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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program of Tai Chi 
and auricular acupressure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Methods: The study design 
was a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subjects were 14 outpatients with a diagnosis 
of rheumatoid arthritis based on the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Standards. The setting 
was a Academic Section of Musculoskeletal 
Disease in the Leeds Institute of Molecular 
Medicine in United Kingdom. The program 

was Tai Chi exercise with auricular acupressure 
per two times a week, for twelve weeks. 
Results: A program of Tai Chi with auricular 
acupressure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amount of pain of RADAI, 28 Joint count 
swollen, fatigue, physical, affect and symptom 
of AIMS2, function and symptom of ASES 
(p<0.05). However, no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score of self-efficacy relate to the pain, 
and quality of healthy related life to social 
interaction.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y related life and self-efficacy 
relate to the pain, it requires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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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Also different research designs are 
needed to confirm the effect of this study.

Key words : Tai Chi, Rheumatoid Arthritis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류마티스관절염은 세계적으로 약 0.3~1%의 유병률

을 보이는 가장 흔한 전신성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으

로 관절을 주로 침범하나 피부, 눈, 혈관, 신장, 폐 및 

심장등과 같은 관절외기관에도 침범한다(WHO, 2007). 

증상은 관절의 종창과 압통을 나타내며, 관절의 변형

을 가져와 진단 후 약 10년이 경과하면 절반의 환자

에서 기능적 장애를 가지게 된다. 의학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증상이 악화, 호전되는 양상을 

경험하게 되고 질병과정이 진행하면서 관절의 파괴, 

변형, 운동제한과 장애가 생긴다(Hochberg, 1981). 이

러한 장애로 류마티스관절염을 가진 사람들의 31%가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고, 신체적 기능장애가 심

할수록 친구와 이웃관계의 적절성과 유용성이 감소되

어 사회적 관계가 어렵게 되며, 특히 여성에서 통증과 

일상생활의 제한과 관련하여 삶의 의욕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죽음, 회의, 억울함, 후회, 자존감저하, 두려

움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많이 나타난다(Fitzpatrick, 

Newman, Lamb, & Shipley, 1988).

특히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환

자가 2.9백만에 이르는데 진단받은 후 5년간은 40%

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44%는 기능면에서 중간

정도로, 16%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따라서 1년 내에 

15%가 직장생활에 장애를 느끼며, 5년 내에 27%, 10

년 내에 50%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인적으로나 

사회보장비용 측면에서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

한다(Young et al., 2000). 20년 내에는 80%가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되어 류마티스관절염환자를 위한 연간 

비용이 20억 원(파운드 0.8-1.3 billion)에 이르며(Scott 

et al., 1998), 새로운 치료가 증가하면서 연간 1억 5

천(파운드 55-75 million)이 더 들것으로 비용효과적인 

면을 문제시 삼았다(Arthritis and Musculoskeleal 

Alliance, 2003).

이러한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의 신체적, 기능적, 정

신적 사회적 역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약치료를 

시행하지만 불과 2내지 4년 내에 약의 효능이 떨어지

거나 독성이 있어 다른 종류의 투약치료로 바꾸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ACR, 2002), 최근 장기간

의 류마티스환자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간호관리를 포

함한 교육, 자기관리, 운동과 보안대체요법과 같은 비 

투약치료에 관심을 두시 시작했다(Li et al., 2004).

관절염을 가진 대상자에게 균형감과 근력향상에 효

과적인 운동중재로 최근 중국의 고대무술에서 유래된 

타이치 운동이 다수 문헌에서 소개되고 있다. 현재까

지 발표된 무작위 실험연구에서는 손식 타이치(Song, 

Lee, Lam, & Bae, 2003)와 양식 타이치(Brismée et 

al., 2007; Hartman et al., 2000)를 주로 사용하였다. 

중재기간을 12주 이상 적용하면 관절염증상 (통증 및 

뻣뻣함)과 신체기능의 향상(Brismee et al., 2007; Song 

et al., 2003), 균형감의 향상(Song et al., 2003)을 보였

고, 정신적 긴장완화와 전반적 건강증진(Hartman et 

al., 2000)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타이치 운

동은 관절염환자에게 무리가 없고 안전하여 대체요법

와 재활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고, 과

학적으로 안정성이 증명된 운동으로 보고하고 있다

(Kirsteins, Dietz, & Hwang, 1991).

그러나 관절염 환자는 만성적으로 예기치 않는 관

절통증이 지속되기 때문에 관절염환자를 위한 중재프

로그램은 건강한 생활주기를 위해 통증관리가 요구된

다. 타이치운동이 류마티스관절염환자에게 안전하고 

쉽게 적용될 수 있지만(Song et al., 2003),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에게 타이치를 적용한 연구들의 계통적 분

석(systematic review)에서는 무작위 임상실험연구에서 

모두 통증의 변화가 없었다(Lee, Pittler, & Ernst, 

2007). 반면 이압요법은 통증관리를 위한 보완대체 

간호중재로 사용되고 있다(Suen, Wong, Chung, & 

Yip, 2007). 이압요법은 이침요법을 근간으로 귀에 나

타나는 특유의 반응구역과 반응점을 자극하기 위해 

귀 전체를 가볍게 마사지한 후 상응반사구에 첩압하

는 방법으로 그 효과는 신체내부기관뿐만 아니라 모

든 기관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en et al., 

2007). 1958년 Nogier 박사의 연구가 중국에 소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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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침요법 연구팀에 의해 대대적인 이침연구가 시

작되었고, WHO로부터 중국침구협회로 이혈 국제표

준화방안을 위탁받아 1987년 기본적인 내용이 통과되

어 이침의 규격화 및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1990년 

프랑스 리용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귀의 해부학

적 구조와 표준반사구를 동의얻어 최종 91개 반사구

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프랑스의 Dr. Nogier에 의

해 현대의학으로 정립된 이침요법을 미국의 UCLA 의

과대학 Pain Management Center (통증관리센터)의 Dr. 

Oleson이 108개 구역으로 나누고 근육, 골격계 질환

자에게 적용하여 75%의 통증완화 효과를 통계적으로 

증명하여 과학적임을 증명하였다(Oleson, 2003). 귀의 

혈자리를 이용하는 치료방법은 직접 침을 놓는 이침

요법, 자석요법, 사혈법, 맛사지법, 이압요법등이 있는

데 이압요법은 비침습적이고, 간편하고, 기술습득이 

용이하다(Maa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에 거주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타이치운동과 이압요법을 적용하여 통증을 

포함한 신체적 증상과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및 자

기효능감을 비교함으로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위

한 간호중재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에 거주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위해 이압요법을 병행한 타이치 운동을 12주

간 적용한 후 중재전․후의 변화를 비교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류마티스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이압요법을 병행한 

타이치 운동을 적용한 후, 신체적 증상인 통증, 통

증갯수, 부종과 피로의 변화를 비교한다.

• 류마티스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이압요법을 병행한 

타이치 운동을 적용한 후, 건강관련 삶의 질과 자

기효능감의 변화를 비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영국 옥크셔 지역의 류마티스관절염 환

자들에서 12주간 이압요법을 병행하여 타이치운동을 

적용한 단일집단 전․후 비교설계(one-group pretest- 

posttest design)이다.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연구표집을 위해 영국 옥크셔지역의 류마티스관절

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문과 포스터를 통해 홍보하

였다. 연구대상자는 류마티스관절염 진단을 받은 자

로,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은 보조기구 없이 보행이 

가능한 자, 50foot (15m)를 숨 가쁨 없이 보행이 가능

한 자, 외이의 첩압 부위에 동상, 습진, 궤양 등의 피

부병이 없는 자이며 프로그램에 참석하기로 동의한 

자이다.

기존연구에서 본 연구와 동일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할 연구를 찾을 수 없음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G power3 analysis에 따라 대상자수를 산출

하였다. 1그룹에서 유의수준이 α=0.05, 효과의 크기

(effect size)가 d=0.7, 검정력(power value)이 0.80으로 

하면 표본수가 15명이 되어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6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원들은 류마티스관절염 간호사 3명이고, 

측정방법을 알려준 후에 실험 전, 후 동일한 자료 수

집원에 의해 동일한 측정방법과 측정도구로 측정하게 

하였다. 사전측정은 프로그램 시작 1주일 전에 측정

하고, 자료수집원은 실험중재를 알지 못하도록 이중

차단장치를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2009년 4월～6월까지였으며, 실험중재

인 타이치 운동과 이압요법은 동일 전문 강사에 의해 

직접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자국민 언어인 영어로 작

성되었고, 우편으로 우송하여 집에서 작성하게 하였

고, 사전 검사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

본 연구는 대상자보호를 위해 영국 Leeds 대학 

School of Heath의 윤리위원을 통해 윤리동의서, 연구

제안서, 대상자 동의서, 대상자를 위한 정보제공서, 

대상자 선정기준, 설문지와 측정도구에 대해 연구프

로젝트 윤리동의서인 Research projects for et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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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al (SHREC/RP/141)의 승인을 받았고,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를 수

집하였다.

프로그램의 중재내용

본 프로그램은 타이치 운동과 이압요법을 병행하였

다. 타이치운동은 기본 6동작과 복합 6동작으로 구성

된 12동작과 반대방향으로 9동작을 포함한 총 21동작

이며, 체위는 똑바로 선 자세에서 다리를 약간 벌리

고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운동시 손동작과 맞추며 

기공을 병행하였다.

타이치운동 프로그램의 운영은 12주 동안 매주 2회

씩 실시하며 60분간 영국 Leeds대학교 협동연구병원

(Academic Section of Musculoskeletal Disease in the 

Leeds Institute of Molecular Medicine)내의 류마티스

관절염센타에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으로 실시하였다(Table 1). 운동시간은 

준비운동이 10분, 본 운동이 40분, 정리운동이 10분으

로 진행되었다. 운동의 동작을 세분화하며, 시범, 관

찰과 반복 동작으로 습득하게 도와주며, 운동 횟수나 

강도는 점차 늘려가되, 무릎을 구부리는 정도는 대상

자의 상태나 통증의 정도에 따라 달리하게 하였다. 

운동은 타이치 음악에 맞추어 진행하였고, 부분 동작

을 연습한 후, 연결동작은 10-15회 반복을 하였다.

Table 1. Intervention and Duration

Duration

(12-weeks)

Intervention Ⅰ

(once a week) 

Intervention Ⅱ

(twice a week) 

One
week

Tue
Auricular

acupressure
(patched 4-5days)

Tai Chi (60min.)
Wed
Thur
Fri Tai Chi (60min.)

타이치 운동의 주 진행자는 타이치 운동 강사자격

증(Tai Chi for Arthritis Instructor's update & part Ⅱ 
courses, Sun Style Competition 73 Forms)을 소유하고, 

호주에서 개최하였던 2003 Sydney workshop을 통해 

교육과 운동과정운영을 위한 자격증을 소유한 자이다.

이압요법은 주 1회 실시하며 타이치 운동후 적용하

였다. 이압요법의 내용은 이혈국제표준화에 따른 중

국표준이침챠트의 91개 반사구(WHO, 1990)에 따라 

시행하였다. 이압요법은 소독솜을 이용해서 귀를 깨

끗하게 하고 귀 전체를 가볍게 마사지한 후 커브모스

키토를 사용하여 상응반사구를 첩압하였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상응반사구는 이첨(ear apex), 풍계(wind 

stream), 신문(shenmen)의 3지점으로 하였다(Figure 1). 

첩압은 작은 환을 붙이는 압환법으로 왕불류 씨앗

(Vaccaria seeds)을 알코올로 소독한 후 불투명한 페치

에 붙였다. 첩압시간은 4～5일 정도로 하고 2～3일은 

휴식 후 전문강사가 재 첩압을 하여 12주 동안 적용

하였다(Table 1). 피부에 자극이 있는 경우에는 첩압시

간을 개인에 맞게 조절하였다. 첩압상태에서 1일 3～5

회 자극하도록 하였고 페치를 제거 후에는 귀를 가볍

게 마사지 하게 하였다.

이압요법의 주 진행자는 한국보안대체간호사회를 

통해 이압요법을 위한 교육받았고 실습을 통해 수련

한 후 확인서를 받은 자이다.

Figure 1. Selected point of auricular acupressure

측정도구

 신체적 변수

 • 신체적 증상

 - 통증의 정도(amount of pain on the rheumatoid 

arthritis disease activity index: RADAI)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16개 관절 부위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엉덩이, 무릎, 발목과 발가락의 

통증 정도를 0(없음), 1(약함), 2(중정도), 3(심함)으로 

자가 측정 한 개수를 의미한다. 측정범위는 0-48점을 

0-10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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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증 갯수(28 Joint count Tender)

류마티스관절염 질병활성도(Disease Activity Score: 

DAS)의 임상적 지표(Prevoo et al., 1995)중에 28개 

관절부위에 실제적, 잠재적 조직손상과 관련되어 환

자가 지각하는 관절의 통증부위를 류마티스관절염 간

호사에 의해 측정한 갯수를 의미한다.

 - 부종 갯수(28 Joint count Swollen)

류마티스관절염 질병활성도(Disease Activity Score: 

DAS)의 임상적 지표(Prevoo et al., 1995)중에 28개 

관절부위에 결체조직의 염증성 변화로 관절낭에 염증

상태가 되면서 관절 주변이 증식되는 상태로 부종이 

있는 관절의 수를 류마티스관절염 간호사에 의해 측

정되는 갯수를 의미한다.

 - 피로(fatigue)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느낌과 피로의 정도를 0

점에서 10점(조금 피로하다. 보통 피로하다. 매우 피

로하다)으로 도표평정척도를 통해 측정한 점수를 의

미한다.

 사회․심리적인 변수

 • 건강관련 삶의 질

- 이론적 정의 : 관절염으로 인한 신체적 기능뿐만 아

니라 심리적 상태 장애영향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AIMS2; Arthritis Impact Measurement Scale)로 신

체(이동정도, 걷기와 몸 굽히기, 손과 손가락 기능, 

팔 기능, 자가간호, 집안일), 사회(사회활동, 가족이

나 친구의지지), 증상(관절통), 역할(일), 정서(긴장정

도, 기분)으로 구성된 5가지 범위의 12가지 하부척

도(57문항) 및 만족도, 관절염에 미치는 영향, 증진 

영역확인, 미래 건강과 관련된 인지, 전반적인 관절

염 영향, 관절염 타입과 기간, 약물사용, 타 질환, 

인구학적인 요소를 묻는 총 78항목이며 개발당시 57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8355이었다(Meenan, 

Gertman, & Mason, 1980).

- 조작적 정의 : 관절염환자에게 삶의 질을 측정하는 

1차 변수(Rosemann, Joos, Laux, Gensichen, & Szecsenyi, 

2007)로 본 연구에서는 상근직에 있는 대상자가 없

기 때문에 역할을 제외한 신체, 사회, 증상, 정서의 

장애영향을 묻는 4가지 범위의 총 52문항이며, 0(건

강함)-10점(건강하지 못함)으로 표준화한 11가지 하

부척도를 측정한 값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933이었다.

 • 자기효능감(ASES: Arthritis self-efficacy scale)

관절염 환자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로 3가

지 세부영역으로 구성되며, 통증(5문항), 기능(9문항) 

및 피로, 우울, 좌절과 같은 증상(6문항)을 측정하도

록 되어있다. 측정범위는 1점(매우 불확실함)에서 10

점(매우 확실함)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α=.71-.85이

며, 세부영역인 통증 α=.87, 기능 α=.85, 그리고 증상 

α=.90이었고(Lorig & Holman, 1989), 본 연구의 신뢰

도는 Cronbach α=.939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8.0을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에 대해서는 평균, 표준편

차,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결과변수에 대해서는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산출하였다.

• 모든 통계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집당시 초기대상자수는 16명

이었으나 작장 일로 1명이 탈락되었고 관절통으로 1

명이 탈락되어 탈락률은 12.5%이었고, 최종 대상자는 

14명이었다.

대상자중에 여성은 13명(92.9%)이었고, 백인이 13명

(92.9%)이었고, 기혼이 12명(85.79%)이었다. 교육수준

은 대학이상이 9명(64.3%)이었고, 질병기관은 평균 9

년 이상이었고, 투약은 55.6%가 항류마티스약물인 

DMARD를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신체적 증상의 변화

프로그램 중재 전ㆍ후 신체적 증상의 변화는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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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roup Means (±SD) for Pre and Post-exercise Parameters of Symptom

Physical symptom
TC+AA (N=14)

Pre Post p†

Amount of pain of RADAI (0-10)  4.45±2.49  3.60±2.04 .044 
28 Joint count swollen (No)  9.00±4.59  5.43±3.30 .002 
28 Joint count tender (No) 13.43±9.43 10.79±9.76 .059 
Fatigue, VAS, (1-10)  5.50±2.68  3.86±2.54 .026 

RADAI=rheumatoid arthritis disease activity index; TC+AA=Tai Chi+Auricular acupressure;
†Change scores for the pre-exercise group versus change scores for the post-exercise group by Wilcoxon Signed Ranks Test

Table 4. AIMS2 Health Status Components and Arthritis Self-Efficacy

Psycho social measures
TC+AA (N=14)

Pre Post p†

AIMS2 
Physical 2.01± .54 1.71± .58 .005
Affect 2.68± .69 1.99± .57 .003
Symptom (pain) 3.29±1.18 2.44± .93 .027
Social Interaction 2.87± .83 2.66± .90 .414

ASES
Function (1-10) 6.08±2.54 7.43±2.02 .028
Other symptom (1-10) 6.26±1.89 7.13±2.02 .011
Pain (1-10) 6.14±2.21 7.07±2.44 .075

AIMS2=The second version of the Arthritis Impact Measurement Scale; 
TC+AA=Tai Chi+ Auricular acupressure; ASES=Arthritis self-efficacy scale;
†Change scores for the pre-exercise group versus change scores for the post-exercise group by Wilcoxon Signed Ranks Test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Arthritis 

Items TC+AA (N=14)

Sex
F 13 (92.9 )
M  1 ( 7.1 )

Age* (yr) 62 (10.01)
Ethnic 
background

White 13 (92.9 )
Asian  1 ( 7.1 )

Marital status
Married 12 (85.7 )
Single  2 (14.3 )

Education

GSCE (11grade)  1 ( 7.1 )
A level (14grade)  4 (28.6 )
Degree (university)  4 (28.6 )
Over  5 (35.7 )

Symptom-duration (yr)*  9.07 ( 5.17)

Medication**

No medication  1 ( 5.5 )
DMARD 10 (55.6 )
NSAID  2 (11.1 )
Biologics  3 (16.7 )
Other  2 (11.1 )

NSAID=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DMARD=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TC+AA=Tai Chi+Auricular acupressure; 
 * Age & symptom-duration: median & ±;
** This includes taking a combination of either two or 

more medication at once.

관절 부위의 통증 정도를 확인하는 RAPID (p=.044), 

28개 관절의 부종 개수(p=.002)와 피로에서 유의한 변

화(p=.026)가 있었고, 28개 관절의 통증 개수에는 변

화가 없었다(Table 3).

사회 심리적인 변수의 변화

건강관련 삶의 질은 신체적(p=.005), 정서적(p=.003), 

통증(p=.027)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유의한 변화

를 보였고, 사회적인 면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자기효능감은 기능(p=.028)과 증상(p=.011)에서 프로

그램 전․후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고, 통증에서는 유의

한 변화가 없었다(Table 4).

논    의

류마티스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침습적이고, 만

성적으로 관절에 염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환자는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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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증은 관절가동범위를 감소시키고 기능을 손상시

킴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장애를 갖게 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류마티스관절염환자에게 통증

감소를 위해 비 침습적인 이압요법과 운동요법을 적

용하였다.

통증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RADAI

를 통해 16개 관절 부위의 통증 정도를 알아보았고, 

류마티스관절염 간호사를 통해 28개 관절의 통증 개

수를 측정하였고, 자가보고 설문지인 AIMS2를 통해 

관절통을 확인하였고, ASES를 통해 통증에 대한 자

기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통증은 모든 측정

에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차이가 있었던 것은 RADAI와 AIMS2의 측정이었다. 

류마티스관절염을 위한 양적임상측정(quantitative clinical 

assessment measure)은 모든 대상자를 위해 하나의 측

정만으로 표준화(gold standard)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측정이 요구된다. 류마티스 관절염환자를 위

한 표준화된 측정은 부종과 관절통증을 포함하여 

DAS (disease activity score)나 CDAI (clinical disease 

activity index)와 같은 도구가 있는데 반드시 클리닉

을 통해 류마티스전공의가 측정해야 된다(Pincus,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증과 

관련된 측정과 설문을 하였고 류마티스관절염 간호사

를 통해 28개 관절부위에 실제적, 잠재적으로 손상된 

조직을 관찰하고 통증을 확인하였다. 본 대상자의 통

증 정도는 Mowinckel, Hagen, Heiberg와 Kvien (2007)

의 연구에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38명에서 RADAI

룰 측정한 평균 2.8 (±1.6)점보다 통증정도가 높았다. 

RADAI는 대상자가 느끼는 좌우 관절의 통증의 심한

정도를 평균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의 

측정을 대신할 수 있는 도구이며, 류마티스관절염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도구이며 급성기의 반응

과 활액염을 진단하는 신뢰도가 높은 도구이다(Stucki, 

Liang, Stucki, Brühlmann, & Michel, 1995),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신뢰도가 AIMS2는 α= 

.933. ASES는 α=.939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측정결

과가 일관성이 있고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통증정도가 높은 본 연구 대상자에게 이압요법과 

타이치운동요법을 통해 통증이 감소된 결과는 신뢰할 

만한 결과이며, 효과적인 중재임을 확인시키는 것으

로 사료된다. AIMS2와 ASES설문의 하부척도에서 통

증이 줄어들었으나 AIMS2측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ASES는 얼마나 확실하게 통증

을 줄이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수면의 방해없이 수

면을 취할 수 있는지와 얼마나 투약을 하지 않고도 

관절통을 느끼지 않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통증에 대

해 심리적인 상태를 묻는 문항인데 반해 AIMS2는 지

난 한달 동안의 일상적인 통증정도, 통증의 심한 정

도, 두 관절이 동시에 통증이 있는지, 관절 경직이 얼

마나 되는지, 수면에 장애를 받는지에 대한 질문을 

묻기 때문에 문항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압요법과 타

이치운동요법을 중재한 후 신체적으로 통증이 감소되

어 건강상태가 호전되었지만 심리적으로 자존감을 느

끼는 정도로 통증에 대한 자신감은 없는 상태로 사료

된다. 류마티스관절염환자에게 12주 동안 주 2회 타

이치운동을 적용한 후에 ASES 통증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Uhlig, Fongen, Steen, Christie, & 

Ødegård, 2010)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

면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에게 타이치 운동을 적용한 

후 AIMS2로 측정한 연구는 많지 않았지만 6주간 주 

2회씩 적용한 연구(Lee & Suh, 2003)에서는 통증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는 중재기간이 12주로 더 길었고, 타이치운동

과 더불어 이압요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타이

치운동은 무릎에 통증을 없는 범위에서 무릎을 구부

리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사두근력이 강화되고, 주변

조직의 근력이 향상하여 통증이 감소된다(Lee, 2006). 

따라서 운동기간이 증가됨에따라 통증이 감소될 것이

며 통증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Song, Lee, Lam과 Bae (2003)의 연구에 의하면, 류마

티스 관절염환자에게 12주간 타이치운동을 적용한 결

과, K-WOMAC으로 측정한 통증은 대조군에 비해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K-WOMAC에서 측정되는 통증

은 평지를 걸을 때, 계산을 오를 때, 밤에 잘 때, 의

자에 앉아있을 때와 똑바로 서있을 때에 통증의 정도

를 측정하는 문항임으로 기능시의 통증을 확인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AIMS2와는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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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증이 감소되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타이치운동 뿐만 아니라 이압요법도 적용

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변수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이압요법은 기와 혈액의 순환을 

증진시켜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적용하기 간단하고 위험하지 않은 독자적인 간호중재

술이기 때문에(Moon, Kim, Sok, & Hong, 1999), 운동

과 안전하게 병행이 가능하였다. 이압요법은 최근 대

체요법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인체내부장기의 

축소판으로 해당장기의 증상완화와 치료의 효과를 꾀

할 수 있다. 이압요법의 주효과는 통증감소와 긴장완

화에 따른 증상을 줄이는데 활용되어 연구를 통해 허

리통증, 불안감소, 불면증 완화를 보고하고 있다(Suen 

& Wong, 2008).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이압부위는 류

마티스 관절염의 상응반사구로 신문, 이첨, 풍계지점

이었는데. 특히 신문은 통증을 감소시키는 주요지점

으로 통증이 있는 노인에게 이압요법을 적용한 결과 

4주 후에 통증이 감소되었다(Suen & Wong, 2008). 

이압요법의 원리는 이침요법을 근간으로하기 때문에 

이압요법보다 이침요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대부분이

어서 류마티스관절염환자에게 이압요법을 적용한 연

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간호학

적인 측면에서 이압요법을 통해 대상자의 귀를 마사

지하고 이압하기 때문에 안위를 제공하고, 이압요법

을 적용하는 중에 대상자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고,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28개 관절부위의 부종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는데 부종은 결체조직의 염증성 변화로 

관절낭에 염증상태가 되면서 관절 주변이 증식되는 

상태이다. 관절염환자에게 격렬하고 율동적인 유산소

운동은 염증과 관절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휴식이 

지나치면 근육의 약화와 관절 강직이 초래되어 통증

이 유발되고, 일상생활에 방해를 준다. 그러나 타이치

운동은 지상운동으로 체중부하를 받지만 과부화되지 

않아 관절염환자에게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ee, Suh, & Lee, 2004). 또한 류마티스관절염의 상

응반사구를 위한 이첨부위는 열을 내리고, 염증을 줄

이고, 부종을 감소시킨다(Oleson, 2003). 따라서 타이

치 운동과 이압요법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를 보였고 

부종을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Swain (2000)의 연구에 의하면 통증을 호소하

는 환자는 피로가 동행하며 피로는 일상활동을 방해

하여 활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삶의 질을 감소시킨

다고 하였다. 피로는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만성질

환자에게 동반되며 관절염환자의 40%이상이 피로를 

호소한다(Wolfe, Hawley, & Wilson, 1996). 본 연구에

서도 피로를 느끼는 정도가 10점 중에 평균 5.5 

(±2.68)점으로 Zautra, Fasman, Parish와 Davis (2007)

의 연구에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피로도(3.5±1.73)

보다 높았지만, 운동과 이압요법 중재후 피로가 감소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더불어 AIMS2과 ASES의 하부영역에서 부분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AIMS2에서는 신체적 기

능, 통증과 정서적인 부분이 향상되었고, ASES에서는 

신체적 기능과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MS2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처럼 하부

영역을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Hammond와 

Freeman (2001)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관절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통증과 염증감소 및 관절구조

와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2차 변수측정으로 AIMS2의 

신체적 부분에서 일상생활활동과 상․하체의 기능만 측

정하였다. 타이치운동을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12

주 적용한 연구(Uhlig et al., 2010)에서는 ASES의 하

부영역인 기능(p=.40)과 증상(p=.45)에서 변화가 없었

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기능과 증상에 운동전후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6주간 주 2회씩 적용한 연구(Lee 

& Suh, 2003)에서는 AIMS2의 하부영역인 신체(p= 

.115), 정서(p=.916), 통증(p=.093)에서 변화가 없었는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변화가 있어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p=.917)적인 면에서는 동일하게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이치운동외에 이압

요법을 적용함으로 통증의 감소를 더했고, 더불어 신

체적, 정서적으로 건강상태가 호전되었다. 그러나 사

회활동,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까지 사회적인 면에서

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타이치운동과 이압요법을 동시

에 적용함에 따라 어느 중재의 효과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기존에 타이치운동만 적용했던 연구

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그러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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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많이 보급된 타이치 운동을 영국에서도 안전

하게 적용할 수 있었고, 뿐만아니라 타이치운동에 영

향을 미치지 않고 이압요법도 병행하였으며, 류마티

스관절염 대상자에게 이압요법을 통해 안위간호를 제

공할 수 있었던 것에  본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 

결론과 제언

영국 옥크셔 지역의 류마티스관절염환자들에서 12

주간 이압요법을 병행하여 타이치운동을 적용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중재 전ㆍ후 신체적 증상의 변화는 16개 

관절 부위의 통증 정도를 확인하는 RAPID, 28개 관

절의 부종 개수와 피로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p<.05).

또한 건강관련 삶의 질은 신체적, 정서적, 통증에

서, 자기효능감은 기능과 증상에서 프로그램 중재 전

ㆍ후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p<.05).

이압요법과 타이치운동요법을 중재한 후 신체적으

로 통증이 감소되고 피로감이 줄고, 신체적, 정서적으

로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삶의 질의 향상을 볼 수 있

었다. 그러나 통증에 대한 자신감은 부족한 상태이며, 

건강관련 삶의 질이 사회적인 면까지는 높지 못한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압요법과 타이치운동 중재를 

혼용함에 따라 연구결과 해석상에 제한 점이 있다.

따라서 자존감과 사회적인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해 장기적인 중재가 요구되며, 중재효과를 구

별하기 위한 연구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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