.2%였으며 평균 2.6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

다. 특히 노인이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 중 고혈압의 

유병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

염, 당뇨병 순이었다. 이 중 골관절염은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1], 이러한 질환들로 인한 고령

자 의료비 또한 전체 의료비의 34.5%로 1인당 진료비는 305

만원을 차지하고 있다[2].

골관절염의 유병률은 연령대별로 60~69세는 남성노인 6.4 

%, 여성노인 22.3%, 70세 이상에서는 남성노인 9.9%, 여성

노인 36.7%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

며, 성별로는 전체 65세 이상 남성노인 7.0%, 여성노인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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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성노인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이러한 골관절염은 노화, 외상 등으로 관절연골이 퇴화하

면서 관절변형이 일어나고, 인대와 근육의 약화로 초래된다. 

골관절염은 관절의 통증, 강직, 부종 및 일상생활에 제한을 일

으키고[4], 특히 관절염은 긴 시간에 걸쳐 통증과 장애를 일으

키므로 통증감소와 기능보존이 매우 중요하다. 관절염이 진

행되면 신체적 변화와 함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5,6], 이들을 위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노인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도움을 주는 접근방법으

로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규칙적인 신체활동

은 만성질환의 위험 감소로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음이 보고

된 바 있다[7]. 노인들을 위해 권장되는 여러 형태의 운동들 중

에서 지상에서 하는 운동은 체력이 약하거나 또는 체중이 과

다한 비만여성들에게 관절염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

서, 노화로 인한 여러 질병을 보완하고, 노인들의 운동능력을 

고려하여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력과 관절가동범위

를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수중운동이 권장되고 

있다[8].

수중운동은 물의 저항을 이겨내며, 운동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근육 및 골격계의 기능향상에 도움을 주어 관절염 질환

자들에게 효과적이다[9]. 이러한 수중운동에 대해 많은 연구

들에서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데, 특히 골관절염 환자를 대

상으로 시행한 연구들에서는 신체조성의 개선[10-12], 체력의 

개선[10-15], 통증변화[13-15]를 주로 확인하였으나, 관절각

도의 개선을 본 연구는 Park 등[15] 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무릎관절각도에 대한 Park 등[15]의 연구는 6주간의 프로

그램으로 대조군이 없는 단일군으로 진행된 것이었으며, 다

른 수중운동에 대한 연구들도 6~12주까지 기간 또한 다양하

였다. Hong과 Cho[16]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스 강좌에 참

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시행한 조사에서 주 1~2회보다 주 

3~4회로 참여빈도가 증가할수록 관절통증정도가 감소함을 

보여 기간이나 빈도 또한 중요함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자들은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65세 이상 여성노인

에게 시행한 결과 신체조성 중 체질량지수 및 체지방률의 감

소 효과와 체력의 개선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17]. 골관절염에 

있어 통증은 환자의 기능장애를 동반하게 되고, 이것은 신체

적 장애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질환들에서 관절각

도의 개선으로 신체적, 정서적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

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골관절염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슬관

절의 통증과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무릎관절증을 연구한 

Lee[18]는 의료비용면에서 남성보다 고연령의 여성에서 의료

비용의 부담이 더 크다고 하였으며, 관절가동의 개선을 위해

서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권고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관절각도의 개선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 해소, 활

력증가 등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관절각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골관절염 환자에게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에게 있어 관절가동성의 개선은 기

능장애 감소뿐만 아니라[19] 신체적, 정서적 측면에 긍정적 효

과들을 보인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지역보건소와 연

계하여 골관절염이 있는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중운동을 

시행한 후 관절각도의 변화 및 관절통증, 관절강직 및 기능제

한의 변화를 확인하여 궁극적으로는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

적 측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골관절염을 진단받은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에게 시행한 수중운동이 관절각도 및 통증을 확인하기 위

한 Korean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KWOMAC)을 활용한 관절통증, 관절

강직 및 기능제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관절염 특성을 확인

한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중운동 후 관절각도의 차이를 확인

한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중운동 후 관절통증, 관절강직 및 

기능제한의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골관절염이 있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수중운동

을 시행하여 관절각도와 통증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 비동등

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역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수중운동 프로그램으

로 골관절염으로 진단받은 65세 이상 여성노인 중 수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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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수는 

G*Power 계산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짝짓기 방법의 차이검

정에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50,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로 하였을 때, 각 군마다 14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다[20].

대상자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여성노인으로 골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은 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한 

자로 하였다. 제외기준은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에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골관

절염으로 수술치료를 받은 대상자로 하였다. 

본 연구는 골관절염의 유병률이 높은 여성노인에서 관절각

도의 개선이 중요한 변수이므로 연령, 처음 측정한 관절각도를 

짝짓기에 관련된 변수로 이용하였다.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

에 동의한 대상자를 18명을 실험군으로 선정하고, 보건소에 

방문한 대상자들 중에 실험군과 연령, 관절각도가 유사한 대상

자를 일대일로 매칭한 짝짓기로 최종 대조군을 선정하였다. 각 

군마다 탈락자 없이 각각 18명씩 최종 36명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기본검사로 신체조성 측정, 활력징후, 

노인기초체력 검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들은 기초체력 확인

을 통해 수영장에서의 보행에 따른 안전문제를 확인하였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해 K대학교 임상시험위원회 승인(IRB No. 

2014-08-008-001)을 받았으며, 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

터 2014년 12월 24일까지 시행하였다. G광역시 보건소에 방

문하는 여성노인 중 골관절염으로 진단받고 6개월 이상 경과

한 자로 수중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참여를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처음 방문 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일반적 특성, 골관절염에 대한 특성, 통증을 확인하기 위

한 KWOMAC의 설문지를 연구자가 읽어주고 그 자리에서 표

기하였으며, 연속하여 관절각도를 연구자가 측정하였다. 12

주의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 연구자가 관절각도와 KWOMAC

을 재조사하였다.

4. 실험처치

수중운동 프로그램은(사)한국 아쿠아 운동협회 소속 전문 

강사 자격을 갖춘 연구자가 직접 보건소와 장소 협약을 맺은 

수영장에서 시행하였다.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Jones와 Rose 

매뉴얼에 근거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운동강도 및 프로그

램을 수정 ․ 보완하였다[21]. 운동 강도의 설정은 자각인지도

(Rating Of Perceived Exertion, RPE)를 이용하였으며, 이

는 수중운동 프로그램의 강도의 경우 지상운동 프로그램에서 

권고되는 목표 심박률이나 산소소비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는 근거에서 RPE로 설정하게 되었다[21]. 수중운동 프로그램

은 수온 28~29도, 수심 1.2 m의 수영장에서 주 3회, 1일 60분

간 총 12주 동안 실시하였으며,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 

순으로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Table 1과 같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관절의 무리 없이 점프하기, 제자

리 조깅 동작으로 신체의 체온을 높인 다음 동적스트레칭으로 

하였다. 본 운동 시 처음 1~2주 동안은 적응기로 RPE 9~10의 

강도(아주 가볍다), 3~4주는 RPE 11~12(가볍다), 5~8주는 

RPE 13~14(약간 힘들다), 9~12주는 RPE 15~16(힘들다)으

로 운동강도를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수중

운동 움직임의 유형과 수업형식, 참가자들의 수준과 나이를 

고려하여 음악의 속도를 120~150 BPM (Beats Per Minute)

으로 사용하였다.

실험군이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동안 대조군은 특

별한 처치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프로그램 종료 후 원하는 대

상자에서 추가로 시행하였다.

5. 연구도구

1) 관절각도

본 연구에서 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도구인 관

절각도계(Stainless Steel Goniometers, Sammons Preston, 

USA)를 이용하여 운동처방을 전공한 연구자가 직접 측정하

였다. 대상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관절을 최대한 굴곡시

켜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관절각도 측정 시 

통증을 느끼는 지점에서 움직임을 멈추고 그 지점을 관절의 

최대 관절각도로 하였다. 

2) 관절통증, 관절강직 및 기능제한

본 연구는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사정하기 위해 Bellamy 

등[22] 에 의해 개발된 WOMAC을 Bae 등[23] 이 번역 및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한국인에게 맞게 수정 ․ 보완한 

KWOMAC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관절통증, 관절강직 

및 기능제한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관절통증은 5문항 5점 척도로 평지를 걸을 때 통증이 어떠

한지 등에 대해 0점 전혀 없음에서 4점 매우 심함인 자가보고 

설문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함을 의미한다. 개발당

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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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qua Exercise Program during 12 Weeks

Order Contents Intensity Tempo/BPM Time/min

Warm-up Jogging, bounce, stretching 10

Main exercise  ․ Bounce - front, back, slide, side 
 ․ Knee jogging - narrow, wide
 ․ Jumping jack
 ․ Scissors
 ․ Side step
 ․ Leg curl
 ․ Tempo - half water tempo, water tempo

1~2 weeks
9~10 RPE

120 40

 ․ Stride
 ․ Jazz kick & soccer kick,
 ․ Twist, pendulum 
 ․ Rocking horse 
 ․ Leaping 
 ․ Heel cross, ankle reach
 ․ Bounce & kick - front, side, back
 ․ Tempo - half water tempo, water tempo

3~4 weeks
11~12 RPE

120~130

- Leg movement
 ․ Bounce - front, back, slide, side, twist 
 ․ Knee jogging - narrow, wide, cross
 ․ Jumping jack & jump
 ․ Scissors & jump 
 ․ Jazz kick & soccer kick 
 ․ Pendulum 
 ․ Rocking horse
 ․ Leaping - front, side
 ․ Heel cross, ankle reach
 ․ Kick & hold, mambo step
 ․ Leg swing, kick swing
 ․ Frog jump, tuck jump
 ․ Touch bounce, jig
 ․ Leg curl
 ․ Twist heel & toe
 ․ Kick - front, back, side 
 ․ Side step, step & cross 
 ․ Ankle inversion, eversion, dorsiflexion, plantar flexion 

5~8 weeks
13~14 RPE

120~140

9~12 weeks
15~16 RPE

120~150

- Shoulder movement
 ․ Shoulder flexion, extension, adduction, abduction, 

external rotation, internalrotation, circumduction 

Cool-down Jogging, bounce, stretching 110~120 10

RPE=Rating of perceived exertion; BPM=Beats per minute.

는 .76이었다.

관절강직은 2문항 5점 척도로 아침에 막 잠에서 깼을 때 당

신이 느끼는 뻣뻣한 정도는 얼마나 심한지 등에 대해 0점 전

혀 없음에서 4점 매우 심함인 자가보고 설문지로 점수가 높

을수록 관절강직이 심함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4였다.

기능제한은 17문항 5점 척도로 계단을 내려갈 때 어려움이 

있는지 등에 대해 0점 전혀 없음에서 4점 매우 심함인 자가보

고 설문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 신뢰도 Cron-

bach’s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6. 자료분석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골관절염에 대한 특성은 중위수, 최대값,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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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nd the Homogeneity Test of Study Variables (N=36)

Variables
Exp. (n=18) Cont. (n=18)

  Z or x2 p
n (%) Median (range) n (%) Median (range)

Age (year)  69.0 (67.0~72.0)  69.0 (68.0~72.0) -0.16 .869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4 (22.2)
10 (55.6)
 4 (22.2)

 3 (16.7)
 5 (27.8)
10 (55.5)

4.38 .112

Partner 
 Yes
 No

16 (88.9)
 2 (11.1)

14 (77.8)
 4 (22.2)

.658†

Religious belief
 Yes
 No

17 (94.4)
1 (5.6)

17 (94.4)
1 (5.6)

1.000†

Diagnosis of osteoarthritis (year) 7.0 (2.0~16.0) 3.0 (1.0~20.0) 1.44 .150

Other illness
 Yes
 No

10 (55.6)
 8 (44.4)

13 (72.2)
 5 (27.8)

1.08 .298

Treatment of osteoarthritis
 Yes
 No

16 (88.9)
 2 (11.1)

15 (83.3)
 3 (16.7)

1.000†

Left angle  65.0 (40.0~90.0)  68.0 (60.0~90.0) -0.49 .621

Right angle  65.0 (40.0~93.0)  70.0 (50.0~83.0) -0.56 .576

Pain (score) 1.0 (0.4~2.2) 0.6 (0.0~2.6) 1.96 .051

Stiffness (score) 1.5 (1.0~2.5) 1.0 (0.0~3.0) 1.67 .095

Physical function (score) 1.3 (0.7~1.9) 1.0 (0.2~1.8) -1.56 .12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Fisher's exact test.

값,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고, 일부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

지 않아 비모수검정을 시행하였다. 동질성 검증을 위해 Wil-

coxon signed rank test와 x2 test, Fisher’s exact test를 시

행하였다. 수중운동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관절각도, 관절통

증, 관절강직 및 기능제한은 군내의 차이는 Wilcoxon signed 

rank test와 군간의 차이는 Wilcoxon rank sum test로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들의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연령은 실험군은 중위수 69.0세, 대조군 69.0세

로 차이가 없었으며, 교육수준에서는 실험군은 중학교 졸업

이 10명(55.6%), 대조군은 고등학교 졸업이 10명(55.5%)으

로 많았다. 배우자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 많았으며, 실험군 1명(5.6%), 대조군 1명(5.6%)을 제외하

고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관절염 관련 특성으로는 관절염 이환기간은 실험군은 중위

수 7.0년, 대조군은 중위수 3.0년이었으며, 실험군 10명(55.6 

%), 대조군 13명(72.2%)에서 관절염 이외의 동반질환이 있

었고, 관절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실험군 16명(88.9%), 

대조군 15명(83.3%)이었다. 

연구변수들 중 관절각도에 대해서는 무릎관절을 측정하였

으며, 왼쪽 관절은 실험군의 중위수는 65.0도, 대조군의 중위

수는 68.0도로 차이가 없었으며(Z=-0.49, p=.621), 오른쪽 

관절 역시 실험군의 중위수는 65.0도, 대조군의 중위수는 70.0

도로 차이가 없었다(Z=-0.56, p=.576). KWOMAC 중 관절

통증은 실험군의 중위수는 1.0점이고, 대조군의 중위수는 0.6

점으로 차이가 없었으며(Z=1.96, p=.051), 관절강직은 실험

군의 중위수는 1.5점이고, 대조군의 중위수는 1.0점으로 차이

가 없었다(Z=1.67, p=.095). 기능제한은 실험군의 중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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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ffect of Aqua Program on Joint Angle (N=36)

Variables Groups
Before After

S p
Difference

Z p
Median (range) Median (range) Median (range)

Left joint angle Exp. (n=18)
Cont. (n=18)

65.0 (40.0~90.0)
68.0 (60.0~90.0)

60.0 (40.0~85.0)
70.0 (50.0~95.0)

-22
-10.5

.049

.315
 -6.0 (-15.0~20.0)
-1.0 (-15.0~5.0)

-1.98 .048

Right joint angle Exp. (n=18)
Cont. (n=18)

65.0 (40.0~93.0)
70.0 (50.0~95.0)

60.0 (40.0~90.0)
70.0 (48.0~83.0)

-22
-6

.046

.512
 -5.0 (-10.0~15.0)
-1.0 (-10.0~5.0)

-2.54 .01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The Effect of Aqua Program on Pain, Stiffness and Physical Function (N=36)

Variables Groups
Before After

S p
Difference

Z p
Median (range) Median (range) Median (range)

Pain
(score)

Exp. (n=18)
Cont. (n=18)

1.0 (0.4~2.2)
0.6 (0.0~2.6)

1.4 (0.0~2.6)
1.0 (0.0~2.2)

-2
8.5

.859

.332
0.2 (-2.0~1.6)
0.0 (-0.6~1.6)

-0.56 .575

Stiffness
(score)

Exp. (n=18)
Cont. (n=18)

1.5 (1.0~2.5)
1.0 (0.0~3.0)

1.0 (0.5~3.0)
1.5 (0.0~3.0)

-6
9

.375

.336
0.0 (-1.5~1.0)
0.5 (-1.0~2.0)

-1.45 .147

Physical function
(score)

Exp. (n=18)
Cont. (n=18)

1.3 (0.7~1.9)
1.0 (0.2~1.8)

1.0 (0.1~3.1)
0.9 (0.0~2.2)

-2
7.5

.883

.426
-0.1 (-1.5~1.8)
0.2 (-0.9~0.6)

0.63 .526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1.3점이고, 대조군의 중위수는 1.0점으로 차이가 없었다(Z= 

-1.56, p=.120)(Table 2).

2. 수중운동 프로그램 후의 관절각도 변화

12주간의 수중운동 프로그램 후의 관절각도 중 왼쪽관절

의 경우 실험군은 중재 전 중위수가 65.0도에서 중재 후 60.0

도로 개선되었고(S=-22, p=.049), 대조군은 중재 전 68.0도

에서 중재 후 70.0도로 변화가 거의 없어(S=-10.5, p=.315),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Z=-1.98, p= 

.048).

오른쪽관절의 경우 역시 실험군은 중재 전 중위수가 65.0

도에서 중재 후 60.0도로 개선되었으나(S=-22, p=.046), 대

조군은 중재 전 70.0도에서 중재 후 70.0도로 개선되지 않아

(S=-6, p=.512),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Z=-2.54, p=.011)(Table 3).

3. 수중운동 프로그램 후의 관절통증, 관절강직 및 기능제한 

변화

12주간의 수중운동 프로그램 후 관절통증은 실험군은 중

재 전 중위수가 1.0점에서 중재 후 1.4점으로 변화가 없었으

며(S=-2, p=.859), 대조군은 중재 전 0.6점에서 중재 후 1.0

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S=8.5, p=.332), 두 군 간

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0.56, p=.575).

관절강직은 실험군은 중재 전 중위수가 1.5점에서 중재 후 

1.0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S=-6, p=.375), 대조군

은 중재 전 1.0점에서 중재 후 1.5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으나(S=9, p=.336),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 

-1.45, p=.147).

기능제한은 실험군은 중재 전 1.3점에서 중재 후 1.0점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S=-2, p=.883), 대조군은 중재 

전 1.0점에서 중재 후 0.9점으로 변화가 거의 없어(S=7.5, 

p=.426),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0.63, p=.526) 

(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65세 이상 여성노인의 수중운동 프로그램 후 관

절각도와 관절통증, 관절강직, 기능제한의 변화를 파악하고

자 시행하였다. 관절염 환자들은 체중부하로 통증이 심하여 

운동을 실행하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수중

운동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Kim이 1994년부터 

미국 관절염 재단에서 개발한 수중운동을 참고로 수중운동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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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발하고 검증한 이래로 수중운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며, 통증감소, 자기효능감 증가, 체력향상, 관절각도 

향상 등 많은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24].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12주의 수중운동 동안에도 대부분 

관절염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골관절염 환자들이 날로 늘어

나고 발병 시기도 빨라지고 있으나 환자들이 관절움직임 또는 

운동을 기피하고 약물요법 등의 증상완화에만 의존하는 경향

이[15] 본 연구대상자들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중운동을 12주간 시행 후 관절각도의 변화를 보면 왼쪽

과 오른쪽을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 실험군에서는 중재 후 유

의하게 개선됨을 보였고, 군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Park 등[15] 이 수중운동 후 골관절염 환자

의 관절각도를 확인한 결과 무릎관절각도가 유의하게 개선됨

을 보여 본 연구결과와 같았으나 대조군이 없어 군 간의 비교

는 어려웠다. 또한, Kim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수중운동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관절각도 지수가 

컸으며, 시간에 따라 관절운동범위가 호전되었고 자기효능감

도 증가하였다는 결과도 제시한바 있다[19]. 결국 관절각도의 

개선은 관절가동의 변화와 기능제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

며, 궁극적으로 노인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된다. 이는 수중운동을 얕은 물과 깊은 물로 구분하여 노인 골

관절염 환자에게 시행하였을 때 특히 그룹수중운동을 통한 라

포형성으로 프로그램의 참여도 증가, 우울이나 소외감이 감

소로 인한 정신적 안정, 가족이나 이웃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Won[25]의 연구를 통해서도 수중운동의 신체적

인 측면의 효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의 효과도 향후 나

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증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KWOMAC의 관절통증, 관절강

직 및 기능제한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무릎

치환술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수중 저항운동을 12주 시행한 

Valtonen, Pöyhönen, Sipilä 와 Heinonen[26]의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주 3회, 12주간의 프로

그램을 시행하였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통증의 

개선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상운동과 수중운동을 

WOMAC으로 비교한 Silva 등[27]의 연구에서는 수중운동에

서 WOMAC의 개선을 보였다. 국내 선행연구는 수중운동을 

주 2~3회 6주간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주 3회 수중운

동을 시행한 경우에서도 통증의 감소를 보고하였으며[28], 6

주간 2회 수중운동을 시행한 경우 통증의 감소를 확인한 연구

들[14,15]과 자조관리를 3주[10], 6주[13] 한 경우에도 통증의 

개선을 보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6주간

의 수중운동의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효과를 보인 것은 통증

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있으나 자조관리를 통해 서로 지지

와 격려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문제가 많이 감소

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 운동의 효과와 집단운동의 긍

정적인 측면의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역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지속적인 참여 격려로 인해 탈락

자 없이 진행하였으나, 추후 수중운동과 더불어 자조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지지적 관리를 시행한다면 통증감소의 효과

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관절각도의 개선은 보였으나, 이러한 개선에 

비해 관절통증, 관절강직 및 기능제한은 차이가 없었다. 이러

한 결과는 수중운동으로 인한 실험군에서의 관절각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겠으나, 주관적인 지표인 관절통증, 

관절강직 및 기능제한에서의 차이가 없었던 것은 연구 시점이 

10월부터 12월까지로 계절적인 영향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미 약물치료를 통해서 통증증상을 어느 정도 개선시켰기 때문

에 점수변화의 차이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Pai, Ahn과 Kim[29]은 수중운동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에

서 통증의 감소를 약간 보인 결과에 대해 노인들은 통증이 노

화의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보건교육이나 파스 등의 제공을 이유로 제시한바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처럼 통증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노화의 과정으

로 인식하여 통증에 대한 주관적인 증상의 호전을 뚜렷하게 

느낀다고 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결과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치료에 대한 부분을 통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수중 운동은 다른 운동에 비해 모든 방향에서 저항을 이용

할 수 있어 운동 강도가 높아 운동시간이 짧아도 더 효과적이

나 수중운동을 주 3~4회 하는 것이 주 1~2회 하는 집단보다 

통증의 정도가 낮았다[16]. 또한 1년 동안 수중 물리치료를 주 

2회 혹은 3회 시행한 만성 근골격계 통증을 가진 대상자들에

서 횟수에 상관없이 관절통증, 관절강직 및 기능제한을 포함

한 모든 변수들에서 개선효과를 보였다[30]. 본 연구에서는 이

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이처럼 지속적 수중운동의 참

여가 골관절염의 통증개선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어 단

기간의 운동이 아닌 장기간의 운동효과를 확인하는 지속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노인들로 거의 대부분 관절염에 대

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물리치료 등의 모든 치료

를 통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연구자

가 직접 변수를 측정하였으나, 연구자가 결과변수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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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따르는 비뚤림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어 결과해석에 신

중을 기하여야 하는 연구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추후 연구

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운동 프로그램들이 보건소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선행

연구들에서 보인바와 같이 수중운동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관절가동범위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

타내어 임상적 측면의 의의가 높은 중재라고 생각한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대상자들은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

심 증가로 운동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 

증진 및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간호학

적인 의의 또한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일부 관절각도를 측정한 

선행연구가 있으나 본 연구는 12주간의 주 3회의 비교적 기간

이 길고, 시각적 상사 척도의 통증 정도가 아닌 세분화된 통증

사정과 관절각도를 통해 객관적인 지표의 효과를 확인한 점에

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골관절염 여성

노인에게 골관절염의 증상개선을 위한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12주간 적용하여 왼쪽 관절과 오른쪽 관절 각도가 모두 유의

하게 개선되어 관절각도의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긍정적인 효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중운동은 골관절염이 있는 

노인에서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관절염의 증상을 개선

시킬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추후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관절통증, 관절강직 및 기능

제한 정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그 개선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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