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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aekwondo exercise program on the physical 
function, fitness and quality of life in women 
with osteoarthritis. Methods: Wit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quasi-experimental design, 17 
outpatients with osteoarthritis were recruited 
from June to August, 2010.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14 in experimental group and 13 in 
control group. The taekwondo exercise program 

was consisted of public taekwondo gymnastics 
with stretching movement and carried out every 
60 minutes, 2 times a week for 12 weeks. 
Physical fitness of sit up, sit and reach, and 
agility, KWOMAC, and quality of life were 
measur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Mann-Whitney test using SPSS program. Results: 
After the intervention, the physical fitness for 
muscle endurance (Z=-4.40, p<.001), flexibility 
(Z=-2.75, p=.006), and agility (Z=-1.95, p=.050)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experi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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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The mean scores of KWOMAC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Z=-2.94, p=.003) and the mean difference of 
quality of life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Z=-3.50, p<.001). Conclusion: 
The taekwondo exercise program may have 
affirmative effects on physical fitness, physical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in women with 
osteo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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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골관절염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높은 발생빈도를 

보이는 흔한 만성 퇴행성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관절

연골의 국소변형을 시작으로 점차 퇴행성 변화가 나타

나며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자주 발생한다(Srinkanth 

et al., 2005). 우리나라 골관절염 유병율은 200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50세 이상에서 24.2%이며, 

여성에게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골관절염의 주요 침범

부위는 무릎과 고관절로 연골하부의 비 와 활액막의 

이차적 염증반응에 의한 관절강직, 변형 및 통증으로 

관절유연성과 근력이 저하되고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감소되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수행이 점차 어려워지며

(Jinks, Jordan, & Croft, 2002) 이로 인해 우울, 불안, 

만성 피로, 자기효능감 감소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

를 야기하게 되므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된다

(Santos et al. 2011). 

이에 만성적인 관절염환자는 치유보다 증상완화에 

초점을 맞춘 장기간의 관리가 요구되며, 의사의 처방

에 따른 약물치료와 더불어 운동요법 등을 병행하여 

질병상태를 스스로 조절하는 자기관리기술을 습득하

는 것이 필요하다. 골관절염 환자에게 운동은 자기관

리기술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관절의 움직

임을 향상시키고 관절주위 근육의 힘과 지구력을 증

가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Lee, 2005).

관절염환자의 규칙적인 운동은 통증 및 증상을 완

화시키고 관절가동범위, 근력, 민첩성, 지구력, 골밀도 

증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i, 

Kim, & Kim, 2009; Lee, 2005; Song, Eom, Lee, Lam, 

& Bae, 2009). 또한 유산소능력을 증가시키고 체중감

소를 돕고 일상생활활동을 향상시켜서 전반적인 삶의 질

과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shaw & Tingstad, 

2005). 관절염환자에게 유용한 운동으로는 유연성운

동,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저항운동, 근력강화운동, 

타이치운동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노인이

나 관절염환자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으로 수중운동과 

타이치운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골관절염 환자의 지속적인 질병관리

를 위한 운동요법의 유용성에 해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고 중국의 무술에서 기원한 타이치운동 중 관

절염환자를 위한 손식 타이치 운동은 국내에도 보급

되어 관절염환자의 자조관리프로그램으로 많은 관심

을 받고 있다(Lee, 2005). 관절염환자에게 타이치운동

을 제공하여 하지의 근력을 호전시키고 균형유지와 

낙상방지 등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Chen, Yen, 

Fetzer, Lo, & Lam, 2008)이 다수 발표되었으나 우리

나라의 고유무술인 태권도운동을 적용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태권도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운동으로서 상자

들에게 보다 친근감을 주며, 태권도의 독특한 기술인 

손과 발동작 및 품새 등을 음악과 접목시켜 역동성과 

유연성을 갖춘 운동으로 유산소운동과 근력강화운동

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Lee & Bing, 2009). 또

한 상자의 연령이나 기호에 따라 음악과 신체동작

을 구성하고 운동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운동에 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태권도는 전신을 움직이는 신체활동으로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자극하여 평형성, 근력, 지구

력, 유연성, 민첩성, 안정성 등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정신수양을 통해 자신감이나 자아존중감 

등 정신적인 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운동으로 

우리 조상들의 고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Lee & Bing, 2009). 최근 들어 태권도운동은 에어로

빅의 경쾌하고 역동적인 율동성과 타이치 운동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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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면서 물 흐르는 듯한 부드러움을 두루 갖추고 음

악에 맞추어 여러 가지 형태로 태권도의 동작을 변형

시키거나 응용함으로써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연령층에게 제공되고 있다(Oh & Kim, 

2007).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은 태권도의 기본적인 동작에 

다양한 율동과 리듬을 적용한 그룹운동으로 태권체조, 

태권무, 리듬태권도, 태권로빅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되어 연구결과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태권도

는 유산소운동과 저항성운동을 동시에 실시하는 복합

적인 운동으로 태권도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태권도 수련 후 학생의 신체조성과 체력 

및 혈액성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Kim, 2006), 

중년여성에게 율동에 의한 유산소운동이 가미된 태권

체조를 제공하여 신체조성과 정신건강 측면에서 긍정

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Byeon, Kwon, & 

Park, 2008; Lee & Park, 2010). 또한 노인에게 태권

도운동을 제공한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태권도운동에 

참여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이 

근력과 관절운동범위를 증가시키고 자신감과 활력을 

주는 운동으로 노인의 건강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Kim & Yoon, 2010; 

Shin & Kim, 2009). 

태권도운동은 신체단련과 정신수양을 통해 일상생

활에 필요한 체력과 운동기능을 증진시키며 강인하고 

용기 있는 정신력으로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게 해준

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하게 태권도의 기본동

작을 구성하여 노년층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노년기의 사회체육활동

으로 여가선용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Kim & Yoon, 2010). 하지만 노인을 상

으로 실시하는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은 아직은 초기단

계로 노인복지시설에서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며, 

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그 효과에 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Jung & Jang, 

2008).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부각되고 있고 우리나

라에서도 생활체육으로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인들에게 보급됨에 따라 태권도운동의 참여인구가 증

가하고 있으며, 노인들에게 건강유지 또는 증진, 여가

선용에 활용되고 있다(Jung & Jang, 2008). 태권도 보

급에 따른 학문적 연구들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강과 운동과학적 측면에서의 태권도운동 효과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사회 노인의 가장 흔한 질환인 골관절염환자의 증상

완화와 일상생활활동의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로서 

상자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태권도운동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을 골관절염환자의 

자기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운동요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이 골관절염

환자의 체력과 신체기능,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골관절염환자를 위한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골관절염환자를 상으로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의 효

과를 검증한다.

연구 가설

가설 1. 태권도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

하지 않은 조군보다 체력수준이 증가될 것

이다. 

부가설 1-1 실험군은 조군보다 근지구력이 증가될 

것이다. 

부가설 1-2 실험군은 조군보다 유연성이 증가될 것

이다. 

부가설 1-3 실험군은 조군보다 민첩성이 증가될 것

이다. 

가설 2. 태권도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

하지 않은 조군보다 신체기능 수준이 증가

될 것이다.  

가설 3. 태권도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

하지 않은 조군보다 삶의 질 수준이 증가

될 것이다.  



골관절염환자를 위한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의 효과

근관절건강학회지 19(2), 2012년 8월 213

용어 정의

 태권도운동프로그램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은 국기원에서 지정한 14개의 

기본동작을 토 로 한 집단운동프로그램으로 매회 60

분에 걸쳐 주 2회, 12주 동안 실시한다. 준비운동으로 

태권도운동에 필요한 체조와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본 운동으로는 국기원에서 제시한 태권도 수련과정을 

참고로 하여 기초과정과 초보과정에 해당되는 기본자

세, 기본동작, 발차기로 구성하며, 마무리운동으로 복

식호흡과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체력

체력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신체적 

능력으로 인간이 처한 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생리

적 항상성을 유지하고 인간에게 부여된 신체적 자질

을 개발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력을 의미하며(President's Council on Physical Fitness 

and Sports, 2012), Cureton (1950)에 의하면 체력은 

내장기능, 감각기능, 운동기능을 포함한 신체구성과 

근력, 순발력, 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6가지의 운동 

적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하는데 그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체력으로 

근지구력, 유연성, 민첩성을 측정한다. 

 신체기능

신체기능은 신체 각 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Kim, 

Yom, & Yee, 2001)으로 본 연구에서는 Bellamy 

(1982)에 의해 개발된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Index (WOMAC index)를 한국인에게 사

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한 KWOMAC (Bae et al., 

2001) 도구를 이용하여 통증, 관절의 뻣뻣함 및 일상

생활활동의 어려움 정도를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삶의 질

건강관련 삶의 질로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

된 삶의 영역에 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만족감을 의

미하며(Ware & Sherbourne, 1992), 본 연구에서는 

Quality Metric Incorporated (QMI) 사에 의해 개발된 

SF (short-form)-8 도구를 이용하여 일반건강(general 

health), 신체적 기능(physical functioning), 신체적 역

할(role physical), 통증(bodily pain), 활력(vitality), 사

회적 기능(social functioning), 정신건강(mental health), 

감정적 역할(role emotional)의 8개 주요 삶의 질 영역

을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골관절염환자의 증상완화와 일상생활활

동의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방안으로 태권도운동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조군 전후설계에 의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 광역시에 소재한 C 학병원의 류마티

스내과 외래에서 골관절염을 진단받고 지속적인 추후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를 상으로 태권도운동프로그

램을 소개하고 담당의를 통해 운동이 가능한 상자

를 추천받아 그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한 상자를 선정하였다. 상자 수는 

G*Power 3.1을 적용하여 유의수준(α)=.05, 효과 크기

(f)=.50, 검정력(1-β)=.70으로 설정한 결과 필요한 표

본수는 각 군당 13명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도탈

락자를 감안하여 실험군 17명, 조군 17명을 선정하

였다. 자료수집 기간 도중에 실험군 3명과 조군 4

명이 도중에 포기하거나 외래방문일정의 변경으로 탈

락되어 최종 연구 상자 수는 실험군 14명, 조군 

13명으로 총 27명이었다. 

구체적인 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골관절염 진단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된 50세 

이상 여성

•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고 운동프로그램에의 참여

가 가능한 자

• 급성 질환이나 기타 질환으로 인한 급성 증상이 

없는 자

• 의식이 명료하고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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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동의한 자

  

연구 도구

 태권도운동프로그램

: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은 태권도의 기본동작을 토

로 음악에 맞추어 작품동작으로 구성한 집단운동프로

그램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선행연구(Kim, 2006; Lee 

& Park, 2010; Shin & Kim, 2009)를 참고로 하여 준

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포함한 태권도운동을 매회 

60분씩, 주 3회 실시하며, 도입단계 2주, 향상단계 4

주, 유지단계 6주의 총 12주간으로 구성하였다.

준비운동은 태권도 수련에 필요한 체조와 스트레칭

으로 10분간, 본 운동은 태권도의 수련과정 중 기초

과정과 초보과정에 해당하는 기본자세, 기본동작, 발

기술로 구성하여 40분간 실시하였고, 마무리운동은 

복식호흡과 스트레칭을 10분간 실시하였다.  

 

 체력

 • 근지구력

복근의 지구력을 측정하는 검사방법으로 근지구력 

측정기(Helmas SH-9600 N, Helmas, Korea)를 사용하

여 윗몸일으키기 횟수를 측정하였다. 누운 자세에서 

양팔을 반 쪽 어깨에 붙이고 무릎을 구부린 자세에

서 팔꿈치가 무릎에 닿고 등이 바닥에 닿으면 1회로 

간주하여 1분간 측정하였다.

 • 유연성 

본 연구에서는 체전굴 측정기(Helmas SH-9600 G, 

Helmas, Korea)를 이용하여 허리유연성을 측정하였다. 

상자는 측정기 위에 무릎을 펴고 앉아 양손을 쭉 

펴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서 양손 중지로 눈금자를 

서서히 민다. 이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하고 상

체의 반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 민첩성

본 연구에서는 전신반응 측정기(Helmas SH-9600 I, 

Hellmas, Korea)를 이용하여 신체의 반사감각을 측정

하였다. 측정기에 양발을 모으고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신호음이 나오는 즉시 발을 옆으로 또는 앞

으로 이동하여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신체기능

본 연구에서는 Bellamy (1982)의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Index (WOMAC index)를 

수정 보완한 KWOMAC (Bae et al., 2001) 도구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전체 24문항으로 통증 5문항, 관

절의 뻣뻣함 2문항, 일상생활활동의 어려움 17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는 5점 척도로 통증은 0-20점, 

관절의 뻣뻣함 0-8점, 일상생활활동의 어려움 0-68점 

범위에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기능이 나빠짐

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WOMAC index의 Cronbach 

α는 .89에서 .96이었고, 슬관절염환자를 상으로 한 

Cheon (2005) 연구의 Cronbach α는 .97,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 α는 .91이었다.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Quality Metric Incorporated (QMI) 

사의 SF-8 도구를 이용하여 일반건강, 신체적 기능, 

신체의 역할제한, 통증, 활력, 사회적 기능, 정신건강, 

감정적 역할제한의 8개 하부영역의 점수를 측정하여 

개발사가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91이었다.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C 학병원

에 제출하여 IRB 승인을 구하였으며, 선정된 연구

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참가동의서를 받았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로 사전조사

는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병원의 

학에 있는 체력측정실에서 실험군과 조군에게 각

자 해당요일을 따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자

가 면담을 통해 자가보고 방식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

시하였고 체력검사는 태권도학과 조교인 연구보조원 

한 명이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사후조사

는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을 끝낸 후 동일한 설문지와 

측정도구로 수행하였다. 조군에게는 연구가 종료된 

후에 소정의 선물과 함께 운동요법의 필요성과 효과

에 관한 유인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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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환자를 위한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

기 위한 과정은 첫 단계로 태권도학과 교수인 연구자 

한 명이 태권도 기본동작 및 품새에 한 자료를 기

초로 관절염환자를 위한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의 초안

을 개발하였다. 다음 단계는 개발된 초안을 간호학교

수, 간호사, 전문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였으며 

마지막 단계로 관절염환자 세 명에게 한 차례에 걸쳐 

연습하도록 하여 태권도 기본동작을 최종 선정하였다.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의 내용은 국기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태권도의 기본동작 중 연구 상자들이 쉽게 따

라할 수 있는 주춤서기, 주먹지르기, 아래막기, 얼굴

막기, 몸통막기, 팔굽옆치기, 발차기, 앞굽이, 몸통헤

쳐막기 동작을 알맞게 구성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서 점차 운동량을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첫 2주 동안

의 도입단계에서는 주춤서기, 주먹지르기, 아래막기, 

얼굴막기 동작을 익히고 그 후 4주 동안의 향상단계

에서는 주춤서기, 주먹지르기, 아래막기, 얼굴막기, 몸

통막기, 팔굽옆치기, 유지단계인 7주부터 12주까지는 

주춤서기, 주먹지르기, 아래막기, 얼굴막기, 몸통막기, 

팔굽옆치기, 발차기, 앞굽이, 몸통헤쳐막기 동작 모두

를 반복해서 실시하였다.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의 시행은 국기원에서 제작한 

음악에 따라 태권도동작들을 구성하여 미리 제작한 

동영상을 형 스크린에 비춰주고 동시에 태권도 품

새 지도자인 연구자와 조교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상자들이 따라하도록 하였다. 매 회기마다 상자

의 신체적 조건에 맞추어 개인별로 운동 강도를 조절

하였고 특히 관절에 통증이 유발되거나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강조하였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주 3회씩 12주 동안 강당에서 

모여 실시하였고, 운동시간은 총 60분으로 준비운동

은 체조와 스트레칭 10분, 본 운동은 태권도 기본자

세와 동작으로 40분, 마무리운동은 복식호흡과 스트

레칭을 10분 수행하였다. 운동효과를 위하여 총 회기 

중 80% 이상 참여하도록 격려하였고 상자들이 집

에서도 연습할 수 있도록 동작순서를 유인물로 제작

하여 배포하였다.  

태권도운동프로그램에 사용된 9가지 작품동작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주춤서기: 양발을 한 발 간격으로 벌리고 가슴을 펴

고 몸을 반듯이 둔 상태에서 무릎 관절을 약간 퉁

겨 앉는 자세로 복직근, 퇴이두근, 퇴직근, 비복

근의 근력운동에 효과가 있다. 

• 주먹지르기: 상 가 자기의 얼굴이나 가슴을 향하여 

주먹으로 질러올 때 이를 피하면서 상 편의 얼굴

이나 가슴을 주먹으로 지르는 기술로서 삼각근, 상

완이두근, 완요골근, 복직근, 원근, 상완삼두근의 

근력운동에 효과가 있다.

• 아래막기: 주먹을 자신의 반 쪽 턱까지 내밀었다 

아랫배 밑까지 내려 상 편의 공격을 막는 동작으

로 광배근과 상완근, 상완삼두근, 복직근, 완요골근

의 근력운동에 효과가 있다.

• 얼굴막기: 팔과 손으로 얼굴을 가려 상 편의 공격

을 막는 방법으로 삼각근, 흉근, 상완삼두근, 복직

근, 극하근, 광배근의 근력운동에 효과가 있다.

• 몸통막기: 주먹을 쥐고 바깥 팔목으로 밖에서 안으

로 막는 방어 기술로서 삼각근, 상완이두근, 완요골

근, 극하근의 근력운동에 효과가 있다.

• 팔굽옆치기: 양발을 한 발 간격으로 벌리고 왼 손바

닥으로 오른 주먹을 밀어 옆치기에 힘을 보태주는 

동작으로 복직근, 퇴이두근, 퇴직근, 비복근, 외

복사근, 광배근, 상완이두근이 주로 이용된다.

• 발차기: 앞가슴에 닿을 정도로 무릎을 구부려 높이 

올린 발을 목표에 직선이 되도록 뻗으며, 발가락을 

위로 젖혀 앞 축을 사용해 차는 발기술로 퇴직근, 

비복근, 둔근, 반건양근, 장내전근, 복직근과 발의 

앞축을 만드는 건이 이용된다.

• 앞굽이: 두발의 간격은 한 걸음 반 정도로 앞발의 

발끝은 앞을 향한다. 뒷발의 내각은 30도 정도가 

되고 뒷다리의 무릎을 펴며 체중의 2/3를 앞에 두

는 동작으로 퇴직근, 퇴이두근, 비복근, 장내전

근, 박근이 이용된다.

• 몸통헤쳐막기: 양주먹은 쥐고 간격은 허벅지와 주먹 

두개 간격으로 양 옆의 상 방의 공격을 막는 동작

으로 삼각근, 광배근, 극하근이 주로 이용된다.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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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y
Exp(n=14) Cont(n=13)

 χ²or t  p
n(%) n(%)

Age (years) 50-59 6(22.2) 7(25.9)
1.19 .55560-69 7(25.9) 4(14.8)

70-79 1( 3.7) 2( 7.5)
M±SD 61.8±7.00 62.3±7.77 -0.21 .838

Spouse Yes 11(40.7) 10(37.1)
.918*

No 3(11.1) 3(11.1)
Occupation Have 4(14.8) 3(11.1)

1.000*
Have not 10(37.0) 10(37.1)

Religion Have 12(44.4) 10(37.1)
.648*

Have not 2( 7.4) 3(11.1)
Education ≤ Elementary 2( 7.4) 4(14.8)

2.83 .482
Middle school 2( 7.4) 3(11.1)
High school 6(22.2) 2( 7.4)
≥ College 4(14.8) 4(14.8)

Economic status Upper 1( 3.7) 1( 3.7)
0.11 1.000Middle 9(33.3) 9(33.3)

Lower 4(14.8) 3(11.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은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였고 제 종속변수에 한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χ2-test, Fisher's 

exact test 및 t- test로 분석하였다. 두 집단의 실험 전후 

차이에 한 검정은 비모수 검정방법인 Mann-Whitney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본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연령, 배우자 

유무, 직업, 종교, 교육수준, 경제상태에 한 동질성

을 검정한 결과, 실험군과 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질병관련 특성에 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부위별 통증 유무, 진단기간, 수술, 약물

복용, 기타 질환 유무에 있어서 실험군과 조군 간

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어 동질하였다(Table 2). 중재 

전 종속변수에 한 동질성에 있어서는 모든 변수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가설 검정

본 연구에서 태권도운동프로그램 중재 후 체력에 

한 가설을 검정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의 근력(Z=-4.40, p<.001)과 유연성(Z=-2.75, p=.006), 

민첩성(Z=-1.95, p=.050)은 조군에 비해 증가되었고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

다. 신체기능에 있어서는 실험군의 통증(Z=-2.51 

p=.012)과 관절의 뻣뻣함(Z=-3.10, p=.002), 신체기능

의 어려움(Z=-2.24, p=.025) 모두 조군에 비해 유의

하게 감소되었으며, 총점에 있어서도 실험군은 24.7점

에서 15.7점으로 감소되었고 조군은 사전 25.3점에

서 사후 32.9점으로 증가되어 두 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Z=-2.94, p=.003)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삶의 질 수준에 있어서는 실험군의 점수는 사전 

349.7점에서 사후 395.8점으로 증가한 반면 조군의 

점수는 356.3점에서 328.8점으로 감소되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Z=-3.50, p<.001) 가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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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of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y
Exp(n=14) Cont(n=13)

χ² or t p
n(%) n(%)

Pain

 

Finger yes 10(37.0) 6(22.2)
1.78 .252

no 4(14.8) 7(25.9)
Wrist yes 5(18.5) 2( 7.4)

1.45 .385
no 9(33.3) 11(40.7)

Elbow yes 5(18.5) 1( 3.7)
3.06 .165

no 9(33.3) 12(44.4)
Shoulder yes 6(22.2) 5(18.5)

0.05 .816
no 8(29.6) 8(29.6)

Toe yes 6(22.2) 2( 7.4)
2.44 .209

no 8(29.6) 11(40.7)
Ankle yes 4(14.8) 4(14.8)

.901*
no 10(37.0) 9(33.3)

Knee yes 12(44.4) 10(37.0)
.648*

no 2( 7.4) 3(11.1)
Hip yes 6(22.2) 2( 7.4)

2.44 .209
no 8(29.6) 11(40.7)

Back
yes 9(33.3) 8(29.6)

0.96 .810
no 5(18.5) 5(18.5)

Diagnosis duration(months) M±SD 86.6±81.26 84.7±65.64 0.08 .935
Operation Yes  1( 3.7)  1( 3.7)

.957*
No 13(48.1) 12(44.4)

Medication Yes  8(29.6)  6(22.2)
2.47 .116Experienced  2( 7.4) 2( 7.4)

No  4(14.8) 5(18.5)

Other diseases
Yes 10(37.0) 8(29.6)

0.30 .695
No  4(14.8) 5(18.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Variables
Exp(n=14) Cont(n=13)

t p
M±SD M±SD

Physical        
fitness

Muscle endurance(time/min) 4.4±4.09 5.7±4.80 -0.83 .417
Flexibility(cm) 13.4±5.99 11.7±11.84 0.49 .633
Agility(1/1,000sec) 520.1±243.41 456.7±233.45 0.69 .496

K-WOMAC Pain 6.2±3.29 3.9±4.13 1.60 .122
Stiffness 2.1±1.66 2.9±1.85 -1.16 .258
Difficulty of physical function 16.4±8.74 18.5±14.83 -0.45 .661
Total 24.7±11.91 25.3±19.81 -0.09 .927

Quality of life 349.7±45.65 356.3±39.65 -0.40 .694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은 지지되었다(Table 4).    

논    의 

태권도는 유산소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동시에 실시

하고 다양한 동작형태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복합

적인 운동으로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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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Changes in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Z p
M±SD M±SD

Physical       
  fitness

Muscle endurance
 (time/min)

Exp 4.4±4.09 5.9±4.38
 -4.40 <.001

Cont 5.7±4.80 2.2±4.22
Flexibility (cm) Exp 13.4±5.99 17.1±5.67

-2.75 .006
Cont 11.7±11.84 10.6±10.26

Agility (1/1,000sec) Exp 520.1±243.41 334.8±141.77
-1.95 .050

Cont 456.7±233.45 424.9±171.99

K-WOMAC
Pain Exp 6.2±3.29 3.6±2.71

-2.51 .012
Cont 3.9±4.13 5.9±2.84

Stiffness Exp 2.1±1.66 0.6±0.84
-3.10 .002

Cont 2.9±1.85 3.7±1.50
Difficulty of 
 physical function

Exp 16.4±8.74 11.5±9.03
-2.24 .025

Cont 18.5±14.83 23.3±13.01
Total Exp 24.7±11.91 15.7±11.38

-2.94 .003
Cont 25.3±19.81 32.9±15.47

Quality of life
Exp 349.7±45.65 395.8±25.95

-3.50 <.001
Cont 356.3±39.65 328.8±19.03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다(Kim, 2006). 본 연구는 골관절염환자를 상으로 

한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로 성인이나 노인층인 관절염환자에서 태권도운

동의 적용가능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골관절

염환자의 치료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운동요법이 

중요하며 적절한 운동 형태와 강도가 요구된다(Lee, 

2005). 운동을 학습하는 능력은 상자의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관절염환자들은 관절의 통

증과 뻣뻣함으로 운동에 제한을 받게 되고 부분 연

령이 많아 동작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Lee & Lee, 2008)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의 운동동작 

중 주춤서기, 주먹지르기, 아래막기, 얼굴막기, 몸통막

기 등의 기본적인 동작을 선정하여 태권도운동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수행 시에는 각자 관절운동

범위에 맞추어 가능한 수준으로 반복하면서 익히도록 

하였다.   

본 연구결과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은 골관절염환자의 

체력과 신체기능, 그리고 삶의 질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골관절염환자의 운동범위를 확 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골관절염 환자에

게 태권도운동을 적용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어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논의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은 상자의 근지

구력과 유연성, 민첩성을 포함한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12주간의 

태권도트레이닝이 노인여성들의 균형제어에 필요한 

근력과 근지구력의 강화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

었음을 보고한 연구(Shin, Youm, Moon, Kim, & Park, 

200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고, 리듬태권도운동이 비

만여중생들의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심폐지구력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Oh와 Kim 

(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체력은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할 때 우리의 몸

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질병이 없는 

소극적인 수준의 건강에 머물지 않고 보다 활동적으

로 생활할 수 있는 고차원의 건강을 추구하는 과정에

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활기찬 생활을 통해 삶의 질

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Oh & Kim, 2007). 특히 

체력의 신체적인 요소로 불리어지는 근력, 지구력, 유

연성, 순발력, 평형성, 심폐지구력 등은 신체활동이나 

운동을 통해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Byeon et 

al., 2008; Kim, 2006), 만성 골관절염 상자들에게 

근지구력, 유연성, 민첩성의 증가는 통증 감소와 일상

생활활동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의 향상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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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는 유산소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병행하는 운

동으로 순발력과 민첩성, 근지구력을 단련시키데 효

과적이다(Kim, 2006). 무릎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발을 이용한 주춤서기와 발차기 동작

의 반복은 체중부하와 근력강화운동의 효과로 근지구

력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뻗고 구

부리는 동작과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간의 수축과 이

완을 반복함으로써 유연성과 리듬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신체의 빠르고 다양한 이동은 순발력과 민

첩성의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태권도 기본동작

과 품새들을 상자에 맞추어 운동 형태와 강도를 조

절함으로써 어린이나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과 노인

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근래 들어 국내에서는 다양

한 상자들을 위한 태권도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

며 체력과 신체구성에 한 태권도운동의 효과를 제

시한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Kim 2006; Shin 

& Kim, 2009). Kwon 등(2011)은 태권도운동이 사

증후군 노인여성의 유연성과 평형성의 개선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고하였고 태권도 동작 중 발차

기를 통한 하지근력의 발달과 전후좌우로의 많은 이

동과 지르기, 막기 등의 동작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품새를 통한 유산소적인 움직임이 체력의 향상에 긍

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음을 제시하였다. 태권도운동

은 전신적인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여 유산소적인 운

동 측면뿐만 아니라 근력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

치며 하지근력 및 평형성의 향상으로 관절염 상자

의 체력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관절염환자의 신체기능을 측정하는데 자주 사용되

고 있는 WOMAC 도구는 고관절이나 무릎의 골관절

염환자에게 약물 및 수술에 한 치료성과를 측정하

기 위해 Bellamy 등에 의해 개발되었다(Jinks et al., 

2002). 이 도구는 통증, 관절의 뻣뻣함, 전반적인 신

체기능의 어려움의 세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Likert 

5점 척도 혹은 0-100점의 시각적 사상척도를 사용하

여 점수를 측정하며, 각각의 영역별 점수를 측정하거

나 전체점수로 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Kapstad et al., 

2007).  

본 연구에서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KWOMAC 도구를 사용하여 상자의 신체기능을 분

석한 결과 실험군의 통증과 관절의 뻣뻣함, 신체기능

의 어려움의 세 하부영역별 점수가 조군에 비해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총점에 있어서

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염환자

에게 태권도운동을 실시한 연구를 찾을 수 없어 직접

적인 비교는 할 수 없으나 근지구력과 유연성, 민첩

성 등 체력의 증가와 함께 신체적 기능에서의 어려움 

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련지어 생

각할 수 있다.  

관절염환자에게 운동중재를 실시한 후 KWOMAC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기능을 측정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Lee와 Lee (2008)는 슬관절염 노인환자에게 12주

간의 타이치운동을 실시한 결과 신체기능에 있어서 

통증과 관절의 뻣뻣함은 유의하게 감소되었지만 신체

기능의 어려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Cheon (2005)은 슬관절염 환자에게 걷기운동

과 하지근력강화운동을 포함한 자기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신체기능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음을 보고하였다.  

관절염 환자들의 자가관리방법의 하나로 다양한 운

동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는데, 운동요법의 종류로는 

걷기운동, 근력강화운동, 유연성운동, 타이치운동, 수

중운동 등이 제시되고 있다. 운동의 효과로 통증, 신

체기능, 생리지수, 삶의 질 등을 측정하고 있으며, 규

칙적인 운동은 관절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유연성을 

증가시키며 관절주위 근육의 힘과 기능을 강하게 하

여 지구력과 체력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Choi et al., 2009). 

특히 타이치운동은 물이 흐르듯이 부드럽고 느린 

동작과 함께 깊게 호흡하고 정신을 집중시키는 기공

을 포함한 운동으로(Lee, 2005), 관절염환자를 상으

로 타이치운동을 적용한 연구들(Lee & Lee, 2008; 

Song et al., 2009)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그에 비해 

태권도는 기본기, 품새, 격파 및 겨루기 등을 통한 총

체적 기술단련으로 호신술 및 무예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Lee & Bing, 2009), 두 팔과 두 다리를 이용

한 전신운동으로서 지르기, 찌르기, 막기 기술 등의 

기본동작을 연결시켜 구령과 함께 전신을 상하, 전후, 

좌우로 균등하고 절도 있게 움직여서 평상시 자주 사

용하지 않는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도록 하는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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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yeon et al., 2008).   

태권도는 아동들만 하는 신체활동으로 노인들에게

는 무리가 되는 운동이라는 인식에서 점차 벗어나 성

인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각광을 받

고 있으며, 노년기에 근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평형

성 등 신체의 안정과 관절 및 근육조직의 안정을 가

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Jung & Jang, 2008). 최

근 들어 태권도운동을 노인 상자에게 실시하여 그 

성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는데, 고령

여성의 건강관련 체력 및 신체기능을 증가시키고 균

형감, 골밀도, 신기능, 및 심혈관질환 변인의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Kwon et al., 

2011; Shin & Kim, 2009). 하지만 관절염환자를 위한 

태권도운동프로그램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

으며, 비교적 나이가 많고 주로 무릎이나 발목, 고관

절의 통증과 뻣뻣함 증세를 가지고 있는 골관절염환

자들에게 적절한 태권도운동의 동작들을 선정하여 지

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권도운동의 개발은 큰 의

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관절염은 노년기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

게 되는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Santos et al., 

2011)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스관절염이 있는 노인은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Chen 

et al., 2008). 따라서 관절염환자의 건강관리 목표는 

증상을 완화하여 신체기능을 최 한 유지하고 독립적

으로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것이다(Cheon, 2005). 본 연구결과 태권도운동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삶의 질 점수는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체력과 신체기능의 

증가로 일상생활활동의 어려움이 감소되고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Oh (2000)는 

관절염환자의 삶의 질 관련요인으로 지각된 건강상태

와 건강증진행위, 일상생활활동, 통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태권도운동을 통해 건강증진행위를 수행하고 

그 결과 통증완화, 관절의 뻣뻣함 감소, 및 유연성의 

증가로 보다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을 유지하게 됨으

로써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태권도운동은 기본적 수련목표에 정신수양을 포함

하고 있으며 호흡운동으로 심신의 평정을 유지시켜주

고 용기와 의지, 결단력을 기를 수 있는 종목으로 자

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Lee & Bing, 2009). 또한 태권도운동이 노인

의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여가만족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고한 연구들(Kim & 

Yoon, 2010)을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 관절염 상자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태권도운동이 신

체적 기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기능에 한 긍정적인 영향을 포함시킬 수 있다. 실

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도 상자들은 태권도

운동에 해 우리나라 고유의 운동으로서 친근하게 

느껴지고 자부심을 갖게 되며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

는 반응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은 노인들이 큰 어

려움 없이 배울 수 있고 신체적 특성에 따라 부담이 

가지 않도록 태권도의 기본자세와 운동의 난이도를 

조절하였고 태권도의 절도 있는 동작에 구령과 음악

을 가미하여 상자들이 경쾌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

도록 하였다. 이에 상자들은 관절운동범위 내에서 

통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운동 강도를 조절하여 태권

도운동을 실시하면서 별다른 어려움을 나타내지 않았

고, 무리한 동작 없이 전신근육을 고루 사용하게 됨

으로써 유산소운동과 하지 근력강화훈련으로 상자

의 신체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여겨

진다. 

근래에 들어 태권도는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 성

별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즐길 수 있고, 유소년층만이 

아니라 성인과 노인들의 신체활동으로써 성인병을 예

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점차 중화되고 있

다(Jung & Jang, 2008). 본 연구 상자들도 태권도운

동은 운동기구가 따로 필요 없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손쉽게 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고유의 운동으

로서 주위사람들의 반응이 좋고 많은 격려를 해주어 

운동에 한 자부심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된다는 평

가를 나타냈다. 태권도는 체력훈련과 정서적 안정 등 

심신단련을 위한 수련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한국인의 

정서에 들어맞는 운동으로 관절염환자를 위한 태권도

운동프로그램은 일련의 규정된 동작에 따른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품새보다 상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

하여 태권도의 기본동작을 응용한 경쾌하고 가벼운 

동작으로 구성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을 보



골관절염환자를 위한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의 효과

근관절건강학회지 19(2), 2012년 8월 221

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골관절염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고 일상

생활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간호중재로 태권도운동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자기관리방안으로서의 활용 가능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태권도운동프로그램은 우리나

라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 기본 동작을 근거로 관절염

환자의 신체적 조건에 적합한 동작들로 구성하였다. 

지금까지는 태권도운동이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이들

에게 주로 실시되어져 왔지만, 50  이상 성인의 관

절염환자를 위한 태권도운동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골관절염 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퇴행성질환의 상자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태권도의 기본동작을 적용한 태권도운동

프로그램은 관절의 통증이나 뻣뻣함으로 인해 일상생

활활동이 제한적인 골관절염환자의 체력을 증가시키

고 신체기능의 장애수준을 감소시켰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신체적인 특

성을 고려하여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되지 않는 기본

동작부터 서서히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부담이 없

으면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에 한 자부심과 호감을 가지고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때 정신적인 건강에도 태권

도운동의 가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태권도가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서 고령화시 의 

노인체육으로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인

질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절염환자에게 태

권도운동프로그램은 이들의 자기관리를 위한 운동중

재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태권도운동이 관절염환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토 로 앞으로 다른 만성질환

을 가진 성인이나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기능에 

한 효과를 검증하고 태권도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도록 하는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길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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