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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노인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에 의한 건강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

나 노인들의 실천은 부족하다. 지역사회 노인 건강관리자들은 노인 자신

이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활동을 업무에 포함시

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집단 형태의 동기강화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관 이용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효과가 있

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노인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집단 동기강화상담 프로그램은 동기강화

상담 전략과 범이론적 모형에 기반하여 개발되었다. 프로그램 효과 검증

을 위해 서울시 소재 일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체활동량이 부족하다고 생각

되는 자원자를 연구 대상자로 모집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

원 대상자 중 최종 선정된 47명의 참여자가 실험군과 대조군에 무작위

로 배정되었다. 실험군에게는 7주 동안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개인 상담 

1회와 집단 동기강화상담 6회를 제공하였고, 대조군에게는 일반적인 건

강 상담을 1회 제공하였다. 설문 조사와 신체 계측 방법을 통해 변화 단

계,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신체활동량, 체구성 지표, 체력, 우울, 만성 증

상, 삶의 질을 중재 시작 전, 중재 기간 후(8주)에 측정하였다. 실험군 

23명과 사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대조군 23명, 총 46

명의 자료가 프로그램 효과 분석에 포함되었다. 

    전체 대상자는 평균 연령은 75세, 여성이 80.4%으로 구성되었고 

91.3%가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중재 전 두 집단 대상

자의 동질성 검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체적 특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집단 동기강화상담 프로그램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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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중등도 신체활동에 대한 변화 단계

(p=.002),고강도 신체활동의 변화단계(p=.044),신체활동량(p=.003)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집단 간 체구성 지표, 체력, 만성 증상 등

의 건강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중재 후 우울(p=.639)과 

건강관련 삶의 질 총점(p=.780)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제공된 집단 동기강화상담 프로그램은 노인의 신체활동 변화 단계와 신

체활동량 증진에 효과적임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다른 건강 결과에 대한 

효과는 이 연구에서 지지되지 못하여 추후 장기적인 건강 효과를 평가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집단 동기강화상담, 신체활동, 노인, 변화 단계, 무작위배정 임

상시험

학번: 2010-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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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65 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3 년에 총인구의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 년에는 24.3%로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노인의 90%는 1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국민건강통계, 2010; 통계청, 2013). 노인의 만성질환으로 

야기되는 합병증과 장애는 건강행위 및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하여 약 

80%정도 지연시키거나 예방 가능하다(Beverly, McAtee, Costello, 

Chernoff, & Casteel, 2005; WHO, 2010).  

신체활동은 중요한 건강 행위 중 하나로 신체 기능 증진과 만성 

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노인에게 있어 신체활동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에 필수적이며 암 발생 위험을 줄여주며 신체 기능 

개선과 낙상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인지 기능,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사망률을 감소시켜 준다(박상갑, 권유찬, 김은희, 박진기, & 장재희, 

2011; 배상열 외, 2010; Kelly, Marrero, Gallivan, Leontos, & Perry, 

2004; Matthews et al., 2012; WHO, 2010).  

건강의 유익함을 얻기 위해 권장되는 신체활동 목표량은 

일반적으로 중등도의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5 회 이상, 1 회 30 분 이상 

하는 것이다 (Haskell et al., 2007).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는 비율은 

25~37% 정도로 낮고(Foster, Hillsdon, & Thorogood, 2005) 

전세계적으로 노인의 40% 정도만 적절한 신체활동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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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Matthews et al., 2008). 우리나라의 경우도 규칙적 운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39.7%밖에 되지 않는다(통계청, 2013). 노인의 

신체활동량 부족은 불균형한 식습관과 음주, 우울한 기분과 더불어 

비만의 요인이며 건강 위험 행위 이다(Oh, 2011). 이에 세계보건기구 

부터 국가별, 지역사회나 지역 기관에서 건강증진사업(Healthy People 

2020; Health Plan 2020)을 통해 건강 위험 요인을 교정하고 

신체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Oh, 2011; WHO, 2010).  

신체활동에 한 의지가 낮은 상자인 경우는 프로그램 참여 

자체가 어렵고 의료인에 의한 일방적인 지시적 상담과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우 개별적 신체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아 실행 불가한 

부분이 많고 학습 능력이 다양한 노인에서 그 효과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 프로그램 참여 후 신체활동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Shumaker, Ockene, & Riekert, 2009). 특히 노인의 경우 신체 

기능 장애, 통증, 피로가 있거나 우울, 사회적 지지 감소, 자기효능감 

감소, 경제력 저하로 인해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소외 계층이 될 위험도 

높다(Shumaker et al., 2009; Withall, Jago, & Fox, 2011).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노인을 상으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에는 신체활동 수행의 장애 요인과 촉진 요인을 인지하여 변화의 동기 

요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서경산 & 송미순, 2012; Salmon, Owen, 

Crawford, Bauman, & Sallis, 2003). 또한 상자가 행위를 방해하는 

요인을 만나더라도 스스로가 이를 극복하고 행위 변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상자를 중심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재자는 지원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효능감을 

강화해줄 수 있어야 한다(Amireault, Godin, & Vezina-I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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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ter et al., 2005; Greaney et al., 2008; Ingledew, Markland, & 

Medley, 1998).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은 상자 중심의 상담을 

제공하며, 건강행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범이론적 모형 

(Transtheoretical Model)을 기초로 행위 변화의 단계를 전진 이동 

시키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중재 기법이다. 동기강화상담은 

상자가 스스로 내면의 양가감정(ambivalence)을 탐색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화에 한 동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는 

화법으로 짧은 회기만으로도 행동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Miller & 

Rollnick, 2002). 동기강화상담은 주로 중독 영역에서 사용되었고 최근 

만성질환 관리와 비만 등 신체적 건강 영역에서 사용되어 건강 행위 

변화,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효과가 있음이 체계적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Armstrong et al., 2011; Britt, Hudson, & Blampied, 2004; 

Knight, McGowan, Dickens, & Bundy, 2006; Lundahl, Kunz, Brownell, 

Tollefson, & Burke, 2010; Martins & McNeil, 2009; Rubak, Sandboek, 

Lauritzen, & Christensen, 2005). 최근 연구에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 개별 동기강화상담을 사용하여 만성 신부전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과(Brodie & Inoue, 2005) 암환자의 신체활동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이 보고되었다(Bennett, Lyons, Winters-Stone, Nail, & Scherer, 

2007). 또한 운동의 변화 단계를 증진하거나(Perry & Butterworth, 

2011)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 질환 위험군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복합 

중재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Hardcastle, Taylor, Bailey, Harley, 

& Hagger, 2013; Moyer, 2012; Sjoling, Lundberg, Englund, Westman, 

& Jo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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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별 동기강화상담의 이점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동기강화 

상담을 의료 현장이나 간호 실무에서 개별 제공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Miller & Beech, 2009; Rollnick, Miller, & Butler, 2009). 집단 

동기강화상담은 동기강화상담의 충실성을 유지하면서 집단 형태로 

진행되므로 실무자에게는 프로그램 진행에 한 시간, 비용 효과적이고 

상자에게는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Brinson, Wallace-Bell, Kirk, & Hornblow, 2013; 

Miller & Rollnick, 2002). 그러나 아직 중독 외에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집단 동기강화상담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가 많지 않고, 특히 노인을 

상으로 개발된 집단 동기강화상담 프로그램도 알려져 있지 

않다(Moore, Moore, & Murphy, 2012; Sjoling et al., 2011; Tse, Vong, 

& Tang, 2013).  

지역사회 노인복지관의 건강관리 담당자 중 간호사는 노인을 

상으로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와 상담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다. 간호사는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건강 교육의 

경험이 많으며,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상담기술이 있어서 동기강화상담 

을 제공하기에 적절한 인력으로 여겨지므로(Campbell & Aday, 2001; 

Jansink et al., 2009) 집단 동기강화상담 제공자로 적절한 인력이다. 

노인 복지관에서 건강관리자가 사용하기 쉽고 노인의 자기관리 역량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집단 동기강화상담의 효과가 지지된다면 노인의 건강 

증진 중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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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의 신체활동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집단 동기강화상담(Group-Motivational Interviewing for Physical 

Activity; G-MIPA)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집단 동기강화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개발된 집단 동기강화상담 프로그램이 복지관 노인의 

신체활동의 동기 요소, 신체활동 변화, 단기적·장기적 건강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다. 

 

3. 용어 정의 

1)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집단 동기강화상담(Group-Motivational 

Interviewing for Physical Activity; G-MIPA) 

 
집단 동기강화상담(group motivational interviewing)은 집단 

형태로 동기강화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상자 스스로 양가감정을 

탐색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화에 한 동기를 끌어내는 

동기강화상담과 집단 역동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Miller & Rollnick, 

2002).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집단 동기강화상담(G-

MIPA)이란 Ann Fields의 Resolving Patient Ambivalence를 권정옥, 

신성만이 번역한 ‘동기강화 집단상담 매뉴얼’(Fields, 2010)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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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가 노인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수정 보완하고 

한국 문화에 맞도록 예시를 재구성하여 개발한 것을 말한다. 집단 

토의와 정보 교환, 행동 목표 설정 등으로 구성된다. 

 

2)  신체활동 변화 단계 (stages of change) 

신체활동 변화 단계는 동기 요소로 상자의 변화할 준비 

정도(readiness for change)를 말한다(Miller & Rollnick, 2002).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변화의 단계란 범이론적 모형의 변화 단계에 

근거하여 준비도가 낮은 숙고 전(precontemplation), 숙고 

(contemplation) 단계부터 준비도가 높아진 준비(preparation), 실행 

(action), 유지(maintenance) 단계로 나누어진다. 변화 단계의 전진된 

정도에 따라 동기가 높아졌다고 판단하게 된다(Geller, Nigg, Motl, 

Horwath, & Dishman, 2012; Prochaska & DiClemente, 1992).  

 

3)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for physical activity)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인지한 어떤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말하며(Bandura, 1994) 본 연구에서 노인 상자가 신체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체활동을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정도를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으로 정의하며 동기의 한 요소가 

된다. Marcus 등(1992)이 개발하고 이평숙과 장성옥(2001)이 

한국어로 번역한 운동 자기효능감 도구를 본 연구자가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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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신체활동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골격근 수축으로 발생하는 

몸의 움직임을 말하며 복잡한 행동, 집안일, 마당일, 육아, 이동, 직장일, 

운동, 레저활동 등을 포함한다(Durstine, Moore, Painter, & Roberts, 

2009; Shumaker et al., 2009; WHO, 2010). 본 연구에서는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IPAQ)으로 신체활동을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활동량이 많다고 판정한다. 신체활동은 

활동 종류에 따라 걷기와 같은 저강도 신체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고강도 신체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Craig et al., 2003).  

 

5) 건강 지표  

본 연구에서 단기적 건강 지표란 신체활동 변화와 관련된 요소로 

신체 구성, 신체 기능 지표와 정서적 건강인 우울, 주관적인 만성 

증상로 정의한다. 신체 구성(body components) 지표란 체중, 

체질량지수(kg/m²), 허리둘레, 복부둘레, 복부허리둘레 비율 등을 

비롯하여 근육량(kg), 체지방량(kg), 체지방률 등의 체구성 성분을 

포함한다. 신체 기능(function) 지표는 노인에게서 근골격계의 약화나 

제한 정도를 말하며 균형감, 기동성 등의 측정값을 말한다(남상명 외, 

2008; Durstine et al., 2009). 주관적 우울이란 본인이 느끼는 우울한 

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 우울은 노인성우울 단축형 측정 도구(S-

GDS)로 우울 유무를 평가한다. 만성 증상은 상자가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으로 본 연구에서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피로, 통증, 우울감, 수면장애 유무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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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강관련 삶의 질 

장기적 건강 지표인 건강 관련 삶의 질이란 상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되어 스스로 느끼는 삶의 질의 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은 1987년 EuroQol group(http://www.euroqol.org/)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EQ-5D-3L, EQ-VAS로 측정하며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불안/우울에 관한 5개의 영역에 주관적으로 

느끼는 문제의 심각도 정도를 답하도록 되어있는 도구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 이다. 또한 주관적 건강 점수를 0-100의 

시각적 상사 척도로 답하게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점수가 

높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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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문헌고찰에서는 신체활동이 노인의 건강 유지와 만성질환 관리에의 

중요성,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건강 지표와의 관계 탐색과 노인들의 

신체활동을 만드는 동기 요소와 장애 요소를 확인하고 노인들의 

신체활동 증진 연구와 변화 단계에 기반한 연구 결과들을 고찰하였다. 

또한 행위 변화를 위한 중재 방법인 동기강화상담의 원리와 건강 

영역에서 효과를 확인하고 노인들을 상으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사용된 동기강화상담 중재의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1. 노인 건강 증진에서 신체활동의 중요성 

비활동성 생활 습관(sedentary behavior)은 복부 비만, 혈중 

지방과 혈당을 상승시켜 사성 질환과 만성질환 합병증을 유발하여 

건강의 위험 요소가 된다(Wijndaele et al., 2007). 한국인의 운동과 

신체활동량에 한 보고에 따르면 국민 전체의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률은 2005 년 18.7%에서 2007 년 9.9%로 반감되었고 걷기 

실천률이 2001 년 75.6%에서 2007 년 45.7%로 감소하였다. 지질과 

단백질 섭취가 증가된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비만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국민건강통계, 2010). 전세계적으로 노인의 40% 

정도만이 적절한 신체활동을 하고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활동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깨어있는 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있었다(박상갑 외, 2011; Matthews et al., 2008; Meyers, Miller, Smith, 

& Tonigan, 2002; WHO, 2010).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신체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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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단계(stages of change) 분포로 보았을 때 신체활동을 할 생각이 

없거나 시작할 의도가 없는 단계에 있는 노인이 63.4%이었고, 실제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 또는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19.9~42.8%밖에 

되지 않는다(박상갑 외, 2011; 장성옥, 이평숙, & 박은영, 2002; 전영자 

외, 2000) 

신체활동이 거의 없었던 노인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체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 많은 건강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운동은 단기적으로 근골격계 강화와 건강한 

체성분을 만들어주고 균형감이나 유연성과 같은 신체 기능 증진을 

만들어 주며(Durstine et al., 2009) 체력이나 혈중 지질 수치와 같은 

건강 지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소위영 외, 2009). 노인의 신체활동이 

삶의 질 등 장기적인 건강 결과 지표와도 관련이 있음을 여러 

연구(Brown et al., 2003; Rejeski & Mihalko, 2001)에서 확인되었고 

신체활동에 한 상담 중재로 기능 장애 개선의 효과와 독립적인 삶의 

유지와도 관계 있음을 확인하였다(Manty et al., 2009; Rasinaho et al., 

2012). 한국 노인도 신체활동량이 높은 집단이 건강관련 삶의 질이 

더욱 높은 관계를 보였다(배상열 외, 2010). 또한 신체활동이 노인의 

수면 장애(박연환, 2007)와 우울(박남희, 이해정, & 김정순, 2001; 

Pakkala et al., 2008)과 관련이 높았다. 

미국스포츠의학협회에서는‘guidelines for exercise training and 

prescription’을 통해 신체활동 지침을 주고 있다. 노인들에게 

심폐기능, 신체구성, 골격기능을 강화하고 우울,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천되는 건강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중등도(3~6METs)의 신체활동을 권하며 격렬한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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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ETs 이상)은 심폐기능 증진을 시키고자 할 때 권장된다. 중등도 

이상의 유산소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150 분 정도로 1 회 30 분 이상 

주당 3~5회 수행을 권장하며 격렬한 유산소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75분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한다(Haskell et al., 2007). 추천된 신체활동량은 

기능 장애가 없는 건강한 노인 뿐 아니라 만성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도 

추천된다. 노인에게 있어 신체활동은 운동이나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걷기, 등산, 춤 같은 레저 

운동과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기, 회사 일하기, 집안 일하기, 놀이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건강 증진과 개선을 위해서는 신체활동 시간을 더 

증가시키거나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 일 이상 하도록 권고한다. 거동이 

힘든 노인에게는 주로 균형 운동을 일주일에 3 일 이상 하도록 

권고한다(WHO, 2010). 노인이 추천된 신체활동량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들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릴 수 있다 

(Haskell et al., 2007; WHO, 2010). 미국 보건사회국(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에서는‘Healthy people 2020’을 통하여 

건강한 국민을 위한 총체적인 지침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매일 

신체활동을 하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노인 상자에서는 건강과 기능 

개선, 삶의 질을 중요 목표로 설정하고 노인 개개인이 신체활동과 만성 

질환 자기 관리, 예방적 서비스 이용을 그 실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한 

국가 계획으로 Health Plan 2020 을 제시하여 유사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윤석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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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신체활동 방해 요인과 촉진 요인 

건강 증진 행위는 그 변화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체활동은 건강에 유익한 수준까지 증진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신체활동 중재로 운동을 

시작하고 난 후에 장애요인으로 50% 이상의 비율이 신체활동량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전의 생활방식(sedentary lifestyle)으로 되돌아 

가는 경우가 많다(Shumaker et al., 2009). 이것은 행위 변화 시도 과정 

중에 변화의 장애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노인을 상으로 하는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에는 노인의 신체활동 수행의 장애 

요인과 행위의 유지와 이행에 영향을 주는 촉진 요인을 인지하여 변화의 

동기 요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서경산 & 송미순, 2012; Marcus, 

Nigg, Riebe, & Forsyth, 2000; Salmon et al., 2003; Shumaker et al., 

2009). 

신체활동 실천의 방해 요인은 신체적 방해 요인, 심리적 방해 요인, 

환경적 방해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신체적 방해 요인은 건강상의 

문제로서 고위험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관절염과 균형 

불안과 같은 상황은 신체활동을 할 때 필요한 움직임을 제한하게 된다. 

특히 노인에서 감각 장애가 있는 경우 지속적인 건강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고 신체 보조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자신감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인지 장애가 있는 경우는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신체활동으로 또 다른 신체의 

불편감이 나타날 때 신체활동의 방해가 될 수 있다(남궁완 & 엄정식, 

2010; Shumaker et al., 2009). 노인의 사회심리적 신체활동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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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퇴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배우자와 사별, 독거로 인한 

사회적 지지 감소와 우울이나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자기효능감 감소 

등이 해당된다. 당뇨병 노인 환자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배우자 유무, 자기효능감, 주관적 비만, 장애 인식 등이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었다(Kang & Gu, 2012). 한편, 초기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에서 신체활동으로 증상 완화의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을 때에 자기효능감이 낮아져서 유지가 잘 되지 않기도 

한다(Kelly et al., 2004). 피로나 수면장애, 인지기능 장애가 있거나 

우울이 심한 상태에서는 변화 동기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긍정적인 보상 전략이나 동기 강화가 도움이 된다(Kelly et al., 2004; 

Salmon et al., 2003). 신체활동 변화를 동기 요소는 성별이나 연령, 

생활 방식 패턴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며 개인의 선호도도 

신체활동량과 관련이 있다(Salmon et al., 2003; Shumaker et al., 2009). 

중년 이상의 노인들은 실외나 집안에서 신체활동을 할 경우 이행률이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Ashworth, Chad, Harrison, Reeder, & Marshall, 

2005). 상자가 체육 센터의 실내 신체활동보다 실외에서 걷기를 

선호할 경우, 안전하게 걸을만한 공간이 부족한 환경 또는 좋지 않은 

날씨 등은 중요한 환경적 방해 요인이 된다(Kelly et al., 2004; Salmon 

et al., 2003). 그 밖에 낮은 경제력도 신체활동의 방해 요인이 된다. 

저소득층 상자에게는 프로그램 참여 비용, 시간 부족 등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장소의 접근성 증진이나 프로그램 전달 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상자에게는 이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교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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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 다양한 활동 제공으로 흥미와 재미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Marcus et al., 2000; Withall et al., 2011).  

노인에게 신체활동 방해 요인이 많이 있지만 노년기에 신체활동의 

촉진 요인이 증가되는 측면도 있다. 노인은 은퇴하여 돌볼 가족이 

적어지므로 신체활동을 시행할 시간이 넉넉해져서 은퇴 후 신체활동량이 

더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Koeneman et al., 2012).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자원적인 기회 증가로 

노인이 신체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Kelly et al., 2004). 노인의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동기 요소(Exercise Motivation Inventory)를 

탐색한 연구에서 건강과 체력 유지, 사회적·감정적 이익, 체중 조절, 

스트레스 관리, 재미, 외모 등이 중요한 촉진 요인으로 

확인되었다(Dacey, Baltzell, & Zaichkowsky, 2008). 각 동기 요소는 

변화 단계별, 연령별, 성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노인들은 주로 건강과 

체력관리, 스트레스 관리, 즐거움 때문에 신체활동을 시작하였고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 신체활동을 지속하 였다. 

 

3. 노인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   

효과적인 신체활동 중재 프로그램에 한 고민으로 구조화된 집단 

중재의 효과를 변화 단계에 기반하여 개발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신체활동량, 심폐기능, 혈압, 체지방 비율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Dunn et al., 1999). 건강 행위 변화 단계는 건강행위 변화 

과정을 준비된 정도에 따라 단계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범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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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주로 언급되었고 (Prochaska & Diclemente, 1983) 운동 행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김춘자, 2001; 이평숙 & 장성옥, 

2001; 장성옥 et al., 2002; 전영자 et al., 2000; Dunn et al., 1999; 

Marcus & Simkin, 1993; Prochaska, 2008). 범이론적 모형에서 

상자를 위한 상담의 전략은 변화의 단계를 사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 된다(Kelly et al., 2004). 변화 단계별 

상자에게 접근하려면 신체활동에 한 이익과 장애성, 자기효능감 

등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Marcus & Simkin, 1993). 노인의 걷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근거 중심 프로토콜 에서도 상자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심리적 준비도에 한 측정과 더불어 신체적 준비도, 균형을 

측정하여 운동 전 상자의 변화에 한 태도를 확인하도록 

권장하였다(Jitramontree, 2001).  

신체활동에 한 준비도는 개인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신체활동 

준비도가 높아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자들부터 

신체활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단계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Miller & Rollnick, 2002; Shumaker et al., 

2009). 신체활동에 한 동기가 낮은 노인 상자들에게 유용한 중재가 

되려면 행위 변화 단계별(Stages of change) 맞춤 접근이 필요하다. 즉 

변화 단계가 낮은 경우, 행위 중심의 프로그램은 부적합하고 변화 

동기를 강화해주고 신체활동 장애 요인에 처하는 전략을 제공하는 

중재가 필요하다 (Shumaker et al., 2009). 또한 개별 요구에 맞는 

피드백은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변화 단계별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중재는 개 개별 중재 형태로 상자 수 비 

효율성이 낮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효과 크기와 상자 수와 참여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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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자간 또는 중재자와의 상호작용과 출석률이 

프로그램 효과 요소가 되므로 프로그램의 효과는 상자 수와 효과, 

출석률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Marcus et al., 2000).  

간호사가 포함된 지역사회 건강관리자들이 평가한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인 신체활동 상담 프로그램 전달 방식은 칭찬해주기, 유인물 

나눠주기, 비디오 시청하기가 가장 유용하였으며 엄격한 신체활동 

목표치를 정하는 처방은 가장 효과가 적었다(Miller & Beech, 2009). 

효과적인 신체활동 유지와 증진을 위한 중재는 중재 내용에 상자의 

신체활동 자기효능감과 의도, 인지된 결과, 목표를 고려해야 하고 

상자가 변화를 주도하도록 전문가가 안내하고 지지해주도록 해야 

한다(Amireault et al., 2013; Foster et al., 2005). 또한 행위 변화를 

위해서 건강관리자의 상담뿐 아니라 개별적 목표량 설정, 서면으로 운동 

처방, 추후 지지 상담 등 다양한 중재 전략이 권장된다(Moyer, 2012).  

 

4. 노인 신체활동 증진 전략으로서 동기강화상담  

1) 동기강화상담의 원리와 기술 

사회 여러 영역에서 소비자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한다는 프로슈머 

(prosumer)는 의료계에서도 등장하여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질병이 만성화되면서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날 

상자들은 스스로 의료 서비스를 찾고 선택하며 집에서 자기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이런 변화로 의료 상자 교육 프로그램도 

상자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Toffler, 2006).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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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은 범이론적 모형에 근거하여 행위 변화 단계를 높은 단계로 

이동시키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상자 중심의 상담 기법이다. 

동기강화상담은 전통적인 건강 교육과 행위 실천에 한 충고를 주는 

상담과 달리 상자의 자율성과 유발성을 전제하고, 상담자와 상자가 

서로 믿고 협동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는 화법이다. 상자 스스로 

자신의 변화 목표를 정하여 상담자는 가이드만 하게 되는 것이 특징으로 

최근 건강 관리 영역의 변화에 부응하는 기술이다. 상자 내면의 

양가감정 (ambivalence)을 탐색하고 해결하면서 행동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 짧은 회기만으로도 행동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변화 준비가 덜 된 사람, 자신의 변화 목적을 정하기 

힘들어 하거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변화를 막 

시작하여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 시 유용할 수 

있다(Capuzzi & Stauffer, 2013; Miller & Rollnick, 2002; Rubak, 

Sandbaek, Lauritzen, & Christensen, 2005). 

변화 동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 혹은 중요하게 

간직하고 싶은 무언가와 연결되는 어떤 경험을 할 때 건설적인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 동기강화상담에서 변화 동기는 의지, 능력, 준비도의 

세 가지 주요한 요소로 표현된다. 의지는 변화의 중요성(importance)을 

말하며 얼마나 변화를 원하는가, 변화 의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현재와 목적 사이의 부조화 정도와 관련이 있다. 능력은 

변화에 한 자신감(confidence)을 말하며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이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상자의 변화에 한 

중요성과 자신감으로 동기화된 정도를 드러내는데 중요성과 자신감이 

높을수록 변화 준비(readiness)가 높다고 판단한다(Mason & But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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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Miller & Rollnick, 2007; Miller & Tonigan, 1996).  

동기강화상담에서는 공감 표현하기, 불일치감 만들기, 논쟁 피하기, 

저항과 함께 구르기, 자기효능감 지지하기를 주요원리(Principle)로 

활용한다(Miller & Rollnick, 2002). 상자는 자신의 가치나 목표와 

현재의 행동 사이에 불일치감을 확인하면서 부조화를 해소하고 싶은 

욕구가 나타나게 된다. 상자가 변화에 한 저항을 보일 때 저항을 

저지하거나 교정하려 하지 않고 옳고 그름에 한 논쟁도 피하도록 한다. 

자기효능감을 지지하기 위해 상자로 하여금 행동 변화를 시도해 

보았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거나 상자가 성취했다고 느끼는 작은 

변화에 초점을 두고 화를 한다. 작은 변화는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다른 변화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Bandura, 1977; 

Capuzzi & Stauffer, 2013).  

상자와 화에서 사용되는 전략은 초기 열린 질문하기, 반영적 

경청하기, 인정해주기, 요약해주기, 변화 화(Change talk) 이끌기이다. 

상자에게 개방적 질문을 하면서 요구를 확인하고 주제 차트 중에서 

화 주제를 상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상자의 가치 영역을 확인한다. 

중재자는 화 중 반영적 경청을 통해 환자 스스로 변화 화를 하도록 

한다. 변화 화는 변화에 한 바램, 변화 능력, 변화 이유, 변화 

필요성 등으로 표현된다(Capuzzi & Stauffer, 2013). 동기강화상담은 

화를 통해 변화 동기를 이끌어내고 변화 화를 상자 스스로 만들게 

한다. 변화의 중요성과 변화에 한 자신감으로 표현되는 준비도는 행동 

변화에서 동기화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점수로 평가하고“왜 더 높거나 

낮은 점수가 아닌 그 점수를 주었는 지와 어떻게 하면 그 점수를 더 

높일 수 있는지”물어볼 수 있다. 혹은 현재 자신의 행동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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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고 싫어하는 부분을 물어보거나, 변화를 통해 무엇을 얻고 

잃는지를 탐색해보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이것은 변화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 뿐 아니라 상자 스스로 변화 화를 끌어내는 

좋은 기회가 된다(Capuzzi & Stauffer, 2013; Mason & Butler, 2010). 

상자가 변화 화를 시작하면 스스로 행동 변화 목표를 만들게 하고 

상담자는 목표 달성 결과를 확인하고 도움 요청 시 정보 교환하기와 

피드백 주기를 한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공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였는 지 확인하여 상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상담자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효과가 있다(Miller & Rollnick, 2002; Shumaker et al., 

2009). 

 

2) 건강 영역에서의 동기강화상담을 적용한 선행 연구 

동기강화상담은 알코올이나 흡연, 약물 중독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최근 당뇨나 심혈관 질환, 고혈압, AIDS, 비만 등의 신체적 

건강 영역으로 확 되어 활용되어 건강 행위 변화,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지표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Armstrong et al., 2011; Britt et al., 

2004; Knight et al., 2006; Lundahl et al., 2010; Martins & McNeil, 

2009; Rubak, Sandboek, et al., 2005). 동기강화상담은 다양한 

상자에서 행위 변화를 목표로 하는 중재 방법으로 선택되어 1~6회기 

정도 중재 적용 후 변화의 단계, 변화의 동기가 증진되었고 금연, 식이 

수행, 운동 행위, 혈당 측정 행위, 투약 이행, 식이 일지 쓰기 등의 행위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Britt et al., 2004; Heckman, Egleston, & 

Hofmann, 2010; Knight et al., 2006; Lundahl et al., 2010; Marti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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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eil, 2009; Miller & Rollnick, 2002; Rubak, Sandboek, et al., 2005).  

체계적 분석을 통해 동기강화상담이 건강 결과인 생리적 지표와 

사회심리적 지표의 개선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측정된 생리적 

지표로는 관상동맥질환 위험 요소, 혈당 조절 정도, 체중, 체질량지수, 

혈압, 콜레스테롤 등이 있다(Armstrong et al., 2011; Rubak, Sandbaek, 

et al., 2005). 최근에는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들을 상자로 생활습관 변화와 체중 조절 등 

전반적인 자기 관리를 위해 활용되어 생리적 지표 개선과 더불어 변화 

단계, 변화 동기 증진, 긍정적 심리 변화 등의 결과를 

확인하였다(Gregory & Channon, 2009; Hardcastle et al., 2013; 

Lakerveld et al., 2013; Lundahl et al., 2010; Ogedegbe et al., 2013). 

국내에서도 심혈관 질환 상자의 자기관리 행위 증진을 위한 중재로 

개별 동기강화상담을 활용한 결과(강경자 & 송미순, 2010) 건강동기, 

변화 단계, 건강 행위 점수가 높아지고 관상동맥질환 위험요인 점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었다.  

동기강화상담은 다른 행동 중재 요법과 함께 복합 중재로 

사용되거나 MET(motivational enhancement therapy)처럼 

동기강화상담에 사정과 피드백을 포함하여 변형된 형태로 임상에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동기강화상담은 맞춤형 유인물(tailored print 

communication)을 제공하든지, 짧은 전화 통화(brief telephone-based 

motivational interviewing)로 전달될 수도 있다(Miller, Zweben, 

DiClemente, & Rychtarik, 1992; Miller & Rollnick, 2002; Miller & 

Sovereign, 1989; Rollnick, Heather, Gold, & Hall, 1992). 

동기강화상담의 효과는 개인별 피드백 유무나 전달 시간, 전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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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유무, 문화적 특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Lundahl et al., 

2010) 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Tse et al., 2013). 

최근에는 생활 습관 중에서도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동기강화상담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청소년의 비만을 비롯하여 만성 신부전 

노인 상자에게 적용하거나(Brodie & Inoue, 2005) 암환자(Bennett et 

al., 2007), 고혈압 환자(Sjoling et al., 2011), 심혈관 질환 위험군 

(Hardcastle, Taylor, Bailey, & Castle, 2008; Hardcastle et al., 2013; 

Moyer, 2012) 등 다양한 집단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동기강화상담을 

적용하여 신체활동 시간, 운동 자기효능감 증가와 더불어 혈압, 맥박,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에너지소비량 등의 건강 지표 개선의 

효과를 확인하였다(Bennett et al., 2007; Brodie & Inoue, 2005; 

Martins & McNeil, 2009; Sjoling et al., 2011). 지역사회의 만성 통증이 

있는 노인에게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8 주간 동기강화상담과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신체활동 증진과 통증 조절, 기동성 향상, 통증에 

한 자기효능감, 행복감 증진에 효과를 확인한 연구(Tse et al., 

2013)도 있었다. 이러한 동기강화상담 관련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개별 상 동기강화상담은 일반적 건강행위 변화뿐 아니라 신체활동 

증진에도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3) 집단 동기강화상담 전략 

전통적으로 동기강화상담은 개별 접근 형태지만 의료 현장이나 간호 

실무에서 활용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고 지시적 상담자의 역할을 

해오던 의료인들이 이런 상담의 형태를 수용하기에는 상자에게 

제공해주는 정보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실무 적용에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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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Miller & Beech, 2009; Rollnick et al, 2009). 

동기강화상담의 충실성을 유지하면서 의료 현장의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과 전략이 필요하다(Miller & Beech, 2009; Moore et al., 

2012). 표적 상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권장되는 집단 중재는 

참여자들에게 역할 연습의 기회와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준다. 집단 형태의 중재는 운동과 같은 행위에 시너지 

효과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Brinson et al., 2013). 집단 

동기강화상담(Group MI) 전략은 개별 동기강화상담과 집단 활동의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되므로 비용 효과적이고, 집단원 간의 상호 작용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iller & Rollnick, 2002). 집단 

동기강화상담에서는 동기강화상담의 충실도를 유지하면서 집단 상황 

맥락에서 실시하여 이질적인 집단 구성원들 속에서 상담이 효과가 

있도록 구조화된 중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 동기강화상담은 

다양한 변화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Fields, 2010). 진행자는 집단 내 화, 집단 응집력, 또래의 영향 

등의 집단 역동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다른 경험들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상자들의 요구에 동시에 반응을 해주어야 

한다(D'Amico, Osilla, & Hunter, 2010; Shumaker et al., 2009). 집단 

동기강화상담은 집단 교육 전에 시행하면 상자 개별 상태에 한 

사정도 되고 원하는 교육을 파악하여 필요한 교육만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집단 상담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집단 

활동 후 개별적 상담(feedback) 시간이 필요하다. 집단 동기강화상담도 

지금까지는 주로 중독 치료에서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청소년의 알코올과 

약물 사용, 금연 증진을 위해 집단 동기강화상담이 개발되었다(하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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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희, 2012; D'Amico et al., 2010; Harris et al., 2010; W. R. Miller 

& Rollnick, 2002; Shumaker et al., 2009). 그러나 아직 중독 영역 외에 

집단 동기강화상담을 적용한 중재 연구가 많지 않고 노인을 상으로 

복합 중재 형태로 개발된 집단 동기강화상담 프로그램(Brinson et al., 

2013; Tse et al., 2013)이 있으나 노인을 상으로 집단 

동기강화상담만을 적용한 연구 많지 않다(Moore et al., 2012; Sjoling et 

al., 2011).  

 
이상의 문헌들로 볼 때 노인의 신체활동은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과 

삶의 질을 증진시켜 주는 요소로 건강관리자들은 노인의 신체활동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건강관리자들이 노인 상자에게 신체활동에 한 상담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교육 위주의 지역사회 건강 

프로그램은 상자 스스로 질병과 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상자의 

의지나 능력을 동기화시키지 못하여 결국, 상자의 행위 변화를 만드는 

데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노인을 상으로 신체활동 처방과 

중재 시에는 노인 자신을 동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노인들의 요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 동기강화상담에서도 상자를 동기화시키는 전략과 더불어 개별적 

목표량 설정과 추후 상담 등으로 상자 개인에게 안내와 지지를 

해주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신체활동이 부족한 노인 상자에게 집단 

형태의 동기강화상담을 적용하면 상자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동시에 건강 관련 실무자에게는 시간적, 기술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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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및 가설 

 

1. 범이론적 모형과 동기강화상담 

동기강화상은 주로 범이론적 모형에 기반하여 이론화된 기법이다. 

동기강화상담에서는 동기화된 정도가 변화 단계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Capuzzi & Stauffer, 2013). 변화 단계 개념은 중재를 통해 행위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고 상자가 건강 행위 변화를 

어떻게 선택하는 지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Prochaska & Velicer, 

1997).    

범이론적 모형(Transtheoretical model: TTM)은 Prochaska와 

DiClemente에 의해 1983년에 개발되었다. Janis & Mann의 의사결정 

균형이론(1977),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1977; 1986) 등 사회 심

리적 이론으로부터 개발하여 ‘ 범이론적 모형 ’ 이라고 명명하였다 

(Bandura, 1977; Janis & Mann, 1977). 행위 변화는 변화의 단계 

(Stages of Change)와 함께 행위에 한 의사결정 균형과 자기효능감을 

동기 요소로 사용하며 변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Prochaska & Diclemente, 1983). 범이론적 모형은 알코올 중독과 약

물 남용, 불안과 공포 장애, 비행, 섭식 장애와 비만, AIDS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개념틀로 적용되어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지지되었다(김춘자, 

2001, 2006; 전영자 et al., 2000; Houde & Melillo, 2000; Prochaska 

& Velicer, 1997).  

행위 변화의 5 단계는 준비 정도에 따라 6 개월 내에 어떤 행위 

변화를 할 의도가 없는 숙고 전(precontemplation), 변화의 장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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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인식하였으나 갈등 속에서 변화에 한 생각만 하고 있는 숙고 

(contemplation), 1 개월 이내에 행동 변화를 해야겠다고 계획하고 

의지를 다지는 준비(preparation), 변화를 시작한 지 6 개월 미만인 

실행(action), 변화 행위를 6 개월 이상 지속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하는 유지(maintenance)의 불연속적인 단계들로 상호 배타적이 

라고 전제한다(Prochaska & DiClemente, 1992). 범이론적 모형에 

의하면 건강관리자는 상자에게 지속적으로 동기와 자신감을 강화시켜 

주어 변화를 시작한 상자가 다음 단계로 진행해 가고,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그 행위를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Prochaska, 2008).  

신체활동의 변화 단계를 변화시키는 상담 전략은 동기강화상담의 

화 전략과도 유사하다. 동기강화상담에서 변화 단계는 중재자가 상 

자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음 단계 

목표를 마련해준다. 예를 들어, 준비도가 낮은 상자에게 신체활동의 

이득 에 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단기적인 이득을 강조할 수 있다. 

준비가 된 상자를 행동 단계로 이동하게 하려고 장애 요인 사정과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는 것이나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을 

강화시켜주거나 실천 방법에 해 화하는 전략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변화를 스스로 감시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칭찬과 강화 등을 줄 수 있다. 또한 유지 단계에 있는 상자는 다른 

상자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실천 가능한 장기적 목표를 

정하도록 상담한다(전영자 외, 2000; Burbank, 2001; Capuzzi & 

Stauffer, 2013; Kelly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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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범이론적 모형과 동기강화상담의 이론적 기틀에서 

행위 변화에 필요한 동기 요소, 행위 변화, 건강 결과라는 구성 

요소로부터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동기 요소로는 

신체활동의 변화 단계,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이 포함된다.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집단 동기강화상담의 집단 활동과 정보 교환, 목표 설정 

등의 활동을 통해 상자의 동기 요소를 증진시키게 된다. 신체활동에 

한 동기 요소가 증가되면 행위 변화를 결심하고 실제 신체활동량 

변화로 나타난다. 건강행위 변화는 건강 결과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건강 결과는 단기적, 장기적 건강 지표 변화를 만든다. 단기적 건강 

지표는 체구성과 체력, 우울, 만성 증상을 지표로 확인한다. 장기적 건강 

지표는 궁극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Figure 

1).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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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가설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토 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도출하였다. 

실험군은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집단 동기강화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자이며 조군은 일반적 건강 상담을 1회 받은 상자이다.   

 

가설 1.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신체활동에 한 동기 요소가  

높을 것이다. 

부가설 1-1.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신체활동 변화 단계가 높을 

것이다.  

부가설 1-2.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행위 변화가 증가할 것이다. 

부가설 2-1.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신체활동량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단기적 건강 지표가 개선될 

것이다. 

부가설 3-1.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체성분 지표가 개선될 것이 

다. 

부가설 3-2.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체력 지표가 개선될 것이다.  

부가설 3-3.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우울이 개선될 것이다.  

부가설 3-4.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만성 증상이 개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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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가설 4.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장기적 건강 지표가 개선될 

것이다. 

    부가설 4-1.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가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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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집단 동기강화상담(G-MIPA)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집단 동기강화상담 

(Group Motivational Interviewing for Physical activity: G-MIPA)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범이론적 모형과 동기강화상담을 건강 행동 

중재와 평가를 위한 이론으로 적용하였고 프로그램 목표를 정하고 중재 

내용을 구성하고 전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Intervention 

Mapping(IM) model 을 활용하였다.  

 

1) Intervention Mapping 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IM은 건강관리자가 실무에서 중재 프로그램의 행위 목표를 정하고 

중재 전달 방법과 실행 계획과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론이나 문헌, 상자 요구를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 지침이 

된다. IM은 총 6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는 문제와 요구를 찾아내는 

요구도 조사를 하고 2~4단계는 중재 개발 단계에 해당된다. 

2단계에서는 목표 구성표(Program objective matrices)를 작성하게 

되고 3단계에서는 이론 기반 중재 방법 및 전략을 선정한다. 

4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자료와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검토한다.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평가를 계획하는 5~6단계를 

거친다(Bartholomew, Parcel, Kok, Gottlieb, & Fernandez, 2011)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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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 Program development flow using Intervention Mapping steps and tasks 
(Bartholomew et al, 2011) 

 

 

IM은 복잡한 중재나 다중 수준(multilevel) 접근의 프로그램 

개발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개인, 기관, 지역사회 등 생태학적인 

수준으로 중재 상을 설정할 수 있다. IM은 신체활동 증진(Kloek, van 

Lenthe, van Nierop, Schrijvers, & Mackenbach, 2006)이나 고혈압 

조절(L. K. Bartholomew et al., 2009)을 비롯하여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용되었다(L. Bartholomew et al., 2011).  

 
 

Step 1 establish a participatory planning group
Needs assessment conduct the needs assessment

assess community capacity
specify program goals for health and quality of life

Step 2 state outcomes for behavior change
Matrices state performance objectives

select important and changeable determinants
creat a matrix of change objectives

Step 3 generate program ideas with the planning group
identify theoretical methods
choose program methods
select or design practical applications

Step 4 consult intended participants and implementers
Intervention program creat program themes, scope, sequence, and materials list

prepare design documents
Evaluation review available program materials

draft program materials and protocols
produce materials and protocols

Step 5 identify potential adoptors and implementers
reevaluate the planning group
state program use outcomes and performance objectives
specify determinants for adoption and implementation
create a matix of chage objecitves
select methods and practical applications
design interventions for adoption and implementation

Step 6 review the program logic model
Evaluation plan effect evaluation plan

process evaluation plan
develop indicators and measures
specify evaluation design

Theory-based intervention
methods and prctical
applications

Adoption and
implementation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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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요구도 분석을 위한 현장 조사 및 문헌 조사, 노인 

복지관 담당자 면담, 목표 상자의 요구도 파악 

   프로그램 기획 전 상 노인 복지관 담당 간호사와 행정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해당 복지관의 인력 상태, 노인들의 

구성이나 질병 상태, 프로그램 참여 상태, 진행 상의 주의점을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상자 요구를 파악하였다. 요구 사항은 

면담을 통해 목표 상자의 요구도 확인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 

정도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였다. 목표 상자들을 

상으로 한 면담에서는 현재 신체활동 실천 현황과 실천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해 파악하였다. 이 결과를 사전 조사 문항을 

만들고 중재 전략과 제공할 정보 제공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하였다.  

 
(2) 2단계: 프로그램 구성표 작성 

IM 프로토콜에서는 다양한 구성표(matrix)를 만들게 되는데, 

변화시키고자 하는 건강 행동 결과 목표를 정한 후 행동 결정 요소

(determinants)를 찾는다. 행동 결정 요소들은 수행 목표

(performance objectives)와 행렬로 놓고 이때 만들어지는 칸에는 

변화 목표(change objectives)들로 채워지며 변화 목표는 구체적인 

중재 전략과 범위의 지침이 된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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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ample of goal, dimension, and determinants of matrix 

 

2) 집단 동기강화상담 프로그램 구성 근거 

본 연구의 G-MIPA의 개발은 집단 동기강화상담 매뉴얼

(Resolving Patient Ambivalence, Ann Fields, MSE, CADC Ⅲ) (Fields, 2010)

에 제시된 구성과 진행 프로토콜에 기초하였다. 양가감정 해결 모델에 

기반한 위 매뉴얼은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오리엔테이션, 감정, 이득과 

손실, 가치관, 비전 발표를 주제로 1주 간격 5회기를 기본으로 한다. 매 

회 프로그램 진행은 매뉴얼에 포함된 집단 규정, 자가 평가, 변화 단계, 

삶의 가치 영역, 자유 감정, 안 활동 메뉴, 이득과 손실, 비면 연습 등

의 집단 활동지와 유인물을 활용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 변화 행위는 신체활동 증진이었고 신체활동의 행위 

변화를 위해 자기관리 전략을 선택하였다. 본 내용은 Lorig 등이 개발한 

만성 질환자의 자기관리 매뉴얼(Lorig et al., 1994)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가관리를 통한 건강 생활 프로젝트’의 자기관리 변화 목표의 구체

적 전략으로 선택하였다. 자기관리 전략으로는 자기관리 행위를 방해하

Performanace
Objectives

1 : 정보
(imformation)

2: 결과 기
(outcome
expectation)

3 : 의사결정 균형
(Decisional
balance)

4 : 자기 효능감
(self efficacy)

5: 자기조절/기술
(skills)

수행 목표 1
변화목표 1.1
(change objective)

변화목표 1.2
(change objective)

변화목표 1.3
(change objective)

변화목표 1.3
(change objective)

변화목표 1.3
(change objective)

수행 목표 2
변화목표 2.1
(change objective)

변화목표 2.2
(change objective)

변화목표 2.3
(change objective)

변화목표 2.3
(change objective)

변화목표 2.3
(change objective)

수행 목표 3
변화목표 3.1
(change objective)

변화목표 3.2
(change objective)

변화목표 3.3
(change objective)

변화목표 3.3
(change objective)

변화목표 3.3
(change objective)

수행 목표 4
변화목표 4.1
(change objective)

변화목표 4.2
(change objective)

변화목표 4.3
(change objective)

변화목표 4.3
(change objective)

변화목표 4.3
(change objective)

결과 목표: 신체활동량 증가

상 층위 : 65세 이상 노인 - 개인적 차원(personal dimension) 

내적 결정 요인 (Personal Determi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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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을 스스로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과 실제 신체활동을 증진

하는 기술과 방법이 포함된다. 신체활동 실천과 행위 유지를 위해서는 

목표 설정과 실천 전략, 자가 평가 부분이 집단 중재 전략과 개별 피드

백 부분 중재로 포함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문맹이나 학습 능력

이 저하된 상자에게 기존 매뉴얼을 그 로 활용하였을 경우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노인 상담 방법(Niederehe, 1996; 이장호 

& 김영경, 2013)과 학습 능력이 저하된 상자를 위한 중재 전달(Doak, 

Doak, & Root, 1996; 정여주, 2006)을 참고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

다. 이로서 각 회기 집단 상담에 감정을 읽어주고 감정을 해소하고 자아 

통합이 될 수 있는 상담이 되도록 매 번 모임에서 긍정하기, 자신의 모

습 돌아보기 등을 중재 초기 전략으로 추가하였고 글자를 읽기 힘들어 

하는 상자를 위해 게임이나 그림 그리기, 풍선 터뜨리기, 그림으로 표

현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집단 상담 전·후로 이해도를 확인하고 매 

회기 이전 회기 내용과 당 회 회기 내용을 반복 요약해 주었다.     

  

3) 프로그램 전달 전략  

모든 상담 세션의 중요 기술은 동기강화상담 기술을 활용하며 

동기강화상담 기술훈련 실무자 워크북(Rosengren, 2012)과 집단 

동기강화상담 매뉴얼을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개방적 질문과 경청, 공감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양감 감정을 확인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정보 

제공과 안내 및 피드백을 주며, 변화에 한 중요성과 자신감, 변화의 

단계를 확인하고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기술을 제공하였다. 진행자는 

상자와 신뢰감 형성, 변화 동기 만들기, 자기효능감 지지와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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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 변화 촉진자로써 역할을 수행하면서 집단 역동을 만들어 내도록 

한다. 그룹 구성원간 자유토론으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문제 해결을 

하도록 안내하면서 스스로 목표 설정과 실천 전략을 만들고 이를 집단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매 회기 상담 마지막에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주고 과제를 확인하였다. 집단 동기강화상담 매뉴얼과 매 회기 

주제에 따라 유인물을 제작하여 상자들에게 제공하여 집단 상담 중에 

활용하였고 상자의 기호와 토론 내용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신체활동 

증진 방법과 전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집단 동기강화상담의 각 회기 별 진행 시나리오와 질문은 프로그램 

목표와 주제에 따라 개발하였다. 각 회기 별 집단 동기강화상담의 내용 

구성과 진행 순서는 오리엔테이션, 변화 단계 확인하기, 변화에 한 

자신감과 중요도 확인하기, 삶의 영향 영역과 변화 저항 감정 확인하기, 

신체활동에 한 이득과 손실, 가치관 목록 정하기, 변화에 한 감정 

확인하기, 장애 처 방법에 한 생각, 자신의 비전 발표하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4) 프로그램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  

(1) 연구자의 준비  

동기강화상담은 노인전문간호사인 본 연구자 1인이 직접 전체 

회기를 제공하였다. 한 명의 중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므로 중재 

내용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동기강화상담 진행을 위해 

동기강화상담 전문가로부터 4회 이상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간호 학 학원과정의 중독 상담 과목을 이수하였고 4시간 한국 

동기강화상담 전문가 세미나(Korean-MI Network Trainer)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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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참석하였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노인을 상으로 하는 

자기관리 중재 교육 프로그램에서 6개월 간 집단 동기강화상담을 

진행하였다. 

 

(2) 집단 활동지 제작 및 전문가 평가 

동기강화상담 집단 활동지와 진행자 매뉴얼을 개발하여 

동기강화상담 전문가이자 노인 상 전공 간호 학 교수 1 인에게 

평가를 받았다. 

 
5) 프로그램 평가 방법 

본 집단 동기강화상담은 노인을 상으로 처음 개발된 내용으로 

연구자의 과정 평가와 상자 평가를 시행하였다. 상자 평가는 매 

회기 별 만족도 평가와 마지막 회기 후 프로그램에 한 전체 만족도, 

출석률로 평가하였다. 연구자는 정확한 중재를 위한 프로토콜을 

매뉴얼로 준비하였고 연구자 스스로 매 회기 계획 로 진행되었는 지 

체크리스트로 평가하였다. 또한 중재과정 전체를 녹음하고 기록하여 

계획했던 로 진행되는지 점검하였다. 행위변화에 한 상자의 반응, 

이해 정도를 중재 적용 직후 확인하였다. 그 외 전체 참여 상자들의 

집담회를 통해 구두 평가와 출석률과 탈락자 분석 등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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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된 집단 동기강화상담(G-MIPA)의 효과 검정 

1) 연구 설계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집단 동기강화상담의 효과 검정을 위한 연구 

설계는 상자를 조군과 실험군으로 무작위 배정하는 임상시험 연구이

다(Randomized Controlled Trial design). 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자들을

실험군과 조군에 무작위 배정하고 상자와 자료수집원을 이중 눈가림

하여(double blinded)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는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집단 동기강화상담(G-

MIPA)이고 종속변수 즉, 결과 변수는 변화 단계와 신체활동 자기효능

감, 신체활동량, 신체 구성 지표, 신체 기능 지표, 우울, 만성 증상과 더

불어 건강 관련 삶의 질이다(Table 1). 

 

Table 1. Study Design for Test of Effectiveness of G-MIPA 

Group 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Intervention Group E1 Y1     X E2(8wks)  

Control Group C1 Y2 C2(8wks) Y1 

Note. X=6 weekly G-MIPA, Y1=individual physical activity coaching, Y2=Usual individual 
counselling for health(at the 1st week) 
C1,E1,C2,E2=measurement of variables(general and health characteristic, stages of change, self-
efficacy, physical activity level, body composition, fitness, quality of life, depression) 
 

 

2) 연구 상자 

필요한 표본 수를 추정하기 위해 G-power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표본 크기 산정을 위해서 t-test에 필요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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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력 분석 시행 방식을 적용하였다. 유의수준(α) 0.05, 양측검정, 

검정력(1-β) 0.8, 효과 크기(f) 0.5일 때, 두 집단 중재 연구에서 

실험군과 조군 각 23명 이상이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는 서울시내 일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 중인 65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 중에서 현재 건강이나 체력 증진을 위해 적정한 

신체활동량을 달성하고 있지 않거나 신체활동량이 적정하여도 비만한 

상자이었다. G-MIPA는 근골격계 움직임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으로 근골격계 통증이 심하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심혈관계 질환 급성기여서 안정하도록 의사로부터 권고를 받은 상자는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어 상자에서 제외되었다. 

 
(1)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자 

 IPAQ으로 측정한 신체활동 중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이 일주일 

150분을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자  

 신체활동량이 적정하여도 체성분 검사상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판정된 자 

 
(2) 제외기준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자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으로 신체활동이 금기인 자 

 감각지각 장애가 심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자 

 MMSE-K 24점 미만으로 인지 장애가 의심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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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는 상자 모집과 집단 배정 과정을 모식화한 것이다.  

상자 모집을 위해 중재 시작 전 노인복지관 내 게시판에 신체활동에 

관한 교육과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명회 참석자에게 신체활동량, 운동 수행 평가, 체성분 검사, 

인지기능 정도, 신체 기능 장애 유무,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현재 유병 

질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에 한 요구도 등을 설문지로 조사하고 

동시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았다. 프로그램 설명회에 총 67명이 

참석하여 전원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설명회에서 자료 

수집원에게 선별 기준표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상자를 

선별하였다. 뇌병변 등으로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1명을 포함하여 

집단활동이 불가한 상자 3명과 MMSE-K 기준 점수 미달인 2명, 

급성 심혈관 질환과 심박동기 유지 등으로 신체활동 금기 처방을 받은 

2명, 신체활동량이 높고 비만이 없는 7명으로 총 14명이 제외 기준에 

속하여 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선별된 상자 53명에게 사전 조사 

참석 통보를 위해 전화로 연락을 취했을 때 팔 골절 부상과 건강 상의 

이유로 2명은 참여 신청을 취소하였고 신청서에 연락처가 누락되거나 

전화 연락이 되지 않은 4명도 추가 탈락하여서 최종 47명의 상자가 

사전 검사에 참여하였다. 무작위 배정을 위해 설명회 참석자들을 입장 

순서 로 사전 제작된 번호표를 순서 로 나누어주어 일련번호로 

사용하였다. 사전 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상자를 자료 수집 전에 SPSS 

프로그램의 케이스의 무작위 표본 추출을 이용하여 실험군에 23명, 

조군에 24명씩 무작위 배정하였다. 상자와 자료수집원은 누가 어떤 

집단에 배정되었는 지 이중 눈가림된 상태 (double blinded)로 자료수집 

하였다. 실험군은 전원 5회기 이상 집단 상담 회기와 사후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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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여 탈락자가 없었고, 조군 중 1명이 팔목 골절 부상으로 

탈락하여(탈락률 4.2%) 총 46명의 상자가 8주 후 사후 조사에 

참석하였고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Figure 4. Flow diagram for identification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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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담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성별, 연령, 동거 가족, 이전 직업, 학력, 경제적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력, 복용하고 있는 약물, 기능 손상이나 

신체 장애, 피로감, 통증, 수면 만족도, 낙상 경험 등의 건강과 신체 

증상 특성이 포함되었다. 또한 건강 행위 관련 특성으로 음주, 흡연, 

약물 이행, 식습관 등을 조사하였다. 만성질환으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퇴행성 관절염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또한 

인지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를 사용하여 24점 이상을 

정상으로 판단하며 무학인 경우 점수 교정법에 따라 지남력에서 1점, 

계산에서 2점, 언어기능에서 1점 범위 내에서 감점된 점수를 

보정하여 총합 점수를 산출하였다.  

 

(2)  신체활동 변화 단계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 변화 단계는 TTM의 신체활동에 한 5

단계의 변화 단계(Stages of change for physical activity)로 설명된

다. 각 신체활동 강도 별로 앞으로 상자가 규칙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 지를‘전혀 할 생각이 없다.’‘하고 싶기는 하나 당장 시작할 

계획은 없다.’‘한달 내로 곧 시작할 것이다.’‘최근에 신체활동을 

시작하였다.’‘신체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다.’중 하나로 

답하게 하여 숙고 전 단계(PC), 숙고 단계(C), 준비 단계(P), 행위 

실천단계(A), 유지 단계(M)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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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은 신체활동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한 지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을 지

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를 포함

하여 Marcus 등(1992)이 개발한 5문항 5점 시각적 상사화 척도

(Marcus, Selby, Niaura, & Rossi, 1992)를 사용하여 1점 ‘전혀 할 

수 없다’, 5점 ‘확실히 할 수 있다’로 답하게 하여 신체활동에 

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이평숙과 장성옥(2001)이 

운동에 한 자기효능감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5개의 문항을 본 연구

자가 신체활동에 관한 자기효능감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도구 개발 시 Cronbach’s alpha 값은 .8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6이었다. 

 

(4)  신체활동량  

신체활동량은 국제신체활동량 질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도구로 12개국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가 이루어진 보급형 도구이다(Craig et al., 2003). 이 도구는 

지난 7일 동안의 신체활동에 해 신체활동 영역을 일, 교통수단, 

집안일, 여가 시간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신체활동의 강도를 걷기, 

중등도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며, 각 영역 

내 각 강도 별 신체활동의 시간을 분으로 측정하여 도구가 제시하는 

신체활동 시간을 MET-minutes으로 환산하는 공식에 따라 

신체활동의 강도 별로 가중 계수를 곱하여 총 신체활동량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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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질문지는 IPAQ에서 제공하는 자가 보고형 

한국어판 IPAQ 단축형을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신체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였으며, 활동 형태별 1주일간 빈도(day/week)와 

1회 수행 시간(min/day)을 적도록 하였다. 총 신체활동량(MET-

min/week)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걷기 포함 저강도=3.3 Ⅹ시간Ⅹ빈도 

 중등도=4.0 Ⅹ시간Ⅹ빈도 

 고강도=8.0Ⅹ시간Ⅹ빈도 

 총 신체활동량= 저강도 활동량+중등도 활동량+고강도 활동량 

 
(5)  신체 기능  

신체 기능 지표는 체력(fitness)으로도 표현되는 항목이며 유연

성, 평형감, 기동성 등의 신체 기능 상태를 말한다. 유연성은 의자에 

앉아서 앞으로 상체를 숙여서 손끝이 발목에 닿는 지점으로 측정하

고 평형감은 한 발을 들고 양팔을 벌려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시간

을 초 단위로 측정한다. 기동성은 “up and go test”를 이용하여 의

자에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일어서서 10미터 지점까지 갔

다가 돌아와서 다시 의자에 앉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며 10초 이내

에 돌아오면 정상으로 간주한다. 0.001초 단위로 측정되는 전자 스

톱워치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시범과 준비의 시간을 두고 각 2회 측

정하여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Medicine., 2010).  

 

(6)  신체 구성 

신체 구성(components) 지표는 신장(cm), 체질량 지수(kg/m²), 

허리둘레(cm), 엉덩이둘레(cm), 체중(kg) 등을 신체 계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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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신장 측정은 연구 장소인 노인복지관 내 자동 신장 

측정기(동산제닉스 DS-102)로 정수리에서 발뒤꿈치 끝까지의 

길이(cm)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측정하였다. 체중과 체질량 

지수는 체성분 측정기(바이오스페이스의 Inbody)로 측정하였고 

지방량(kg), 근육량(kg), 체지방률(%)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만 유무는 체성분 측정 기기로 측정된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의 교차점의 위치로 확인하였다. 허리둘레는 상자가 선 

자세에서 배꼽 위치에서 줄자를 수평으로 복부 주변을 둘러 

측정하였다. 측정자는 상자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 다음 편안한 

상태에서 얇은 옷 위를 줄자가 복부를 누르지 않게 하여 잡고 

측정하였다. 엉덩이 둘레는 전자 부위에서 수평으로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사전 사후 측정이 같은 측정자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측정 값은 센티미터로 산출하였다. 허리 엉덩이 

둘레 비율은 허리 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눈 값을 말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였다.  

 

(7)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 정도는 한국어판 노인성 우울 단축형 척도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조맹제 외, 1999)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전체 15문항으로 예, 아니오의 이분형 척도로 

측정하며 응답한 답 중 가중되는 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다고 판정하며 총점 10점 이상인 

경우 우울로 판정한다. 선행연구에서 한국어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4-.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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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강 관련 삶의 질 

본 연구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은 EQ-5D-3L로 평가하였다. 

1987년 EuroQol group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상자의 건강 상태 

및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불안/우울에 관한 5개의 영역에 해 전혀 문제 없음, 

부분적으로 문제 있음, 심하게 문제 있음 형태로 답한다(Hurst, 

Kind, Ruta, Hunter, & Stubbings, 1997). 성상석 외(2004)가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KEQ-5D를 사용하여 다양한 만성 질환자에게 

사용하여 류머티즘, 당뇨병, 고혈압 환자에게 유용성을 검정하였다 

(성상석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EuroQol에서 한국어 표준 

판으로 제공한 EQ-5D-3L과 EQ-VAS를 이용하였다. EQ-VAS는 

온도계 모양의 세로 시각적 상사 척도로 0~100까지 사이의 숫자에 

상자가 표시할 수 있게 고안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EQ-5D-

3L의 Cronbach’s alpha = .67이었다. 

 

4) 연구 진행 및 자료 수집 절차  

(1)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앞서 해당 노인복지관의 승인을 받고 

서울 학교 간호 학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of Board)의 승인(승인번호: 2013-41)을 받은 후 자료 수집과 

중재를 시행하였다. 사전 조사에 출석한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내용, 자료의 비 보장 및 연구 완료 후 폐기, 참여 중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을 구두와 서면을 통해 설명하고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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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동일한 동의서의 사본을 

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상자에게 연구 과정에 해 여러 번 설명 

후 연구자의 연락처를 개별적으로 제공하였다.  

 

(2) 상자 집단 배정 

프로그램 설명회 참석자에게 참여 신청서를 받고 자료 수집원이 

연구 상자 선정, 제외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상자를 

선별하고 사전 검사 참석을 권유하였다. 참석자들을 자료 수집 전에 

실험군에 23명, 조군에 24명씩 무작위 배정하고 상자와 

자료수집원을 이중 눈가림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3) 집단 동기강화상담 프로그램 적용 

실험군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1회기 개별 신체활동 증진 

상담과 6회기 집단 상담이다. 실험군에게는 본 연구자가 검사 

결과와 신체 기능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해 개별적인 상담을 

제공하였다. 실험군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집단 

동기강화상담 (Group Motivational Interviewing for Physical 

Activity: G-MIPA) 프로그램은 기존 집단 동기강화상담 진행 

프로토콜을 따라 전체 6회기를 제공하며 매 회기 다른 주제로 집단 

토론과 피드백, 목표 설정, 전략 구성, 토론, 요약 형태로 진행하며 

마무리 시간에 1주간 활동 일지 및 과제를 설명하였다. 각 회기는 

어르신들의 집중력 등을 고려하여 1시간 10분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순서는 집단 역동에 따라 토론 내용이나 

순서가 약간씩 달라졌으나 부분 프로토콜을 따랐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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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임을 고려하여 집단 활동 후 개별 피드백 시간을 매 

회기마다 가졌다. 집단 구성 인원은 각 6명이며 가능한 결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담회는 1주일 중 두 개의 요일, 각 2개 

집단으로 총 4개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6회기 집담회 후 

가장 결석이 많았던 회기를 1회 추가 시행하였다. 이후 일주일 

동안 개별 신체활동을 한 후 8주 후 사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매 회기 전체 진행은 노인전문간호사이자 동기강화상담 

전문가인 본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문답식으로 진행되는 상담 

과정을 위하여 어르신들에게 보청기와 안경 등을 활용하여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상자의 학력과 감각지각 

능력을 고려하여 가능한 유인물을 줄이고 그림을 많이 활용하며 

발표의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하였다. 노인 상자에 맞게 가능한 

프로그램 진행 속도를 늦추며 목소리 크기를 적절히 조절하였다. 

집단 상담 장소와 프로그램 진행 시간을 참여가 용이하도록 복지관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택하였다. 집단 장소는 책상과 의자가 

갖추어진 30인 정도 수용 가능한 밝은 강의실이었다. 집단 활동지 

배부와 출석 체크 등을 위해 보조 진행자를 1명 이상 두었다.  

조군에게는 사전 조사 후 개별적으로 사전 조사의 검사 

결과에 해 알려주고 학원 석사 과정 중인 간호사 1인이 

일반적인 건강 상담을 통해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해주는 형식으로 

제공하였고 사후 조사 후에 개별 신체활동 증진 상담을 제공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전체 상자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였다. 참여 상자들은 사전 조사에 참석하여 



- 47 - 

설문지를 완성 시 교통비를 지급받았고 사후 조사 후에는 만보계를 

선물로 지급 받았다. 

 

(4) 자료 수집과 측정 시기  

상자와 자료수집자간 맹검을 위해 전, 후 설문 조사와 

체력 검사는 사전 훈련된 자료수집원이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자는 

간호 학 졸업예정자인 4학년생 3명이 담당하였다. 조사 전에 

연구 목적,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에 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상자에게 내용을 읽어주고 

자료수집자가 문항에 표시하므로 사전에 3명의 상자 설문 

내용을 녹음하고 조사자의 설문지 표시가 일치하는 지를 

검정하였다.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에 해서는 설명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사전 조사 시 상자 전원 1주일간 만보계로 자신의 

걸음 수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사후 조사는 사전 조사와 동일한 

지표를 8주 후에 실험군과 조군에서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실험군인 경우 집단 동기강화상담을 4회기 이상 참여하고 사전, 

사후 조사에 모두 참석한 상자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전체 자료 수집 기간은 설명회부터 2013년 6월 18일부터 

2013년 9월 6일까지이었다. 

 

(5) 개별상담 절차 

개별 상담은 상자 전원에게 1회씩 제공되며 사전 신체활동 

수행과 관련된 신체기능과 수행 능력 평가 등을 포함하며 사전에 

파악된 상자의 특성과 변화 단계, 신체활동 방해 요인, 신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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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고 자료를 관리하여 개별 상담을 구성

하게 된다. 1단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2단계에 운동 능력 평가와 3

단계에 신체활동 시범 및 수기 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1.0 for Window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확인하였다.  

(2)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d test, t-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alpha 계수로 분석하였다. 

(4) 정규성 검정 Shapiro Wilk test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5) 중재 후의 실험군과 조군 집단 간의 범주형 변수의 차이 

검정은 사전 측정 값을 공변량으로 처리하고 Chi-squared-test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중재 후 실험군과 조군 간의 균형감과 고강도 신체활동량 

차이 검증은 Mann-Whitney test를 시행하였다. 그 외 연속형 

변수의 집단 간 차이 검정은 사전 값을 공변량 처리하고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7) 중재 전 후 시간에 따른 집단 내 변화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였다. 

(8) 통계적 유의 수준은 양측 검정에서 p<.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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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집단 동기강화상담 (Group 

Motivational Interviewing for Physical Activity: G-MIPA) 

프로그램 개발 

 

1) Intervention Mapping을 이용한 개발과정  

(1) 1 단계: 프로그램 요구도 분석  

요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구성과, 전략, 개별 상담 시에 

활용하기 위해 상 노인 복지관 담당자 면담과 설명회에 참석한 

노인 67명을 상으로 신체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목표 상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주로 직업을 상실하거나 

우울 유병률이 높으며 학력 수준은 다양하고 부분 여성들이었다. 

또한 독거 노인이 많다고 복지관 담당자가 진술하였다. 해당 

복지관은 간호사 1인과 물리치료사 1인이 상주 근무하고 있었으며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외부 강사에 의해 

집단 형태로 일괄 진행되었고 상주하는 운동처방사는 없었다. 해당 

복지관 노인에게 신체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문하였을 때 

29명이 중복 응답한 결과 통증(3명), 기력이 없음(9명), 하기 

싫음(5명), 같이할 친구 없음(1명), 부상에 한 두려움(1명), 시간 

제약(7명), 날씨 제약(3명), 신체 기능 제한(4명) 등이 신체활동 

방해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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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단계: 프로그램 변화 목표, 결정 요인구성표 

결과 목표는 지역사회 노인 개인의 신체활동량 증가이다. 

동기강화상담과 범이론적 모형, 자기관리의 주요 행동 변화 요소에 

한 문헌 고찰을 통해 상자의 신체활동 변화 결정 요인으로 정보, 

결과 기 , 의사결정 균형,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기술 5가지를 

선택하였고 수행 목표는 신체활동 증진의 중요성 인식, 신체활동 

방법과 장애요인 인식, 신체활동 방해요인 극복하기, 신체활동에 

한 자신감 증가, 나에게 적절한 신체활동량 목표와 실천 방법 

정하기, 설정된 계획 실천하기, 문제상황 극복하기, 유지하기 

7가지이다. 수행 목표와 결정 요인으로 만들어지는 56가지의 변화 

목표는 구성표로 작성하였다(부록 4). 

 

(3) 3 단계: 중재 방법과 전략 구성표 작성  

변화 이론을 바탕에 두고 변화해야 할 목표(change 

objectives)에 따라 중재 방법, 전략, 적용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중재 방법을 부록의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다. 

 

(4) 4 단계: 프로그램 회기 별 주제와 구성, 내용 결정 

회기 별 달성해야 할 수행 목표와 그에 따른 활동 내용, 구성, 

제공되는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후 회기 별 진행 

시나리오와 상담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진행 

매뉴얼은 회기 별로 목표, 준비물, 진행 구성표, 시간, 진행자 멘트 

등으로 구성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집단 동기강화상담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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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기관리를 위한 방법과 신체활동 실천 방법으로 실천 목표 

설정과 실천 계획 만들기, 자기 점검을 위한 활동 기록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명상, 자아 통합, 개별 상담 강화 등 노인 상담 

기술이 접목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부록 4). Figure 5는 매 

회기 제공되는 정보와 집단 활동지 목록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5에 포함되었다. 

 

Session Theme Information provided Materials for group work 

1 Orientation 

 pretest 
 stages of change 
 domain of values 
 Importance 
 Confidence 

2 
Emotion, 
Readiness 
for change 

physical activity on health  
Guideline of physical activity activity sheet 
suitable physical activity emotions 

level of physical activity   

3 

Pros & 
cons/ Goal 
and action 

plan 

  pros & cons 

Walking skills activity sheet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y Goal & Plan 

4 Overcome 
barriers 

Physical activity at home overcome barriers 
Barriers of physical activity Goal & plan 
physical activity with safety activity sheet 
  select reward & method 

5 Value 
available resources Goal & plan 
 activity sheet 

6 Vision 
  Goal & plan 

Result sheet of pretest activity sheet 
 vision 

 
Figure 5. List of Information contents and group work in each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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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자의 프로그램 평가  

(1) 실험군 상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와 서술적 평가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를 위해 상자들에게 각 회기 별 도움된 

정도를‘전혀 도움되지 않음’에서 ‘많은 도움이 됨’까지 4점 

척도(1~4점)로 응답하게 하였다. 1회기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 

2회기 만족도 점수 평균 3.69점(13명 응답), 3회기 3.73점(19명 

응답), 4회기 3.9점(10명 응답), 5회기 3.88점(16명 응답), 6회기 

3.8점(10명 응답)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을 끝내고 전체 

프로그램이 나에게 도움된 정도를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을 때 

19명 응답자 평균 3.52점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한 전반적 

만족도를 ‘매우 불만’, ‘불만’, ‘만족’, ‘매우 만족’으로 표시했을 때 

18명 응답자 평균 3.28점이었다. 

     만족도 외에 상자가 주관식으로 서술하여 프로그램을 평가하

게 하였다. 진행자에 한 느낌을 물었을 때 상자들은‘진행자가 

나를 자세하게 관찰한다는 느낌이 있고, 자주 연락해주는 관심이 좋

았다’고 답하였다. 처음 집담회에 참석 했을 때 느낌은‘프로그램 

형식에 한 생소함’과 더불어 ‘관심 있는 주제에 한 기 감 ’ ,

‘다른 사람들의 적응에 한 호기심이 들었다’고 답하였다.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은‘균형, 근육 신체활동과 같은 새로운 신체활동, 집

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신체활동 방법에 한 정보’,‘개별적인 

상담과 조언’ 등이었고,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간 활동 기록지가 숙제처럼 부담스러움’으로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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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군 상자의 출석률   

전체 6회기 중 출석률 100%인 6회 참석자가 17명, 출석률 

83%인 5회 참석자가 6명이었고 사후 조사에는 실험군 23명 중 

탈락자가 없었다.  

 

3) 연구자의 프로그램 운영 관련 과정 평가 

집단 프로그램의 진행은 사전 준비된 프로토콜을 따랐으며 한 집단 

6명으로 구성되었으나 결석자가 있을 경우 4~5명으로 구성되었다. 집단 

활동지와 설명에 한 이해력 정도가 달라서 반복 설명이 필요하였고 시

력 저하로 집단 활동지를 읽기 힘들거나 글쓰기가 힘든 경우 집단 참여

를 높이기 위해 보조 진행자의 도움을 받게 하였다. 노인 상자의 출석 

관리를 위해 하루 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일정을 확인해야만 했다. 정

해진 일정에 모여서 진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더운 날씨나 복지관 행

사 일정과 겹쳤을 때 일정 조정이 힘들었던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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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MIPA 프로그램의 효과  

1)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전 동질성 검정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두 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참여 상자 46명의 평균 연령은 

74.9±5.3세이었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점수는 

평균 27.26±1.9점, 여성 상자가 37명(80.4%)이었고 무학인 

상자가 13명(28.3%), 독거 상태인 상자가 24명(52.2%)이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적 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4명(52.2%)이었으며 현재 생계를 위해 10명이 일을 하고 있었다. 

복수 응답으로 확인한 유병 질환은 고혈압 25명(54.3%), 관절염 

10명(21.7%), 당뇨 9명(19.6%), 지질이상 6명(13.0%), 심혈관 질환 

5명(10.9%) 등이 있었으며,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는 상자가 

91.3%이었다. 음주자가 10명, 흡연자가 3명, 건강을 위해 식이 조절을 

하고 있는 상자가 22명이었다. 사전 조사 결과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과 성별, 경제적 수준, 

교육의 수준은 집단 간 동질하였다. 

 

 

 

 

 

 

 



- 55 - 

Table 2. Homogeneity Tests between the groups at Baseline  

 
Characteristics 

 
Categories  

Int.(n=23) Con.(n=23)  

t/x² 
 

p n(%) or
mean±SD

n(%) or
mean±SD

Age(years)  74.4± 4.88 75.4± 5.68 .341 .562 

Gender Female 18(78.3) 19(82.6) .138 .500 
 Male 5(21.7) 4(17.4)   
Education level None 

Elementary school 
5(21.7)
6(26.1)

8(34.8)
7(30.4)

3.136 .679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university

4(17.4)
8(34.8)

0(0)

2(8.7)
5(21.7)
1(4.3)

  

Living arrangement Living alone 11(47.8) 12(52.2) 7.874 .247 
 couple 8(34.8) 5(21.7)   
 2 generation 2(8.7) 3(13.0)  
 3 generation 2(8.7) 3(13.0)  
Marital status Married 9(39.1) 7(30.4) 3.537 .316 
 Missing/Divorce 14(60.9) 16(68.6)   
Present employment Yes 5(21.7) 5(21.7) 000 1.000 
 No 18(78.3) 18(78.3)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1(4.3)
13(56.5)
9(39.1)

1(4.3)
11(47.8)
11(47.8)

.367 .832 

Alcohol drinking Yes 4(17.4) 6(26.1) .511 .722 
 No 19(82.6) 17(73.9)   
Smoking Yes 2(8.7) 1(4.3) .357 1.000 
 No 21(91.3) 22(95.7)   
Dietary regulation Yes 12(52.2) 10(43.5) .348 .768 
 No 11(47.8) 13(56.5)   
Note. Fisher’s exact test done 
Int=Intervention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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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자의 결과 지표의 사전 동질성 검정  

연구 상자의 사전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 지표의 동질성 검정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실험군과 조군의 1주일간 총 신체활동량은 평균 

1551 METs/week와 1449 METs/week로 실험군이 약간 높았으나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신체활동의 강도 별로는 가벼운 신체활동은 일주일

에 6일 정도 중등도의 신체활동은 일주일에 평균 2.3일 정도 수행하고 

있었다. 평균 복지관에 머무르는 시간은 4.8시간(37명 응답), 수면시간

은 평균 약 7시간이었으며, 하루 중 앉아서 지낸 시간은 평균 4.76시간

(43명 응답)으로 응답하였고 앉아서 TV를 시청한 시간은 2.26시간(43

명 응답)이었다. 체중 평균 58.6kg, 체질량지수 평균 25.3, 신체활동 자

기효능감 총점 평균 20.8점, 우울이 있는 상자는 21.7%이었다. 주관

적인 건강관련 삶의 질은 통증이 가장 문제가 많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

음 우울과 불안 문제가 있다고 답하였다. 주관적 건강 점수는 평균 70.9

점이었다. 현재 있는 만성 증상으로는 복수 응답하여 통증 39%, 불면 

24%, 우울감 15%, 피로 6.5%가 있었다.  

두 집단 간의 동질성 검정에서 균형감(p=.043)을 제외하고 변화 

단계, 신체활동량을 비롯한 신체 구성 지표, 건강 관련 행위, 건강 결과 

지표에서 사전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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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omogeneity Tests of Outcome Variables between the groups at baseline  

Characteristics Int.(n=23) Con.(n=23) t p 
mean±SD mean±SD 

Score of SOC for Vigorous PA 2.43±1.16 1.78±1.54 1.624 .111 
Score of SOC for Moderate PA 2.87±1.42 2.74±1.79 .274 .786 
Score of SOC for Light PA 4.17±1.11 4.09±1.44 .229 .820 
Self-efficacy for PA     

Total 21.04±3.97 20.13±5.07 .680 .500 
fatigue 4.52±0.90 4.22±1.31 .918 .364 

 bad mood 4.78±0.67 4.52±1.04 1.010 .317 
Time constriction 3.78±1.59 3.70±1.66 .181 .857 
vacation 3.39±1.83 3.57±1.62 -342 .734 
weather 4.57±1.04 4.13±1.42 1.184 .243 

Physical activity (METs/week)     
Total   1551±1098 1449±812 .367 .548 
Vigorous PA  8±22 60±249  .660a 
Moderate PA  393±480 323±390 .544 .539 
Light PA  1091±931 1010±698 .334 .740 

Body components     
Weight(kg) 59.85±10.26 57.32±8.21 .925 .360 
BMI(kg/m2) 25.38±4.17 25.24±2.69 .136 .893 
Skeletal muscle mass(kg) 21.52±5.21 21.17±4.20 .207 .838 
Body fat mass(kg) 19.24±7.55 17.65±5.10 .697 .491 
Body fat rate(%) 30.78±6.13 31.79±6.55 .073 .942 
WHR 0.93±0.06 0.96±0.06 -1.736 .090 

Fitness  UAG(sec) 8.16±1.57 10.18±6.46 -1.497  .142 
Balance(sec) 17.84±19.14 7.44±6.90   .043a 
Flexibility(cm) 5.52±7.14 3.57±8.64 1.008  .319 

Depression(score) 4.96±4.37 5.09±3.41 -.113 .911 

HQOL  Mobility 0.30±0.47 0.61±0.72 -1.693 .099 
Self-care 0.13±0.34 0.17±0.39 -.402 .689 
Usual activity 0.09±0.29 0.26±0.45 -1.563 .126 
Pain/ discomfort 0.83±0.65 0.70±0.70 .653 .517 
Anxiety/depression 0.57±0.73 0.43±0.66 .636 .528 

Subjective Health Status 67.4±21.31 74.4±18.29 .086 .771 
Note. Int=Intervention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SOC=stage of 
change, PA=physical activity, MET=metabolic equivalent, BMI=body mass index, WHR=waist 
hip ratio, UAG=up and go test, HQOL=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ann-Whitney test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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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정 
 

가설 1.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신체활동에 한 동기 요소가 높을 

것이다. 

부가설 1-1.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신체활동 변화 단계가 

높을 것이다.  

중재 후 두 집단의 신체활동 강도 별 변화 단계의 차이가 있는 지 

검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고강도 

신체활동(p=.044)과 중등도 신체활동(p=.002)에 한 변화 단계에 

있어 조군의 변화 단계가 낮은 군이 실험군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Table 4. Comparison of Stage of Change for Physical Activity Between the Groups 

at Post-test 

Stage of change            Int.(n=23) Con.(n=23)   
                          n(%) n(%) x2 p 

base      8weeks base 8weeks   
Light intensity PA     
 Precontemplation 0(0) 0(0) 1(4.3) 1(4.3) .738 .947 
 Contemplation 2(8.7) 2(8.7) 5(21.7) 5(21.7)   
 Preparation 6(26.1) 4(17.4) 1(4.3) 1(4.3)   
 Action 1(4.3) 1(4.3) 0(0) 0(0)   
 Maintenance 14(60.9) 16(69.6) 16(69.6) 16(69.6)   
Moderate intensity PA    
 Precontemplation 3(13.0) 1(4.3) 9(39.1) 9(39.1) 17.132 .002* 
 Contemplation 9(39.1) 5(21.7) 4(17.4) 3(13.0)   
 Preparation 5(21.7) 521.7) 2(8.7) 3(13.0)   
 Action 0(0) 4(17.4) 0(0) 0(0)   
 Maintenance 6(26.1) 8(34.8) 8(34.8) 6(26.1)   
Vigorous intensity PA    
 Precontemplation 4(17.4) 1(4.3) 17(73.9) 15(65.1) 9.779 .044* 
 Contemplation 11(47.8) 12(52.2) 2(8.7) 3(13.0)   
 Preparation 4(17.4) 2(8.7) 0(0) 0(0)   
 Action 2(8.7) 3(13.0) 0(0) 1(4.3)   
 Maintenance 2(8.7) 5(21.7) 4(17.4) 4(17.4)   

Note. Test at posttest adjusted for baseline values, Int=Intervention group, Con=control group, 
PA=physical activity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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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변화 단계가 사후 측정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되었는 

지를 전진 이동, 후퇴, 변화 없음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비교 검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실험군의 중등도 신체활동은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방향으로 변화된 사람이 많았다(p=.009). 그러나 

고강도, 저강도의 신체활동 변화단계에 있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로서 부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Table 5. Direction of Movement on Stage of Change for Physical Activity at Post-

test 

Direction  
of movement 

Int(n=23) Con(n=23)  

x² 
 

P n(%) n(%) 
Light intensity PA   
 Forward 3(13.0) 0(0) 3.209 .233 
 Backward 0(0) 0(0)   
 No change 20(87.0) 23(100)   
Moderate intensity PA  
 Forward 12(52.2) 3(13.0) 9.260 .009* 
 Backward 0(0) 3(13.0)   
 No change 11(47.8) 17(74.0)   
Vigorous intensity PA  
 Forward 7(30.4) 2(8.7) 3.453 .135 
 Backward 0(0) 0(0)   
 No change 16(69.6) 21(91.3)   

Note. Fisher’s exact test done 
Int=Intervention group, Con=control group, PA=physical activity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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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 1-2.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중재 후 두 집단 간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는 지 검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사후 조사의 두 집단 간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364). 따라서 부가설 1-2은 

기각되었다.  

 

Table 6. Comparison of Self-efficacy for Physical Activity Between the Groups at 

Post-test 
 

Self-efficacy for PA 
Int.(n=23) Con.(n=23)   

t 
 

P mean±SD mean±SD 
Item 1(fatigue) 3.87±1.25 3.65±1.52 .528 .600 

Item 2(bad mood) 4.30±.07 3.87±1.52 .792 .255 

Item 3(time constriction) 3.61±1.44 3.22±1.88 .677 .433 

Item 4(vacation) 3.44±1.47 3.13±1.58 .566 .502 

Item 5(weather) 3.78±1.24 3.52±1.83 .566 .575 

Total 19.00±4.81 17.39±6.89 .918 .364 

Note. PA= physical activity, Int=Intervention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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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행위 변화가 증가할 것이다. 

부가설 2-1.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신체활동량이 증가할  

것이다.  

중재 프로그램 적용 후 집단 간 신체활동량의 차이가 있는 지 

검정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실험군은 조군보다 신체활동량 

총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3). 가벼운 신체활동량이 

사후 측정에서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33). 

따라서 부가설 2-1과 가설 2는 지지되었다. 

 

Table 7. Comparison of Physical Activity According to Intensity Level Between the 

Groups at Post-test  
 

Characteristics 
Int(n=23) Con(n=23)  

mean±SD mean±SD   F     p 

Physical activity(METs/week)    

 Total  2471±1307 1553±1036 9.977 .003* 

 Vigorous intensity PA 396±623 306±583 .433 .514 

Moderate intensity PA 524±326 313±413 3.333 .075 

Light intensity PA  1551±1166 934±666 4.864 .033* 

Note. covriante analysis (ANCOVA) done at posttest adjusted for baseline values 
Int=Intervention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PA=physical activity, 
MET=metabolic equivalents.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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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량 총량의 집단 내 중재 전후 변화를 paired t-test로 

검정하였을 때 실험군 내(p<.001)에서 신체활동량 변화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Figure 6). 

 

 

 Figure 6. Physical activity change between times i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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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단기적 건강 지표가 개선될  

것이다. 

부가설 3-1.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체성분 지표가 개선될 

것이다. 

중재 후 두 집단 간의 체성분과 체력 지표의 차이가 있는 지 검정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체중, 체질량지수, 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지 

방률,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리엉덩이둘레 비율의 차이가 없었다.  

Table 8. Comparison of Body Components and Fitness Between the Groups at Post-

test 
 
Characteristics 

Int.(n=23) Con.(n=23)  
t 

 
p mean±SD mean±SD 

Body components     

 Weight(kg) 59.43±9.85 56.97±7.76 .941 .352 

 Body mass index (kg/m2) 25.19±4.11 25.08±2.45 .105 .917 

 Skeletal muscle mass(kg) 21.06±4.56 20.40±3.64 .541 .591 

 Body fat mass(kg) 18.30±6.92 18.81±4.34 -.301 .765 

 Body fat rate(%) 32.60±8.10 32.88±6.06 -.133 .895 

 Waist circumference (cm) 89.26±10.41 92.83±8.32 -1.283 .206 

 Hip circumference (cm) 93.98±5.62 94.26±4.36 -.190 .850 

 Waist hip ratio 0.95±0.07 0.98±0.07 -1.848 .071 

Fitness     

 Up and go test (sec) 8.27±1.86 10.82±6.55 -1.757 .086 
 Change score of Balance(sec) 8.98±14.27 4.68±10.96 1.137 .262a 

 Flexibility(cm) 5.46±8.26 3.78±7.86 .696 .490 

Note. Int=Intervention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a tested between difference value to adjust baselin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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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 3-2.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체력 지표가 개선될  

것이다.  

중재 후 실험군과 조군 간의 기동성, 균형, 유연성의 체력 변수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8). 사전 집단 간 차이가 있었던 균형은 

사후 값에서 사전 값을 뺀 차이 값으로 집단 간 비교 검정하였다. 

따라서 부가설 3-2는 기각되었다. 

중재 전 후 집단 내 시간에 따른 건강 지표 변화를 paired t-test하

여 살펴보았다. 체질량 지수가 시간에 따라 실험군(p=.034)은 유의하

게 감소한 반면 조군(p=.174)은 유의한 감소가 없었다(Figure 7). 

중재 전 후 집단 내 허리엉덩이둘레 비율이 조군(p=.017)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나 실험군(p=.331)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

다(figure 8). 중재 전 후 집단 내 균형감(p =.008)이 실험군에서 시

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된 반면 조군(p =.053)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Figure 9).  

 

 

Figure 7. Body Mass Index change by times i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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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Waist Hip Ratio change by times in groups 
 
 

 

        Figure 9. Balance change between times i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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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 3-3.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우울이 개선될 것이다.  

중재 후 두 집단 간 GDS 점수와 우울 유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639)(Table 9). 부가설 3-3은 기각되었다. 

 

부가설 3-4.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만성 증상이 개선될  

것이다. 

만성 통증, 불면, 우울감, 피로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는 중재 후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9). 이로써 부가설 3-4는 

기각되었다. 

 
Table 9. Comparison of Depression and Chronic Symptoms Between the Groups 

 

Characteristics 
 

Tim
e 

 Int.(n=23) Con.(n=23)  
 t/x² 

 

 p mean±SD
or n(%) 

mean±SD 
or n(%)  

Depression Post Score 4.39±4.49 5.48±4.22 -.846 .402 
  Yes 5(21.7) 5(21.7) .000 1.000 
Chronic pain  Pre Yes 8(34.8) 11(45.8) .596 .318  
  No 15(65.2) 12(54.2)   
 post Yes 10(43.5) 14(58.3) 1.037 .234 
  No 13(56.5) 9(39.1)   

Insomnia Pre Yes 5(21.7) 6(25.0) .070 .533 
  No 18(78.3) 17(75.0)   
 post Yes 4(17.4) 4(17.4) .004 .625 
  No 19(82.6) 19(82.6)   
Depressive 
mood 

Pre Yes 4(17.4) 3(12.5) .222 .475 
 No 19(82.6) 20(87.5)   

 Post Yes 7(30.4) 6(25.0) .173 .464 
  No 16(69.6) 17(75.0)   
Fatigue Pre Yes 3(13.0) 0(0.0) 3.344 .109 
  No 20(87.0) 23(100)   
 post Yes 3(13.0) 9(39.1) 3.695 .055 
  No 20(87.0) 14(60.9)   

Note. Fisher exact test done on categorical data  
Int=Intervention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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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장기적 건강 지표가 개선될 

것이다. 

부가설 4-1. 실험군은 조군보다 중재 후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가 

높을 것이다. 

중재 후 두 집단 간 장기적 건강 지표인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의 차이가 있는 지 검정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건강관련 

삶의 질은 총점(p=.780)을 비롯하여 거동, 자가간호, 일상활동, 통증, 

전반적 건강 점수(p=.410.)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Table 10. Comparison of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Between the Groups at Post-

test 
 

Characteristics 
Int.(n=23) Con.(n=23)   

t 
 

p mean±SD mean±SD 
HQOL     

Total 1.96±1.52 2.09±1.62 .079 .780 
Mobility 0.52±0.59 0.74±0.54 -1.299 .201 
Self-care 0.09±0.29 0.13±0.34 -.464 .645 
Usual activity 0.13±0.34 0.26±0.45 -1.106 .275 
Pain/ discomfort 0.65±0.57 0.74±0.54 -.529 .599 
Anxiety/depression 0.57±0.66 0.22±.042 2.124 .040* 

Subjective Health Status 67.17±14.97 71.73±21.67 -.846 .410 

Note. Int=Intervention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HQOL=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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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분석  

(1) 집단 참석 횟수에 따른 차이 검정 

본 연구에서 실험군 집단 전원 집단 회기 5회 이상 참석하여 

결과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실험군 내에서 6회 참석자 집단과 5회 

참석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의 특성이나 결과 차이가 있는 지 

추가 분석하였다.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사전 사후에 신체활동량이나 자기효능감, 삶의 질 등의 결과의 

유의한 차이도 없었다. 하지만 저강도 신체활동 변화 단계 

(p=.004)와 고강도 신체활동 변화 단계(p=.037)는 6회 참석자 

집단이 더 높았다. 즉, 6회 참석자 집단의 신체활동 변화 단계가 5회 

참석자보다 높았다.  

 

(2)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후 자기 변화 평가  

프로그램 참여 후 자신의 신체활동량의 변화에 해 ‘증가’, 

‘감소’, ‘비슷함’으로 주관적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자가 평가 

응답자는 23명 중 19명이었다. 증가 12명(63%), 감소 2명(11%), 

비슷함 5명(26%)으로 응답하였다. 8주간 자신이 정한 목표 달성 

정도를 ‘목표 달성 척도(goal attainment scale)’로 측정하였을 때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하였다’가 3명(16%), ‘목표에 조금 

미치지 못하게 달성하였다’7명(37%), ‘목표만큼 달성했다’가 

7명(37%),‘목표보다 조금 더 많이 달성했다’가 2명(11%)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목표 달성하거나 목표 이상은 4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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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G-MIPA 프로그램의 개발   

신체활동이 노인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이제 근거가 확실한 사실이

다. 이에 근거하여 노인의 신체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

과 선행 연구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미

미하였다. 이에 한 반성으로 노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단순 놀이를 

떠나 일상에서도 자기관리의 일부로 인식하고 노인들 스스로가 실제로 

해야겠다는 의지와 동기를 가지도록 동기를 변화시키는 전략 제공 형태

로 변화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노인들

의 신체활동에 한 자신감을 증진하고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

공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동기강화상담의 기술과 

원리를 전략으로 선택하고 집단 상담 형태로 적용하면서 자기관리나 노

인 상담의 전달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은 

노인들이 신체 질환이나 통증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활동에 한 위축된 

감정을 공감해주고 발표와 자유 토론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체활동 실천 의지를 강화해주면서 일상에서 활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개별적 계획과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자기관리 전략이 포함되

었다. 노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현재 신체활동이 적절한 지 상담해

주고 잘못된 정보를 교정해주고 구체적인 정보 요청 시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한 상자 만족도 평가를 위해 매 회기 종료 

시와 전체 프로그램 종료 후 상자에게 설문하였다. 집단 프로그램에 



- 70 - 

참석한 상자들은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를 4점 만점에 평균 3.52점 정

도로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였다. 또한 각 회기별로 측정한 만족도는 

3.69~3.9점으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해서 처음에는 생소

함에서 편안함으로 느낌이 변화된 것을 질적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집에서 또는 혼자서 독자적으로 신체활동을 계획하고 개별적으로 

중재 상담자가 피드백을 하는 것에 한 만족도를 높게 표현하였다. 새

로운 정보를 얻고 무언가 얻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적극적인 모습과 개별

적으로 상담과 피드백을 주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반응으

로 보아 노인들의 위한 집단 형태의 동기강화상담이라도 개별적 상담 회

기가 포함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는 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방법인 ‘Intervention m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이론과 실무가 이어지

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 프로그램

의 흐름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연구자를 안내해주어서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구성을 가능하게 해주고 만성질환자나 노인과 같이 복잡

한 문제를 가진 상자에게 다중 중재를 제공하고자 할 때 특히 유용하

다고 본다. 매트릭스의 수행 목표와 변화 목표는 중재자뿐 아니라 상

자의 변화 가이드 역할을 하여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중재를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집단 형태의 동기강화상담 전략의 효과 

G-MIPA는 일반적인 동기강화상담이 일 일 상담인 것에 비해 

집단으로 제공된 동기강화상담이라는 특성이 있었다.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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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son et al., 2013)에서 집단 형태의 동기강화상담이 신체활동에 더 

큰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상자들이 서술한 질적 

자료 응답지에“다른 사람들과 나의 활동을 비교하면서 나의 부족한 점

을 알게 되었다”고 표현하여 집단 형태의 동기강화상담 전략이 유용하

였음을 확인하였다. 집단 상담 형태의 프로그램을 처음 접한 상자들은 

처음에 다른 집단원들에게 자기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것에 당황하거나 

어색해하였으나 점차 동기강화상담 회기가 진행되면서 원하는 것을 요구

한다거나 집단 내에서 서로 신체활동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서 집단 역

동의 효과가 나타났다. 개발 내용을 적용한 후 평가해보았을 때 노인 

상자의 읽기 능력이나 이해력에 따라 집단 활동의 역동이 매우 달라지므

로 집단 구성 시 상자 특성에 한 고려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집단 형태의 동기강화상담은 아직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주로 중독 치료의 추가적 회기로 적용하거나(Santa Ana, 

Wulfert, & Nietert, 2007)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또래 

집단, 그룹 리더를 활용한 토론 방식의 집단 동기강화상담이(D'Amico 

et al., 2010) 부분이었다.  

최근 신체활동 증진을 목표로 집단 동기강화상담을 활용한 연구들

(Brinson et al., 2013; Tse et al., 2013)과 본 G-MIPA를 비교하였다. 

이 중 Brinson 외(2013)의 연구는 친구(buddy)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엄 한 의미로는 집단 동기강화상담이라 볼 수 없다. 노인들에게 있어 

동료가 신체활동을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므로(Buman et al., 2011) 동료와 함께 운동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한 전

략일 수 있으나 집단 동기강화상담과는 다른 형태이다. Tse 외(2013)는 

지역사회 만성 통증 노인에게 운동과 GMI를 접목하여 중재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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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강도, 통증 자기효능감, 기동성, 불안감, 행복감 등의 지표의 개선

을 확인하였다. 특히 통증 강도, 불안, 우울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

는데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 증진 효과는 확인했으나 이러한 건강 지표 

개선 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Tse 외(2013)의 

연구도 집단 동기강화상담 효과를 평가한 연구인데 MI 훈련을 받은 물

리치료사와 간호사가 함께 중재를 제공하는 8주간 8회기 프로그램이었

다. 이 프로그램은 매 회기에 45분 정도 운동 교육이 있었고 GMI는 3

주차부터 6주간만 30분씩 추가하여 제공되었다. GMI는 한 집단에 

8~10명씩, 신체 운동은 15~20명씩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운동 방법에 

한 인쇄 자료도 제공하였다. 연구 구성 면에서 본 연구와 차이점은 실

제 신체 운동을 8주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체

활동을 시행하지 않았고 6회기 집단 동기강화상담에 충실한 점이 다르

다. 본 연구에서는 동기가 강화되어 상자 스스로 신체활동을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신체활동 증가 성과가 모든 건강 지표의 변화

까지는 나타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상자들의 집단 상담을 통한 내면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매 회기 녹음과 자기 평가를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상자들의 질적 자료에서 나타난 서술로 ‘집담회를 통해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도 좋아졌다.’ ‘남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다.’ ‘운동을 하게끔 마음을 움직여 줬다.’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었다.’ ‘나에게 운동은 중요하고 삶에 

필수요소이다.’ ‘꾸준한 근육 운동이 필요하다.’ ‘건강과 식생활 관리에 

관심이 생겼다.’ ‘내가 쓴 것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한 것이 

좋았다.’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두려움이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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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이 부드러워졌다.’ ‘계단 오르기가 가능해졌다.’ ‘비참한 나에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증가한 나로 변화를 얻었다.’ ‘날씨가 나의 의지를 

방해하여 갈등을 만들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서술들은 상자들이 

집단 동기강화상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변화의 동기화가 진행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유용하였다고 한 점은 개별 

동기강화상담만으로 얻을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상자들의 반응을 

보면 상자들이 실제 신체활동 방법을 배우고 싶어하고 같이 

운동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Tse 외(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집단 동기강화상담이 동시에 제공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더 유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G-MIPA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에서는 노인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집단 동기강화상담 프로

그램(G-MIPA)을 개발한 후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무작

위 배정 임상시험을 시행하였다. 일개 노인복지관에서 신체활동량이 부

족한 노인 46명을 상으로 실험군에게 집단 동기강화상담을 개인 상담

과 제공하고, 조군에게 일반적인 건강 상담 1회를 제공한 뒤 결과 변

수를 비교하였다. 신체활동과 건강 결과의 외생 변수는 신체 질환으로 

인한 질병 등으로 중재 후 중재 기간 동안 질병 진단이나 약물 복용 내

용 등의 변화 여부를 개별적으로 질문하여 확인하였고 질병력의 변화가 

있었던 상자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결과는 집단 동기강화상담 

프로그램이 복지관 노인들의 신체활동량 증가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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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신체활동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7주간 신체활동의 동기화

를 증진하는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만을 제공하여서 변화 단계와 신체활

동량이 실제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자 스스로가 일상에서 신체활동량

을 늘이고자 노력하고 실천하였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의 사전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체 기능 장애나 상해에 한 두려움으로 중등도 이

상의 신체활동이 거의 없었고 오랫동안 가벼운 운동만 부분 하고 있었

던 노인들이 고강도와 중등도 신체활동의 변화 단계가 증가된 결과는 고

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결과는 선행 연구((Kelly et al., 2004; 

Tse et al., 2013)에서 노인을 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동기강화상담

을 적용하여서 신체활동량 증진에 유의한 효과를 확인한 결과와 유사하

다.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 변화 단계는 중재 전에 비해 중등도와 고강도 

신체활동 변화 단계만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강도 신체활

동에 한 변화 단계에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중재 전에 이미 평균 4점 

이상으로 저강도 신체활동의 변화 단계가 상당 수준으로 높았기 때문에 

사후 단계 변화량이 크게 나타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강

도 신체활동량이 사후 측정에서 유의하게 증가된 것은 사전에 저강도 신

체활동의 변화 단계가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중재를 통해 행위 변화로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중등도 신체활동은 걷기보다 조금 더 힘든 운동으

로 복지관 내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한다. 중등도 신체

활동의 변화 단계는 중재 후 실험군에서 52%가 전진 이동하였다. 이런 

변화 단계 증가는 신체활동 변화로 이어져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중등도 신체활동량도 중재 후 실험군에서 평균 200METs/week 

가량 증가되었고 조군에서는 증가량이 거의 없었다. 고강도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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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변화 단계도 실험군에서 30%가 전진 이동하였다. 고강도 신체

활동도 중재 후 실험군에서 평균 390METs/week가 증가되었으나 조

군에서도 270METs/week 가량 증가되어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지는 못

하였다.  

상자가 스스로 평가한 신체활동량의 주관적 평가에서는 응답자 중 

63%가 신체활동이 증가했다고 평가하였고 26%는 중재 전후 신체활동

량이 비슷하다고 평가하여서 객관적 도구 측정 결과와 유사하다. 신체활

동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았으므로 연구의 개념적 기틀에서 보듯이 본 연

구의 상자들은 집단 동기강화상담을 통해 변화 단계가 증가되고 동기

화가 되어서 스스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신체활동을 시도하는 

노력을 하였다고 추측한다. 매 주 스스로의 신체활동의 결과와 달성률을 

확인하고 새로운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신체활동 변화 성공

을 체험한 상자가 신체활동을 조금씩 증가시켜가고 유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전체 프로그램 전에 개인별 활동 목표를 정하고 

중재 종료 후 ‘목표 달성 척도’로 측정한 목표 달성 정도에서는 목표만큼 

또는 목표 이상 달성자의 분포가 47%로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신체활

동량 평가보다 목표치 달성 평가에서 다소 엄격하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전에 정한 목표를 다소 높은 수준으로 계획하였을 수도 있어 

프로그램 시작 전에 달성 자신감을 바탕으로 목표 수준을 수정하는 과정

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의 유의한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

였다. 이 결과는 선행 연구(Bennett et al., 2007)에서 암환자를 상으

로 1회 개별 동기강화상담과 2번의 전화 동기강화상담을 제공한 결과 

신체활동량 증가가 있었고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은 상자가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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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가 더 많았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 상자는 중재 전 

두 집단 모두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가 25점 만점에 20~21점

으로 높았기 때문에 더 증가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중재 후 상자로

부터 수집한 질적 자료에서는 ‘자신감 증가’, ‘불안감 감소’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도구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량의 증가와 관련된 결과로 단기적인 신체건

강 지표 개선이 있는 지 확인하였다. 실험군 내에서 균형감이 증가하고 

체질량지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으나 집단 간 비교에서 유

의한 차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두 집단 모두 체질량지수가 감소하는 

추세였던 것은 본 프로그램이 여름에 진행된 것이 두 집단 모든 상자

의 체중 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본다. 균형감은 두 집단 모두 증가하는 추

세를 보였으나 사전에 조금 더 균형감이 좋았던 실험군이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비율, 체성분, 

유연성, 기동성 등의 생리적 지표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선행 연구 중 동기강화상담과 신체활동 처방을 동시에 준 연

구(Sjoling et al., 2011)에서는 일개 집단 중재 후 15개월까지 신체활동

량뿐 아니라 허리둘레, 혈압, 체질량지수 등의 생리적 지표 개선이 나타

났는데 이 연구에서 언제부터 유의한 변화가 있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15개월 이상의 장기 추적 시 생리적 지표 변화가 확인된 것이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 유의한 생리적 지표상에 차이나 나타나지 않은 것은 

추적 기간이 짧은 것이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추후 연구에서

는 장기적으로 신체적 건강 지표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나 건강 관련 삶의 질 등 건강 지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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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한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중재에 의해 상자들의 행위, 즉 

신체활동 변화가 있어도 7주간의 중재 직후 사후 측정이 시행된 본 연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추적해야 하는 지표의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우울과 삶의 질은 신체활동 외에도 많은 변수들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는 변수이므로 신체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진 본 상담만으로 

변화를 주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단 내 전 후 비교 시 

우울 상자 수가 실험군에서 9명에서 8주 후 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우울 상자 수를 많이 확보하여서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

다.  

건강 행위 변화에 동기강화상담을 적용한 연구들에 한 체계적 문

헌 고찰(Martins & McNeil, 2009)한 결과에 의하면 신체활동, 체중조절, 

식이관리 등을 포함한 건강행위가 증가하고 신체활동량 증가, 체질량지

수 개선, 체지방과 체중이 감소, 식습관 개선, 그리고 자기효능감도 증가

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생리적 지표에 한 결과는 일관성이 

없었다. 동기강화상담의 장기적 지표에 한 효과 연구들에서는 아직 일

관성이 부족하다. 신체활동 증진과 체중 감소를 목표로 5회의 개별 동기

강화상담을 제공하고 12개월 후 결과를 확인한 연구(Hardcastle et al., 

2013)에서도 걸음 수나 콜레스테롤 변화는 지속되었으나 그 외 변화는 

지속되지 못하였다. 심부전 노인 상자에게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동기

강화상담을 1시간씩 8회 제공하고 5개월 후 조사하였을 때(Brodie & 

Inoue, 2005) 신체활동량은 증가하였으나 체력이나, 질병 위험 요인, 다

른 생리적 지표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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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동기강화상담에서 중요한 상자의 

반응을 의미하는 저항(resistance)과 변화 화(change talk)가 

나타나는 지 상자 언어적 반응을 관찰하였다. 상자들의 저항에 

포함되는 반응들은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신체활동을 더 할 

생각이 없다.’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나서 ‘ 화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활동지 작성을 잘 못 할까 봐 두렵다.’ ‘복잡한 감정은 표현하기 

힘들다.’ ‘날씨가 더워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 등의 표현이었다. 기 , 

능력, 이유, 필요, 선언, 행동화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변화 화는 

체성분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건강에 한 걱정이 되고 신체활동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졌다.’ ‘더 날씬해지고 싶다.’ 등의 요구의 

표현을 보였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상자들은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마음이 들고 기 가 된다.’ ‘말하는 로 지키고 싶다.’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기 , 선언, 이유를 표현하였다. 회기가 

진행되면서 ‘1 주일간 열심히 신체활동을 했더니 다리가 튼튼해지고 

찌뿌듯한 느낌이 줄었다.’ ‘운동법을 더 알려달라.’ ‘개인적으로 신체활동 

방법을 더 많이 알려주면 좋겠다.’ ‘신체활동이 할 때는 힘들지만 하고 

나면 기분이 좋다.’ ‘내가 건강해진 것 같다.’ 등의 행동화, 능력, 요구 

등의 변화 화가 나타났다. 이 외에도 ‘활동지 제공이 빼먹지 않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다.’ ‘신체활동을 더 하고 싶으나 혼자 시작하기 힘들다.’ 

등의 동기화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도구로 

측정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상자들은 질적 자료와 변화 화를 통해 동기화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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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진행과 운영 

본 연구는 노인을 상으로 집단 동기강화상담을 시행하였는데 

국내에서 이러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연구자의 진행 경험이 추후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부분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6 명을 집단 

동기강화상담의 한 집단 크기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결석 등으로 5 인 이하로 집단 구성이 되었을 때 토의와 

발표 진행의 활발함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인원은 6 명 정도이다. 

노인들은 개인차가 많은 집단으로 상자에 따라 자신의 감정 

들여다보기, 감정 설명하기 등 집단 활동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읽기 

쓰기의 능력 저하로 집단 활동지 작성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매주 제출해야 하는 1 주일간 활동지에 한 부담감을 표현한 

상자도 있었다. 노인들은 학력과 학습 능력이 다양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반복 설명이 많이 필요하였고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 보조자가 추가적인 개인별 설명을 해야 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력이 낮은 노인들은 필기하여 제출하는 개인 과제가 본 

프로그램의 진행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추후 노인의 

집단 동기강화상담 프로그램에는 어느 정도 학력이 있는 상자만 

선별하여 참여하도록 하거나 프로그램에 개별 과제가 없도록 재구성하는 

등 더 많은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상자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때, 글로 쓰기보다 몸을 움직이고 풍선을 터뜨리는 등의 

역동적인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발표하는 데에 다소의 시간이 걸리고 질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여 정보나 구체적인 예를 먼저 제시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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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발표하게 했을 때 효과적이며 발표 후에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 요약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또한 집단 동기강화상담이라도 

스스로 행동 변화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개별적인 과정이어서 

개별적인 상담과 피드백이 요구되는 부분이었다. 상자들은 행동 변화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초기에는 낯설어하였으나 

후반으로 가면서 다른 집단원을 모범 삼아 적응하면서 어려움이 감소 

하였다. 

프로그램 참석률은 중재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성공의 중요한 요

소이므로 상자의 참석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였다. 참석시의 확실

한 보상과 상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전략 마련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결석자들에게는 연구자가 전화를 걸어 결석한 이유와 상자의 기

분 등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전체 프로그램 과정 중 한 번이라도 결

석한 상자는 총 6명이었고 이 중 2명은 발표하고 글로 쓰는 수업 형

태가 기 와 다르고 따라가기 어렵고 도움이 되는 지 잘 모르겠다고 하

였다. 다른 2명은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불참하였고 2명은 몸이 아팠다

고 하였다. 수업 형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상자의 경우 모두 무학자

이었다. 이것이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게 하였을 수 있다. 수업 부적응 

상자 2인은 개별 전화 면담으로 그들의 심정을 들어준 후 다음 주 참

석을 격려한 결과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나머지 4인의 경우 정규 

G-MIPA 모임 시간 전후로 개인 면담 시간 약속을 하여 개별적으로 집

단 활동지 작성을 도와주었다. 이런 연구자의 경험으로 보아 학력이 낮

고 준비도가 낮은 노인 상자는 개별 상담과 개별적인 요구의 배려와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5회 이상 출석자를 결

과 분석에 포함하기로 하였었는데 실험군 집단 내에서 탈락자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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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동기강화상담 6회기 중 5회 참석자와 6회 참석자의 사후 결과 변

수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5회 참석자의 신체활동에 한 변화 

단계가 6회 참석자보다 낮았던 것으로 변화 단계와 프로그램 출석률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6회기 이상은 구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프로그램의 높은 출석률과 낮은 탈락률은 매 회

기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는 회기별 주제의 신선함과 참석을 유도하는 개

별적인 연락, 프로그램 참석에 한 보상 등의 효과가 복합된 결과로 여

겨진다. 

 

간호학적 의의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 증진에 

한 관심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노인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와 상담에서는 노인의 자기 역량을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상자 중심에서 변화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도와주는 상담 전략은 

건강 상담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많은 연구에서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 실무에서 활용하거나 구체적인 전략으로 개발된 

연구가 많지 않다. 지역사회 노인 간호 현장에서 상자에게 맞춤하여 

제공되는 체계적인 건강 상담 프로그램과 사용이 용이한 접근법도 

부족하다. 본 연구는 상자 중심의 상담 프로그램인 동기강화상담을 

노인을 위한 집단 형태로 제공될 수 있게 범이론적 모형에 기반을 두고 

개발하여 행위 변화를 위하여 간호 실무에 적용하고 평가하였다. 집단 

동기강화상담이 행위 변화 단계와 자기효능감, 실제 행위 변화, 건강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프로그램 구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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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강화상담과 집단 토의, 행위 목표 설정 등 전략의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동기 요소인 행위 변화 단계와 신체활동이 증진되었고 만족도도 

높았다. 집단 동기강화상담만을 제공한 후 동기 요소 변화뿐 아니라 

신체활동을 수준 별로 구분하여 행위 변화가 나타나는 지를 이론에 

기초하여 확인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간호 영역에서 건강 

행위 변화를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 실무 측면에서 본 중재는 노인복지관의 간호사들이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노인 상자의 수용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실무에 

효과적인 프로 그램이 개발된 것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해석의 제한점 

본 연구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기간이 건강 지표 

변화를 확인하기에 다소 짧았던 제한점이 있었다. 추후 더 많은 상 

집단에 적용하여 결과를 확인하거나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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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범이론적 모형에 기반하여 노인 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 

동기강화상담(G-MIPA) 프로그램을 intervention mapping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일개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신체활동량이 부족하거나 비만인 노인 

46명을 조군과 실험군에 무작위 배정하고 실험군에게만 개발된 

프로그램을 소그룹으로 제공하고 조군에게 일 회 건강상담만을 

제공하고 행위 변화와 건강 결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된 집단 동기강화상담(G-MIPA)은 노인의 

중등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의 변화 단계 증가에 효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총 신체활동량과 저강도 신체활동량 증가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집단 간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체력, 체구성, 우울, 주관적 만성 

증상 호소 등의 결과 지표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장기적 건강 

지표인 건강관련 삶의 질 증진에 한 효과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신체활동의 증가는 건강 증진의 결과를 보여줄 것이나 중재가 끝난 직후 

결과 지표들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신체활동 증가로 나타나는 건강 

지표의 개선은 본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집단 동기강화상담은 상자의 동기 요소에 영향을 주었고 동기 

요소의 변화는 행위 변화를 실천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행위 변화를 상자 스스로 내면에서 만들어내도록 하는 집단 

동기강화상담을 간호 실무 영역에서 활용하고 이론 근거한 연구로 그 

효과를 탐구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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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연구에 한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에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노인 복지관 간호사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집단 동기강화상담을(G-MIPA) 실무에서 활용하 

고 그 유용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건강관리자와 간호사가 건강 상담 영역에서 집단 동기강화상담을 

위한 훈련을 받은 후 그 훈련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G-MIPA 적용 직후 건강 지표 개선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프로그램 적용 후 건강 지표 개선에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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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상자 보호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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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자 보관용                                                   일련번호(     )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노인에게 적용한 집단 동기강화상담이 신체활동 변화 동기, 신체활동량과 

건강 지표에 미치는 효과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신체활동 증진을 돕기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건강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운

동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신체활동량이 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신체활동량과 건강 지표 측정을 통해 신체활동과 

건강에 한 상담과 정보를 얻게 되시며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돕는데 활용될 것입니다.  

연구 목적에 동의하시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하신 분에 한하여 연구 

참여와 설문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구 참여 중 특별한 위험사항은 없을 것이

며 참여 도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가 종

료된 후 폐기할 것이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 드립니

다.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연구진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여 적절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상담의 효과를 검증하

는 연구에 참여를 요청합니다.”  

 

이 연구는 서울 학교 연구 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여자_성명(서명):                           날짜 : 2013년  월   일 

동의서를 설명한 자_성명(서명):               날짜 : 2013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 경 산 박사과정 (서울 학교 간호 학) 

연락처 : 02-740-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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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용                                                        일련번호(     )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신체활동이 적은 노인에게 적용한 집단 동기강화상담이 신체활동 변화 준비

도, 신체활동량과 건강 지표에 미치는 효과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신체활동 증진을 돕기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건강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운

동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신체활동량이 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신체활동량과 건강 지표 측정을 통해 신체활동과 

건강에 한 상담과 정보를 얻게 되시며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돕는데 활용될 것입니다.  

연구 목적에 동의하시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하신 분에 한하여 연구 

참여와 설문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구 참여 중 특별한 위험사항은 없을 것이

며 참여 도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가 종

료된 후 폐기할 것이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 드립니

다.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연구진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여 적절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연구 에 자발적으로 참

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상담의 효과를 검증

하는 연구에 참여를 요청합니다.”  

 

이 연구는 서울 학교 연구 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여자_성명(서명):                    날짜 : 2013년    월     일 

동의서를 설명한 자_성명(서명):        날짜 : 2013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 경 산 박사과정 (서울 학교 간호 학) 

연락처 : 02-740-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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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자료수집용 설문지  

문진표                      

복지관번호  

성함  

연령 / 성별 세    /    남· 여   

만성질환 유무 고혈압(   ) 당뇨(   ) 고지혈증(   ) 관절염(   )   심혈관 질환 

(    ) 그 외(                   ) 

만성 증상 만성통증(   ) 우울(    ) 만성 피로(    ) 불면(   )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진통제(    ) 심혈관 약물(    ) 

그 외 약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업 유무 무 · 유 (               )(봉사활동포함) 

신체 기능제한 청력저하(  ) 시력저하(  ) 치아문제(   ) 심한 통증(  ) 손, 발 움직

임 제한(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 

규칙적인 운동 

-건강을 위한 규칙적으로 

신체활동 
- 약간 숨이 차고 땀이 조
금 나기 시작하는 정도 
- 일주일에 3회 이상, 한번 
할 때 20분 이상 하는 것 

1. 최근에 규칙적인 신체활동이나 운동
을 시작하셨나요?   

2. 앞으로 6개월 내에 이런 규칙적인 
운동을 하실 생각이 있나요?  

3. 한달 내로 이런 운동을 시작하실 생
각이 있나요? 

4. 규칙적인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시작
하신 지 6개월이 넘었나요?  

예, 아니오  
예 4번, 아니오 2번 
 
예, 아니오  
아니오 종료,예 3번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규칙적 운동을 하기 힘

든 이유 

 

체성분 검사 결과 키:    체중 :체질량 지수:      복부 비만: 

상담 결과 :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신체활동 증진 및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2013년   6 월      일    서명_______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참여중인 복지관 프로그램  

특별히 원하는 상담   

참여 가능 요일 ① 목요일 오후 1 시 - 3 시 ② 금요일 오후 1 시 - 

3 시  V 둘 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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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항 

1.  음주상태 ①  아니오    ② 예 / 일주일에 몇 번?    얼마나     병 

2. 결혼 상태 ① 기혼 

④ 미혼 

② 사별 

⑤ 기타(          ) 

③ 이혼 

 

3. 직업 ① 없음(과거 직업?    )   ② 있음(             ) 
 

4. 경제적 수준  
상         중  하  

5. 교육 정도 
① 무학 (문맹) 

④ 중학교 

① 무학 (한글 해독 가능)

⑤ 고등학교 

③ 초등학교 

④ 학교 이상 

6.  진단을 받고 복용중인 약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               ,            ,               ) 

7. 흡 연;  유     무 

8. 현재 동거 가족  (                              ) 

9. 질병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식이 조절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오,  예 

10.  마지막 입원하신 때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두 달동안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11. 달성 자신감?      % (0~100%)      변화 준비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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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인지 기능   

항목 (총 30점) 
점

수 
내 용 

시간 지남력 (5)  1. 년(1), 월(1), 일(1), 요일(1), 계절(1) 

장소 지남력 (5)  

2. 우리가 있는 이곳은 무슨 도/ 특별시/광역시입니까? (1) 

3. 여기는 무슨 시/군/구입니까? (1)  

4. 여기는 무슨 읍/면/동입니까? (1) 

5. 여기는 건물의 몇 층입니까? (1) 

6. 이 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   

기억등록 (3)  7. 사과(1), 지갑(1), 신발(1) 

주의집중 및 계산 (5)  
8. 100-7 =, -7=, -7=, -7=, -7= 또는  

‘삼천리강산’을 거꾸로 말하기 (단계별로 각 1점씩) 

기억회상 (3)  9. 사과(1), 지갑(1), 신발(1) 

언어기능 (7)  

10. 물건 이름 기: 핸드폰(1), 시계(1) 

11. 명령시행:  

"오른손으로 종이를 집어서(1),  

 반으로 접은 다음(1),  

 무릎 위에 놓기(1)” 

12. 따라 말하기(1): “간장, 공장, 공장장” 

13. 보고 그리기(1): 오각형 겹쳐 그리기 

 

이해 및 판단 (2)  

14. "옷은 왜 빨아서 (세탁해서) 입습니까?" 

15. "길에서 남의 주민등록증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주인에게 되돌려 줄 수 있습니까?” 

총점:   교정점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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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량 

 

이 설문은 지난 7일간(또는 평범한 일주일) 어르신께서 신체활동에 참여한 시

간에 해 질문들입니다. 어르신께서 스스로 활동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시더라도 

모든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체활동이란 한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지속한 활동만을 생각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매 주 어떤 활동 또는 운동을 하셨나요? 최근 새롭게 시작한 규칙적 신체
활동이 있나요? 
 

 
어르신께서는 지난 7일간 하신 모든 격렬한 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격렬한 신체활동이란 힘들게 움직이는 활동으로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한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지속한 활동만을 생각하여 응답

해 주십시오. 

 

1. 지난 7일간 무거운 물건 나르기, 달리기, 에어로빅, 자전거타기 

등과 같은 격렬한 신체활동을 며칠간 하였습니까?  

일주일에 (        ) 일 

해당사항 없음 (        )  ☞ 3번으로 가세요.  

 

2. 그런 날 중 하루에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면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

마나 됩니까? 

하루에 (      시간      분 ) 

모르겠다/ 확실하지 않다 (         ) 

 

어르신께서 지난 7일간 하신 모든 중간 정도의 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

간 정도의 신체활동이란 힘들게 움직이는 활동으로서 평소보다 조금 더 숨이 

차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한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지속한 활동만을 생각하여 

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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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7일간, 가벼운 물건 나르기 보통 속도로 자전거 타기, 복식 테

니스 등과 같은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을 며칠간 하였습니까? 걷기

는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        )  일 

해당사항 없음(        )  ☞ 5번으로 가세요.  

 

 

4. 그런 날 중 하루에 중간 정도 신체활동을 하면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      시간      분 ) 

모르겠다/ 확실하지 않다 (         ) 

 

지난 7일간 걸은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이나 지에서 교통 수단을 이

용하며 걸은 것뿐만 아니라 오락활동, 스포츠, 운동으로 여가 시간에 걸은 것도 

포함됩니다.  

 

5. 지난 7일간, 한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이 며칠입니까?  

일주일에   (        )  일 

해당사항 없음(        )  ☞ 7번으로 가세요.  

 

6. 그런 날 중 하루에 걸으면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      시간      분 ) 

모르겠다/ 확실하지 않다 (         ) 

 

지난 7일간 주중에 앉아서 보낸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장과 집

에서 공부나 여가 시간에 앉아서 보낸 시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책상에 앉아 있

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앉아 있거나 책을 읽으며 앉거나 텔레비전을 앉아서 또

는 누워서 시청한 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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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난 7일간, 주중에 앉아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      시간       분 )  

모르겠다/ 확실하지 않다 (         ) 

 

 

 

 

 

- 활동 분류 참조표 -  

근력 지구력 향상 운동 : 역기, 아령, 팔굽혀 펴기, 노젓기, 하지 근력기 등 

기구를 사용 

힘든 운동 :  달리기, 테니스, 에어로빅 댄스, 아쿠아로빅, 등산, 

중등도 운동 : 볼륨댄스, 복식 테니스, 스케이트, 축구, 소프트볼, 빠른 걸음, 

요가, 체조 

가벼운 운동 : 물놀이, 약수터 오르기, 스트레칭 체조, 당구 

걷기 : 산책, 운동 삼아 걷기, 걸어서 출근, 개와 함께 산책 

앉아있기 : 공부나 독서, TV 시청, 앉아서 손으로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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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자기효능감 

다음은 어르신께서 처한 상황에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할 

수 없다
별로 할 
수 없다

보통이
다 

비교적 
할 수 
있다 

확실히 
할 수 
있다 

1. 피곤해도 규칙적으로 신체활동

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2.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신체 활

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3. 시간이 쫒기는 일이 있어도 신

체 활동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4. 휴가를 뗘나도 휴가 장소에서도 

신체 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

다. 

     

5. 비나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신체 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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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인 신체활동의 변화 단계 

 

 앞으로 걷기 등 가벼운 신체활동을 20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나요? (     ) 
 
 

 앞으로 요가나 자전거 타기 등 보통 강도의 신체활동을 20분 이상씩 규칙
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나요?   (     ) 

 
 

 앞으로 아령이나 아쿠아로빅 등 힘든 강도나 근육을 만드는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규칙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나요? ( 숨이 찬 운동) (       ) 

 

 
건강관련 삶의 질 

 
이 설문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한 질문입니다. 모든 질문에 한 응답은 

스스로 해주시고 각 문항에 하여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V”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심하게 

문제 있음 

약간  

문제 있음 

전혀 

문제 없음 

1. 거동 및 운동    

2. 자기 관리    

3. 일상활동    

4. 통증/불편감    

5. 불안/우울    

 

1) 전혀 할 

생각이 

없다. 

2) 하고 

싶기는 

하나 당장 

시작할 

계획은 

없다. 

3) 한 달 내로 

곧 시작할 

것이다. 

4) 최근에 

신체활동을 

시작하였다.  

5)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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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가 얼마나 좋고 나쁜지를 표현하는 것을 돕고자,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100으로,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저의 상태를 0으로 표시한 
눈금자 (온도계와 비슷함)를 그려놓았습니다. 
 
당신의 생각에 오늘 당신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좋고 나쁜지를, 아래의 상자로부터, 오늘 당신
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좋고 나쁜지를 나타낸 
눈금자 위의 한 곳으로 선을 그어서 표시해 주
십시오 

 
 
 
 
 
 
 
 
 
 
 
 
 
 
 
 
 
 
 
 
 

 

 
Korea (Korean) © 2003 EuroQol Group. EQ-5D™ 

오늘 

당신의 

건강상태 

9 0

8 0

7 0

6 0

5 0

4 0

3 0

2 0

1 0

100

상상할 수 있는 

최저의 

건강상태 

0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상태 



  

- 110 - 

 

노인 우울  

최근 동안 다음과 같은 상태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는지 해당되는 빈칸에 

V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예 아니오 

1.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2. 지금까지 해온 일이나 흥미가 있었던 일을 그만두었습니까?   

3.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고 느끼십니까?   

4. 지루하다고 느끼는 일이 자주 있습니까?   

5. 보통 기분이 좋은 편입니까?   

6. 자신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습니까? 
  

7. 항상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8. 자신이 무력하다고 자주 느끼십니까?   

9. 외출하여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 집안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10. 다른 사람보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십니까?   

11.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자신의 현재 상태는 전혀 무가치하다고 느끼십니까?   

13. 당신께서는 활력이 넘친다고 느끼십니까?   

14. 지금 당신의 상황은 희망이 없는 것으로 느끼십니까?   

15.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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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행동 및 건강 변화 (사후 설문지)  
 

1. 최근 병원을 방문하여 새로운 질병을 진단 받았습니까? _______________ 

>최근 변경된 투약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현재 건강을 위해 식이 조절을 하십니까?  예 (    )  아니오 (    ) 

 

3. 현재 가지고 있는 만성 증상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만성 통증(    ) 우울 (     ) 만성 피로(    ) 불면(     ) 위장장애(    )  

어지러움(     ) 기타(      ) 

 

4.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1)운동을 하면 아프다.  2) 기운이 없다. 3) 하기 싫다. 4) 같이할 사람이 없다.   

5) 장소가 없다. 6) 의료인으로부터 운동을 하지 말라고 권고 받았다.  

7) 다칠까봐 걱정된다. 8) 기타 (                              ) 

 
 

자기평가와 프로그램 평가 

 
집담회에서 나의 신체활동의 변화를 스스로 평가해볼 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나요?  

 
 증가됨 

 

 감소됨  이전과 비슷함 

 
 
집담회 중에 자기-평가 활동들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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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활동 중에 나 자신에 해 알게 된 것 두 가지를 말씀해주세요. 

 
 
 

 
집담회 진행자가 당신을 이해하고 경청, 존경한다는 느낌을 받았나요? 

 
 

 
처음 집담회에 참석하였을 때 느꼈던 느낌은 어떤 것이었나요? 

 
 
 
 

 

집담회 내용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셨나요?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도움이 안 
되었다. 

 조금 도움이 
되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가장 도움이 된 내용과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도움된 내용 
 
 
 

도움되지 않은 내용 
 

 
나의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목표는 얼마나 달성하셨나요?  
-2 -1 0 1 2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함 

 목표에 
약간 
미치지 
못하게 
달성 

 목표만큼 
달성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 

 목표를 
많이 
초과하여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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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G-MIPA 프로그램 개발 

 Intervention Mapping : change objectives and determinants 

Performan
ce 

Objectives 

Personal Determinants  

1.       
Information 

2.      
expectatio

n 

3. 
Decisional 

balance 

4.  
self-

efficacy 

5.  
skills 

1. 나의 신
체활동량인
식 

I1. 
적절한 신체
활동의 원칙
에 한 정
보 획득 

E1. 신체활
동 증진의 
중요성 인
식 

   

2. 신체활
동 증진에 

한 감정
이해 

  DB2. 신체활
동 증진에 

한 양가감
정 인식 

  

3. 신체활
동의 방해 
요인의 극
복 

   SE3. 신체
활동 방해
요인 극복
에 한 자
기효능감 
증진 

S3. 
자신의 신체
활동 방해 
요인별 극복 
방법 계획  

4. 나의 신
체 활동 목
표와 전략 
계획 

I4.  
다양한 신체
활동 방법에 

한 정보 
획득하기 

   S4. 
자신에게 적
절한 신체활
동 목표와 
실천 방법 
설정하기 

5. 설정된 
신체활동을 
실행 

 E5. 
신체활동 
실천과 변
화에 한 
기  

  S5. 
나의 신체활
동 실천 방
법에 따른 
전략 마련     

6. 신체활
동 지속하
기 

 E6.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과 유
익함에 
한 재인식 
 

  S6-1. 
신체활동량 
증진하기 
S6-2.  
실행 중 문
제 상황 해
결 방법 마
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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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ention mapping : Methods and strategies 

Change 

Objectives 
methods  Theory Strategies Channel 

적절한 
신체활동 
원칙에 한 
정보 획득 

자기재평가  학습 이론 1. 자신의 신체 활동량 평가 2. 건강 
증진을 위한 적절한 신체활동 원칙 
소개,  

전문가를 통한 
정보 제공, 
동영상과 기사 
활용,  

신체활동 
증진의 중요성 
인식 

학습 이론 1. 자신의 현재 신체활동량의 결과와 
신체활동의 증가로 인한 긍정적 결과 
확인 2. 자신의 가치 영역 확인하고 
건강상의 이익에 한 인식 

전문가를 통한 
정보 제공, 집단 
활동 

신체활동 
증진에 한 
양가감정 인식 

재평가, 감정 
해소, 
의사결정 
균형 

범이론적 
모형, 
동기강화
상담 

1.신체활동으로 인한 불편감 인식 
2.신체활동증진으로 얻는 이익 인식  
3.신체활동 증진에 한 나의 감정 
확인하기 4. 부족한 신체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인식 5.나의 목표 확인 

집단 활동, 상담 

신체활동  
방해 요인  
극복에 한 
자기효능감 
증진 

자기 조절,. 
환경 재평가, 
감정 해소, 

리 경험  

범이론적 
모델, 사회 
인지이론 

1. 과거 실패했던 신체활동 시도 경험 
나누기 2.  타인의 신체활동 장애 요인 
사례를 통한 공감 인식하고 극복했던 
경험 회상하고 나누기 3. 나의 신체활동 
하기 좋은 조건 생각하기  

전문가상담과 
집단활동과 토론 

나의 신체활동 
변화 방해 
요인별 극복 
방법 계획하기 

자기 조절, 
환경 재평가, 
자기 해방 

범이론적 
모델, 사회 
학습이론 

1.과거의 실패했던 신체활동의 문제점을 
확인 2. 방해요인 극복 방법 선택하기 
3. 방해 요인 극복에 한 자신감 
측정하기  

전문가상담 
집단활동과 토론 

다양한 
신체활동 
방법에 한 
정보 획득 

자기 재평가 사회인지 
인론. 사회 
학습이론 

1. 다양한 신체 활동 증진 실천 전략에 
한 정보 제공(정확한 걷기, 쉬운 방법, 

혼자서 하는 활동, 둘이 하는 활동) 
2. 안전한 신체활동 실천을 위한 
주의사항 확인 3. 전략을 위한 활용 
가능한 자원 확인하기  

전문가에 의한 
정보 제공, 집단 
동기강화 활동 
활동지  

자신에게 
적절한 
신체활동 
목표와 실천 
방법 설정하기 

중요성과  
자신감 증진   
자기 효능감  
기 , 행동 
기술 

사회인지 
인론 

1. 스스로 신체활동 목표량과 실천 전략 
작성하기 2. 신체활동 증진의 중요성과 
자신감 측정하기 3. 자신의 계획 
발표하고 피드백 받기 4. 보상 계획 
마련하기  

Goal setting & 
Action plan  
집단 활동  

신체활동 실천 
방법에 따른 
전략 마련과 
신체활동 
실천과 변화에 

한 기   

자기효능감, 
자기 감시, 
강화, 사회적 
지지, 리경험  

자기효능
감이론, 
범이론적 
모델, 
사회인지 
이론 

1. 실천 방법별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 
발표하기 2. 함께 신체활동할 동료 
확인하기 3. 신체활동량 일지 작성과 
목표 재설정, 보상 방법 결정하기 4. 
피드백과 칭찬 제공하기 5. 서로의 실천 
경험과 유익성에 한 경험 나누기  

집단 활동, 개별 
활동지에 한 
평가와 피드백, 
전문가와 집단원에 
의한 강화  

신체활동 
증진하기, 
신체활동을 
유지를 통한 
건강 증진에 

한 기  

자기효능감 ,
강화, 환경, 
자극 조절, 
사회적 
지지, 기  
행동 계약 

자기효능
감이론, 
범이론적 
모델, 
사회인지 
이론 

1. 실천을 통한 성취감 발표하기 2 
신체활동 목표 달성 후 활동 목표량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기 3. 신체활동 
유지에 한 중요성과 자신감 평가하기 
4. 생활습관과 건강 증진에 한 관심과 
이해 증가시키기 5. 다른 사람 역할 
모델 되기 8. 변화량 눈으로 확인하기  

신체활동지 집단 
활동지를 통한 
자기 평가, 
전문가에 의한 
동기 강화, 집단 
역할 강화, 피드백, 
기술 강화, 정보 
제공 

실행 중 문제 
상황 해결 
방법 마련하기  

자기 감시, 
자기 효능감, 
자기 해방, 
자극조절, 
행동 계약, 
행동 기술 

자기효능
감이론, 
범이론적 
모델, 
사회인지 
이론 

1. 개별 문제 상황에 한 평가 2. 문제 
상황들에 한 경험과 처 전략 
나눔하기 3. 스트레스 상황 관리하기 4. 
시간 관리하기 5. 신체활동으로 인한 
상해 예방을 위한 전략에 한 정보 
재공 6. 잠재적 장애 요소 확인하기  

집단 활동, 기술 
강화, 정보 제공, 
경험 발표 및 토의,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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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uct and Contents of Group session 

Session 
Theme 

Objectives Contents and flow Materials 

1 

오리엔테이

션 

1. 자기 소개를 
하고 집단 
활동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다.  
2. 신체활동의 
중요도와 자신
감을 평가한다.  

1. 전체 집단 상당 프로그램의 진행에 한 소개를 받는다.  출석부 
삶의 가치 
영역 목록표 
자유도 
평가지, 
변화 단계 
평가표 
중요도, 자
시간 활동지 

2. 상담자를 포함한 구성원 각자 자기의 참여 동기와 소개를 
한다.  
3. 프로그램 동안 얻고 싶은 목표를 생각한다.  
4. 자신의 삶의 가치 영역을 평가한다. 
5. 신체활동에 한 자유도 평가를 한다.  
6. 자신의 신체활동량의 변화 단계를 평가하고 발표한다. 
7. 신체활동 증진의 중요성과 자신감을 평가하고 발표한다. 

2 

감정, 변화 

준비도 

평가하기 

1. 신체활동에 
한 변화에 
한 감정을 

표현한다.  

1.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발표한다. 감정 목록지 
강의록, 
자료집,  
동작 그림  
신체활동량 
시계 
  

2. 적절한 신체활동에 한 정보를 얻는다.  
3. 둘씩 짝지어 체조를 하고 느낌을 발표한다. 
4. 자신의 신체활동량을 평가하고 발표한다.  
5. 신체활동 증가로 인한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에 해 
생각해본다.  
6. 신체활동 증진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7. 자신의 적절한 신체 활동량에 해 발표한다. 

3 

이득과 손실, 

신체 활동 

계획하기 

1. 신체활동으로 
인한 이득과 
손실을 
평가한다.  
2. 신체활동 목
표 설정과 전략 
구상하기 

1. 신체활동 증가의 이득과 손실을 이해한다.   이득과 손실 
활동지 

안 메뉴 
강의록, 
자료집,  
활동 목표지 
  

2. 자신의 신체활동량의 경험을 발표해본다.  
3. 신체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단기적 이점을 신할 

안 메뉴를 확인한다.  
4. 걷기, 집에서 운동, 일상에서 신체활동 증진에 한 
정보를 얻는다.  
5. 자신의 신체활동 목표를 설정해보고 피드백 받는다.     
6. 목표를 적절히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하고 
발표한다.   

4 

신체 활동 

방해요인 

극복하기 

1. 신체활동 
방해 요인을 
이해한다.  
2. 신체활동 방
해 요인 극복 
자신감이 증가
한다.  

1. 신체활동 방해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이해한다.   강의록, 
자료집,  
집단 활동지 
활동 목표지 
자신감, 중
요도 측정 

2.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한다.   
3. 신체활동 실패했던 경험을 발표하고 문제점을 확인한다.  
4. 신체활동 방해요인 극복했던 경험을 발표한다.   
5. 자신만의 방해요인 극복 방법을 계획한다.  
6. 신체활동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정하여 발표한다.   
7. 신체활동 목표 달성 자신감과 중요도를 측정하고 
발표한다.  

5 

가치관, 

신체활동 

실행하기  

1. 신체활동 
목표에 따라 
실행한다.  
2. 신체활동량 
평가하고 목표 
재설정을 한다. 

1. 신체활동 경험을 발표한다.    
복지관 
프로그램 
목록 
활동 목표지 
목표 달성 
평가지 

2. 함께 신체활동을 할 동료나 집단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3. 집단 내 역할 모델이 된다.   
4. 신체활동 실천에 한 보상을 계획하고 제공한다.  
5. 신체활동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6. 신체활동 증진의 유익성에 한 평가를 한다.  
7. 신체활동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 증상에 한 평가 

6 

비전, 

신체활동 

실행과 

유지강화  

1. 문제 상황 
극복하기  
2. 증가된 
신체활동량을 
유지한다.   
3. 종결하기  

1. 잠재적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처하는 방법을 마련 강의록, 
자료집,  
변화 단계 
평가표, 
활동 목표지 
비젼 , 활동 
평가지  

2. 신체활동의 유익성에 한 재인식 
3.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발표 
4. 스트레스 해결 방안 마련 
5. 신체활동 변화 단계를 재평가 
6. 장기적 목표 설정을 위한 개별적인 목표량 수정, 전략 
수정  
7. 활동 평가지를 받고 프로그램 참여 소감 발표, 인생 비젼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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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별 G-MIPA 진행 프로토콜 및 시나리오 

차
수 

테마 진행 프로토콜 구성 개념  준비물  

1 

오리엔
테이션   
/ 사전 
평가 

1) 프로그램 전반에 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질문을 받는다. 
2) 화, 발표 등 집담회의 규정을 자료화면과 말로 알려준다. 
3) 집담회 참석 상자에게 자기 소개할 시간을 갖게 한다. 참여 
이유와 앞으로 프로그램에서 기 하는 바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한다. 4) 집담회 진행자의 철학에 해 설명한다. 5)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신체활동에 한 자유도에 해 설명하고 0-
10 점으로 자가 평가한다. 진행자는 해당 점수에 해 그 이유를 
물어본다. 6) 신체활동으로 영향받는 삶의 영역을 선택하고 
중요도 순서 로 나열해보고 발표한다. 7) 신체활동 증진에 해 
내가 가진 태도를 변화단계 수레바퀴에 표시한다. 신체활동 
증진에 한 개별 목표와 성취 자신감(0~100 점)과 중요도를 
표시한다(0~100%).  

동기강화상
담 활동: 
의사결정 
균형, 자기 
효능감 

명상 음
악, 거울, 
음료, 집
단 활동
지, 출석
부, 집담
회 녹음
기, 오늘
의 명언, 

진행 슬라
이드 

9) 자신의 1 주일동안 신체활동이 어느 정도인지 
적어오기(과제) 

자기관리 
전략:정보, 
기술 

8) 거울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몸을 살피는 연습을 함  
10) 집단 참석 소감 발표하기 / 거울 명상을 통해 자신에 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함  

감정, 태도 
변화 : 
자기효능감, 
결과 기  

2 

감정, 
변화 

준비도 
평가하

기 

1) 과제 점검하기, 얼마나 하였는 지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 
지를 나누게 함 2) 새로운 구성원이 있을 경우 서로 소개함. 3) 
집단 규정과 발표 방법을 다시한번 알려 줌 4) 신체활동에 한 
감정을 감정지에서 선택하고 개별적인 설명과 이유를 
발표하도록 한다.   

동기강화상
담 활동: 
의사결정 
균형, 자기 
효능감 

음료, 자
기관리 방
법, 스트
레스 해
소, 걷기 

운동법 자
료, 집단 
활동지, 

요약평가
지, 1주일
간 활동일
지, 출석
부, 집담
회 녹음
기, 오늘

의 명언과 
그림이 포
함된 진행 
슬라이드 

5) 우울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호흡 명상-바른 자세와 음악을 
들으며 심호흡하기 6) 음악을 들으며 양감 감정이 들 수 있는 
그림을 보며 서로 다른 제목으로 그림의 제목을 붙이는 연습을 
해본다. 활동 후 진행자는 이처럼 노력하면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정답은 없다.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한다. 

감정, 태도 
변화 : 
자기효능감, 
결과 기  

7) 신체활동의 기본 원칙과 사전 사후 마무리 스트레칭의 
중요성, 걷기 방법에 한 자료를 제공하고 순서 로 시범과 
체험을 한다. 진행자는 피드백을 주고 자세 교정을 돕는다.  

신체활동 
체험: 정보, 
기술 

8) 자기관리의 중요 방법에 한 내용에 한 자료 제공후 
설명한다. 9) 일주일 활동 일지를 제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실천 전략을 쓰도록 한다. 가능한 자유로운 주제의 활동 
목표를 작성하도록 선택을 준다.  

자기관리 
전략:정보, 
기술 

 10) 집단 요약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감정 상태와 요약을 
스스로 하도록 한다. 

감정, 태도 
변화 : 
자기효능감, 
결과 기  

3 

이득과 
손실, 

신체활
동 

1) 긍정적인 부분 강조하기, 서로 인사를 나누며 무조건 
칭찬하고 감사하기 화를 시도함. 또는 물을 놓고 물이 감사한 
이유를 돌어가면서 발표함.  

감정, 태도 
변화 : 
자기효능감, 
결과 기  

물, 밴드, 
집담회 활
동지, 진

행 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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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
기  2) 이득과 손실, 작성하기 , 각자 하고, 집단 내 작성하기, 

바꾸어야 할 이득에 해 토의함/ 신체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이유에 해 생각해봄  3) 안 과제 1 면 작성하고 2 개씩 
발표하기, 나머지는 과제로 내어 줌  

동기강화상
담 활동: 
의사결정 
균형, 자기 
효능감 

드, 1주일 
활동 일지 

4) 고혈압 상자 맥박 재기 시행함- 운동의 강도에 해 
설명함  5) 밴드 또는 수건으로 집에서 혼자서 또는 둘이하는 
스트레칭 동작 2 가지 체험  

신체활동 
체험: 정보, 
기술 

6) 1 주일 활동 일지 작성법 알림 
자기관리 
전략:정보, 
기술 

4 

신체활
동 방해 

요인 
극복하

기  

1) 적절한 신체활동량과 개인별 신체활동량 정하기, 내용 
구성하는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함. 2) 복부 비만의 기준과 관리 
방법에 한 정보를 제공함. 노인들의 신체 기능 약화와 질병 
등으로 인한 두려움, 하지 기능 약화 등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 

신체활동 
체험: 정보, 
기술 

집단 
활동지, 

신체활동 
동작을 
포함함 
진행 

슬라이드, 
풍선과 
바늘, 
줄자, 
음료 

3)앉거나 누워서 할 수 있는 복근 운동방법, 균형 운동,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 등 근력 운동 정보 제공하기  

자기관리 
전략:정보, 
기술 

4)신체활동 방해 요인에 해 자가 평가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집단 자유 토의함 5) 지루한 내용도 놀이나 
활동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방해요인을 풍선에 써서 
터뜨림으로서 감정적 해소와 의지, 재미를 증 시킴 

감정, 태도 
변화 : 
자기효능감, 
결과 기  

 6) 둘이서 하는 활동을 통해 집단원 간 친해지는 기회와 
둘이서 하는 활동의 재미를 느끼게 함.  

신체활동 
체험: 정보, 
기술 

5 

가치관, 
신체활

동 
실천하

기  

1) 신체활동 경험 발표와 적절한 신체활동에 한 복습 2) 
다함께 스트레칭하며 복습 3) 의자에 앉아 둘이서 하는 허벅지 
씨름, 복부 운동 방법 체험 

신체활동 
체험: 정보, 
기술 

가치관 
목록, 

스케치북, 
크레파스, 
운동 동작 

그림을 
포함한 
진행 

슬라이드, 
음료 

4) 만성 질환별 자기관리와 신체활동 주의 사항 알기, 식이 
조절이 함께 해야 함 

자기관리 
전략:정보, 
기술 

5) 나의 가치관 목록 만들기 - 가치관 목록을 나누어 주고 
가치관 다이아몬드 그리기 시행하고 발표함 

감정, 태도 
변화 : 
자기효능감, 
결과 기  

6)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회상하며 그리기, 5 개월 뒤 
좋아진 나의 모습 그리기 자아 통합과 과거 회상을 통해 긍정적 
자아상 만들기  

감정, 태도 
변화 : 
자기효능감, 
결과 기  

 7) 활동 일지 쓰는 방법을 다시 알려주고 자신의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지난 시간 실천하지 못한 것에 한 
피드백을 제공함 

자기관리 
전략:정보, 
기술 

6 

비전, 
신체활

동 
실행과 
유지강
화하기  

1)의자에 앉아 음악 들으며 체조하기 2) 전신 스트레칭 동작 
체험하기 3) 각종 운동 동작 자료 제공하기 

신체활동 
체험: 정보, 
기술 

명언, 
동작 

그림을 
포함한 
진행 

슬라이드 

4) 자신의 앞으로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하게 한다. 5) 사후 
요약과 평가를 시행한다. 글씨 쓰기 어려워 하는 상자를 위해 
집담회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발표하도록 한다. 6) 만보계를 
제공하고 1 주일 동안 자신의 활동을 관찰하게 한다.  

자기관리 
전략:정보, 
기술 

7) 신체활동량의 종류별로 골고루 활동 종목 선택하여 실천하는 
전략을 알려준다.  

신체활동 
체험: 정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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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1. 적절한 신체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Session 2  : 감정, 변화 준비도 평가하기

 Session 목표 : 신체활동 증진의 변화 준비도가 증가

P.O. 1. 신체활동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다.

P.O. 2. 신체활동의 중요도와 자신감을 평가한다.

       준비물

C.O. 2. 자신의 신체활동량을 평가하고 발표한다.

C.O. 3. 신체활동 증가로 인한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에 대해 생각해본다.

C.O. 4. 신체활동 증진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C.O. 5. 신체활동 증진에 대한 자신감을 평가하고 발표한다.

C.O. 6.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나눈다.

C.O. 7. 자신의 적절한 신체 활동량에 대해 발표한다.

       수업 전 준비사항

 교육장소 및 실습 장소, 준비물을 준비한다.

 출석 확인을 한다.

  신체활동량과 운동 방법에 대한 자료집,  출석부, 중요도와 변화 자신감 평가지, 집단 활동지 , 명상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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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1. 신체활동 증가의 이득과 손실을 이해한다.

Session 3  : 이득과 손실, 신체 활동 계획하기

 Session 목표 : 신체활동의 목표와 전략을 스스로 설정한다.

P.O. 1. 신체활동으로 인한 이득과 손실을 평가한다.

P.O. 2. 신체활동 목표 설정과 전략 구상하기

       준비물

C.O. 2. 자신의 신체활동량의 경험을 발표해본다.

C.O. 4. 걷기, 집에서 운동, 일상에서 신체활동 증진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C.O. 5. 자신의 신체활동 목표를 설정해보고 피드백 받는다.

C.O. 6. 목표를 적절히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하고 발표한다.

C.O. 3. 신체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단기적 이점을 대신할 대안 메뉴를 확인한다.

  신체활동 증진에 대한 자료집,  출석부, 이득과 손실 집단 활동지, 개별 action plan 작성표

       수업 전 준비사항

 교육장소 및 실습 장소, 준비물을 준비한다.

 출석 확인을 한다.

       수업 전 준비사항

C.O. 6. 신체활동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정하여 발표한다.

C.O. 7. 신체활동 목표 달성 자신감과 중요도를 측정하고 발표한다.

Session 4  : 신체 활동 방해요인 극복하기

 Session 목표 : 신체활동의 방해요인을 확인하고 극복 방법을 마련한다.

P.O. 1. 신체활동 방해 요인을 이해한다.

P.O. 2. 신체활동 방해 요인 극복 자신감이 증가한다.

C.O. 1. 신체활동 방해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이해한다.

C.O. 2.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한다.

C.O. 3. 신체활동 실패했던 경험을 발표하고 문제점을 확인한다.

C.O. 4. 신체활동 방해요인 극복했던 경험을 발표한다.

C.O. 5. 자신만의 방해요인 극복 방법을 계획한다.

 교육장소 및 실습 장소, 준비물을 준비한다.

 출석 확인을 한다.

       준비물

  신체활동 방해요인,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자료집,  출석부, 집단 활동지, 개별 action plan 작성표, 자신감과 중요도 측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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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1. 신체활동 경험을 발표한다.

Session 5  : 가치관, 신체활동 실행하기

 Session 목표 :  설정된 신체활동 목표에 따라 신체활동 실천하기
P.O. 1. 신체활동 목표에 따라 실행한다.

       준비물

C.O. 2. 함께 신체활동을 할 동료나 집단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C.O. 3. 집단 내 역할 모델이 된다.

C.O. 4. 신체활동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C.O. 5. 신체활동 증진의 유익성에 대한 평가를 한다.

C.O. 6. 신체활동 실천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고 제공한다.

C.O. 7. 신체활동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 증상에 대한 평가

       수업 전 준비사항

 교육장소 및 실습 장소, 준비물을 준비한다.

 출석 확인을 한다.

   출석부, 중요도와 변화 자신감 평가지, 집단 활동지

C.O. 1. 잠재적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마련

Session 6  : 비전, 신체활동 실행과 유지강화하기

 Session 목표 : 증가된 신체활동량을 유지하고 문제 상황 극복하기

P.O. 1. 증가된 신체활동량을 유지한다.

P.O. 2. 신체활동 중 문제 상황 극복하기

       준비물

C.O. 2. 신체활동의 유익성에 대한 재인식

C.O. 3.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발표

C.O. 4. 스트레스 해결 방안 마련

C.O. 5. 신체활동 변화 단계를 재평가

C.O. 6. 장기적 목표 설정을 위한 개별적인 목표량 수정, 전략 수정

C.O. 7. 활동 평가지를 받고 프로그램 참여 소감 발표, 인생 비젼 발표하기

       수업 전 준비사항

 교육장소 및 실습 장소, 준비물을 준비한다.

 출석 확인을 한다.

  신체활동량과 운동 방법에 대한 자료집,  출석부, 중요도와 변화 자신감 평가지, 집단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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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제공된 자료와 집단 활동지 

 영향 받는 삶의 영역 
 

1. 나의 신체활동이 다른 삶의 영역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지 정도에  
동그라미 하세요. 

 
 

 

 

 

 

 

 

 

 

 
 
 
 

 
 

2. 나의 신체활동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을 중요한 순서 로  
아래에 적어주세요. 

 
 

 최소 조금 많이 최대 

대인관계 1 2 3 4 

일 1 2 3 4 

재정 1 2 3 4 

가족 1 2 3 4 

교육 1 2 3 4 

지역사회 1 2 3 4 

신체건강 1 2 3 4 

마음 건강 1 2 3 4 

취미 1 2 3 4 

성격/도덕 1 2 3 4 

종교 1 2 3 4 

자존감 1 2 3 4 

 중요도, 자신감 
 

1. 앞으로 2 달 동안 변하고 싶은 건강 행동이 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중요도 

지금 나의 신체활동 증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변화 목적 달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많이 노력하실 건가요? 자신의 중요 점수를(0 ~ 

100 %)를 여기에 적으시오.               % 

 

3. 자신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할 기술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자신하는 지 

자신감 점수를(0~100%) 말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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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요약 
 

 현재 나의 기분이 어떠한가요?  
 
 
 

 오늘 집담회를 통해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우리 집단에 대한 지금 나의 느낌은?  
 
 
 

 오늘 토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 

 

 도움이 
안되었다. 

 조금 도움이 
되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1주일 활동 기록지  

목표 1 주일에(             )신체활동을 하겠다. 달성 
자신감 ? %  

종류  
1. 가벼운 활동:                                 

 
2. 보통 강도활동:                               

 
3. 힘든 운동 도전:______                       

실천확인 
수행한 번호 수행불가사유 

금   
토   
일   
월   
화   
수   
목   
목표달성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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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과 건강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사성 질환 증가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은 혈당을 상승, 사성 질환을 악화시키고 합병증 유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치매 등으로 이어집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점점 빠져나가 몸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뼈를 엉성하게 만듭니다.  

 특히 병이 있을수록 몸의 쇠약이 빨라지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합병증의 빠른 진행  

 

3가지 중요 자기관리 기술  

1. 자신의 질병 돌보기 

     : 약물 복용, 운동, 병원 가기, 자신의 증상을 정확하게 말하기, 식이 변경  병원에서 습득  

  2. 정상 일상 활동 계속하기  

     : 집안일,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 가족, 친구, 직장과의 관계 유지,  

      해오던 일 계속하기, 바뀐 상황에 적응하기  

  3. 감정의 변화를 관리하기 

     : 분노, 미래에 한 불안, 기 와 목표의 변화, 우울증과 스트레스, 소외감, 회피, 관계  

 

걷기 운동 방법  

1. 장소를 선택  

2. 신발을 선택   

3. 몸통 스트레칭과 발목 운동을 먼저   

4. 자세, 몸통과 목을 편다.  

5. 발바닥 전체가 닿는다. 

6. 팔을 앞 뒤로 흔들어 준다.  

7. 끝나면 허벅지와 발목 운동으로 마무리  

8. 물을 전후 많이 마신다.  

9. 호흡과 함께 속도감이 있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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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 Group Motivational Interviewing for Older 

Adults in a Senior center to Improve Physical Activity 

: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eo, Kyoungsa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hysical activity is an essential behavior for older adults to keep and improve 

their health status. Therefore, the health professionals have to monitor and 

help older adults to keep them active in daily life. The aim of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 group motivational interviewing for physical activity and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for improving physical activity among 

older adults in a senior center. 

Group motivational interviewing for physical activity (G-MIPA) was 

based on motivational interviewing strategy and transtheoretical model. 

Forty-seven older adults were recruited from a senior welfare center in Seoul 

to verify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intervention group or the control group at start of the study. A 7-week, 

6 times of group motivational interviewing for physical activity improvement 

and 1 time of tailored feedback was delivered to the interven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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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health counselling was delivered once to the control group. Surveys 

were conducted at the baseline and 8th week. The survey included 

measurement of the stage of changes, self-efficacy for physical activity, the 

level of physical activity, body composition, fitness, depression, chronic 

symptoms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Twenty three participants in the 

intervention group and 23 in the control group attended at 8th week post-test. 

Total 46 participants’ data were analyze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in terms of 

sociodemographic or physical characteristics at the baseline except balance. 

The group motivational interviewing for physical activity significantly 

increased physical activity (p=.003) and stage of change for physical activity: 

moderate intensity (p=.002) and vigorous intensity (p=.044). In addi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dy composition, fitness, chronic 

symptoms, depressi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between two groups.  

    In conclusion, group motivational interviewing for physical activity 

improvement program for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 was effective. 

However, more researches are needed to prov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on health outcomes.  

 

keywords : Group motivational interviewing, physical activity, aged, stage 

of chang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tudent Number : 2010-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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