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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evaluate and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istance 
Exercise Program on pain, stiffness, ADL and 
bone mineral density in Arthritis Patients at 
home. Methods: Forty-two pati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were divided randomly 
into two groups (exercise and control group). 
Two subjects dropped during the study period. 
The exercise group had a structured training 
which was 50 minutes in duration, five times 

per week for a period of 16 weeks and the 
control group without any scheduled treatment.. 
Data were gathered for 16 weeks (May 21, 
2007- September 10, 2007) and were analyzed 
by using SPSS Win 12.0. Results: The pain, 
stiffness, ADL, balance and bone mineral 
density in the exercise group were improved 
significantly after the Resistance Exercise 
Program. However, a significant improvement 
on the above mentioned variables was not 
observed in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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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 86.7%는 

만성질환 중 한 가지 이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이 중 관절염은 다른 근골격계 질환과 

더불어 노인에게 가장 흔한 질병이며, 이를 치료하지 

않고 그 로 방치할 경우 사고, 낙상 등의 위험이 초

래될 수 있다(Leaf, 1993).

관절염은 관절 부위의 염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신

체상의 장애와 기능적 동작의 어려움을 유발시켜 일

상생활동작에 장애를 초래하며, 일상생활동작은 균형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inman, 

Bennell, Metcalf, & Crossley, 2002). 퇴행성관절염 환

자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동치료가 효과적이

다(Hinman et al., 2002). 그러나 관절염환자의 운동행

태를 살펴보면 통증이나 신체적 기능장애 등으로 운

동을 기피하게 되고 이러한 활동부족은 파골세포에 

의한 골파괴의 증가와 조골세포에 의한 골 형성의 감

소를 가져와 골크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Smith, Ensigh와 Shea(1984)에 의하면 35-65세 여성을 

상으로 운동중재프로그램이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였는데 운동에 참여한 여성의 경우 참여하

지 않은 여성에 비해 골량 감소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운동과 골량상실과는 관련이 깊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Lee와 Choi(2002)의 연구에서도 규

칙적인 운동은 골밀도 감소를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있다.

규칙적인 운동치료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하나 의료기관은 치료중심의 접근방법이므로 효

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에서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자 스스로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MOHW, 2000). 정부에서도 2008년 7월에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에서 재가에서의 케어를 강조

하고 있고, 그 중 관절염 관리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

되고 있다. 관절염관리는 통증을 조절하여 완화시키

고, 관절의 기능장애를 감소시키므로 약물요법이나 

수술 요법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

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의 가정파견센터를 통해서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치료프로그램은 통증완화

와 기능장애를 개선시킬 뿐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간

의 신뢰감을 형성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운동치료프로그램 중 하나인 탄성저항운동은 환자

가 근력과 기술의 증진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기계의 

작동 없이 재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Bestille & Gill, 2004; Carr & Shepherd, 2003). 

그러나 탄성저항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성

을 측정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관절염 환자를 상으로 

개인훈련 뿐만 아니라 재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탄성저항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통증, 강직, 일상생

활동작, 균형, 골밀도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관

절염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탄성저항운동을 재가관절염 환자에게 시행하

여 통증, 강직, 일상생활기능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둘째, 탄성저항운동을 재가관절염 환자에게 시행하

여 균형능력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셋째, 탄성저항운동을 재가관절염 환자에게 시행하

여 골밀도에 하여 효과성을 검증한다.

용어 및 측정도구

 통증, 강직, 일상생활활동

통증은 감각신경 말단에서 유해자극으로 인해 발생

되는 불쾌한 감각으로서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경험이

다(Kim, 2002).

강직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손상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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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유쾌한 경험을 의미한다.

일상생활활동의 어려움은 일상생활을 수행할 때 느

끼는 어려움의 정도로 통증, 제한된 운동, 이환 부위

의 변형을 초래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거나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이다(Verbrugge, Lepkowski, & 

Konkol, 1991)

위의 측정도구로는 WOMAC(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y Osteoarthritis) Index로 측정한 점

수이다. 통증에 관한 측정도구는 5개의 항목, 강직에 

관한 2개 항목, 기능에 한 17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을 이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 Scale(0=none, 

1=mile, 2=moderate, 3=severe, 4=extreme)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악화된 것을 의

미하며, 각 도구의 범위는 통증 0～20점, 강직 0～8

점, 일상생활활동 0～68점이다.

 균형

균형은 지지하는 지면위에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관절의 위치나 근육의 활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의미

한다. 균형은 크게 정적 균형과 동적균형으로 구분된

다. 정적균형은 기저면 내에 중력 중심을 두어 신체

가 움직이지 않게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며, 측정도

구는 기능적 뻗기 검사(Functional Reach Test; FRT)

로 측정하였다. FRT검사는 편안하게 선 자세에서 팔

을 뻗어 수평으로 최 한 닿을 수 있는 거리를 측정

하는 것으로, cm단위로 기록하며, 길이가 길수록 정

적균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Jones ＆ Rikli, 2000).

동적 균형은 일어나 걷기 검사(Time Up & Go 

Test; TUG)로 측정하였다. TUG검사는 이동 능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개발된 동적 검사 도구로서 Time 

Up & Go Test를 시행한 초 시간을 말하며 시간이 

짧을수록 동적균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Podsiad,, 

& Richardson, 1991).

 골밀도

골밀도는 골질의 용량에 근거한 소주(trabecular 

bone)와 피지골(corticular bone)의 미네랄 밀도이다. 

골밀도의 측정은 최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DEXA(Dual Energy X-ray Asorptiometry)법을 적용

하는 전신스캔너(Lunnar DPX system, QDR 1000W, 

Hologic Co, Waltham, MA, Ver 4.26, USA)를 이용하

였으며, 이 장비의 반복 측정 시 허용오차는 0.02g/cm 

(±2%)이였다. 검사부위의 골밀도는 전완부위와 요추 

2-4부위, 퇴골두부위의 우측에서 측정되었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조군 사전사후 실험연구(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두 집단은 무작위로 

나누어 한 집단(실험군)은 밴드를 이용한 탄성저항운

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다른 집단( 조군)은 운동

치료를 실시하지 않았다. 처치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

조사(O1, O3)를 하여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정하였

으며, 처치를 한 후 사후조사(O2, O4)를 비교하여 처

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그림 1>.

R
O1 X O2

O3 O4

O1, O3, 사전조사
O2, O4, 사후조사
X= 탄성저항운동군(실험군)

<그림 1> 연구의 설계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관절염환자 7명을 상으로 2007년 5월 

15일부터 5월 20일 동안 예비실험을 하였다. 예비실

험 후 경기 남양주시와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

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관절염환자 중 

연구에 동의한 42명을 상으로 무작위로 두 집단을 

분류한 후 실험군에게는 16주(2007년 5월 21부터 

2007년 9월 10일)동안 탄성저항운동을 처치하였다. 

처치기간 동안 실험군과 조군 각각 한 명씩 이사를 

하거나 암수술을 받게 되어 도중에 탈락 하였다. 자

료는 사전과 사후에 면담과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측정을 하여 수집되었다.

탄성저항운동 도구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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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성밴드

탄성밴드(Thera band)는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안전

하고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Mikesky, Robert, & Wigglesworth, 1994; Hughes, 

1999). 장점으로는 비용이 저렴하고 운반이 편해 재

가에서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운동처방은 

밴드의 크기와 밴드를 쥐는 강도 및 위치에 따라 저

항의 범위의 강도를 조절하였고 운동 강도는 10회 동

안 동일한 동작으로 밴드를 잡아당길 수 있는 횟수

(10RM)를 기준으로 색깔의 밴드에 해당하는 힘을 최

저항으로 결정한 후, 색깔의 밴드를 선택하여 운동

에 사용하였다. 운동시간은 일주일에 5회 50분간 16

주 동안 시행하였으며 4주 이후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 밴드 색깔을 각각 한 단계씩 올렸으며 빠른 동

작(1초×8)을 추가시켰다<Table 1>.

<Table 1> The mean pounds of color bends

Elongation % Y R G B B S G

 50% 2 2.5 3  4.5  6.5  8.5 14
100% 3 4 5  7  9.5 13 21.5
150% 4 5 6.5  9 12.5 17 27.5
200% 5 6 8 11 15 21 33.5
250% 6 7 9.5 13.5 17.5 25.5 40

Y(Yellow), R(Red), G(Green), B(Blue), B(Black), G(Gold)

본 연구의 탄성저항 운동프로그램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Elastic band for resistance exercise 

program

Stage Mode Duration

Warm-up Stretching 10min

Chest press
Seated rows
Shoulder abduction
Triceps extension

Main Biceps curls 30min
exercise Chair squat

Leg press
Hip abduction
Hip adduction
Knee flexion
Knee extension
Ankle flexion
Calf raise

Cool-down Stretching 10min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모든 변인에 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으며, 

각 집단내의 사전, 사후 간 차이는 응표본 t-test(짝

비교, paired t-test)를 실시하였고, 통계학 유의성은 유

의수준을 p<.05로 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탄성저항운동군은 남자 5(25.0%)명, 여자 15(75.0%)

명으로 20명이었으며, 조군은 남자 6(30.0%), 여자 

14(70.0%)명으로 20명으로 두 집단 모두 여자가 많았

다. 연구 상자의 평균연령은 각각 53세, 50세로 나타

나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중은 실험군

에서는 60.54kg, 조군은 58.30kg이었으며, 비만도

(BMI: kg/m2)는 실험군은 평균 30.40, 조군은 28.0

로 나타났고, 발병기간은 실험군 평균 28.64개월, 

조군 32.78개월로 나타나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0

Variable Exercise group Control group

Men
Woman

 5(25.0%)
15(75.0%)

 6(30.0%)
14(70.0%)

Age(Mean) 53.30± 7.2 50.20± 5.1
Weight(㎏) 60.54± 6.3 58.30± 5.8
BMI(kg/m2) 30.40± 4.9 28.00± 5.6
Illness period(month) 28.64±13.9 32.78±14.3

Values are means±SD

통증, 강직. 일상생활동작 비교

<Table 4>에 의하면 운동 16주 전 후에 따른 관절

기능 상태 중 통증의 변화는 운동 전 8.67에서 6.81

점으로 매우 유의한 감소를 하였다(p<.001). 조군은 

운동 전 8.93에서 8.85로 차이를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강직의 변화는 실험군은 운동 전 2.71에서 2.07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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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우 유의한 감소를 하였으며(p<.05), 조군은 운

동 전 2.81에서 3.14로 증가하여 유의하지 않았다.

일상생활기능은 실험군은 운동 전 34.93에서 15.84

점으로 매우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1), 조군

은 운동 전 35.66에서 37.32로 증가하여 일상생활기

능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4> Change of pain, stiffness, ADL in 

Pre-Post exercise

Group

/Variable
pre post

t-

value

p-

value

Pain  
  Exercise
  group  8.67± .76  6.81±1.89 3.98 .001

  Control
  group  8.93± .74  8.85.± .97  .53 ns

Stiffness  
  Exercise
  group  2.71± .49  2.07±1.18 2.47 .023

  Control
  group  2.81± .51  3.14± .44 -3.05 ns

ADL
  Exercise
  group 34.93±.7.99 15.85±.4.07 8.76 .000

  Control
  group 35.66±7.67 37.32±4.56  -.93 ns

Values are means±SD

균형

 정적 균형의 효과

정적 균형능력은 기능적 팔 뻗기 검사FRT(Functional 

Reaching Test) 검사에서는 실험군이 실험 전 10.45± 

1.47에서 실험 후 12.90±2.17로 유의하게 손의 유연성

이 증가하여 정적 균형능력이 향상되었으며(p<.01), 

조군에서는 실험 전 10.50±12.63에서 실험 후 10.32 

±2.76으로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동적 균형의 효과

동적균형은 Time “Up & Go” test로 측정하였으며, 

TUG 검사에서는 실험군이 실험 전 15.00±3.06에서 

실험 후 13.05±2.50으로 유의하게 활동의 시간이 빨

라져 동적 균형이 향상되었으며(p<.05), 조군에서는 

실험 전13.85±2.70 에서 실험 후 14.20±2.57로 증가하

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Table 5> Change of FRT, TUG in Pre-Post 

exercise

Group

/Variable
pre post

t-

value

p-

value

FRT  
  Exercise
  group 10.45±1.47 12.90±2.17 -3.63  .002

  Control
  group 10.50±2.63 10.32.±2.76 1.48  .155

TUG  
  Exercise
  group 15.00±3.06 13.05±2.50 2.78  .012

  Control
  group 13.85±2.70 14.20±2.57 -1.68 .11

Values are means±SD

골밀도

<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처치 전 후의 골밀

도의 변화는 실험군의 경우 전완부위는 전완 1/3지점

과 전완 중간지점(Mid)에서 각각 0.55mg/cm2에서 

0.56mg/cm2로, 0.58mg/cm2에서 0.62mg/cm2로 증가하

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척골원위(UD)부위에서도 

0.47mgcm2에서 0.50mg/cm2로 증가하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조군에서도 전완부위는 전완 1/3지점에서 

0.49mg/cm2에서 0.50mg/cm2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

고, 전완 중간지점(Mid)에서 각각 0.47mg/cm2에서 

0.45mg/cm2로 감소하여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군의 

경우 요추 2-4번 부위의 골밀도는 0.93mg/cm2에서 

0.95mg/cm2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조군에서도 0.80mg/cm2에서 0.79mg/cm2로 감소 하

여유의하지 않았다.

실험군의 퇴부위의 골밀도는 퇴골두(Neck)에서 

0.73mg/cm2에서 0.81mg/cm2로 증가하여 유의하였고

(p<.05), 전자에서 0.66mg/cm2에서 0.70mg/cm2로 증

가하여 유의하였으며(p<.05), 워드삼각(Ward's Triangle) 

부위에서도 0.72mg/cm2에서 0.80mg/cm2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조군에 있어서는 퇴부위의 골밀도는 퇴골두

(Neck)에서 0.80mg/cm2에서 0.79mg/cm2로 감소하였으

며, 전자에서는 0.60mg/cm2에서 0.63mg/cm2로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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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워드삼

각(Ward's Triangle)부위에서는 0.64mg/cm2에서 0.62mg/cm2

로 골밀도가 감소하였다.

<Table 6> Bone mineral density between exercise 

group and control group

Region
Body 

composition

Exercise 

group

Control 

group

Humerus
Pre test 1/3(Proximal) 0.55±.13 0.49±.14
Post test 0.56±.20 0.50±.13
Difference -0.01 -0.01
t-value -0.39 -0.34
p-value ns ns
Pre test Midline 0.58±.17 0.47±.18
Post test 0.62±.18 0.45±.17
Difference -0.04 0.02
t-value -1.53 1.77
p-value ns ns
Pre test Ulnar distal 0.47±.17 0.44±.19
Post test 0.50±.13 0.47±.18
Difference -0.03  -0.03
t-value -1.08 -1.0
p-value ns ns

Lumbar
Pre test 0.93±.07 0.80±.14
Post test Lumbar 2-4 0.95±.04 0.79±.13
Difference -0.02 0.01
t-value -1.51 0.96
p-value ns ns

Femoral
Pre test Neck 0.73±.19 0.80±.14
Post test 0.81±.19 0.79±.13
Difference -0.08 0.01
t-value -2.18 0.96
p-value 0.04 ns
Pre test Trochanter 0.66±.17 0.60±.17
Post test 0.70±.16 0.63±.16
Difference -0.04  -0.02
t-value -2.12 -1.0
p-value 0.04 ns
Pre test Ward's Triangle 0.72±.14 0.64±.16
Post test 0.80±.15 0.62±.17
Difference 0.15 0.02
t-value -2.32 1.83
p-value 0.03 ns

논    의

본 연구는 재가관절염 환자를 상으로  탄성저항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통증, 강직, 일상생활동작, 

균형, 골밀도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

행되었다.

관절염환자들은 통증으로 인하여 보행, 앉은 자세

에서 일어날 때, 일상생활에 관련된 기능 장애를 일

으킨다. Green, Mckenna, Redfern과 Chamberlain(1993)

는 고관절 관절염 상자에게 복합운동을 재가에서 

실시하였는데 운동그룹에서 관절의 통증, 강직이 개

선되었으며 특히 계단을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 등이 

많이 개선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정상적인 균형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신체의 역

학적인 측면인 근골격계의 지지 작용과 협응작용을 

포함한 운동기능 감각기능의 통합적 작용의 기능의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관절염으로 인한 기능 제한

으로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관절의 유연

성 감소로 인한 골감소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

하여 낙상의 발생률이 많아지고 있어 균형 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운동요법이 절실하다 하겠다. Robert 

(1989)의 연구에 의하면 12주 동안 저항운동이 동적 

평형성을 향상시켰고 20주 동안 규칙적인 밴드를 이

용한 탄성 저항 운동으로 동적 평형성을 유의하게 향

상시켰다. Messier(2000)는 18개월 동안 탄성저항운동

으로 근력이 증가되어 정적 균형운동이 향상 되었다

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낙상 예

방에 균형 능력의 향상과 유연성 증가를 위하여 노인

성 관절염의 환자에게 고가가 아닌 간편하면서도 비

용이나 장비가 최소화 되어 어디에서나 손쉽게 구하

고 적용할 수 있는 탄성저항운동이 효과적이라고 생

각된다.

통증을 동반한 관절염의 환자에 있어서 고강도의 

근력증강운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고강도의 운동보다는 저강도에서 점진적으로 근력증

강을 하는 것이 골밀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금 까지 통증으로 인한 운동프로그램 

중 수중운동프로그램이 많이 실시되었는데, Taaffee, 

Snow-Harter와 Connolly(1995)의 연구에 의하면 중력

이 작용하지 않은 수영과 같은 체공된 운동보다는 점

진적인 체중부하로 작용하는 운동군이 높은 골밀도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탄성 저항운동을 시행한 본 연구의 골밀도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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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골밀도는 퇴골두(Neck)에서 0.73mg/cm2

에서 0.81mg/cm2(p<05)로 증가하였으며, 전자

(Trochanter)에서는 0.66mg/cm2에서 0.70mg/cm2로, 워

드삼각(Ward's Triangle)부위에서도 0.72mg/cm2에서 

0.80mg/cm2로 골밀도가 증가하여 유의하였다(p<.05).

Mikesky 등(1994)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탄성밴드

를 이용하여 12주간 재가에서 점진적 저항훈련을 실

시한 결과 다리의 등속성 운동에서 12%의 신전력과 

10%의 굴신력이 향상을 보였으며, Yeo와 Park(2004)

의 연구에서도 24주간 무게를 준 저항운동군에서 

퇴부에 골밀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Dalsky, Karen과 

Ali(1988)은 점진적 체중부하 운동으로 요추부위의 골

밀도가 5.2% 증가( 조군: 1.4% 감소)하였으며, Lohman, 

Going과 Pamed(1995)의 연구에서도 저항성 운동으로 

전자에서 골밀도가 2.0%가 증가하였다.

Menkes와 Redmond(1993)에서도 16주간 무게를 준 

근력운동으로 퇴골두에서 유의한 3.8%와 요추에서 

2.0% 골밀도가 증가하였으며, Heinrich,(1990)에서도 

저항 운동군의 퇴부의 골두경 15%, 전자 12%, 

그리고 워드삼각에서 골밀도가 23%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험군에서 전완과 요추의 골밀

도가 향상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전체적인 

골밀도를 향상시키기는 비교적 짧은 16주간의 실험기

간이였으며, 두 번째는 관절염의 경우 부분 슬관절

에 침범된 경우가 많아 슬관절 중심으로 슬와근과 

퇴사두근의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지의 근력

이나 균형에 초점을 둔 탄성저항 운동프로그램으로서 

하지 부위의 골밀도만 증가 한 것으로 사료 된다. 실

제로 관절의 일상생활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하여서는 

전반적인 관절을 지지하고 있는 근육들을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에 하여 탄성저항운동과 각 관절

에 영향을 주는 관절염 체조를 병합한다면 전반적인 

골밀도 증가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지금까지 선행의 연구들은 과도한 중량운동에 의한 

단기간의 골밀도에 변화를 보고자 하는 연구가 부

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운동 중 또는 운동 

후 상해위험 부담으로 연구 상자의 운동 순응도가 

상당히 낮은 것이 문제로 여겨졌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일반적으로 골 사율 주기로 여겨지는 16주간 동

안 재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가벼운 점진적인 탄성

저항운동을 적용하여 국소부위의 골밀도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은 

16주 동안 탄성밴드를 이용하여 가중한 중량 보다는 

반복수를 늘리며 근지구력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절기능 상태 중 통증의 변화는 운동 전 8.67에서 

6.81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1), 강직의 변

화에서도 2.71에서 2.07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5). 일상생활기능에서도 운동 전 34.93에서 15.84

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

정적균형능력과 FRT에서는 실험 전10.45±1.47에서 

실험 후 12.90±2.17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p<.01), 

동적균형검사인 TUG에서도 실험 전 15.00±3.06에서 

실험 후 13.05±2.50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5). 

골밀도의 퇴골두(Neck)에서는 0.73mg/cm2에서 

0.81mg/cm2로 증가하였고(p<05), 전자(Trochanter)에

서도 0.6mg/cm2에서 0.70mg /cm2로 증가 하였으며

(p<05), 워드삼각(Ward's Triangle)부위에서도 0.72mg/cm2

에서 0.80mg/cm2로 증가하여 유의하였다(p<.05).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관절염 환자에게 탄성 밴드를 

이용한 탄성저항 운동프로그램은 재가의 관절염 환자

들에게 통증, 강직, 일상생활동작과 균형을 개선시키

고, 하지의 골밀도의 증가로 인하여 관절염 환자의 

기능적, 운동적 재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상지를 포함한 전신의 골밀도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탄성저항운동과 각 관절에 영

향을 주는 관절염 체조를 병합한다면 전반적인 골밀

도의 증가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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