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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12-week combined aquatic exercise on body
composition, muscular function, static balance and visual analogue scale in female elderly with knee osteoarthritis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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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A 66-year old female OA patient participated in this case study. The subject were participated in 12week aquatic exercise based on flexibility, balance, strengthening, aerobic, coordination, muscle endurance. The
aquatic exercise performed three times a week, 60 minutes per session for 12 weeks. Pre and post 12 weeks of
combined aquatic exercise program participation, body composition, muscular function, static balance, visual
analogue scale, were measured using appropriate tools and methods.
RESULTS After the 12-week combined aquatic exercise program, fat free mass increased 0.8kg and fat mass
decreased 1.1kg, weight decreased 0.3kg, BMI decreased 0.1kg/m2, waist circumference decreased 2.2cm. Muscular function of isokinetic strength of leg muscle in flexion and extension of knee joint improved and the gap
between two muscles lessened. Static balance of center of gravity improved and recovered in normal range.
Visual analogue scale of VAS, knee score, function score and WOMAC index improved and reduced the pain.
CONCLUSIONS The 12-week combined aquatic exercise program effected on the body composition, muscular
function, static balance and visual analogu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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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염이다(KOSTAT, 2016). 노령화에 따른 인구학적 현상

서론

을 고려할 때 앞으로 관절염 발생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따라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유병률

로 전망된다(Lim, 2011). 이처럼 관절염의 유병률 및 발생

이 증가하고 있다(Lim. et al., 2014; Lim, & Kang, 2016). 우리

률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절염은 완

나라 전체 노인 인구의 90.9%가 만성 질환을 한 가지 이상

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Lee, et al., 2007; Lim, &

앓고 있으며, 가장 유병률이 높은 만성 질환은 퇴행성관

Kang, 2016), 환자들은 평생 스스로 질병상태를 조절하면
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관리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요구된다(Lee, et al., 2007; Lim, & Ka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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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절염 환자들의 자기관리방법의 하나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이 수행되었는데, 삶의 질, 통증, 유연성, 피
로, 신체구성, 균형, 관절운동범위, 체력과 보행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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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의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중운동(Cochrane

고 보고하였다. Lim. et al.,(2014)은 뼈관절염 환자로 판정

T. et al., 2005; Lee, 2007; Lim et al., 2007; Ko., 2009; Lim, 2011;

을 받은 60세 이상의 노인 여성 11명과, 동일 연령대의 건

Lim. et al., 2014), 근력강화운동(Jo et al., 2006; Kim, 2009;

강한 여성 11명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수중운동을 통하여

Han, and Park, 2013), 타이치운동(Chang, 2008; Lee, 2009)

운동 전·후에서의 신체구성, 건강체력, 동적·정적 평형성

등이 보고되었다.

의변화와 상체와 하체를 대변하는 다양한 근육들의 운동

이 중 수중운동은 몸을 움직이는 동안의 물의 저항과

시 근활성도 및 체중분포도와 관절의 통증 감소의 변화를

압력, 물의 와류로 인한 피부순환이 촉진되고 근육이 마

살펴보았는데,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변화가

사지되어 이완되고 손바닥을 이용한 물의 저항으로 운동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Lim,(2011)은 60대 퇴행성 무릎관

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부력 때문에 체중의 부담 없

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유산소운동군 8명, 수중 저항성운

이 운동할 수 있으며 운동과 오락을 함께할 수 있다는 장

동군 8명으로 나누어 수중운동을 시켰다. 연구결과, 퇴행

점이 있어 지역사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성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수중운동은 임상적, 기능적, 심

(Cochrane T. et al., 2005; Choi, et al., 2007; Kim, et al., 2007).

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수중 저항성

또한, 관절, 뼈, 힘줄, 인대 및 근육에 적은 부하를 주므로

운동군이 유산소운동군에 비해 더 많은 변인에서 유의한

관절염 환자가 규칙적으로 수중운동을 할 경우 특히 효과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적이다(Lee, 2002; Han, and Park, 2013). 관절 질환으로 인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퇴행성관절염 환자

하여 체중 부하 시 지속적인 통증과 관절염 소견이 악화

들에게 수중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큰 의

되는 환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에게 지

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중운동 프로그

상운동을 강조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오히려 해가 될 수

램이 관절염 환자들의 신체구성, 근기능, 균형감각 및 주

있다(Lim, & Kang, 2016). 이러한 관점에서 수중운동이 관

관적 통증의 증진에 미치는 명확한 기전은 분명하지 않으

절염 환자의 운동치료에 적절한 방법으로 널리 보급되고

며, 그 결과 또한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아직까지도 많은

있는 추세이다(Lee, 2002; Lim et al., 2007; Lim, 2011; Lim. et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Lim et

al., 2014).

al.,(2007)의 연구에서 체질량지수의 감소가 미미한 점, 체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수행

지방의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8주간

한 연구들에서, Lim et al.,(2007)은 퇴행성관절염을 동반

의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체성분에 대한 운동의 충분한 효

한 비만 환자를 위한 수중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

과를 살펴보는데 부족한 기간이라 판단된다. 또한, 비만

였다. 연구결과, 수중운동을 받은 집단(20명)은 운동교육

을 동반한 관절염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수중운동

만을 실시한 대조군(18명)에 비해 통증의 감소 및 기능 호

프로그램의 내용이 체중 감량을 하기에는 저강도였던 점

전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행성관절염을 동

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Lee,(2007)의 연구는 주 1회

반하여 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비만

60분의 운동 빈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Lee, et

환자에서 수중운동이 효과적인 운동 방법으로 추천될 수

al.,(2007)의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달리 통증경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Lee,(2007)는 퇴행성관절염 여성 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

자 15명을 대상으로 10개월 동안 주 1회 60분씩 수중 운동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체구성 변수에서도 유의

치료를 실시하여 정적 기립 균형, 통증 및 관절운동범위

한 감소효과를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수중운동의 강도

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수중 운동치료

와 기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추정된다. 이 연구에서 실험

는 정적 기립 균형과 통증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무릎관

군과 통제군 모두 연구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되는 관절

절 운동범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

염 치료방법과 약물효과를 통제하지 못하였으며, 운동을

고하였다. Lee, et al.,(2007)은 50세 이상의 관절염 여성 37

선호하는 집단을 우선 실험군에 배정하여 집단 간 연령에

명을 대상으로 6주간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주 2회 수행

대한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Lim. et al.,(2014)의 연

한 후 통증, 피로, 신체구성, 체력 및 심리적 변수에 미치

구는 연구대상자 개개인의 체격과 체력에 맞는 운동기구

는 효과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수중운동은 어깨의 유

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Lim,(2011)

연성을 증가시켰으며 정신건강에 유용한 효과가 있었다

의 연구는 두 집단(유산소운동군 vs 수중 저항성운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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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비교하였는데, 유산소운동과 저항성운동을 포함한

별한 질환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복용중인 약

복합운동군을 설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지 못한 아쉬움

은 관절염으로 인한 불편할 때마다 복용하고 있는 진통소

이 남는다.

염제가 있으며, 직업은 전업주부였다)을 통해 운동의 안

따라서, 본 사례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선행연구의 한

정성을 확인하고 무릎관절 통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

계를 극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사례연구의 목적은 퇴행

중운동이 권고되었으며,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성 무릎관절염이 있는 노인 여성에게 12주간의 수중복합

1>과 같다.

운동이 신체구성, 근기능, 정적평형성 및 주관적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가 1명인 사례연구를 수행한
이유는 무릎관절염 질환의 증상에 따라 수중운동의 빈도
와 강도 등을 달리해야 하고, 개인별 맞춤형 수중복합운

연구 방법

동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그 효과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
해서다.

연구대상
본 사례연구의 대상자는 66세 노인 여성으로 2005년 W

측정항목 및 방법

병원에서 무릎 퇴행성관절염 질환(우측하지는 관절염 4

수중복합운동 프로그램 참여 전과 12주 후에 I대학병

기, 좌측하지는 2-3기 진행 중)으로 진단 받고 오랜 기간

원 스포츠건강의학센터에서 신체구성, 등속성 근기능,

고생을 하고 있었다. 특히 우측 무릎의 심한 통증으로 평

정적평형성, 주관적 통증 검사를 실시하였다.

소에 낮은 신체활동 정도를 보였고, 현재 비만으로 관절
염 관리를 위해서라도 체중을 감량하라는 의사의 권유를

신체구성

받았으나 무릎의 심한 통증 때문에 걷기, 자전거와 같은

신체구성(Body Composition) 검사는 생체전기저항법

일반적인 지상운동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실패하기 일

(Bioelectrical impedence analysis, BIA)으로 생체전기저항

쑤였다. 불어난 체중과 심한 무릎 통증이 낙상에 대한 두

검사 장비(InBody 720, Biospace)를 이용하여 신장(Heigh),

려움으로 이어져 신체활동은 점점 감소하여 12년 동안 규

체중(Weight),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제지방

칙적인 운동을 못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량(Free Fat Mass, FFM)과 체지방량(Body Fat Mass, BFM),

본 대상자는 무릎관절 통증 없이 근력을 향상시키고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운동을 찾던 중 2015년 12월 18

체지방률(% body fat)을 측정하였고,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WC)는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일 I대학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정형외과 전문의

신체구성은 생체전기저항검사 장비 발판에 올라서서

의 진료에서 X-ray 결과와 문진(환자의 기타병력으로 특

손잡이를 잡고 팔을 30도 정도 벌리고 서서 편안한 자세
로 1회 측정하였다. 검사 상의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하
여 측정 당일 아침에 공복 상태로 측정 3시간 전부터 음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Subject

식물이나 수분, 카페인, 이뇨제 섭취를 제한하고, 48시간

Kim, OO (F)

전부터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였다. 검사 당일에 편안한

Height (cm)

162.0

복장으로 갈아입고 소지품을 뺀 후 신체구성 검사를 실

Weight (kg)

72.0

시하였다. 허리둘레는 마지막 갈비뼈와 위앞엉덩뼈가시

Age (yrs)

66.0

Body mass index (kg/m2)

27.4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ASIS)를 수직으로 이은 선 사

Variables

이 ½지점의 둘레를 줄자로 측정하였다. 측정 시 호흡을
편안히 내쉬게 한 후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결과 값으로
채택하였다(ACSM, 2016).

Table 2. Isokinetic Muscular Function Test
Test Joint Site
Knee Joint

Parameters
60 degree/sec
180 degree/sec

F/E: Flexion/Extension

Classify

Method

F/E

Peak Torque

근기능
무릎관절의 근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무릎관절의 통
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절운동범위(ROM)를 정하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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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을 숫자로 표현하는 척도이다<Fig-

Table 3. Static Balance Test
Static Balance
Center of Gravity (AS)

Parameters

Method

API

2 times test/
average value

MLI

* AS: Actual Score
API: Anterior/Posterior Index, MLI: Medial/Lateral Index

ure 1>. 시각적 상사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무릎 통증이
심한 것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무릎 통증이 적은 것이다.
Knee score는 무릎의 상태를 평가하는 도구로 통증과 관
절운동범위, 관절의 안정성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
에 총점이 높을수록 무릎의 상태가 좋은 것이다. Function
score는 무릎의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로 걷기 점수와 계

속성 근기능 검사 장비(Biodex Medical 3.40, BIODEX)를
이용하여 무릎관절의 굽힘(굴곡) 및 폄(신전)을 60degree/
sec와 180degree/sec의 각속도에서 측정하였다. 등속성 근
기능 검사<Table 2>는 앉은 자세(seated position)로 실시하
였고 각각의 각속도마다 2회 연습 후 3회 측정하여 발현
되는 최대 근력(Peak Torque)을 결과 값으로 채택하였다
(David, 1993).
정적평형성
정적평형성 검사는 기립자세(standing position)에서 정
적인 균형유지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적
평형성 검사 장비(Biodex balance SD, BIODEX)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정적평형성 검사는 컴퓨터와 연결된 발판
(platform) 위에 올라서서 컴퓨터의 모니터를 보면서 검사
자의 지시대로 이행하는 검사이다. 검사는 체중심(Center
of Gravity) 검사를 이용하여 전후지수(anterior/posterior
index, API)와 좌우지수(medial/lateral index, MLI)를 측정
하였다. 체중심 검사는 검사 장비 발판에 정해진 위치에
올라서서 체중심의 흔들림 정도를 보는 검사이다.
모든 검사는 각각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결과 값으로
채택하였다<Table 3>.
주관적 통증
주관적 통증 검사는 시각적 상사척도(VAS, Visual Analogue Scale), Knee score, Function score, 통증지수(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WOMAC

단 오르내리기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에 총점이 높
을수록 무릎의 상태가 좋은 것이다. 통증지수(WOMAC
index)는 관절의 통증, 뻣뻣함,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 수
행의 어려움을 평가하는 척도로 통증 5문항, 경직 2문항,
일상생활 신체활동 수행 정도 17문항 총 24문항의 설문지
형식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4점 척
도(0=없음(none), 1=약간(mild), 2=중간(moderate), 3=심
함(severe), 4=매우 심함(extreme))로 통증 20점, 경직 8점,
신체활동 수행 정도 68점으로 전체 항목 중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96점 만점에 총점이 높을수록 무릎의 통증이나
경직, 신체활동 등의 기능적 움직임이 힘든 것이고, 총점
이 낮을수록 무릎의 움직임이 좋은 것이다(Bellamy N. et
al., 1988).
수중복합운동프로그램
수중복합운동 프로그램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2016
년 3월 8일까지 서울시 소재 S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12
주 동안 주 3회, 일일 60분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질환
과 연령을 고려하여 수영장 수온은 섭씨 29-30도, 수심은
1.2-1.3M로 유지하였다.
수중복합운동

프로그램의

구성은

미국관절염재

단(AFAP)의 아쿠아운동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Lim, &
Kang,(2016)의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을 근거로 무릎
관절 퇴행성관절염과 신체활동이 적은 비만, 낙상의 위험
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근력, 근지구력, 유산소, 균형감각
및 유연성운동이 포함된 '수중복합운동'으로 재구성되었

index)를 측정하였다. 시각적 상사척도(VAS)와 Knee score,
Function score는 문답(interview) 형식으로 측정하였고, 통
증지수(WOMAC index)는 설문지 형식으로 측정하였다.
시각적 상사척도(VAS)는 주관적인 통증을 시각적으

0
No
pain

1

2

3

4

Som.
pain

5
Hard
pain

6

7
Very
pain

로 표시하여 통증변화를 쉽게 반영할 수 있는 평가도구이
다. 10점 척도로 '0'은 '통증 없음(no pain)', '5'는 '아픔(hard
pain)', '10'은 '최대 아픔(very very pain)'으로 되어 있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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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 Somewhat, VV: Very Very
Figure 1. Visual Analogue Scale

8

9

10
VV.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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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bined Aquatic Exercise Program
Exercies
Section

Warm-up
(10min)

Exercise Level
Exercise Type

Flexibility

Strength
&
Muscle endurance

Main
exercise
(40min)

Balance & Coordination

Cardiopulmonary fitness

Exercise Contents

Frequency

level 1

level 2

level 3

0-4wk

5-8wk

9-12wk

- Knee lift, Leg curl, Ankle reach, Cross country ski

0

0

- Jumping jack

0

0

1 set

0

0

- Joint relaxation (ankle, knee, hip, shoulder, elbow)

0

0

0

- knee up & press down (gluteus maximus toning)

0

0

- Limbering exercise warm-up

- Leg curl & press down (quadriceps, femoris toning)
- Knee kick pull down (hamstrings toning)

1 set/
10-12 rep

- Lateral leg raise (hip adductors & abductors toning)

0

0

0

0

0

0

- ABS & core training

0

0

0

- Body alignment
- Walking (forward/backward/side)

0

0

0

0

0

-Forward walking (From outside of the knees to inside of the
knees, add the strength of the arm patterns)
- Walk with closed eyes
- Walking forward and backward (start-stop-turn)
- Walking (tandem stance)
1 set/
- Heel walking
10-15 rep
- Toe walking
- Long stride walking
- One leg standing
- Floating exercise (static & dynamic balance training)
- Sit on the noodle and move pelvic tilt from left to right and
from front to back

0

0

0

0

0

0

0

- Heel high jogging

0
1 set/
10-15 rep

0

0

0

- Knee cross jogging

0

0

0

- Knee high jogging
- Wide jogging

0

0

0

0

0

0

0

0

0

0

0
0

- Kick jogging

0

- Deep water running

Cool-down
(10min)

Flexibility

0

- Noodle tools: riding a bicycle
(It decreases heart rates and relaxes joints)
- Upper body (pectoralis major, trapezius, latissimus dorsi,
1 set
deltoid, biceps brachii, triceps brachii)
- Trunk (rectus abdominis, erector spinae)
- Lower body (iliopsoas, gluteus maximus, GCM, quadriceps,
hamstrings, hip add./abd., tibialis anterior)

0

0

0

0

0

0

0

0

0

0

0

ABS: Abdominal Strengthening, GCM: gastrocnemius

으며, 교육은 국제아쿠아피트니스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

중복합운동 전문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수시로

의 지도하에 수중복합운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수

환자에게 통증 정도를 시각적 상사척도(VAS) '3'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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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ody Composition
Parameters

pre

post

Improvment

72.0

71.7

-0.3

BMI (kg/m )

27.4

27.3

-0.1

Fat Free Mass (kg)

44.3

45.1

+0.8

Fat Mass (kg)

27.7

26.6

-1.1

% Body Fat (%fat)

38.5

37.2

-1.3

WC (cm)

92.0

89.8

-2.2

Weight (kg)
2

Ankle cuﬀs(Buoyant equipment)

BMI: Body Mass Index, WC: Weist Circumference

설정하여, 항력저항기구(Aqua fin: drag equipment)와 무충
격 플로팅 훈련(Flotation belts training)으로 나누어 운동방
Aqua ﬁn(Drag equipment)

법을 구성하였다<Figure 2>. 또한, 각 수중운동의 카테고
리에 근력 및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기능 운동,
균형능력과 협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균형감각운동, 심
폐지구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으로 구성하였다.
운동방법 및 강도는 4주 간격으로 나누어 0-4주에 초기단
계, 5-8주에 중기단계, 9-12주에 후기단계로 나누어 점증
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운동 시 세트간 휴식시간은 약 30

Flotation Belts

초-1분 및 운동형태에 따른 휴식시간은 약 2-3분으로 설
정하였다.

결과
신체구성 검사 결과
퇴행성관절염이 있는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의
Aqua Noodle
Figure 2. Aquatic Exercise Buoyant Equipment

수중복합운동 처치 전후의 신체구성 검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신체구성 중 제지방량이 0.8kg 증가하였고, 체지방량
은 1.1kg 감소하였으며 체지방률이 1.3% 감소하였다. 즉

지를 모니터링 하였고, 운동 강도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

근육량의 감소 없이 이상적으로 체중과 체질량지수가 감

려하여 주관적 강도인 RPE(Ratings of Perceived Exertion)

소하였다. 허리둘레는 92.0cm에서 89.8cm로 2.2cm 줄었

9-15로 강도를 설정하였다.

다.

수중복합운동 프로그램의 단계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Table 4>. 초기단계에는 주관적 강도
인 RPE 9-11로 설정하여 수중에서 기구 없이 물에 적응
하는 훈련을 실시하였고, 중기단계에는 주관적 강도인

근기능 검사 결과
12주간의 수중복합운동 처치 전후의 등속성 근기능 검
사 결과는 <Table 6>과 같다.

RPE 11-13으로 설정하여, 부력저항기구(Ankle cuffs, Aqua

무릎관절의 근력 평가 기준인 60degree/sec의 각속도에

Noodle: buoyant equipment)와 부양기구를 사용한 훈련을

서 우측 폄 근력이 15.4%, 우측 굽힘 근력이 33.1% 증가하

실시하였다. 후기단계에는 주관적 강도인 RPE 13-15으로

였다. 좌우측 근력의 비율은 폄 근력이 -34.8%에서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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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Range)에 속하게 되었다.

Table 6. Isokinetic Muscular Function
Joint Angular Velocity

Classify
E

60degree/sec
(NM)
F
Knee
E
180degree/sec
(NM)
F

무릎관절의 근지구력 평가 기준인 180degree/sec의 각

Site

pre

post

Improv.

Rt.

57.2

66.0

+15.4%

속도에서 우측 폄 근지구력이 5.8%, 우측 굽힘 근지구력

Lt.

87.8

85.8

-2.3%

이 15.9% 증가하였다. 좌측 폄 근지구력은 6.9%, 좌측 굽힘

Diff.

-34.8% -23.1% +11.7%

근지구력은 4.6% 증가하였다. 좌우측 근지구력의 비율은

Rt.

32.9

43.8

+33.1%

폄 근지구력이 -24.8%로 사전과 큰 차이가 없었고, 굽힘

Lt.

43.1

44.0

+2.1%

Diff.

-23.8% -0.3%

+23.5%

근지구력은 +5.9%로 10.1% 향상되었다.

Rt.

39.8

42.1

+5.8%

Lt.

52.5

56.1

+6.9%

Diff.

-24.2

-24.8

-0.6%

Rt.

27.1

31.4

+15.9%

Lt.

28.3

29.6

+4.6%

Diff.

-4.2

+5.9

+10.1%

Improv.: Improvement, NM: Newton Meter,
E: Extension F: Flexion

정적평형성 검사 결과
12주간의 수중복합운동 처치 전후의 정적평형성 검사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체중심(Center of gravity)은 전후지수는 좌측이 13.3%
향상되었고, 좌우지수는 좌측이 33.3%, 우측이 58.3%로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좌우지수에서 무릎 통증이 심했
던 우측의 정적평형성이 큰 향상을 보였다.

Table 7. Static Balance
Static Balance

Classify
API

Center of Gravity (AS) MLI
Overall

주관적 통증 검사 결과
Site

pre

post

Improv.

Rt.

1.5

1.1

-26.6%

Lt.

1.5

1.7

+13.3%

Rt.

1.2

1.9

+58.3%

Lt.

0.6

0.8

+33.3%

Rt.

2.2

2.4

+9.1%

Lt.

1.7

2.0

+17.6%

API: Anterior/Posterior Index, MLI: Medial/Lateral Index

12주간의 수중복합운동 처치 전후의 주관적 통증 검사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시각적 상사척도(VAS)는 '5'인 '아픔(hard pain)'에서 '0'
인 '없음(no pain)'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Knee score는 100점 만점 기준, 73점에서 95점으로
30.1% 향상되었고, Function score는 100점 만점 기준, 40점
에서 100점으로 250.0% 크게 향상되었다.
통증지수(WOMAC index)는 96점 만점 기준, 68점에서
46점으로 감소하여 23.0% 향상되었다.

Table 8. Visual Analogue Scale
Parameters

pre

post

Improv.

Visual Analogue Scale

5

0

+5

Pain

30

45

+15

ROM

25

25

0

Stability

25

25

0

SD

-7

0

+7

Total

73

95

+30.1%

Walking

10

50

+40

과 체지방(Body Fat Mass)으로 이루어져 있다(Yoo, 2005).

Stairs

30

50

+20

관절염 환자집단에게 신체조성의 변화는 치료적 목표로

SD

0

0

0

서 중요한 부분이며, 신체 조성은 식습관, 운동습관, 성장

Total

40

100

+250.0%

및 발달 등에 의해 건강과 질병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68

46

23.0%

요소라고 하였다(Evans, 1999). 또한 노화에 따른 신체조

Knee score

Function score

WOMAC index

Improv.: Improvement, SD: Subtotal Deductions

논의
신체구성
인체는 근육, 신경, 뼈, 인대, 힘줄, 피부, 무기질과 지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중은 제지방(Fat Free Mass; FFM)

성의 변화 요인 중 제지방량의 감소는 노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며 감소된 제지방은 주로

로 11.7% 향상되었고, 굽힘 근력은 -23.8%에서 -0.3%로

골격근의 소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체활동 및 식습관

23.5% 향상되어 굽힘 근력의 좌우측 비율이 정상 범위

등의 변화를 통하여 근육량의 증가와 체지방량의 감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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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전체 체중의 감소

것으로, 수압과 물의 점성에 의해 발생하는 저항이 유 · 무

를 유도하여 체중부하에 의한 무릎관절이나 엉덩관절의

산소성 운동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심폐지구력, 근력 및

하중 부담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통증을 포함한 장애 요

근지구력 향상을 극대화 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인을 개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Ruoti,(1994)와

본 사례연구 결과 수중복합운동으로 신체구성 개선 및

Cochrane T. et al.,(2005)은 수중운동이 근골격계에 충격

허리둘레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구성 중 체지

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면서 운동수행능력을 현저히 향

방량과 체지방율, 체중, 체질량지수가 감소되었고 허리

상시키는데 기여한 결과 근력 및 근지구력을 증진시켰다

둘레가 감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

고 보고하였으며, Jee,(2005)는 뼈관절염 환자에게 유산

면, Kang,(2001)은 수중운동으로 관절에 부담을 덜어주면

소 운동과 등척성 운동을 병행하여 60degree/sec와 180de-

서 운동능력은 향상되었고 신체구성이 개선되었다고 보

gree/sec 폄근에서 근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고, Choi,

고하였으며, 12주간 수중운동에 참여한 뼈관절염 여성은

et al.,(2007)은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수

대조군에 비해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률이 유의하게

중운동과 무릎관절 운동을 적용한 결과 60degree/sec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Kim, 2009). 65세 이상 여성 노

180degree/sec에서 우측 굽힘과 폄근, 좌측 폄근에서 유의

인에게 8주간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체지방량,

한 향상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Han, and Park,(2013)은 볼

체지방률, 비만도가 감소하였다는 Ko, et al.,(2009)의 연구

(ball)과 밴드(band)를 이용한 8주간의 복합운동이 퇴행성

와 수중운동이 체중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증가하였다고

무릎관절염 여성 노인의 하지근력이 증가하였다고 하였

보고한 Choi, et al.,(2007)의 연구, 수영운동이 체중, 체지방

고, Lim,(2011)은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12

량, 체질량지수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Kenney et

주간 수중 유산소운동과 저항성운동 적용에 따른 60de-

al.,(2015)의 연구결과는 본 사례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gree/sec에서 좌우측 굽힘근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고한 결

주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구성의 개선 중 제

과들은 본 사례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사례연구에서

지방량, 즉 근육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무릎 통증이 심하

는 특히, 등속성 근기능은 통증이 매우 심했던 우측 무릎

고 비만으로 신체활동량이 적어 낙상의 위험이 높은 노

의 등속성 근기능의 현저한 향상을 보였는데, 이 결과로

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사례연구에서 적용된

좌우측 근력의 차이가 줄고, 굴곡근력의 향상으로 동측근

수중복합운동이 체지방량과 체지방율, 체질량지수, 체중

력의 비(1 : 0.6) 차이가 감소하여 무릎관절 통증의 현저한

이 감소함과 동시에 제지방량, 즉 근육량을 증가시켰다는

감소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것은 큰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사례연구 운동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수중운동 이외의 걷기나

프로그램의 구성이 일반적인 아쿠아로빅과 같은 수중운

자전거, 스포츠댄스 등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근력의 바

동이 아닌 심폐지구력 강화를 위한 '유산소성운동'과 근

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지하철이나 계단을 이

육량의 소실을 막고 제지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저항성

용하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신감 향상에 긍정적인 기대가

운동'이 포함된 '수중복합운동'으로 구성된 효과라고 생

되어 신체활동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각된다.

므로 본 사례연구에서 적용된 무릎 관절염 환자를 대상
으로 3가지 패턴의 수중복합운동프로그램은 유산소성

근기능
일반적으로 수중운동은 물의 저항을 이겨내며 물속에

및 저항성 운동의 기법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고 생각한다.

서 걷기, 계단 오르기, 중량들기 등의 운동 수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근육 및 골격계의 기능이 향상하는 것으로 보고

정적평형성

되고 있다(Dishman, 1987). 본 사례연구 결과 무릎관절의

평형이란 기저면 위에 신체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근력 및 근지구력의 모든 항목에서 근기능이 증가한 것으

기능적 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며, 평형능력의 변화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절염 환자의 수중 운동은

는 자세 조절에 관여하는 전정감각기관, 시각, 체성 감각

물속에서의 부력 작용으로 인한 체중 부하와 관절에 대한

의 세 가지 감각기관과 관련이 있으며, 뼈관절염과 밀접

압력을 감소시켜 지상에서 보다 원활한 움직임을 유발한

한 관련이 있다(Bae, et al., 1995). 평형 수행능력의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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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자세조절 능력을 결정하는

주 높다는 연구 결과와 Fiatarone et al.,(1990)과 Roberts et

것으로, 평형성은 크게 정적평형성과 동적평형성으로 나

al.,(1993)의 연구에서 6개월 동안 수중운동을 통한 근육 강

눌 수 있는데 정적평형성은 자세유지를 할 때 균형을 유지

화 훈련을 시킨 결과 평형성이 향상되었고, 노인들의 근력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지지 기저면 내에 중력 중심을

을 증진시키면 균형 감각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여 수중

두어 신체가 움직이지 않게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고, 동

운동이 균형능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 사례

적평형성은 신체가 움직일 때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신

연구의 결과를 뒷밭침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체가 움직이는 동안 중력 중심을 지지 기저면 내에 두어
원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다(Bae, et al., 1995).

주관적 통증

노인에게서 평형성의 저하는 낙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

Fransen(2004)에 의하면 퇴행성관절염은 만성질환이므

가 있으며(Tinetti et al., 1986; Sung, et al., 2004; Kim, et al.,

로 통증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

2005; Jo, et al., 2006), 낙상은 노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한 통증은 주관적인 개념으로 개인적이고 경험적이며 신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Tinetti et al., 1986; KOSTAT, 2016).

체적이기도 하나 정신적, 심리적 요인도 포함하는 다양한

본 사례연구 대상은 관절염 통증으로 지상에서 운동

특성의 의미를 포함 하고 있다(Sternbach, 1968). 통증으로

이 불가능했으며 장기간의 운동부족은 균형능력과 신체

인하여 근력약화 및 불안정으로 관절사용이 감소되고, 이

활동이 급격히 감소되어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있

로 인한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의 기능장애 및 불편감을 초

었다. 그래서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적평형성의 평가

래할 수 있다(Mindhanm, et al., 1981). 관절염 환자를 대상

가 불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정적평형성을 평가하

으로 수중운동이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

였다.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Lee, 2007; Choi, et al., 2009; Han, and

노인의 낙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형성 운동이

Park, 2013).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노인에게 정적평형성은 낙상을

본 사례연구 결과 시각적 상사척도(VAS)는 '아픔'에서

예방할 수 있는 자세유지 능력으로 매우 중요한 체력요소

'없음'으로 현저한 감소의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이다. 노년기에 평형성 운동을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노인

결과는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 여성에게 삶의 질의 상당

은 낙상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Tinetti et al., 1986; Kim,

한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Knee score는 물

et al., 2005), 낙상으로 발생하는 골절의 위험도 감소시킬

론 Function score 역시 만점으로 향상되었으며, WOMAC

수 있으며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 사

index 역시 23% 감소되어 무릎의 기능에 대한 환자의 주관

례연구 결과 정적평형성인 체중심의 전후지수, 좌우지수

적 통증 평가 지표의 큰 향상을 보였다.

가 큰 향상을 보였으며, 특히 무릎 통증이 심했던 우측 체

일반적으로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노인은 낮은 주

중심의 좌우지수가 가장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적 건강도, 신체기능의 약함, 신체활동 부족, 적은 사회

일상생활에서 앞뒤로 혹은 좌우로 넘어질 수 있는 낙상 위

활동 등의 특징이 있는데(Howland et al., 1998), 이러한 주

험이 크게 감소할 것을 시사하며, 향후 낙상에 대한 두려

관적 통증 평가 지표의 향상은 관절염 통증으로 신체적,

움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적, 그리고 기능적인 문제점과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eong, and

가지고 있던 노인 여성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인 자신감과

Kim,(2010)은 뼈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자조관리·수중운

일상생활의 기능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동 프로그램 적용 후 평형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

생각된다.

Han, and Park,(2013)은 볼과 밴드(band)를 이용한 8주 복

본 사례연구와 관련된 주관적 통증의 선행연구를 살펴

합운동이 퇴행성무릎관절염 여성노인의 보행기능이 증

보면, Foley et al.,(2003)은 뼈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6주

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Seong,(2006)은 퇴행성 무릎관절

간 수중저항운동을 실시한 결과 시각적 상사척도(VAS)가

염 여성을 대상으로 등속성운동과 밸런스 운동 적용 후 균

감소하였으며, WOMAC index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형감각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Vellas et al.,(1997)

보고하였으며, Lim,(2011)은 12주간 수중 유산소 및 저항

은 눈 감고 외발서기와 넘어짐의 관련성에 대해서 3년간

성 운동을 실시한 결과 시각적 상사척도(VAS)와 WOMAC

추적 조사를 한 결과 외발서기와 넘어짐과의 관련성이 아

index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는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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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러

린 사슬(open chain)의 운동이며 밸런스 운동이 주가 된다.

한 결과는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안정성을 제

본 사례연구에서 훈련 중기에는 용구의 특성을 살려 한

공하고 재미를 고려한 수중복합운동 프로그램의 적용은

근육을 단축성(concentric contraction)과 신장성(eccentric

체중부하와 관절의 압박이 낮기 때문에 무릎의 통증 완화

contraction) 훈련으로 단련시켰으며, 훈련 말기에는 주동

뿐만 아니라 신체구성 개선 및 근기능 향상, 정적평형성은

근(agonist)과 길항근(antagonist)의 근육을 동시에 강한 힘

물론 주관적 통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여 삶의 질 부분까

으로 단축성으로 훈련시켰다. 이는 수중훈련의 장점인데,

지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사례 연구에서 이러한 모든 장점들을 모두 적용하였다.
고령화 시대의 수명 연장에 비해 신체 기능은 관리하지

연구자의 질적인 관점

않으면 따라 갈 수 없어 힘든 노년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운동 시작 2주차 때 평소와는 다르게 아침에 일어날 때,

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퇴행성관절염이 있는 노인 여성은

뻣뻣한 다리가 부드러워 졌고 무릎의 통증이 감소되기 시

운동을 습관화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고령화

작하였다. 운동 시작 6주차 때 무릎의 통증이 거의 사라졌

사회의 건강유지의 비법이며 최선의 대안이라 생각된다.

다. 운동시작 전에는 통증이 심한 오른쪽 다리를 자연스
럽게 굽히지 못하고 체중지지를 못하여 발을 지면에 끌며

결론

다니는 불안정한 보행이었는데, 운동 시작 8주차 때 정상
적인 보행의 자세로 향상된 것을 대상자, 지도자, 주위가

이 사례연구에서는 관절염 노인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족 등의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운동전에는

12주간의 수중복합운동이 신체구성, 근기능, 정적평형성

지상에서 15분마다 쉬었다 걸어야 했으나 운동 시작 10주

및 주관적 통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

차 때 1시간은 연속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체중이 증가

다. 향후에는 관절염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수중복합운동

하면 다리가 불편하고 다시 감소하면 편해진다고 하였으

의 추가적인 효과적 검증을 위한 다양한 사례연구와 일반

므로, 수중복합운동 프로그램에 근력운동 및 평형성운동,

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적용한 비교연구가

유산소운동을 포함하여 체중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이루어져 다양한 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외 아쿠아 수중지도 경력이 19년차인 연구자가 근

고 생각된다.

골격계 환자를 대상으로 수많은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지
도한 결과, 통증 부위 관절의 근력강화나 가동범위 확대의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므로, 전신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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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소되며, 부상이 있는 부위별 운동만으로는 다른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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