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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ymptoms, self-efficacy, and per-

formance of women with osteoarthritis. It is a survey study of 60 women who were diagnosed as osteo-

arthritis and given medical treatments from September, 2005 to October, 2005 in hospital H located in 
Yongin-si. For clinical symptoms, radiographs of the subjects' knees were taken and evaluated the path-

ology grade by the Kellgren-Lawrence grade. Pain and stiffness was measured by the measure of 

WOMAC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and functional reach test 

was measured in order to examine balancing abilities. Self-efficacy was measured by a tool which has 

revised the ASES (Arthritis Self-Efficacy Scale), and performance was measured by recording the diffi-

culty of the WOMAC measurements themselves, and the time taken for 20 m walking, going up and 

down 9 stairs, and 5 sit-down and stand-up repetitions. The resulting differences in the other variables 

according to perform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with variables are the following. First, 

an increase in pain in women with osteoarthritis led to decreased functional ability. Second, an increase 

in stiffness in women with osteoarthritis led to a decrease in functional ability. Third, a decrease in bal-

ance in women with osteoarthritis led to a decrease in functional ability. Fourth, a decrease in self-effi-

cacy in women with osteoarthritis led to a decrease in functional ability. Fifth, the variables for estimat-

ing the performance by self-report were pain and self-efficacy. The variables for estimating the perform-

ance by recording the time taken was balance and self-efficacy. As a result factors such as pain, balance 

and self-efficacy in women with osteoarthritis were closely related to performance. Based on the results, 

it seems that physical therapy programs to decrease pain and to increase the balance in women with os-

teoarthritis, and psychological approaches to increasing self-efficacy are needed. I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data for clinical management and intervention for women with osteo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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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년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김근홍, 

1996; 유 과 김성윤, 1992). 의학의 발달은 성질환

의 이환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하

으나(Harrison, 2002), 만성질환의 증가를 가져와 지

속 으로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결과를 래하 다(양혜

주와 박정숙, 2002). 만성질환은 일단 발생하면 3개월 

이상의 긴 경과를 가지는 것으로 여러 가지 복합 요인

에 의해 발생되고, 연령에 따라 증가하며, 호 과 악화

를 반복하면서 차 상태가 악화되는 특징이 있다(오

호 등, 2001). 표 인 만성질환으로는 암, 당뇨병, 고

압, 염, 호흡기 질환 등이 있으며, 특히 염은 

다른 근․골격계 질환과 더불어 성인에게 나타나는 장

애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김원숙, 1997).

만성 염의 표 인 종류로는 퇴행성 골 염, 

류마티스 염, 강직성 척추염, 통풍성 염 등이 

있으며 이 에서 골 염은 연골의 국소 인 퇴

행성 변화, 연골하골의 비 , 주변 골연부의 과잉 골 형

성, 의 변형을 특징으로 하고 이차 으로 활액 조

직 염증을 동반한다(Threlkeld와 Currier, 1988). 임상

으로는 통증, 변형을 일으키고, 근력  가동범

가 감소되며(Threlkeld와 Currier, 1988), 보행의 어려

움 등 기능  제한과 사회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는 

장애를 래하게 된다. Guccione(1996)은 골 염이 

노인에게 있어 심장질환이나 뇌졸 만큼 장애로 가는 

험도가 크다고 하 고, 골 염 환자들은 쇼핑, 음식

비 등의 도구  일상생활활동(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뿐만 아니라 기 인 옷입기, 

화장실 이용, 이동 등의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 다.

한 일상생활동작 뿐만 아니라 기능수행능력의 하

에 한 선행연구에서 Felson 등(1987)과 Felson(1990)

은 골 염 환자의 33%가 일어서기, 편하게 서 있기, 

걷기, 그리고 계단사용능력이 제한된다고 하 고 이러한 

기능수행의 제한은 노인들의 삶의 질 하로 이어지며

(Atchley, 1999), Jette 등(1990)은 기능수행의 제한이 장

애로 이어진다고 하 다. 골 염 환자의 기능수행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Verbrugge와 Jette(1994)는 비만, 병리, 통증, 균형 등의 

생리학  요인들과 건강 리과정, 가정환경, 사회  지

지, 처능력, 우울, 자기효능감 등의 사회 인 요인들이 

기능수행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Harrison, 2002). 

Turk(1996)는 골 염 환자의 치료는 통증 감소를 

통하여 기능수행능력을 증진시켜 일상생활을 보다 정상

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고 하 다. 부분의 

환자들이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며(Mahat, 1997), 

약물 사용이 통증감소에는 효과 이나 노인들에게는 생

리 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Lisse 등, 2001). 물

리치료 분야에서는 기능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해 수

운동, 근력강화운동, 진  항운동, 통증감소와 근

력증진을 한 자가운동 로그램을 염 환자에게 

용하고 있으며(강 숙 등, 1999; 이미라, 1995), 최근 간

호학 분야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만성 염 환자의 증

상을 재할 수 있는 조정요인이라고 보고하여 자기효

능감에 한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은옥 등, 1996).

국내 연구들에서 임상  특성  통증을 측정하는 

도구는 15  도표평정 척도나, 시각  시상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사용하 으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Katz Index와 Barthel Index를 사용하 다. 

Harrison(2002)은 슬 과 고 의 염 환자에 

합하게 고안된 WOMAC(The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골 염 

척도(Bellamy, 1996)를 사용하여, 골 염 환자의 통

증, 강직, 기능수행의 어려움을 측정하 다. 

Bowling(1997)은 이 척도가 다른 도구에 비하여 질문 

문항이 간단하여 조사 시 응답률을 높인다고 하 고, 

Jinks 등(2002)은 WOMAC 척도가 단일 문항이 아닌 3

개항의 세부 인 하부척도로 구성되어 변화에 한 민

감성과 구조  타당성을 가지므로 슬 의 통증 정도 

 장애 정도와 련한 특정 기능의 제한을 찾아내는데 

효과 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 다. 국내에서는 

Bae 등(2001)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역하여 골 염 

외래환자에 한 평가도구로 사용하 고, 황보각(2003)

이 골 염 환자의 임상  특성과 기능  보행성취도 

수와의 상 계를 규명하기 한 평가도구로 사용하

을 뿐 국내에서는 WOMAC 척도를 사용하여 골

염을 평가한 연구가 미진하 다. 한, Harrison(2002)

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ASES(Arthritis 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 는데 

이 척도는 무릎의 골 염 뿐만 아니라 손 등의 

염까지 고려하여 만든 척도이므로 무릎의 골 염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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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신뢰도가 높은 도구를 사용

하여 골 염 환자의 임상  특성을 측정하고 기능 수

행과 련된 자기효능감과의 계를 규명하며, 기능수

행능력을 증진시키기 하여 치료사가 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 로

그램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자

용인시에 치한 H 병원에서 골 염으로 진단받아 

치료받고 있는 환자 60명을 상으로 하 으며, 남성보

다 여성에서, 50  이후의 유병률이 높은 을 고려하

여 50세 이상의 여성으로 제한하 다. 인지장애, 지각장

애, 학습장애가 없는 환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동의한 자를 상으로 하 다. 

보행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독립보행이 가능하지 

않거나 뇌졸 이나 다른 질환으로 하지 기능에 손상이 

있는 자는 연구 상에서 제외되었다.

실험  연구 상자의 성, 나이, 키, 몸무게, 유병기

간 등의 일반 인 특성을 악한 후 골 염과 계된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 다.

첫째, 골 염의 병리상태는 바로 선 자세에서 양쪽 

무릎을 후방향으로 방사선 촬  후 한 명의 정형외과 

의사에 의하여 Kellgren-Lawrence 등 (Kellgren, 

1957)으로 나타내었다.

둘째, 통증, 강직은 WOMAC 척도를 사용하 다.

셋째, 균형능력을 검사하기 해 기능  방 팔 뻗

기 검사를 실시하 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Lorig와 Holman(1989)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10문항으로 수정한 오 아(2004)의 

평가도구를 이용하 다. 

다섯째, 기능수행 능력을 보기 해 WOMAC 척도

의 기능의 어려움을 자기가 기록하여 측정하는 방법과, 

20 m 걷기, 9계단 오르내리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5회의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을 측정하 다.

2. 자료의 수집과정  측정도구

가. 인지상태  일반  특성

인지상태 검사는 날짜, 치, 화번호, 주소, 어머니

의 성, 수학  계산 등으로 구성된 SPMSQ(The Short 

Portable Mental Status Questionnaire)를 이용하 고, 

이 검사는 모두 10문항으로 이  8문항 이상을 답하는 

환자를 상으로 하 다. Pfeiffer(1975)는 10  만 을 

기 으로 하 을 때 7  이하는 치매를 의심할 수 있고 

8  이상은 정상 인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으로 나이, 신

장, 체 , 유병기간, 규칙 인 운동 시행 여부를 조사하

다.

나. 병리등

서 있는 자세에서 후 방향으로 양쪽 무릎을 방사

선사가 촬 하도록 하고 Kellgren-Lawrence의 5등

(Kellgren, 1957)에 기 하여 한 명의 정형외과 문의

의 독에 의하여 등 화 하 다. 

0등 은 골 염의 특징이 없음을 나타내며 1등

은 골증식체의 가능성이 있고 2등 은 명백한 골증식체

가 있고 약간의 착이 있음을 말한다. 3등 은 

등도의 골증식체와 착이 있으며 4등 은 심한 골

증식체와 착이 있고, 심한 경화증을 나타낸다. 이 

기 은 무릎의 염의 등 을 정하는데 사용되며 

WHO에서도 단면조사 연구의 표 으로 추천하고 있다

(Altman, 1991; Brandt, 2000).

다. 통증

WOMAC 척도에서 통증은 평지를 걸을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밤에 잠을 잘 때, 앉아있거나 혹은 워있

을 때, 바로 서 있을 때 통증의 정도를 묻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문항들은 ‘없음’에서 

‘매우 심함’의 범 를 갖는다. 수의 범 는 0～10  

사이를 5등 으로 나 어 기록하 고, 수가 높을수록 

통증의 강도가 심한 것으로 하 다. Jinks 등(2002)의 

연구에서 본 도구의 통증에 한 문항의 Cronbach's α

=.92로 나타났다.

라. 강직감

WOMAC 척도에서 강직감은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느끼는 뻣뻣함 정도, 오후에 앉거나 눕거나 쉬고 난 후

에 느끼는 뻣뻣함 정도를 묻는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고, 각각의 문항들은 ‘없음’에서 ‘매우 심함’의 범

를 갖는다. 수의 범 는 0～10  사이를 5등 으로 

나 어 기록하 고, 수가 높을수록 강직감이 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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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 다. Jinks 등(2002)의 연구에서 본 도구의 강

직감에 한 문항의 Cronbach's α=.90로 나타났다.

마. 자기효능감

The Arthritis Self-Efficacy Scale(ASES)(Lorig와 

Holman, 1989)은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자가 

질병 리나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 한 

것이다. 통증 리, 기능, 다른 증상 리에 한 자기효능

감 3가지 기 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오

아(2003)가 골 염 환자에 합하게 10문항으로 수정

한 도구를 사용하 고, 본 도구의 Cronbach's α=.81이었

다. 상자들은 각각의 문항에 하여 자신이 과제를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수화하 는데 0은 거의 할 수 없

음이며 100은 확실하게 할 수 있음으로 나타내었다.

바. 균형

Duncan 등(1990)은 임상에서 쉽게 용할 수 있는 

기능  방 팔 뻗기 검사방법을 동  균형능력을 평가

하는데 사용하 다. Duncan 등(1990)이 제시한 방 팔 

뻗기 검사방법은 고정된 지지면 에 양발을 어깨 비

로 벌린 기립 자세를 취하고, 주먹을 쥔 상태로 주  

신 , 그리고 90° 방굴곡한 시작자세에서 견 의 높

이에 수평으로 설치된 막 자와 수평을 유지하면서 균

형을 잃지 않고 팔을 최 로 뻗어, 세 번째 수골 원

부의 처음과 마지막 지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다. 측정 오차를 이기 하여 1명의 물리치료사가 3

번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 다.

사. 기능수행

골 염 여성의 기능 수행을 조사하기 하여 

WOMAC 척도와 기능수행시간을 측정하 다.  

첫째, WOMAC 척도는 일상 생활과 련된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문항들은 ‘없음’에서 

‘매우 심함’의 범 를 갖는다. 수의 범 는 0～10  

사이를 5등 으로 나 어 기록하 고, 수가 높을수록 

기능 수행의 어려움이 심한 것으로 하 다. Jinks 등

(2002)의 연구에서 본 도구의 기능수행에 한 문항의 

Cronbach's α=.98로 나타났다.

둘째, Harrison(2002)이 제안한 기능수행 시간을 측

정(timed performance tests)하 고 이 검사는 20 m걷

기(지팡이 사용 시 5 m), 9계단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

어서기 5회 반복으로 구성되며 각 요소는 시간이 짧을

수록 수행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측정 오차를 이기 

하여 1명의 물리치료사가 3번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 다. 순서효과를 배제하기 해 무작 로 검사

를 시행하 다.

3. 변수의 선정

각각의 변수들이 기능수행에 미치는 향을 보기 

해 체질량지수, 병리, 통증, 강직, 균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기능수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각각 변

수들 간의 상 계를 조사하 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든 자료입력과 통계는 SPS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내  일 성을 측정하는 Cronbach α값

을 이용하 다. 연속변수들간의 상 계를 검증하는데

는 피어슨 상 분석을 이용하 고, 종속변수인 기능 수

행에 독립변수가 미치는 향을 알기 해 다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유의수  α=.05로 설정하 다.

Ⅲ. 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의 상자는 모두 여성으로, 연령은 50세에서 

84세까지 60명이었고, 평균연령은 65.1세 다. 걷기, 자

거 타기 등의 운동을 20분 이상 주 3회 이상 규칙

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18명(30.0%)이었다. 유병기간은 

5년 미만이 21명(35.0%), 5년～10년이 24명(40.0%), 10

년 이상이 15명(25.0%)로 나타났고, 평균 키는 155.1 

㎝, 평균 몸무게는 57.9 ㎏이었다(표 1). 

2. 골 염 여성의 특성

골 염 여성의 각각의 변수들을 측정한 값은 다음

과 같다. 방사선 평가에 따른 병리 등 은 왼쪽 2.68등

(표 편차=.67), 오른쪽 2.63등 (표 편차=.78)이었고, 

평균 2.66등 (표 편차=.69)이었다. 통증정도는 최소 1

, 최  18 이었고, 평균 7.85 (표 편차=4.17)이었다. 

강직감은 평균 3.13 (표 편차=2.33, 범 =0～6 )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평균 68.78 (표 편차=14.90, 범 =2

8～97 )이었고,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나 ‘무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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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명) 백분율(%)

나이(세)

      50 18 30.0

      60 22 36.7

      70 18 30.0

      80 2  3.3

규칙  운동

       함 18 30.0

      안함 42 70.0

체질량지수*

      20 미만 1  1.7

      20～24 27 45.0

      25～29 31 51.7

      30 이상 1  1.7

유병기간(년)

      5년 미만 21 35.0

      5년～10년 24 40.0

      10년 이상 15 25.0

*체질량지수(BMI)=체 /(신장×신장)=㎏/m2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N=60)

병리등 통증 강직감 균형 자기효능 자기기록 수행시간

체질량지수 .338** .068 .015 .151 -.089 .160 .066

병리등 - .173 .222  -.365** -.245 .322 .318

통증 -   .694**  -.403**   -.474**   .481**   .688**

강직감 - -.268*   -.422**  .258*   .577**

균형 -    .429**  -.552**  -.415**

자기효능 -   -.670**  -.557**

자기기록   -   .513**

*p<.05

**p<.01

표 2. 임상  특성  자기효능감과 기능수행간의 상 계수                                              (N=60)

굽  가슴에  수 있다’는 항목에서는 낮게 나타났으

며, ‘피로를 조 할 수 있다’와 ‘내가 즐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균형은 방 팔 뻗기 검사를 시행하여 평균 17.02 ㎝

(표 편차=6.11, 범 =6.63～35.67 ㎝) 다.

기능수행  WOMAC 척도를 이용하여 나타낸 환자 

스스로 느끼는 기능수행의 어려움은 평균 27.02 (표

편차=9.41, 범 =7～47 )이었고, 20 m 걷기, 9계단 오

르내리기, 앉았다 일어서기 5회 반복의 수행시간은 각

각 27.01 (표 편차=7.56, 범 =16.41～48.28 ), 17.85

(표 편차=7.61, 범 =8.35～46.59 ), 16.87 (표 편

차=4.91, 범 =8.85～35.94 )로 측정되었다.

총 수행시간은 세 가지 측정값을 합산하여 나타내었고, 

평균 61.73 (표 편차=18.99, 범 =34.92～122.25 ) 다.

3. 골 염 여성의 임상  특성  자기효능

감과 기능수행의 상 계

골 염 여성의 기능수행과 병리등 , 체질량지수, 

통증, 강직, 균형능력, 자기효능감 간의 계를 알아보

기 하여 상 분석을 시행하 다.

골 염 여성의 통증과 강직감은 기능수행과 양의 

상 계를 보여 통증과 강직감이 증가할수록 기능수행

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균형능력과 자

기효능감은 기능수행과 음의 상 계를 가져 균형능력

이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기능수행의 어려움이 커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기록 방법과 수행

시간 측정방법 모두 같은 결과를 보 다. 

한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병리등 이 높아지고, 

통증이 증가할수록 강직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병리등 ․통증․강직감은 균형능력과 음의 상

계를 보여 병리 등 , 통증, 강직감이 높을수록 균형능

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통증과 강

직감이 심할수록 낮게 타나나고, 균형능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표 2).

4. 기능수행에 향을 주는 변수

골 염 여성의 기능수행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

수를 확인하기 해 단계  회귀분석(stepwise mul-

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자기기록 측정방법

자기기록 측정방법을 통한 기능수행에 가장 향을 

미치는 변수는 통증(R2=.47)이었고 그 다음은 자기효능

감으로 나타났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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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eta R2 F p

통증 1.24  .55 .47 52.26 .000

자기효능감 -.19 -.30 .54 33.77 .000

표 3. 자기기록 측정방법

B Beta R2 F p

자기효능감  -.68 -.53 .45 47.36 .000

균형 -1.01 -.32 .54 32.81 .002

표 4. 수행시간 측정방법

나. 수행시간 측정방법

수행시간의 측정을 통하여 나타낸 기능수행에 향

을 가장 많이 미치는 변수는 자기효능감이었고(R2=.45), 

그 다음으로 균형능력이었다(표 4). 두 변수들을 포함하

여 기능수행을 54% 설명하 다. 

Ⅳ. 고찰

골 염은 연골의 퇴행과 소실, 그리고 이에 따

른 주변과 연골하골의 변화를 가져오는 만성 퇴행

성 질환으로 염  가장 흔한 형태이며, 심

질환 다음으로 성인에서 만성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원

인이 된다(Michet, 1993). 

본 연구는 골 염 여성의 체질량지수, 병리등 , 

통증, 강직감, 균형의 임상  특성  자기효능감과 기

능 수행과의 상 성을 분석하고 기능수행을 측할 수 

있는 변수를 밝 내어 골 염 여성들의 기능 수행 증

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본 연구 결과 골 염 여성의 기능수행과 통계 으

로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난 변수로는 병리, 통증, 강

직감, 균형, 자기효능감이 있었고, 그 외 나이와 유병기

간, 규칙 인 운동 여부가 기능 수행과 련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만성 염이 있는 사람들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한 양경

라(2003), Verbrugge 등(1991)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양경라(2003), Verbrugge 등(1991)의 연구결과에서도 

유병기간이 길수록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감소하 다. 

의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Katz와 Bathel 

Index를 사용하 고, 본 연구에서는 WOMAC 척도의 

자기기록 방법과 주어진 과제에 한 수행시간 측정법

을 사용하 으나, 결과는 유사하 다.

체질량지수와 골 염의 유병률에 해서 Sharma 

등(2000)은 비만과 골 염이 상당히 련이 깊다고 

하 고 Leach 등(1973)은 비만인 사람이 골 염의 발

생빈도가 높다고 하 으며, Hartz 등(1979)은 비만이 

통증과 장애를 악화시킨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체

질량지수와 병리등 과는 련성이 있게 나타났으나 높

지는 않았다(r=.34).

골 염의 병리등 은 기능 수행과 상 계는 없

었고, 균형능력과 음의 상 계로 나타났으며, 다른 변

수와는 련이 없었다. Harrison(2002)의 연구에서도 병

리등 은 자기효능감과만 상 계가 있었다. 이는 방

사선 검사는  간극 넓이와 골증식체 여부로 골

염을 진단하는 방법이나, 방사선 평가 방법이 골 염 

환자의 임상  특성들을 측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Brandt, 2000). 염 진단시 MRI의 사용은 연골과 

연부조직의 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가치 있고 

민감한 진단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으므로(Andriacchi 

등, 2000), 골 염 환자의 병리  평가에 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염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만성 인 통증은  

사용의 감소와 근력의 약화  의 불안정으로 이어

지게 되어 일상생활 활동에 제한과 불편감을 래한다

(Mindham, 1981). 통증은 골 염 환자 뿐 아니라 만

성 질환자들을 상으로 한 부분의 연구에서 기능수

행과 련성이 높았다. Peter 등(2004)은 통증과 통증에 

한 두려움이 기능 손상을 40% 설명할 수 있다고 하

고, 황보각(2003)은 통증  강직감과 기능수행의 어

려움의 상 성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기능수행을 86% 

측하 으며, 강직감은 기능수행을 29% 측할 수 있

다는 결과를 얻었다. 통증과 강직의 측정방법에서 부

분 시각  시상 척도를 사용하나 본 연구의 상자들이 

50  이상으로 자신의 통증 정도를 표 하기 어려워하

므로 5  척도를 사용하 으며 다른 통증상사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과 비교하 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기능수행은 자기기록 측정방법과, 수행시간 측정방법

의 두 가지를 사용하 는데, 본 연구에서 자기기록 측

정방법과 수행시간 측정방법과의 상 계는 r=.51로 

상 성이 있었다. 60명의 골 염 여성을 상으로 연

구한 결과 통증은 기능수행을 47% 측하며 자기효능

감은 이에 7%를 더하여 통증과 자기효능감이 자기기록

방법의 기능수행을 측할 수 있었다. 50명의 골 염 

환자를 상으로 한 Harrison(2004)의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통증이 기능수행을 74% 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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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기록 방법의 기능수행 측정 방법에서 환자들은 계

단오르내리기 시 통증을 가장 많이 느 고 아침이 녁

보다 강직감이 심하 고, 계단 내려가기나 힘든 집안 

일, 차에 타거나 내리는 활동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것은 황보각(2003)이 골 염 환자 100명

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와 유사하 다. 수행시간 측정

방법의 기능수행은 자기효능감과 균형이 54% 기능수행

을 측할 수 있었고, 같은 방법으로 실험한 

Harrison(2004)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균형이 

42% 기능수행을 측할 수 있었다. 두 가지 기능수행 

측정방법을 측하는 변수가 각각 다르게 나온 것은 기

능수행의 어려움을 자기가 기록하여 측정하는 방법에서

는 환자들의 통증의 경험이 결과에 향을 끼친 것이

며, 수행시간 측정에서 환자들이 수행하는 과제가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내리기로 균형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자기효능감은 만성 통증을 가진 사람들의 우울, 통증

수 , 기능수행을 측할 수 있다(Arnstein 등, 1999; 

Rejeski 등, 2001; Seeman 등, 1994). Rejeski 등(2001)

은 무릎 통증이 있는 노인들에서 무릎 신 력과 자기효

능감 사이에 양의 상 계가 있다고 했다. Seeman 등

(1994)은 자기효능감이 기능수행 능력이 낮은 사람들에

게 큰 효과가 있다고 했고 기능의 어려움을 자기가 기

록하여 측정하는 방법과 실제 인 기능수행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요하다고 하 다. 송경애

와 강성실(2002)의 연구에서도 기능수행능력을 측한 

변수는 자기효능감으로 42.0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자기효능감은 골 염 환자의 건강증진 행

에 향을 미치는 변수이며(오 아, 2003), 운동지속

여부와도 상 계가 높았다(강 숙 등, 1999). 비슷한 

연구설계로 류마티스 염 환자를 연구한 이은옥 등

(1996)에서도 일상 활동을 측할 수 있는 변수는 자기

효능감과 통증으로 나타났다. 

골 염의 치료목표는 통증감소와 기능보존을 하는

데 있다. 재 골 염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약물

요법이 많이 사용되나 약물은 장기 으로 사용 시 부작

용을 일으킬 수 있다.  골 염 환자들의 근육 약화

로 인해, 진  항운동, 수 운동 등이 권장되고 있

으나, 본 연구에서 골 염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65.1

세로 실제 으로 규칙 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30%

에 불과했다. 노년층에서 당한 운동을 규칙 으로 하

도록 하는 것이 어려우며, 통증 감소보다 환자들의 기

능수행에 을 맞추었을 때, 균형과 자기효능감이 기

능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균형 

능력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면 기능수행이 증진된다

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상자들은 체로 연령이 높고 학력수

이 낮았으며 주로 농 에서 생활하는 상자가 많으므

로 상 으로 건강증진개념이 높은 도시에 살고 있는 

골 염 환자들에게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

렵다. 골 염이 여성에서 빈번하고 기능장애를 일으

키기 쉬운 만성질환이지만 이런 환자들의 건강 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재 물리치료실에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로

그램을 개발하여 용하는 일은 실상 어려우나 환자를 

치료하는 시간 동안 과제를 수행하는 기회를 많이 부여

하고, 감정 으로 격려하고, 자신감을 북돋아주거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치료사가 

환자에게 근하는 것이 만성질환인 골 염을 환자 

스스로 잘 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요한 재방법이

라고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05년 9월부터 10월 31일까지 골 염 

여성 60명을 상으로 환자들의 임상  특성  자기효

능감과 기능수행과의 상 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골 염 여성의 통증이 증가할수록 기능수행능력

은 감소하 다.

2. 골 염 여성의 강직감이 심할수록 기능수행능력

은 감소하 다.

3. 골 염 여성의 균형능력이 낮을수록 기능수행능

력은 감소하 다.

4. 골 염 여성의 자기효능감이 하되면 기능수행

능력은 감소하 다.

5. WOMAC 척도의 자기기록방법의 기능수행을 

측할 수 있는 변수는 통증과 자기효능감이었고, 20 m 

걷기, 9계단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서기 5회 반복의 

수행시간 측정방법의 기능수행을 측할 수 있는 변수

는 균형과 자기효능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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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 골 염 여성의 기능수행에 통증, 

강직감, 균형능력, 자기효능감이 향을 미친다고 나타

났으며 특히, 통증 감소, 균형능력  자기효능감 증진

이 골 염 환자의 기능수행능력을 증가시키는데 요

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결론 으로 골 염 환자의 

기능수행 증진을 해서는 통증 감소를 한 물리치료 

 균형을 증진시키기 한 운동 로그램과 자기효능감 

증진을 한 심리 인 근이 필요하다. 재 골 염

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골 염 여성 환자들의 경우 

연령이 높고 학력수 이 낮은 상자가 많으므로 향후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제 용할 수 있는 로그램

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음 연구에서는 균형 증진 로

그램과 자기효능감 증진이 기능수행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농 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의 골 염 환자들에 한 연구가 더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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