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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스스로 근관절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송효정1·박형근2·좌승훈3·문수희3·김세희3·신주연3·한지윤3·이지은3·장미영3·현은희3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2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3제주대학교병원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센터

1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based Muscle and Joint Self Management Program for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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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a community-based muscle and joint self-management program with muscle stretching and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s for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Methods: The study was a
pre-and-post design in a single group, which examined the effects after the intervention of muscle and joint self-management program for 6 weeks, on the 42 subjects of the elderly who registered in a Community Senior Center in J city. Data analyses were conducted with paired t-test by using a SAS (version 9.2 for Windows) program. Results: The effectiveness of muscle and joint self-management program on shoulder flexibility and right knee extension (flexibility) were significantly improved (t= 2.72, p= .010; t= -2.26,
p= .029). Joint symptoms (pain, stiffness), physical functioning, depression, fatigue, and left knee extension were not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the muscle and joint self-management program.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the possibility of this 6-week exercise
program in improving shoulder and knee flexibility for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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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1만 명에서 2024년 100만 명, 2065년 505만 명이 될 것으로

서 론

예상되어 2015년 대비 10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며, 85세 이상 인
구 구성비 또한 2015년 1% 수준에서 2065년 11.7%로 증가할 전망이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12.8%에서 2026년에 20%로 빠

다[1].

르게 증가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2037년에 30%, 2058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만성질환은 물론 기능저하의 발생률 또

년에 40%를 초과할 추세이다. 특히 8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수는

한 증가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2]. 가령과 함께 생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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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량과 근력이 상실되며, 실제로 40대가 지나면 매년 근육량이

조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노인에게 중간강도로 한번에 10분

약 1%씩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근육의 노화에 따른 주요

이상 운동을 하되 이러한 운동 시간을 모두 합쳐 일주일에 150분이

현상은 근육의 쇠약과 함께 유연성이 떨어지고 외상에 취약하며 회

되어야 한다고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15]. 더하여 노인은 나이가

복하는 기능이 손상되어 신체적 활동과 기능의 저하가 초래되는 것

들면서 신체적 활동을 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혼자 하

이다. 또한 고령자의 신체움직임의 감소와 운동량 감소는 근육의

는 것 보다 친교와 함께 단체로 운동 할 경우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힘과 지구력을 떨어지게 하고 이로 인해 체력저하와 일상생활의 활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16].

동 저하를 초래한다[4]. 이러한 노인들의 신체적 기동성과 기능적

Lee 등[7]은 보건소에 등록된 골관절염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스

쇠퇴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데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스로 관절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6주간 유연성운동, 근

은 자명하다.

력운동, 및 에어로빅 운동을 포함한 내용으로 중재하였고, 운동 중

한편 근골격계 문제인 골관절염과 골다공증은 노인에서 흔하게

재 후 중재 전에 비해 통증, 어깨 유연성, 균형감에서 유의하게 효과

유병되어 있는 질환으로,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65세 이상

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Kim 등[17]은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

의 노인중 약 32.7%에서 골관절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용하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20주 동안 세라밴드 운동 중재를 한

12.2%는 골관절염으로 인한 활동제한 상태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

후에 골밀도가 유의하게 좋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노인들이

었다[5]. 골관절염으로 인해 관절의 통증, 뻣뻣함, 관절 주위 근육의

모일 수 있는 보건소나 노인복지관과 같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

약화가 초래되고, 무릎관절과 고관절이 손상되어 점차 노인의 기동

하여 단체 운동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노인의 신체 기능에 유

성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된다[6]. 골관절염은 만성질환으로써 근본적

익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최선의 자기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누리

Hasegawa 등[18]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운동

는 것이 중요하다[7]. 골다공증은 골강도의 손상으로 골절위험이 증

기능 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지역사회 기반 운동 프로그램을

가되며 사소한 외상에도 골반과 요추, 원위부 요골에 골절을 유발

주당 120분으로 12회 제공하였고, 이에 여성노인의 무릎통증을 유

하여, 이로 인해 야기된 통증과 함께 일상생활 활동에 장애를 초래

의하게 감소시켰다. 피로 또한 노인들이 흔하게 호소하는 것으로,

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8].

꾸준한 운동프로그램을 통하여 피로가 감소될 수 있으며[19], Mur-

노년 인구의 근골격계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phy 등[20]은 골관절염 노인에게 맞춤형 운동중재를 한 후 노인의

신체기능 저하나 일상생활활동 장애로 인해 심혈관 질환, 암, 호흡

피로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Kim 등[21]은 경로당 이용 여

기 질환 그리고 당뇨와 같은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성노인들에게 10주간의 저강도 스트레칭 운동중재를 한 후 우울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 저하 및 활동 장애를 무시할 수 없으며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

[9], 노인의 자율성 상실과 함께 의존도를 높여, 요양시설의 거주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활동 증진과 근관절

같은 의료비의 큰 부담을 초래 하게 한다. 따라서 노년인구의 증가

증상 완화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Lee 등[7]에 의해 개발

추세에 맞추어 수명은 물론 질적인 건강수명을 가지도록 하는데 건

된 프로그램을 본 연구에서 수정된 스스로 근관절관리 프로그램을

강관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평생 신체활동을 유지하

적용하였고, 이에 운동을 통하여 근유연성과 함께 근관절의 증상

는 것은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누리는 데 매우 중요

및 노인의 우울과 피로에도 완화 효과를 가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

한 요소이다[10].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J지역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

노화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생리적 기능 저하에 대하여 운동 프로
그램을 통해 기능 저하를 만회할 수 있다는 근거들을 선행연구들

질환센터와 노인대학이 연계하여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
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은 보여주고 있다. 노인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심폐기능 강
화, 유연성, 근력, 신체 균형과 평형상태를 좋게 하였고, 노화로 인한

2. 연구의 목적

기능 저하를 전환시켜 신체기능을 유지하며 노인의 허약과 노쇠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스스로 근관절관리 프

나타날 수 있는 만성적 건강 상태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며 대항하는

로그램의 근유연성운동과 근력강화운동을 6주간 중재한 후 그 효

힘을 준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1-13].

과를 검증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Lee 등[14]은 나이가 들면서도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인은 살아 있는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함을 강
www.bionursingjournal.or.kr

1) 스스로 근관절관리 프로그램이 관절증상과 신체기능에 미치
는 효과를 규명한다.
https://doi.org/10.7586/jkbns.2017.19.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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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스로 근관절관리 프로그램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형식으로 답하도록 하였고, 시력 저하로 인하여 설문지 내용을 읽

3) 스스로 근관절관리 프로그램이 피로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고 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본 연구자들이 대상자에게

4) 스스로 근관절관리 프로그램이 어깨유연성에 미치는 효과를

읽어 주고 답을 기입하였다. 프로그램 전· 후의 어깨유연성과 무릎
유연성 측정은 본 연구자 중 2인이 한 조를 이루어 각각 어깨유연성

규명한다.
5) 스스로 근관절관리 프로그램이 무릎유연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과 무릎유연성을 측정하였으며,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측정방
법에 대한 반복 연습을 하여 두 사람 간에 일치를 이루었다.
본 프로그램은 Lee 등[7]의 골관절염 환자를 위한 스스로 관절관

연구 방법

리 프로그램을 본 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기 쉽도록 일부 수정하
였으며, 운동요법 전문가 1인의 자문을 구하여 지역사회 거주 노인

1. 연구 설계

을 위한 스스로 근관절관리 프로그램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본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스스로 근관절관리 프로

연구자들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었고, 이중 간

그램을 적용한 후 관절증상, 신체기능, 우울, 피로, 어깨유연성, 무릎

호사 4인은 이 프로그램 진행전에 대한 근관절건강학회에서 진행

유연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 사후 설계의

하는 스스로 관절관리 지도자과정을 수료하였다.

유사실험연구이다.

본 프로그램은 6회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각 회기 별로 골관절염,
골다공증 바로 알기 및 유연성운동과 근력강화운동 및 신체활동

2. 연구대상

의 중요성, 관절보호하기, 통증관리, 스트레스관리에 대한 주제로

본 연구는 J시의 일개 노인대학을 이용하는 70세 이상의 42명의

교육을 20분간 시행하고 난 후 관절을 위한 유연성운동과 근력강

남ㆍ녀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인대학의 수업에 참석한 노인을

화 운동을 시행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유연성운동은 목, 어깨,

대상으로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여 서면으

손가락, 팔꿈치, 허리, 고관절, 무릎, 발목 운동으로 구성되었고, 근력

로 동의한 노인을 모집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강화운동은 상지운동, 허리강화운동, 하지운동으로 이루어졌다.

1)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

운동 진행 동안 대상자는 서서, 의자에 앉아서, 의자를 잡고 운동
을 하였고, 마무리 시간에는 약속 정하기를 하여 다음회기 만날 때

2) 현재 다른 운동요법을 받고 있지 않는 노인

까지 프로그램에서 한 유연성운동과 근력강화운동을 가정에서 매

3) 신체 움직임에 제한이 없고 관절부의 발적이나 부종이 없는 노인

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매일 한 운동 수행
정도를 일지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운동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

3. 실험처치

진을 담은 포스터를 대상자 각자에게 프로그램 첫 시간에 제공하

스스로 근관절관리 프로그램은 1주 1회, 1회에 1시간 30분의 총 6
회가 수행되었다. 프로그램 전· 후의 무릎 관절증상(통증, 뻣뻣함),

여 눈으로 보면서 가정에서 운동하는데 용이하도록 하였다. 6주간
실시된 스스로 근관절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신체기능, 우울, 피로에 대한 설문지를 대상자에게 주고 자가 보고
Table 1. Muscle and Joint Self Management Program					
Week

Subjects

Muscle and Joint Self Management Program

1

Introduction of knowing osteoarthritis (20 min)

2
3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stretching exercise and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20 min)
Joint protection (20 min)

4

Osteoporosis prevention and management (20 min)

5

Pain management (20 min)

6

Stress management (20 min)

·Muscle stretching exercise (40 min)
·Cool down and making a promise (10 min)
·Muscle stretching exercise (20 min),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20 min)
·Cool down and making a promise (10 min)
·Stretching exercise (20 min),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20 min)
·Cool down and making a promise (10 min)
·Stretching exercise (20 min),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20 min)
·Cool down and making a promise (10 min)
·Stretching exercise (20 min),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20 min)
·Cool down and making a promise (10 min)
·Stretching exercise (20 min),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20 min)
·Cool down and making a promise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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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도구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0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79

1) 관절증상

이었다.

관절증상을 사정하기 위하여 한국형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Scale (K-WOMAC) [22]의 하위영역 중 관절의 통증과 뻣뻣함

5) 어깨유연성

을 사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관절의 통증

어깨유연성은 왼쪽을 기준으로 측정하였고, 바로 선 자세에서 오

5문항과 뻣뻣함 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문항별 점수는 0점에서 4점

른팔의 손등은 어깨 밑으로 하여 등에 올려놓고, 왼팔의 손바닥이

의 5점 리커르트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

어깨 뒤로 등 아래쪽을 향하도록 놓은 후 양 손을 등 뒤에서 최대한

한다. 통증점수는 0-20점의 범위를 가지고, 뻣뻣함 점수는 0-8점의

붙여서 양손의 가운데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줄자를 사용하여 cm

범위를 가진다. 도구 신뢰도는 골관절염 환자에게 적용한 선행연구

로 측정하였다[6]. 어깨유연성은 측정한 값의 점수가 낮을수록 어

에서 각 Cronbach’s α= .81과 .96이었고[23],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깨관절이 유연한 것을 의미한다.

α= .90과 .85이었다.
6) 무릎유연성
2) 신체기능

무릎유연성은 무릎을 똑바로 펴고 앉았을 때 무릎이 펴진 정도

신체기능 정도를 사정하기 위하여 한국형 Western Ontario and

인 무릎신전으로 측정하였다. 무릎유연성 측정을 위해 의자에 대

McMaster Scale (K-WOMAC) [22] 중 하위영역인 신체기능 도구를

상자의 등을 붙이고 허리를 편 채로 앉도록 하고, 바로 맞은편에 의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신체기능은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0점

자를 두어 그 위에 측정하고자 하는 다리를 올려 무릎을 똑바로 펴

에서 4점의 5점 리커르트식 척도로 총 점수는 0-68점의 범위를 가

도록 하였다. 연구자의 손을 대상자의 무릎에 놓고 무릎관절을 펴

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기능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도구 신

고, 관절 각도기의 중심을 슬관절의 외측에 두고 대퇴외측 상과에

뢰도는 퇴행성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한 선행연구에서의

서 대전자에 이르는 평행선과 비골을 따라 외측 복숭아뼈에 이르

Cronbach’s α= .93이었고[21],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5이었다.

는 평행선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였다. 무릎관절의 정상 신전은
적어도 0°, 또는 10°까지 더 펼 수 있다[28].

3) 우울

대상자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heikh와 Yesavage [24]가 개

5. 자료 수집방법

발한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J시의 노인대학을 방문하여 기관장

를 Kee [25]가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한 한국형 단축 노인 우울척도

의 허락을 받은 후, 노인대학 수업에 참석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

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5항목으로 ‘예’, ‘아니오’의 이분 척도로

으로 본 연구의 목적, 내용, 과정 및 연구 참여의 이점을 설명하고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0점에서 1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

난 후,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노인에게 연구 참여 설명서를 설명

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긍정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

하여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

다. Kee [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

으로, 연구 도중이라도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

bach’s α= .82이었다.

지 중단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연구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
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프로그

4) 피로

램 진행 기간은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6주간 진행되었으며, 프로

피로는 Vercoulen 등[26]이 개발한 Check-list Individual Strength

그램은 노인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의 자

(CIS)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2주 동안 가진 피로

료 수집은 J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IRB 2016-003-001)

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답하는 것으로, 피로에 대한 느낌, 집중, 동기

를 받은 후에 수행되었다.

부여, 신체적 활동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총 20문항을
가진다. 본 도구는 Beurskens 등[27]의 영문 CIS를 번역과 역번역의

6. 자료 분석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각 문항별 점수는 7점 척도로 총 점수는

수집된 자료는 SAS (version 9.2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

20-14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 수록 피로 정도가 심각한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실수, 백분

것을 의미한다. 긍정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다. Beurskens 등[27]

율 및 평균으로 분석하였고, 관절증상, 신체기능, 우울, 피로, 어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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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스스로 근관절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논 의

연성, 무릎유연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스스로 근관절관리 프로
그램 전, 후의 관절증상, 신체기능, 우울, 피로, 어깨 유연성, 무릎 유
연성의 변화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6주간의 스스로 근관절 관리 프로그램 후 유의한 효
과를 보인 것은 어깨유연성과 무릎유연성으로 나타났다. 골관절염
진단을 받은 40대 이후 58명의 대상자에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점

연구 결과

진적 운동강화 자조관리 프로그램을 6주간 6회 실시한 후 어깨유연
성과 무릎신전도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Kim과 Lee [29]의 연구 결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대상자는 총 42명으로 성별은 여성이 80.9%이었고, 연령은 70-74

과와 일치하였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골관절염 환자에게 스스로 관

세가 54.8%로 평균 연령은 74.9세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절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한 Lee 등[7]의 연구에서 어깨 유연성이 유

이하가 42.9%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30.9%이었다.

의하게 증가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위 선행연구[7,29]와 같이

대상자의 71.4%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Table 2).

본 연구는 주 1회 총 6주 동안의 운동 프로그램으로써, 상지와 하지
의 유연성에 효과를 보였고 유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측면에서는

2. 스스로 근관절관리 프로그램 전, 후 관절증상, 신체기능, 우울,

프로그램 진행기간이 적절했다고 사료된다. 본 프로그램은 연구 대

피로, 어깨유연성, 무릎유연성의 효과 검정

상자의 신체 기능에 따라 서서, 혹은 의자에 앉아서 운동할 수 있고,

스스로 근관절관리 프로그램 전 관절증상의 통증과 뻣뻣함은

골관절염 진단 여부와 상관없이 각 노인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관절

각 3.81± 3.43, 1.83 ±1.67에서 프로그램 6주 후 3.69 ± 2.78, 1.71±1.35

을 보호하고 유연성 운동을 통해 관절의 구축을 예방하며 관절의

으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

운동범위를 운동이 가능한 범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

0.26, p = .798; t= 0.53, p = .602). 신체기능은 프로그램 전 13.50 ±10.16

다. 프로그램은 운동과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정에서 연

에서 프로그램 후 12.64 ± 9.65으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습할 수 있도록 운동 과정의 포스터를 제공하였으며, 매일 일지를 작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 0.73, p = .470).

성하도록 하여 가정에서의 운동의 수행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우울은 프로그램 전 4.00 ± 3.46에서 프로그램 후 4.09 ± 3.24이었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대상자의 어깨 유연성 및 무릎의

고(t= – 0.23, p = .816), 피로는 프로그램 전 74.62 ±13.67에서 프로그

유연성 정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유연성

램 후 71.64 ±13.90으로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운동의 효과를 보기 위해 상지와 하지의 유연성에 대해 평가를 하였

지 않았다(t=1.67, p = .102).

으나, 근력강화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평가하지 않았으므로

어깨유연성은 프로그램 전 14.57±13.22에서 프로그램 후 11.93±

이에 대해 추후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

13.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고(t=2.72, p = .010), 무릎유연

본 연구 프로그램은 유연성운동과 근력강화운동으로만 구성되

성은 오른쪽이 프로그램 전 0.69±1.15에서 1.37±1.90로 유의하게 높

어 있어 자칫 몸에 이롭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해야만 한다는 중압감

아졌으며(t= – 2.26, p = .029), 왼쪽은 프로그램 전 1.04 ±1.35에서 1.18

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집단 구성원이 즐겁게 흥이 날 수 있는 에어

±1.40로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로빅 댄스[7] 혹은 스텝박스운동[29]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첨가하

(t= – 0.59, p = .160) (Table 3).

Table 3. Effects of Self Arthritis Management Program on Variables
(N = 42)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Gender

Male
Female
70-74
≥ 75
Below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bove high school
Yes
No

Age (year)
Education level

Religion

www.bionursingjournal.or.kr

n (%)
8 (19.1)
34 (80.9)
23 (54.8)
19 (45.2)
18 (42.9)
11 (26.2)
13 (30.9)
30 (71.4)
12 (28.6)

(N = 42)
Mean ± SD

74.88 ± 3.79

Variables

Pre

Post

Mean ± SD

Mean ± SD

Joint symptoms
Pain (0-20)
3.81 ± 3.43
Stiffness (0-8)
1.83 ± 1.67
Physical functioning (0-68) 13.50 ± 10.16
Depression (0-15)
4.00 ± 3.46
Fatigue (20-140)
74.62 ± 13.67
Shoulder flexibility (cm)
14.57 ± 13.22
Knee extension (°)
Rt
0.69 ± 1.15
Lt
1.04 ± 1.35

t

3.69 ± 2.78
0.26
1.71 ± 1.35
0.53
12.64 ± 9.65
0.73
4.09 ± 3.24 -0.23
71.64 ± 13.90 1.67
11.93 ± 13.41 2.72
1.37 ± 1.90
1.18 ± 1.40

-2.26
-0.59

p

.798
.602
.470
.816
.102
.010
.029
.160

https://doi.org/10.7586/jkbns.2017.19.3.191

196



송효정· 박형근· 좌승훈 외 7인

여 체지방 감소의 효과는 물론 다리의 근력을 증진시키고 발목, 무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적용 결과 우울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릎, 대퇴부 관절의 유연성과 더불어 심혈관계 강화 효과까지 줄 수

않았다. 우울과 같은 심리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용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또한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본 연구 프로그램상 스트레스 관리에

본다.

대한 이론 강의에서 심리적 이완효과를 가지는 방법에 대해 간단한

본 연구에서 시행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

시범을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운동요법과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로 활동의 중요성과 스스로 근관절 관리를 배우고, 가정에서 지속

구성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후 피

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로 점수가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Kirihara 등[30]은 무릎골관절염을 가진 195명의 노인에게 연구

않았다. Murphy 등[20]의 연구에서 10주간의 개별화된 맞춤형 운동

시작 전 골관절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한 후에 24개월 이후 그동안

활동중재를 통해 피로가 유의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인 것과는

가정에서 스스로 관리를 한 정도에 따라 그 결과를 파악한 후향적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피로에 효과를 보이지 않은 이유로

연구에서, 24개월 동안 활발한 신체활동을 해오거나, 혹은 일주일

서 Murphy 등[20]의 연구에 비해 6주라는 중재기간이 효과를 나타

에 180분 이상으로 운동/혹은 근력운동이나 수영을 한 대상자가 주

내는데 짧은 기간으로 작용하였거나, 혹은 운동중재에 있어 일률적

로 앉아서 생활을 해온 대상자에 비해 일어나 걸어가기(timed up

인 유연성운동과 근력강화운동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인한 것

and go test)와 같은 동작 검사에서 4초 이상 유의하게 빨랐음을 보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스스로 근관절관리라는 명칭의 프로그

고하였다. Lee 등[14]은 모든 노인들이 살아 있는 동안 앉은 자세로

램으로 서기 위해서는 노인의 개별적 신체 및 운동 상태를 고려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며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나이가

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되며,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는

들면서 발병하는 많은 건강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

노인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

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운동

한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노인들이

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와 그에 따른 효과도

동료의 자극을 받으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집단으로 운동과 교육

파악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을 제공하였으나, 동시에 개별화된 교육시간을 마련하여 노인 개별

관절증상의 통증은 Lee 등[7]이 골관절염 환자에게 스스로 관절
관리를 6주간 적용한 후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Song 등[23]

적인 특성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단계별 운동과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추후 마련되어야 할 점이라고 본다.

이 골관절염 여성에게 타이치 운동을 적용한 후에 대조군에 비해

본 연구는 지역의 공공기관인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6주간의 프로그램 후

문질환센터와 노인대학이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지

에 통증 점수는 감소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중재를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6주간의

마찬가지로 관절 뻣뻣함에 있어서도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전 후

운동 중재를 통하여 유의한 효과를 보인 근유연성에 대하여 추후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Song 등[23]의 연구에서 중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되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

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

의라고 본다. 이 결과를 토대로 추후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

하지 않았다. 일반적 운동 중재를 받은 군에 비해 개인별 맞춤형 운

로 경로당 혹은 노인복지관과 같은 기관에서 추후 이 프로그램을

동중재를 받은 군에서 관절 뻣뻣함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Mur-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본다.

phy 등[20]의 연구 결과를 통해 대상자의 개별 수준에 적합한 맞춤
형 중재를 적용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

결 론

서 신체기능에서도 프로그램 후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Hasegawa 등[18]은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유연성운동과 근력강

본 연구는 70세 이상의 노인대학에 재학 중인 노인을 대상으로 6

화운동을 주 1회 120분의 운동을 12주 적용한 후, 여성 노인의

주간의 스스로 근관절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상지의 어깨유

WOMAC 통증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진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성과 하지의 무릎유연성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연구에서 시행한 6주간의 중재기간이 관절증상과 신체기능을 개

에서 관절증상과 신체기능, 우울과 피로는 프로그램 중재 후 유의

선시키는데 적절한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추후 프로그램의 효과와 개선을 위

서도 관절증상의 심각도를 고려하며 심각도에 따른 집단 혹은 개별

해 중재기간, 프로그램의 방법과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화 교육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 노인대학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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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스스로 근관절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실험군과 유사한 대조군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단일군 사
전사후 설계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추후 대조군을 설정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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