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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무직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습관형성모델에 

기반한 생활속 운동을 습관화 할 수 있는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SNS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전달하고, 12주 중재를 통하여 

효과를 평가하는 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중재 프로그램을 전달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카카오 플러스친구’를 사용하였다. 이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기능은 습관형성모델에 근거하여 신호, 행동, 보상(물리적, 

내적) 3개 요소를 포함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IBM Watson 

Conversation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화서비스 앱을 구축한 후, RESTful 

API를 통해 플러스친구 스마트채팅 API형에 앱 URL링크를 연결하였고, 

플러스친구를 통하여 연구대상자가 입력한 대화에 대해 자동으로 답변을 

주는 챗봇 기능을 개설하였다.  

효과평가는 대조군 종단적 연구로 실험1군 57명, 실험2군 49명 

무작위 배정하여 12주 코칭 프로그램을 중재한 후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생활속 건강행위 반복횟수, 습관강도 및 신체활동량 변화를 확인 및 

그룹별 비교를 진행하였다. 실험1군에는 신호, 외적 보상 및 내적 

보상을 모두 제공하였고, 실험2군에는 첫 4주는 신호 및 외적 보상 

제공, 5주차부터 신호, 외적 보상 및 내적 보상을 모두 제공하는 중재 

차별화를 두었다.  

습관형성모델 기반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은 중재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실험1군, 실험2군 생활속 운동행위 반복횟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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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p<0.001), 수행한 생활속 운동행위 

누적 반복횟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1군은 평균 52.67회(±5.64), 

실험2군은 평균 47회(±7.87)인 것으로 나타났고, 두 그룹 간의 누적 

반복횟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신체활동량은 실험1군, 실험2군 모두 중재 후 증가되었고,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실험1군 실험2군 

여부에 따라 신체활동량은 그룹별 차이가 있었으며, 실험1군인 경우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속 건강행위 습관강도를 12주 동안 반복 측정한 결과 

실험1군의 SRHI 점수는 1주차 41.44점에서 12주차 72.82점까지 

31.38점 증가하였고, 실험2군의 SRHI 점수는 1주차 45.08점에서 

12주차 66.12점까지 21.04점 증가하였다. 또한 실험1군, 실험2군 

여부에 따라 SRHI 점수는 그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상 생활속에서 쉽게 수행 가능하고, 가장 쉽고 

경제적이며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출퇴근 시 대중교통 서서 이용하기, 

출퇴근 시 도보, 계단 오르기 등 단순 행위 수행에 습관형성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이 과정을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설계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통해 더 다양한 질환 또는 건강행위를 

대상으로 이론을 적용한 프로그램 및 전달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간호 

중재의 지속성 및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주요어:  건강행위, 습관, 습관형성모델, SNS 플랫폼 

학번: 2011-3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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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바쁜 직장생활에 운동할 시간이 없는 것은 많은 사무직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공통된 현상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신년 운동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인 

응답자의 81.6%는 2015년 본인의 운동 목표 달성도를 60점 

미만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이, 2015).  

직업적인 여건으로 시간을 내어 규칙적으로 운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직장인들한테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 중 비운동성 활동 열발생 신체활동(non-

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이 일상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비운동성 활동 열발생 신체활동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구조화된 활동과는 달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몸을 움직거리기(fidgeting), 걷기(walking), 계단 

오르기(stair climbing)등 육체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을 

말한다(Levine, 2002). 한 연구에 의하면 자동화에 익숙해진 

사람들한테 직접 설거지를 하고, 출근길 걷기를 하게 하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를 하도록 한 결과 하루에 약 120 kcal 가량 소비량이 

증가하였고, 이것은 1년에 무려 5.4kg의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소비량과 동일하다고 하였다(Lanningham-Foster, 2003). 

일상생활속에서 비운동성 활동 열발생 신체활동을 증진시켜주는 

생활습관이 지속된다면 효과적인 체중감량은 기대하지는 못해도, 더 

이상의 체중 증가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신체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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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이고 반복하여 습관화 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이다. 하지만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계단 오르기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한 

의도가 있어도 의도된 행위가 실제 행위로 이루어지기에는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격차를 “의도와 실제 행위의 차이(intention-

behavior gap)”라고 한다. 연구에 따르면 행위의도로 행위를 예측하는 

설명력은 25~35% 밖에 되지 않으며(Armitage & Conner, 2001), 한 

메타분석에서는 행위의도-행위의 상관관계가 낮은 수준의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Webb & Sheeran, 2006). 또한 행위의도가 

행위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수행이 

이루어 져야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Wood, 2007).  

현재까지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건강행위를 설명하는 많은 모형과 

이론들이 제안되어 왔다.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 HBM)은 

자신이 질병이나 장애에 아주 취약하다는 믿음, 질병이나 장애가 매우 

심각하다는 믿음, 건강을 증진하려는 행동을 통해 실제로 이득을 

얻는다는 믿음, 건강을 증진하려는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이 클수록 건강을 보호하거나 추구하려는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 의하면 건강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상호작용하여 

건강행위의 의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계획된 행위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합리적 행위이론에 지각된 행위 통제력이라는 

변인을 추가하여 행위 의도와 행위를 설명하였다(박준호, 2014).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인지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고, 행위의 지속성과 

습관형성에 관하여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Salema, Elliott, & 

Glazebrook, 2011).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호-행위-보상 

연결고리를 통하여 반복적인 행위를 유도하여 습관을 만들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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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형성모델이 제안되었고, 최근 들어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Lin, 2016; Wood, 2016). 

스마트폰 사용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202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그 중 최소 50%는 스마트폰 건강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Ericsson, 2015)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중재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들어 장기적인 건강 행위 관리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중재방법들이 다양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건강행위이론에 기반한 스마트폰 중재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는 추세이다(Riley et al., 2011).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관련 어플리케이션은 정보제공, 추적, 

활동상태 기록 등에 기능이 맞춰져 있어 지속적인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많은 사용자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재 접속하지 않고 

대부분 한달 뒤에 삭제하는 등 효율성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도영임, 2014). 그 원인 중 하나로 관리 도중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동기부여이다. 습관형성이 필요한 행위들은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환경조성이 

행위의 지속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구현하여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중요한 미디어 또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SNS 플랫폼을 

통하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교류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은 MAU(monthly active 

user)가 2.19억명인 것으로 확인된다(Facebook, 2018). 한국의 경우, 

국내 이용자수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SNS 플랫폼으로 

카카오톡이며, 2015년 1분기 기준 활성이용자수가 4820만명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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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실시간 대화를 

일대일 또는 그룹으로 전달할 수 있고, 플러스친구 등과 같은 서비스와 

연동할 수 도 있다(최민재, 2013).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비교하였을 때 SNS 플랫폼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제한이 있지만, 습관성, 편리성,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사회적 존재감, 감성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측면에서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단점을 보완하기 때문에, 지속성과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건강행위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일상생활속 계단 오르기와 같은 비운동성 활동 열발생 신체활동은 

평소에 반복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습관성 행위이다. 

습관형성모델을 적용하여 비운동성 활동 열방생 신체활동의 습관형성 

중재를 개발한 연구는 있지만, 이러한 이론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하는 사례, 특히 연구대상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동기부여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재를 전달하는 사례는 적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지속시키고, 건강행위를 관리해 주는 모바일 중재 전달방법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무직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습관형성모델에 기반한 생활속 운동을 습관화 할 수 있는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SNS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전달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5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직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SNS 플랫폼에서 중재를 제공하는 

습관형성모델 기반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습관형성모델 기반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이 사무직 

직장인의 생활속 운동행위의 습관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다.  

3) 습관형성모델 기반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에서 내적 

보상이 습관형성에 주는 영향 효과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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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용어 정의 

 

1. 생활속 운동행위 

 

이론적 정의: 신체활동은 에너지 소비를 초래하는 골격근에 의한 

모든 신체적 움직임을 의미한다. 생활속 운동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구조화된 운동성 신체활동과는 달리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앉기, 

일어서기,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의 신체활동을 의미한다(Levine, 2004).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출퇴근길 걷기, 계단 오르기, 대중교통 서서 이용하기 등을 

의미한다.  

 

2. 습관 

 

이론적 정의: 특정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율성(automatically)이 형성된 행위패턴을 의미한다. 즉 습관은 

반복적인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자율적(automatic) 

행위이다(Verplanken & Aarts, 1999; Wood & Neal, 2009).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생활속 운동행위 반복 횟수, 습관강도, 

신체활동량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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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습관강도 

 

이론적 정의: 습관강도는 행위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자율성(automatic) 정도를 의미한다(Verplanken & Aarts, 1999).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습관자가보고지수 (SRHI)(Orbell & 

Verplanken, 2010) 도구로 7점 척도, 12개 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습관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신체활동량 

 

이론적 정의: 신체활동량은 에너지 소비의 결과로 근골격계에 의해 

일어나는 신체적 움직임으로 정의되며 건강 또는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계획한 직업적 일, 집안 일, 레저활동, 스포츠와 운동 등을 

포함한다(Armstrong, 2006)(Armstrong, 2006 #9).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WHO에서 개발한 국제신체활동설문지 

(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의 한국어 버전으로(이초애, 

2013) 측정한 점수로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 중간 수준의 신체활동, 

낮은 수준의 신체활동으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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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적 보상 

 

이론적 정의: 외적 보상(extrinsic reward)은 음식물과 생존물품 

같은 물리적인 목표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물리적인 보상의 

예로 현금보상, 점수, 배지, 리더보드 등이 있다(Verplanken & Aarts, 

1999).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목표로 하는 행위 수행 시 매주마다 

발송하는 커피쿠폰을 의미한다.  

 

6. 내적 보상 

 

이론적 정의: 내적 보상(intrinsic reward)은 무언가를 완수했다는 

느낌, 달성했다는 느낌을 말한다(Lally & Gardner, 2013).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목표 운동 수행 시 SNS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칭찬하기, 챗봇 피드백, 인증샷 올리기 및 공유하기 등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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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호 

 

이론적 정의: 신호(reminder)는 대뇌에 저장되어 있던 상황-반응 

연결고리를 활성화하여, 습관행위를 불러오는 자극이다(Verplanken & 

Aarts, 1999).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SNS 플랫폼을 통하여 연구대상자가 

지정 한 시간 10분전에 발송하는 daily push alarm을 의미한다.  

 

8.  SNS 플랫폼 

 

이론적 정의: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교호적 

관계망이나 교호적 관계를 구축해 주고 보여 주는 온라인 서비스 또는 

플랫폼을 의미한다(Boyd & Ellison, 2007).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카카오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플러스친구’서비스와 IBM Watson Conversation을 연동한 챗봇 

서비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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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비운동성 활동 열발생 신체활동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엘리베이터, 자가용 사용 등 자동화된 

주변환경의 변화로 비만 유병률이 증가되고 성인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섭취 에너지양을 줄이고, 

소비 에너지량을 늘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바쁜 직장인들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 운동을 수행하기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비운동성활동 열발생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문여진, 2011).  

신체활동은 에너지 소비를 초래하는 골격근에 의한 모든 신체적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업적 신체활동과 여가 신체활동으로 

구분한다. 운동은 이러한 신체활동의 하위 개념으로 여가 신체활동에 

포함되며,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반복되는 구조화된 

활동이다(Caspersen, 1985). 

인간의 하루 총 에너지소비량은 기초대사량, 음식 섭취 후 발생되는 

열 발생, 신체활동을 통한 열발생 등으로 구성된다. 그 중 신체활동을 

통한 열발생은 운동성 활동 열발생, 비운동성 활동 열발생으로 

구분한다(Levine, 2004). 

비운동성 활동 열발생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구조화된 운동성 

활동 열발생과는 달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앉기, 일어서기, 걷기, 

말하기 등의 육체활동을 통해 소비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만한 사람과 마른 사람의 비운동성 활동 열발생 소비량을 분석해본 

결과 비만한 사람의 경우 좌식시간은 571분으로 마른 사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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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시간에 비해 더 길고, 보행시간은 비만한 사람의 경우 373분으로 

마른 사람의 경우 56분에 비해 더 짧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에너지량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269~477 kcal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Levine, 2001).  

일상생활속에서 이러한 비운동성 활동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자동화된 기구 사용 시간을 줄여주고, 생활속에서 가급적 몸을 많이 

움직여 주는 비운동성 활동 열발생 신체활동을 증진시켜주는 생활습관이 

지속된다면 체중감량의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의 

체중증가는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개개인의 움직임 패턴을 

돌아보고 움직이지 않으려 했던 생활습관을 바꾸는 생활속 건강행위 

수행이 필요하다(문여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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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행위변화 관련 이론 

 

건강을 추구하는 행위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과 이론들 중 현재 

보건의료 영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계획된 행위 

이론(Theory of Planed Behavior, TPB),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 범이론적 모델(Transtheoretical Model, TTM)등이 

있다.  

 

1.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합리적행위이론은 사회 심리학자 에이젠과 피시바인 

(Ajzen & Fishbein)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람들이 어떤 행위(행위)을 

하려고 결정하기 전에 관련된 정보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며 

행위의 결과에 대해 신중히 고려한 다음에 비로소 행위를 수행한다고 

가정한다.   

행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행위를 하려는 ‘의도’이며 

이러한 의도에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다. 

‘행위에 대한 태도’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결과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개인적 ‘평가’와 그 

행위로 나타날 결과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주관적 규범’은 그 행위에 대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타인들의 태도’와 자신이 타인들의 뜻에 따르려는 ‘동기’에 따라 

결정된다(Ajzen & Fishbein, 1977). 



 

 
13 

2. 계획된 행위 이론(Theory of Planed Behavior, TPB) 

 

에이젠(Ajzen)은 합리적행위이론에 ‘지각된 행위 통제력’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계획된 행위 이론으로 확장했다. 행위를 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인 ‘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이외에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지각된 행위 

통제력)가 영향을 미치며 이 변인은 심지어 행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더 많은 자원과 기회를 가졌다고 믿을수록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더 강하게 믿는다. 지각된 행위 통제력은 그 

사람이 바라는 행위적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쉽거나 어려우냐에 

대한 신념으로 과거의 행위 경험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지각을 반영한다(Ajze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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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 

 

건강신념모델은 ‘신념’이 건강을 추구하는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자신이 질병이나 장애에 아주 취약하다는 믿음(신념), 질병이나 

장애가 매우 심각하다는 믿음, 건강을 증진하려는 행위를 통해 실제로 

이득을 얻는다는 믿음, 건강을 증진하려는 행위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이 클수록 건강을 보호하거나 추구하려는 

행위를 더 많이 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Janz & Becke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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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이론적모델(Transtheoretical Model, TTM) 

 

건강 보호 행위를 설명하는 예방 채택 과정 모델과 비슷한 모델로 

통합이론적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처방을 준수하는 행위를 설명하는 

데 더 적절하다. 이 모델에서는 인간이 행위 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나선형 단계를 거쳐 진행하거나 퇴보한다고 가정한다. 이 단계는 모두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사숙고 이전 단계(pre-

contemplation stage), 심사숙고 단계(contemplation stage), 준비 

단계(preparation stage), 행위 단계(action stage), 행위 유지 

단계(maintenance stage)이다. 

이 모델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옮겨 가는 과정이 직선으로 

진행되기보다 나선형을 이룬다고 가정한다.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단하면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거나 심사숙고 또는 심사숙고 이전 단계로 완전히 

퇴보되기도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행위 변화를 완성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진행과 퇴보를 수 차례 반복할 수도 있다. 이 모델에 근거하여 

행위 변화를 잘 이루려면 각 단계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심사숙고 이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반면에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행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알려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들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행위를 변화시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행위 유지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이룬 변화를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도움이나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Prochask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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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TM) 

 

Davis(1986)는 정보기술의 사용과 수용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하여 기술수용모델을 처음 제안하였으며, 새로운 정보 기술을 

수용하고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 기술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는 모델 중 하나로 이후 많은 

연구에서 적용되어왔다(Davis Jr, 1986). 

TAM은 혁신기술의 하나인 컴퓨터 사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설명하고자 개발된 것이다. 즉 광범위하게 걸친 컴퓨팅 기술에 대하여 

최종 대상자 행위를 설명하는데 간명하면서도 이론적 근거도 풍부하게 

가지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수용모델(TAM)에서는 기술의 

사용의도와 기술사용에 대한 태도의 결정 요소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개념을 도입하여 합리적 행동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TAM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용자의 시스템에 대한 믿음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을 

제시하고 이 두 요인이 기술수용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그 태도가 기술수용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 의도가 

최종적으로 기술수용 행위를 결정한다.  

또한 두 가지 이론 모두가 채택 대상이 되는 뉴미디어의 객관적 

속성보다는 채택자가 그것을 얼마나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지각된 주관적 속성이 더욱 크게 작용함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TAM모델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만을 강조한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Malhotra & Galletta, 

1999). 따라 Venkatesh 와 Davis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xpa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E-TAM)을 제시하였다. 이는 

Davis(1986)의 TAM모델에 외부변수를 추가시켜 확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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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다(Venkatesh & Davis, 2000). 

TAM을 기반으로 다양한 변수의 확장과 새로운 기술에의 적용 등 

모델의 일반화를 시도하는 많은 선행 연구들은 TAM에서 제시된 유용성 

및 용이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동기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기술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TAM은 그간 사용자의 기술수용과정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어 왔으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정보시스템 작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모델의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근에는 기본 TAM을 확장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변수들(external variables)에 

관한 탐색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이 TAM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장정무, 김태웅, & 이원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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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습관형성모델  

  

본 부분에서는 습관형성모델, 습관관련 신호-행위-보상 요소, 

습관지속 기간에 대하여 문헌고찰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건강관련 행위들은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습관’을 특정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자율성(automatically)이 형성된 

행위패턴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습관은 반복적인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자율적인(automatic)행위이다(Verplanken & Aarts, 1999; 

Wood & Neal, 2009) .  

습관형성의 기본적인 원칙은 특정 행위가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행위가 시작되면 두뇌에서는 상황과 행위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반복을 통하여 이 연결고리가 강화되고 더 확고해 

지면서 같은 상황에서 기타 행위의 개입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 후 

관련된 상황신호에 노출되면 습관성 반응이 자율적으로 

활성화된다(Wood & Neal, 2009). 행위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동기(motivation)에 의하여 통제되며 이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반면, 습관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인지, 의식적인 통제,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Bargh, 1994). 간단히 말하면 습관은 우리가 

이미 학습한 일상이나 과정에 대한 적절한 행위 반응을 재빨리 불러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의식적 사고 활동이 거의 또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활동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무언가에 

계속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습관 덕분이다.  

행위와 습관은 두 가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첫째, 흔히 

접하게 되는 신호(reminder)와 연결되면 습관은 즉각적인 반복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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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고, 습관의 강도(habit strength)는 행위의 반복과 상관관계가 

있다. 둘째, 신호가 주어졌을 때 습관은 행위의도와 행위 사이 관계를 

통제한다(Hall, 2013). 즉 습관은 행위의도-행위의 매개변인으로 

습관이 강해지면 행위의도-행위의 연관성이 약해지고, 습관이 약해지면 

행위의도-행위 연관성이 강해진다.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 관련 

메타분석에 의하면 행위와 습관 사이에는 중간-높은 수준의 가중 

상관관계(weighted correlation)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r+=0.46 

using a random effects model, p<0.001). 즉 습관이 강해지면 

행위의도의 영향력이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일관성 있는 환경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위인 경우 동기가 

변화되더라도 그 행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ollette, Godin, Bradet, & Gionet, 1994; Lally, van 

Jaarsveld, Potts, & Wardle, 2010; Webb & Sheeran, 2006). 

습관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상황-의존적-

반복(context-specific repetition)이다. 이는 동일한 상황이 주어지면 

원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상황적 신호와 행위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속성은 습관 형성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신호와 반복적 행위의 연결고리를 지속시킬 수 있는 

보상(reward)이라는 요소가 존재한다(W. Wood & Neal, 2007). 충분한 

반복을 하게 되면 신호 자체만으로 연관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인지하게 되어 행위를 유도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즉 과거 보상에 

대한 익숙해짐은 상황-반응 연결고리를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를 자극시켜주기도 한다(Dickinson & Balleine, 2002).  

신호는 직접적인 신호(direct reminder)와 동기 신호(motivated 

reminder)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신호는 대뇌에 저장되어 있던 

상황-반응 연결고리를 활성화하여 습관행위를 불러온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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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고리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강화된다(Wood & Neal, 

2007). 동기적 신호는 보상하고 연결된다. 즉 행위를 하였을 때 

얻어지는 보상에 대한 가치가 동기적 신호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만약 

반응을 자극하는 신호가 보상과 인접해 있을 때 보상에 대한 가치는 

신호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이초애, 2014).  

행위는 반복적 행위(repeated behavior), 간헐적 행위(intermittent 

behavior), 새로운 행위(first time encountering behavior)로 구분할 

수 있다. 반복적 행위는 일상생활속에서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단순행위로 안전벨트 착용, 매일 음식섭취, 운동, 콘돔 사용, 피임, 헬멧 

착용, 칫솔질, 장기간 복약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사람들은 과거 

반복행위에 대한 경험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가 많다. 간헐적 행위는 

과거에 경험이 있지만 가끔씩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루어 지는 행위로 

구강검진, 건강검진, 예방접종, 대장검사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사람들은 간헐적 행위에 대하여 제한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새로운 

행위는 첫 경험을 말하며 새로운 검진, 신형 바이러스 예방접종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사람들은 과거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해당 행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Wood & Neal, 2007).  

행위는 두 가지 상호 대립되는 통로로 개시될 수 있다. 첫째는 

의도적 통로(deliberative rout)로 사전 생각과 인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거론하는 행위가 이 법주에 속하는데 

행위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규범이 행위의도에 영향을 주어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다. 다른 통로는 자율적인 통로(automatic rout)로, 

환경과 관련되며 상황적 신호에 의한 반응으로 노력, 의지적 통제 및 

의식이 필요 없다(Gardner, Bruijn, & Lally, 2011).  

보상은 신호-행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요소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 물질적 보상 (Reward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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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insic), 자아보상 (Rewards of the intrinsic), 사회적 보상 

(Rewards of the Tribe)으로 설명된다(Lally & Gardner, 2013).  

물질적 보상은 외적 보상(extrinsic reward)으로 분류되는데 

음식물과 생존물품 같은 물리적 목표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물질적인 보상의 예로 현금보상, 점수, 배지, 리더보드 등이 있다. 

물질적인 보상은 초반에 행위에 대한 내적 동기를 자극하지만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오히려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Deci, 

Koestner, & Ryan, 1999).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유능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한다. 무언가를 완수했다는 느낌, 달성했다는 느낌을 자아보상이라고 

한다. 자아보상은 내적 보상(intrinsic reward)으로 분류되며, 게임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진척 상황과 목표 달성 정도를 보여주어 자신이 

유능함을 과시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자아보상의 한 예이다.  

인간은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다. 사회적 보상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존재, 

매력적인 존재, 중요한 존재이며 어딘가에 소속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드는 보상이다. 사회적 보상은 내적 보상(intrinsic reward)으로 

분류되며 다른 대상자들의 인정 및 칭찬, 새로운 글을 올리거나 새로운 

트윗을 보낼 때, 새로운 사진을 올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확인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 등이 사회적 보상의 예로 사회적 보상이 대상자의 

참여 빈도를 높이는 데 훨씬 중요한 동기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Eyal, 2013).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3번의 인지적 단계가 있다. 첫 시작, 새로운 

행위가 시작되면 두뇌에서는 상황과 행위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반복을 

통하여 이 연결고리가 강화되고 더 확고해 진다. 첫 3일, 싫은 일도 

억지로 참고하는 것은 스트레스지만 3일은 버틸 수 있다. 부신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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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3일이 지나면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여,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행동을 중지하게 

된다.  다음 3주, 새로운 습관을 3주간 계속하면 단기 기억의 해마에서 

“주용한 일인가보다” 하고 인식하고, 이를 중장기 기억으로 측두엽에 

보관한다(이시영, 2011).  

습관은 반복적인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자율적 행위이다. 즉 

습관을 말할 때 반복 및 자율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자율성 및 반복의 관계는 점근 곡선을 형성한다(Figure 1).  

여기서 Y축은 습관자가보고지수(Self-Report Habit Index, SRHI) 

도구로 습관의 습관강도를 측정한 점수이고, X축은 행위의 반복횟수이다. 

즉 반복횟수가 많아질수록 자율성 점수는 높아지며 어느 정점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래프를 형성한다(Lally & Gardner, 2013).  한 

연구에 의하면 식이 및 운동 습관 형성 관련하여 95% 점근선에 

도달하는 시간은 평균 66일(범위 18~254일)이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습관의 지속에 있어서 

행위부재(lapse)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부재일수가 1일인 

경우에 습관의 지속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1주일 동안 행위부재가 

지속되면 습관의 형성을 저해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ally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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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abit formation following an asymptotic cure 

 

Christopher J(2005)가 진행한 12주 종적 연구에서 신체적 

운동을 하게 하여 포기한 시점을 생존분석 하였는데 첫 주에 가장 

많은 대상자들이 탈락하여 68% 생존율을 보였고, 5주차에 39%의 

생존율을 보이면서 그 이후로는 비슷한 생존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Figure 2) 안정된 습관형성 기간을 5주로 

제안하였다(Armitage, 2005). 

 

 

Figure 2 . Kaplan-Meier survival curve: Time to 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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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IBM Watson conversation과 chatbot 

 

IBM Watson™ Conversation 서비스는 자연어를 이해하고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을 사용하여 대상자와 소통할 때 사람이 하는 

대화 방식으로 응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준다. 어플리케이션은 대상자의 입력과 Watson Conversation 

Service 사이의 매개체가 된다. 카카오톡으로부터 input을 받아 

Watson Conversation Service에 전달하고 Watson Conversation 

Service가 주는 답변을 카카오톡으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Watson Conversation Service는 Bluemix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Bluemix에 로그인 한 후 Catalog에서 Conversation 서비스를 

작성한다. 블루믹스 대쉬보드에서 위 단계에서 생성한 서비스를 클릭한 

후 Launch tool 버튼을 클릭하여 툴로 이동한다(Figure 3).  

 

 

Figure 3. IBM Watson conversation launch tool 

 

 

http://www.ibm.com/watson/developercloud/doc/conversation/index.html
http://bluemix.net/?cm_sp=dw-bluemix-_-kr-_-devcenter
https://console.ng.bluemix.net/?cm_sp=dw-bluemix-_-kr-_-dev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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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pace 는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하나의 

Watson Conversation Service 인스턴스 안에 여러 Workspace 를 

생성할 수 있다. Workspace 는 다음과 같은 타입의 artifact 로 

이루어진다. 

Intent: Intent 는 대상자가 하려는 말의 목적을 의미한다. 서비스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요청의 모든 타입을 Intent 로 정의하게 된다.  

Entity: Entity 는 Intent 와 관련된 용어 또는 목적어를 의미한다. 

Entity 는 Intent 에 대해 구체적인 문맥(Context)을 제공하는데 쓰인다.  

Dialog: Dialog 는 대화의 흐름을 분기하는 것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정의된 Intent 와 Entity 를 인식했을 때 어떠한 응답을 할 것인지를 

정의한다.  

카카오플러스 친구 스마트 채팅은 자동 응답형과 API 형이 있는데 

자동 응답형은 버튼을 통해 클릭 시 메세지가 전송되는 형태이고, 

API 형은 질문과 답변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타입이다. 

플러스친구에서 자동응답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영툴을 통해 

key 발급을 위한 앱을 등록해야 한다. 자동응답 서비스가 개발 

완료되어 서비스 가능한 상태가 되면, 다음 단계에 따라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API 테스트를 통과한 경우, 서비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응답 

서비스가 시작된다. 자동응답 기능의 서비스가 시작되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직접 자동응답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자동응답 API 를 

통한 자동응답 기능은 카카오톡 앱 안드로이드/iOS 5.4.0 버전부터 지원 

가능하다(Figure 4).  

 

 

 

http://www.ibm.com/watson/developercloud/doc/conversation/configure-workspa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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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Kakao plus friend chabo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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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의 개념적 틀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개념적 틀은 Verplanken(2006)의 

습관형성모델(Habit Formation Model)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습관형성모델에 따르면, 습관은 단순 행위가 신호-행위-보상 

연결고리에 의하여 자율적인 행위반응을 수반하는 

과정이다( Verplanken, 2006; Wood & Neal, 2007).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위가 이루어지면 상황-행위 고리가 

형성되고, 이러한 행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면 

상황-의존적 반복행위가 형성된다. 또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면 동일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특정 행위를 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생기게 되며 신호-행위-보상 연결고리의 순환을 통하여 

습관이 형성된다(Wood & Runger, 2016).   

그 중 보상은 신호-행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요소로 물질적 

보상과 자아보상으로 분류된다. 물질적 보상은 현금, 점수 등 물리적 

목표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초반에 행위에 대한 

내적 동기를 자극하지만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오히려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Deci et al., 1999). 자아보상은 자신이 

유능함을 과시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참여 빈도를 

높이는 데 훨씬 중요한 동기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Eyal, 2013). 

행위를 하였을 때 얻어지는 보상에 대한 가치가 인지되면, 이는 

신호의 조건이 될 수 있고, 반응을 자극하는 신호가 보상과 인접해 

있을 때 보상에 대한 가치는 신호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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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개념적 틀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사무직 직장인을 

대상으로, SNS 플랫폼에서 습관형성모델 기반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활속 운동행위의 반복횟수를 향상하여 

행위의 습관형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아래와 같다. 일관된 신호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 행동을 수행하면 보상을 제공받는다. 

보상을 제공받으면 보상에 대한 가치가 동기요인으로 작용하여, 

일관된 신호가 다시 제공되면, 행동을 수행하는 사이클이 반복된다. 이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 습관이 형성된다(Wood, & Neal, 2007) 

(Figure 5).  

 

 

Figure 5.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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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1. 중재 적용 시간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생활속 운동행위 

반복횟수는 증가할 것이다. 

1-2. 중재 적용 시간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생활속 운동행위 

습관강도는 증가할 것이다.  

1-3. 중재 적용 전후 연구대상자의 신체활동량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중재 적용 시간에 따라 생활속 운동행위 반복횟수는 

실험1군과 실험2군에서 그룹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중재 적용 시간에 따라 생활속 운동행위 습관강도는 

실험1군과 실험2군에서 그룹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중재 적용 전후 신체활동량에는 실험1군과 실험2군에서 

그룹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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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SNS 플랫폼을 활용한 습관형성모델 기반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 개발   

 

1. 요구분석 

 

분석단계에서는 사무직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SNS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기능과 컨텐츠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다양한 문헌을 

통하여 SNS 플랫폼의 기능 및 컨셉트 정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1) 요구사항 분석 

 

제공하고자 하는 컨텐츠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은 사무직 직장인들의 

하루 일과 중 일상생활속에서 실행이 가능한 단순 행동,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시간대, 활동량을 파악한다. 이러한 자료는 

습관형성모델 중 신호(reminder)에 대한 내용 및 기능을 구현할 때 

사용된다.  

 

2) 기능 및 컨셉트 정의 

 

본 연구에서는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중재 프로그램을 전달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카카오 플러스친구’를 사용하였다. ‘카카오 

플러스친구’에서는 문자/동영상/사진올리기 등이 가능하고, 

연구대상자에게는 ‘개별톡’으로 전달이 되므로, 상담 내용이 노출되지 

않고, ‘1:1 상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플러스 친구는 스마트채팅 API형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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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말을 걸면 그에 대한 응답을 자동으로 

받도록 설정이 가능한 기능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기능을 IBM Watson Conversation 서비스와 

연동하여, 연구대상자가 매일 수행한 운동에 대하여 자동으로 피드백 

받도록 구현하였다.   

 

3) 설계 

설계 단계에서는 코칭 프로그램 프로세스,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코칭 프로그램 프로세스 영역에서는 맞춤형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규칙을 플랫폼에서 구현 가능한 알고리즘 형태로 

설계하였다.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연구대상자의 구독성 및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바일 UI/UX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디자인하였다. 

 

4) 구현 

 

SNS 플랫폼은 플러스친구 관리자센터https://center-pf.kakao.com 

/login)에 들어간 후 플러스친구 관리자 계정을 개설하고, 검색용 

아이디를 “운동습관 형성 코칭봇”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참여 대상자 모집문구에 기재된 QR코드 혹은 URL주소로 

연결하여 “친구추가”하기를 하면 연구 대상자로 등록이 되며, 

자동으로 “연구참여 방법” 공지, “연구참여 동의서” 및 “사전 

설문조사”가 발송된다.  

중재기간 동안 실천할 반복행동 목표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의 형태로 설정하도록 하였고, 이것을“미션”으로 

명명하였다.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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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장소 및 시간)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처음 시작부터 목표설정을 너무 

크게 하면, 그에 대한 저항력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행위를 

시작하기가 두렵고, 실패 확률도 크다. 하여 일상 생활속에서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였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수정하도록 권고하였다(Figure 6).  

또한 IBM Watson Conversation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화서비스 

앱을 구축한 후, RESTful API를 통해 플러스친구 스마트채팅 API형에 

앱 URL링크를 연결하였고, 플러스친구를 통하여 연구대상자가 입력한 

대화에 대해 자동으로 답변을 주는 기능을 개설하였다.  

 

 

 

 

 

 

 

 

 

Figure 6.  Habit formation coaching program appl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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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SNS 플랫폼을 활용한 습관형성모델 기반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 효과 평가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SNS 플랫폼을 통하여 중재를 제공하는 습관형성모델 

기반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대조군 종단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들은 무작위 배정으로 실험1군과 실험2군으로 

배정되었고, 실험1군에는 신호, 외적 보상 및 내적 보상을 모두 

제공하였고, 실험2군에는 첫 4주는 신호 및 외적 보상 제공, 5주차부터 

신호, 외적 보상 및 내적 보상을 모두 제공하는 중재 차별화를 두었다.  

선행연구에서 외적 보상은 초반에 행위에 대한 내적 동기를 

자극하지만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오히려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내적 보상은 대상자의 참여 빈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2군에서 내적 보상의 적용시기를 차별화 하여 실험1군과 

비교함으로써 보상이 습관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Table 1).  

1) 실험1군은 중재 1~12주차 신호, 외적 보상, 내적 보상을 제공한다.  

2) 실험2군은 중재 1~4주차 신호, 외적 보상을 제공하고, 중재 

5~12주차는 신호, 외적 보상, 내적 보상을 제공한다.  

3) 실험1군, 실험2군 모두 중재 전후 신체활동량을 측정한다.  

4) 실험1군, 실험2군 모두 생활속 운동행위 반복횟수, 습관강도를 

주1회 반복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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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earch design of the study 

  Pre 
1

w 

2

w 

3

w 

4

w 

5

w 

6

w 

7

w 

8

w 

9

w 

10

w 

11

w 

12

w 

Intervention 

group 1 

I 

 C 

E 

I 

C 

E 

I 

C 

E 

I 

C 

E 

I 

C 

E 

I 

C 

E 

I 

C 

E 

I 

C 

E 

I 

C 

E 

I 

C 

E 

I 

C 

E 

I 

C 

E 

I 

M 

 

 

P 

R 

S 

R 

S 

R 

S 

R 

S 

R 

S 

R 

S 

R 

S 

R 

S 

R 

S 

R 

S 

R 

S 

R 

S 

P 

Intervention 

group 2 

I 

 C 

E 

C 

E 

C 

E 

C 

E 

C 

E 

I 

C 

E 

I 

C 

E 

I 

C 

E 

I 

C 

E 

I 

C 

E 

I 

C 

E 

I 

C 

E 

I 

M 

 

 

P 

R 

S 

R 

S 

R 

S 

R 

S 

R 

S 

R 

S 

R 

S 

R 

S 

R 

S 

R 

S 

R 

S 

R 

S 

P 

Note.  

I : Intervention                    M:  Measurement 

C: Cue 

E: Extrinsic reward 

I: Intrinsic reward 

P: Physical activity 

R: Number of intended behavior repetitions 

S: Self report habi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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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사무직 근로자로서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를 

하는 사람으로 시스템 개발, 연구지원, 보건 및 복지행정,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 고객 서비스 사무직 등 직종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며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만 24세 이상 나이에 해당하며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응답이 가능한 자 

2)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 

3) ‘카카오톡’ 앱 사용자 

 

본 연구의 실험1군 및 실험2군의 독립표본의 차이 검정을 위해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는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Faul, 

Erdfelder, Lang, & Bachner, 2007) 산출하였다. 단측 검정 기준,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0.80, 중간 정도 효과 크기(effect 

size) 0.5를 적용하였을 경우 각 군당 최소 필요 인원은 51명으로 

탈락률 20%를 고려한 경우 실험1군, 실험2군에 각각 61명씩 총 122명 

연구대상자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구 설명문을 읽어본 128명이 

URL 혹은 QR코드로 카카오 플러스친구에 친구 가입하였지만, 중재 

시작 전날인 2018년 1월 28일까지 사전 설문응답 및 반복행동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가입자 7명을 제외한 121명을 무작위로 실험1군, 

실험2군으로 배정하였다.  

습관형성에서 첫 행동 수행이 중요함으로 사전 “미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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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을 올려주지 않은 연구대상자 15명(실험1군 4명, 실험2군 

11명)을 첫 행동 미수행자로 판단하고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실험1군 57명, 실험2군 49명 포함하여 총 106명이 12주 코칭 

프로그램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다(Figure 7).  

연구대상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무작위로 실험1군, 실험2군에 

배정하였으며,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배정그룹을 노출하지 않는 

원칙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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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Flow of study participant enrol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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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는 반복횟수, 습관강도와 

신체활동량 등 변수로 측정하였다.  

 

1) 반복횟수 

 

본 연구에서는 계단 오르기, 걷기, 대중교통 서서 이용하기 등 

생활속 운동행위 수행한 횟수를 매일 챗봇 대화를 통해 수집하였다.  

 

2) 습관강도 

 

‘습관’은 반복적인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자율적인(automatic)행위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행위의 습관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습관자가보고지수 (SRHI)(Orbell & 

Verplanken, 2010) 도구로 생활속 건강행위의 습관강도를 측정하였다. 

SRHI는 특정 행위의 습관강도를 양적으로 측정해주는 도구로,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반복(repetition), 행위의 자율성 (automaticity of a 

behavior), 자아정체감과의 관련성(relevance to self-identity) 등 3개 

습관행위 영역을 측정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1점은 

‘매우 동의하지 않음, 7점은 ‘매우 동의함’으로 평가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의 α 는 0.89이다(Verplanken & Orbell, 2003).  

 

 

 



 

 
39 

3) 신체활동량  

 

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기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둘째, 개개인이 자신의 활동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는 방법, 셋째,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무직 근로자들의 신체활동량은 WHO에서 개발한 

국제신체활동설문지(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GPAQ)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GPAQ는 영역별（일과 관련된 

활동, 장소 이동 시 활동, 여가활동, 앉아서 하는 활동）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 설문지로 현재 50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된 

설문지이다. 1주일 신체활동량의 총합을 계산하여, 판정기준에 따라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 중간 수준의 신체활동, 낮은 수준의 신체활동 등 

3개 영역으로 분류한다. 한국어판 국제신체활동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의 α는 0.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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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진행 및 자료 수집 절차 

 

1) 대상자 모집 및 사전 평가 

 

연구 대상자 모집 문구를 사무직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 

혹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 참여를 원하는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대상자들이 연구에 참여 의향이 있으면 QR 코드 혹은 URL: 

http://pf.kakao.com/_PxaxhIC 에 연결하여  "친구추가"를 하게 한 후 

"운동습관형성 코칭봇"을 통하여 연구 설명문, 참여 동의서 및 

사전설문지를 제공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이 사전설문지를 받은 후, 이들을 실험1군, 

실험2군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2018년 1월 29일에 전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진행하여, 본인이 설정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수행한 근거자료로 ‘인증샷’을 올리도록 하였다.     

‘인증샷’을 올리지 않은 연구대상자들은 첫 행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인이 설정한 생활속 

건강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실천 가능한 건강행위로 

수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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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 플랫폼 적용 

 

연구대상자는 12주 동안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설정한 운동시간에 근거하여 

매일 푸시 알람이 제공되고, 설정한 생활속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핵심 

요소임을 설명하였다.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공되는 

메시지에는 연구대상자들이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3) 윤리적 고려  

 

연구 진행을 위해 연구계획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통보(IRB No. 1706/003-

026)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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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반복횟수, 습관강도의 정규성 검정은 Kolomogorov-Smirnov 

test로 검정하였다. 

3) 집단간 사전 동질성 검정은 정규성 검정이 된 변수에 대해 χ2 

test, Fisher’s exact test,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고, 

정규성 검정에 위배된 변수는 비모수 검증인 Mann-Whitney 

test를 실시하였다.  

4) 연구대상자의 시간에 따른 생활속 운동행위 반복횟수 및 

습관강도의 변화는 repeated measures ANOVA로 검증하였다. 

5) 연구참여자의 중재 전후 신체활동량의 변화는 McNemar's 

test로 검증하였다.  

6) 실험1군과 실험2군의 시간에 따른 생활속 운동행위 반복횟수 및 

습관강도의 그룹간 차이는 t-test로 검증하였다.  

7) 실험1군과 실험2군의 중재 후 신체활동량 변화 그룹간 차이는 

fisher’s exact test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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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 개발  

 

1. 요구분석 

 

1) 요구사항 분석 

 

사무직 직장인들의 하루 일과를 시간대별로 출근시간, 오전 근무, 

점심시간, 오후 근무, 퇴근 후 및 취침 전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이 평소 

생활을 운동화할 수 있는 운동들로는 계단 오르기, 식후 걷기, 지하철 

서서 가기, 팔 굽혀펴기, 퇴근 후 헬스 등이 있었다(Table 2). 이에 

근거하여 일상 생활속에서 실행이 가능한 단순 행동이면서 측정이 

가능한 계단 오르기, 걷기, 대중교통 서서 이용하기를 최종 선정하여 

‘매일 도전 미션’으로 정하였으며 미션은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얼마나 등 5대원칙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Table 2. Daily routine of office worker 

Categories Time Routine behavior 

Go to work 7:00~9:00 Stretching 

Morning work 9:00~12:00 Stair climb  

Lunch time 12:00~14:00 Walking 

Afternoon work 14:00~18:00 Public-Transportation standing 

After work 18:00~ 21:00 Push-up 

Before sleeping 21:00~01:00 G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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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시작 전, 연구 대상자들이 설정한 ‘매일 도전미션’을 조사한 

결과, 일상 생활속에서 실행이 가능한 단순 행동으로는 계단 오르기 

44명(41.5%), 걷기 41명(38.7%), 팔굽혀펴기 13명(12.3%), 대중교통 

서서 이용하기 8명(7.5%) 순이었다(Table 3). 

계단 오르기의 경우 수행 시간대로는 출근시간(15, 34.1%), 오전 

근무(12, 27.3%)에 가장 많이 분포되었고, 걷기인 경우 출근시간(15, 

36.6%), 점심 시간대(11, 26.8%)가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 대중교통 

서서 이용하기는 주로 출근시간에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13, 

87.5%)(Table 3). 

한번 행동의 목표량을 볼 때, 계단 오르기는 평균 6.52층, 걷기 

평균 23.05분, 대중교통 서서 이용하기는 평균 42분, 팔굽혀펴기는 

평균 24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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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routine behavior & life pattern 

Categories n(106) % 

Stair climb 44 41.5 

Walking 41 38.7 

Public-transportation standing 21 19.8 

7:00~9:00 (go to work) 40 37.7 

9:00~12:00 (morning work) 24 22.6 

12:00~14:00 (lunch time) 20 18.9 

14:00~18:00 (afternoon work) 9 8.5 

18:00~ 21:00 (after work) 13 12.3 

 

Table 4.  Characteristics of performing behaviors   

  

Stair climb 

 

 

(60kca/5stairs) 

Walking 

 

 

(60kcal/15min) 

Public- 

transportation 

standing 

(100kcal/40 min) 

7:00~9:00 15 (34.1) 15 (36.6) 10 (87.5) 

9:00~12:00 12 (27.3) 9 (22) 3 (12.5) 

12:00~14:00 8 (18.2) 11 (26.8) 
  

14:00~18:00 5 (11.4) 2 (4.9) 
  

18:00~ 21:00 4 (9.1) 4 (9.8)     

Goal per time 6.52 ±2.90  23.05 ±10.12  42 ±18.89  



 

 
46 

2)  기능 및 컨셉트 정의 

 

본 연구에서 개발한 SNS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기능은 습관형성의 

신호, 행동, 보상(물리적, 내적) 등 3개 요소와 습관형성관련 지식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세부 기능항목별 구체적 내용 설계 및 기준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Function and contents design for the intervention program 

Function Detailed Interval 

Reminder  Push alarm Once/ day 

Reward of extrinsic Coupon  Once /week 

Reward of intrinsic Accomplishment  Once/ day 

Daily feedback with chatbot Once/ day 

1:1 chat with researcher As needed 

Proof shot upload Once/ day 

Share proof shot with others Once/ day 

Habit related information Health Habit knowledge  4 times/week 

 

SNS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크게 푸시 알람, 행동 수행 시 

보상으로 쿠폰 제공, 칭찬하기, 인증샷 올리기 및 공유, 챗봇 

자동응답기능, 연구자와 1:1 대화, 건강습관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한다. 연구대상자는 본인이 운동하고자 하는 시간을 설정하고, 설정 

시간 10분전에 설정한 시간, 장소, 운동종류, 운동량이 표시된 푸시 

알람을 받게 된다. 저녁 9시에 팝업 메시지가 연구대상자들한테 

발송되며, 연구대상자들은 챗봇과 대화를 하면서 목표 운동량 수행 

여부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게 되고, 동시에 주 4회 습관형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다.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환경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장소 및 시간)을 본인이 스스로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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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처음 시작부터 목표설정을 너무 크게 하면, 그에 

대한 저항력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행위를 시작하기가 두렵고, 실패 

확률도 높다. 하여 작은 목표, 작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부담되지 

않는 매일매일 목표를 본인이 설정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슬로건을 “Small steps, Big change”로 하여,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공경험” 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의 핵심 전략으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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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현 

 

1)  코칭 프로그램 프로세스 

 

습관형성모델 기반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SNS 서비스 플랫폼(카카오 플러스친구)에서 등록 될 명칭은 

‘운동습관형성 코칭봇’으로 하였다.  

카카오플러스친구에서 제공하는 관리자 메시징 시스템에서 

연구대상자들이 개인 별 설정한 목표에 근거하여 알람 시간을 예약하고, 

설정한 목표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푸시 알람’을 자동으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가 누가-홍길동, 

무엇을-계단 오르기, 언제-9:00AM, 어디서-회사 계단, 얼마나-

10층으로 설정을 하였다면, 10분전인 8:50AM에 목표 내용이 담긴 

푸시 알람을 보내주었다.  

습관형성 생리, 운동습관, 식이습관, 체온습관, 마음습관 등 주제로 

습관관련 지식정보를 월~목 주 4회 오후 4시에 발송되도록 설정하였다. 

컨텐츠의 이미지, 텍스트 및 내용 구성에 대하여 가정의학과 전문의 및 

모바일 U/X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모발일 특성 상 건강지식 컨텐츠는 200자 내외로 설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매일 목표한 행동 수행여부 확인 및 이에 따른 피드백은 챗봇 

시스템을 개발하여 SNS 플랫폼과 연동하였으며, 설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예를 들면, 매일 저녁 9시에 

설정한 알람이 발송되면, 연구대상자들은 본인이 수행한 행동을 질문에 

따라 답변하고, 이에 따른 피드백 즉 “칭찬 메시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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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피”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보상은 외적 보상(쿠폰), 내적 

보상(칭찬 메시지, 인증샷 올리기, 함께 하는 인증샷 공유하기”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설계하였다. “연구원과의 1:1 대화”에서 

연구대상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프로그램 과정 중 발생하는 질의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이를 통하여 

연구자와의 라포 형성 및 연구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유발하고자 

하였다(Figure 8).  

매일 수행한 행위기록은 IBM Watson Conversation과 연동하여 

챗봇 형태로 자동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ure 8. Process of habit formation coach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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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페이스 구현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결과는 Figure 9와 같다. 즉, 연구대상자가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카카오톡)을 통해 “친구추가하기” 하면, 애플리케션 

관리자페이지(플러스친구 관리자센터)에 등록 ID가 저장된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부부분의 콘텐츠 기능들은 실행이 되며, 

행위기록 및 그에 따른 피드백은 IBM Watson Conversat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따로 개발하였고,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챗봇 

형태로 등록된 연구대상자들과 자동응답 채팅이 가능하게 개발하였다.  

 

 

 

 

 

 

 

 

 

 

Figure 9.  SNS platform interfac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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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러스친구 서비스 구현 

 

플러스친구 관지자센터 (https://center-pf.kakao.com/login)에 

들어간 후 플러스친구 관리자 계정을 개설하고, 검색용 아이디를 

“운동습관 형성 코칭봇”으로 설정하여, 연구대상자들이 아이디로 

검색하여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였다.  

그 다음 플러스친구 스마트채팅 API형을 개설하여 연구대상자들이 매일 

수행한 운동에 대하여 자동으로 피드백을 받고자 하였다.  

IBM Watson Conversation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화서비스 앱을 구축한 

후, RESTful API를 통해 플러스친구 스마트채팅 API형에 앱 

URL링크를 연결하였고, 플러스친구를 통하여 연구대상자가 입력한 

대화에 대해 자동으로 답변을 주는 기능을 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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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BM ChatBot 서비스 구현 

 

본 연구에서 Watson Conversation과 카카오톡 api를 활용하여 

ChatBot을 구현하였다. Watson Conversation Launch Tool을 이용하여 

자동 대화기능을 구현하였고, 카카오 플러스 “스마트 채팅”에 API 

연동하여 매일 수행한 반복행동을 피드백 받았다. 채팅 시나리오를 

설계한 다음 Watson Conversation Launch Tool에서 개발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들은 카카오에서 챗봇과 대화하게 하였다.   

Intent 는 연구대상자가 하려는 말의 목적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비스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요청의 모든 타입을 Intent 로 정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Intent 는 “#미션 스타트”로 정하고, 

Synonyms 는 “미셔, 미션, 시작, 안녕, 톡톡, 미션시작, 미션스타트, 

mission start, 방가, 하이, 반가워, 방가방가, 안녕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hi”로 설정하여, 위의 단어 중 하나도 인지될 경우, 챗봇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자동으로 챗칭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만약 설정한 

Intent 의 Synonyms 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코칭봇이에요 ~"톡톡" 또는 "미션" 이라고 입력해주세요.” 문구가 

나오도록 하였다.  

Entity 는 Intent 와 관련된 용어 또는 목적어를 의미한다. Entity 는 

Intent 에 대해 구체적인 문맥(Context)을 제공하는데 쓰인다. 본 

연구에서는 Entity 를 “@여부 (예, 아니요)”로 지정하고, 

“아니요”의 Synonyms 는 “아니, 노, no, 아뇨, 아닝, 노우, 노노, 

싫어, 시러, 별로, ss”로 정하고, 동의어 중 어떤 답변이 나와도 

“아니요”인 것으로 챗봇은 인지한다. “예”의 Synonyms 는 “네, 응, 

예스, yes, 그래, 웅, 어, 에, 좋아, 조아, 알았어, 오냐, 웅웅, oo, 예, 

네네, 그려”로 정하고, 동의어 중 어떠한 답변이 나와도 챗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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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인지한다. 만약 설정한 “예, 아니오”의 Synonyms 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예, 아니오 만 알아들어요” 문구가 나오도록 

하였다. 

Dialog 는 대화의 흐름을 분기하는 것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정의된 

Intent 와 Entity 를 인식했을 때 어떠한 응답을 할 것인지를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챗봇의 Dialog 응답 흐름도는 아래 Figure 10 같이 

설계하였다. Dialog 중 챗봇이 질문하는 질의개수는 총 14 개로 

설계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재미를 더하고 챗봇에 대한 반응을 

유도하고자, 같은 질문의 다른 표현형태의 유사질문을 사용하였다. 즉 

질문의 기본 의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 질문마다 유사질문 3 개 

이상 설계하고, 챗봇이 랜덤으로 유사 질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Table 6 과 같다.  

 

 

Figure 10.  Feedback algorithm of chatbot 

 

 



 

 
54 

Table 6. Chatbot Query  

 Main Query Synonyms Query 

Q1 오늘의 미션 

성공하셨어요? 

 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의 미션 

성공인가요? 

 미션, 미션, 미션 어떻게 잘 도전하셨나요? 

 Hi, 오늘의 미션 성공인가요? 

Q2 축하드려요 ^^.   

오늘도 소소한 

성공을 경험하셨네요.  

기분 어떠신가요? 

 와우~ 오늘도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기분 

어떠신가요? 

 와우~기분 존나~ 좋으시죠? 

 짱인데요~ 기분 어떠신가요? 

 멋집니다 ^^. 기분 어떠신가요? 

Q2’ 미션을 수행 못한 

이유는?  

 아쉽네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나봐요.  

 어떤 사정으로? 

 ㅠㅠ 못하신 이유는? 

 흠흠~ 그동안 잘 하셨는데... 못하신 이유는? 

 진짜? 이럴수가~  

 수행 못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Q3 오늘 성공한 미션을 

말해주실 수 

있으시죠? 

 그렇군요. 혹시 오늘 성공한 미션을 말해주실 수 

있으시죠? 

 Got it~ 오늘 성공한 미션을 말해주실 수 

있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성공한 미션을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Q3’ 아직 기회가 있는데 

오늘 미션 도전 

하시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지금도 미션 도전 

하셔도 됩니다. 다시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주무시기 전에, 소소한 성공경험 맛보시면 

좋을텐데... 다시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의 미션도전 아직도 

유효합니다. 다시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Q3-1’ 진짜 안 하실 

건가요?  

 진짜? 리알?     정녕 안 하실 건가요? 

 오늘은 진짜 하기 싫으신가요?  

Q4 Who-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도전자의 존함은? 

 당신의 이름을 알아도 될까요?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 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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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1 오늘 성공한 미션을 

말해주시기 

싫으신가요?  

 진짜? 리알?     정녕 말 안 해줄 거에요? 

 오늘은 조금 귀찮은가봐요. 진짜 싫으세요? 

 10초면 되는데. 그도 싫으세요? 

 ㅠㅠ 진짜요?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의 포인트 받으셔야죠.  

받지 않으실래요? 

Q4’ 오늘 수행해야 할 

미션 아시죠?  

 이히~ 설득 성공^^오늘의 미션 기억나시죠? 

 야후! 좋아좋아 ^^오늘의 미션 기억나시죠? 

 ㅋㅋ~ 역시 당신은 최고 ^^ 오늘의 미션 

기억나시죠? 

Q5 What- 어떤 도전을 

하셨어요? 

 What- 도전하신 운동은? 

 What-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What- 오늘 도전하신 미션 종류는?  

Q5’ 미션 성공하고, 꼭 

챗봇한테 알려주세요. 

 야후~ 멋져부려! 성공한 미션을 아래 입력해줘. 

 야후~ 멋져부려! 성공한 미션을 아래 입력해줘. 

 약속은 지키고 주무시는거로! 오늘 미션 도전 

화이팅~ 

 꼭~꼭 도전 성공하세요 ^^ 

Q6 Where- 어디서 

하셨어요? 

 Where- 도전하신 장소는? 

 Where- 장소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Where- 오늘 당신이 미션을 수행한 장소는? 

Q7 When: 언제 

하셨어요? 

 When: 도전하신 시간은? 

 When: 미션 도전을 언제 사셨지요?  

 When: 몇시, 몇분에 도전을 하셨나요?  

Q8 How much- 얼마나 

하셨어요? 

 How much- 얼마나 하셨어요?  설마 살짝 

맛보기로 하신 것 아니죠? 

 How much- 계단은 몇 층 올랐어요?  

 How much- 목표한 수치는 달성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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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자 화면 

 

연구대상자들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사용방법은 기존 카카오톡을 통하여 1:1 대화를 하는 

형식과 같다.  

각 개개인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매일 목표한 시간 10분 전에 푸시 

알람이 발송되고, 운동을 수행한 후 증거자료는 스마트폰 화면 캡처 

혹은 인증사진으로 1:1 대화방에 ‘사진 보내기’한다.  사진을 올리면 

이에 대한 ‘칭찬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월~목요일 오후 4시 건강정보가 자동으로 발송되며, 개인적인 질문 

혹은 대화가 필요한 경우 1:1 대화방 화면에서 ‘상담원과 

대화하기’를 클릭한 후 문자를 입력하고 전송하면 담당연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피드백을 보낼 수 있다.  

저녁 9시 챗봇 피드백 알람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되며, 

연구대상자들은 그날 수행한 미션 내용을 챗봇과 대화하는 형태로 

상호작용한다. 미션 수행 여부에 따라 연구대상자들한테 일 50포인트씩 

제공되며, 누적된 포인트 수에 따라 주 1회씩 쿠폰이 지급된다.  

연구대상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대상자들이 올려준 인증샷을 편집하여‘홈’화면에서 공유하여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인식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재미를 증가하기 위하여, 매일 인증샷 MVP를 선정하였고, 

‘인증샷 가위바위보 게임’을 디자인하여 인증샷을 올리면 챗봇과 

가위바위보 승부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구성내용 별 연구대상자들의 1:1 대화방 화면은 아래와 

같다(Figure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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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creen of program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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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Screen of daily mission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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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Screen of reward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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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creen of habit related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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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Screen of habit related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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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Screen of IBM Watson chat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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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NS 플랫폼을 활용한 습관형성모델 기반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 효과 평가 

 

1.  일반적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 

 

연구대상자는 실험1군 57명, 실험2군은 49명이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7 와 같다.  

실험1군과 실험2군의 성별, 연령대, 신체활동량 수준, 체중, 

다이어트 경험 유무, 주중 앉아있는 시간 등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실험1군과 실험2군의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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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at baseline 

Characteristics Categories  

Intervention 

group 1 

(n=57) 

Intervention 

group 2 

(n=49) t/χ2 p 

n(%) or 

Mean±SD 

n(%) or 

Mean±SD 

Gender 
Male 25 (43.9) 21 (42.9) 

0.001  0.917  
Female 32 (56.1) 28 (57.1) 

Age  

20 s 9 (15.8) 2 (4.1) 

5.059  0.281  
30 s 26 (45.6) 29 (59.2) 

40 s 16 (28.1) 12 (24.5) 

50 s 6 (10.5) 5 (12.2) 

Physical 

activity status 

Low 22 (42.3) 20 (50.0) 

0.716*  0.699  
Mediu

m 
28 (53.8) 18 (45.0) 

High 2 (3.8) 2 (5.0) 

Weight control 

experience 

Yes 36 (63.2) 32 (65.3) 
0.053  0.818  

No 21 (36.8) 17 (34.7) 

Weight 
 

64.15  ±14.07  64.47  ±14.13  -0.118  0.906  

Sitting hours 

weekly 
  7.55  ±2.21 8.11  ±2.58  -1.167  0.246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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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한 생활속 운동 특징 

 

연구대상자들이 선택한 생활속 운동 종류에 대한 선택을 확인한 

결과, 실험1군인 경우 가장 많이 선택한 운동은 계단 오르기 

28명(49.1%), 그 다음 걷기 19명(33.3%), 대중교통 서서 이용하기 

10명(17.5%) 순이었다. 실험2군인 경우 가장 많이 선택한 운동은 걷기 

22명(44.9%), 그 다음으로 계단 오르기 16명(32.7%), 대중교통 서서 

이용하기 11명(22.5%) 순이었다. 선택한 생활속 운동 종류 동질성 

검정 결과 실험1군과 실험2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 간 

동질성이 검정 되었다(Table 8).  

 

Table 8.  Homogeneity test of performing behaviors   

Categories  

Intervention 

group 1  

(n=57) 

Intervention 

group 2  

 (n=49) 
t/χ2 p 

n (%)  n (%) 

Stair climb 28 (49.1) 16 (32.7) 2.982 0.394 

Walking 19 (33.3) 22 (44.9) 

Stands in public 

transportation 

10 (17.5) 11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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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도 탈락 

 

12주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실험1군 총 57명 중 1명은 3주차 

해외여행으로 중도 탈락하였다.  

실험2군인 경우 총 49명 중, 16명이 중도 탈락을 하였고, 각 주차 

별로는 1주차 2명, 2주차 3명, 3주차 5명, 4주차 5명, 6주차 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2군 탈락자 중 이유를 기재한 사람은 2명으로, 

각각 1주차 입원 및 3주차 해외여행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14명은 일주일 동안 연속적으로 응답이 없어 자동 탈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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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관형성모델 기반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이 

운동행위 습관형성에 미치는 효과  

 

1) 중재 적용 시간에 따른 생활속 운동행위의 반복횟수 변화 

 

습관형성모델에 기반한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 중 

신호는 매일 연구대상자한테 발송하는 푸시 알람으로 주5회 발송하고, 

연구대상자는 푸시 알람을 받으면 행동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운동행위는 신호에 상응하는 행위이므로, 연구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운동행위 반복횟수는 최저 0회, 최대 5회로 기록되었다.  

실험1군인 경우 3주차 3.60회(±1.21), 5주차 3.84회(±1.36)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 4회 수준으로 기록되었고, 실험2군인 경우 3주차 

2.78회(±1.41), 5주차 2.98회(±1.87)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 3회 

수준으로 기록되었으며, 중재 적용 시간에 따른 생활속 운동행위 

반복횟수의 증가추이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7).  

3주차, 5주차 반복 횟수가 기타 주차보다 적은 이유는 각각 구정 

공휴일 2일, 3.1절 공휴일 1일이 있었고, 공휴일에는 푸시 알람을 

발송하지 않은 관계로 행위 수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각 주차 별 생활속 운동행위 반복횟수는 아래 Table 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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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Number of behavior repetitions   

  

Intervention group 1 (n=57) Intervention group 2 (n=49) 

Min Max Mean SD Min Max Mean SD 

1
st
 week 0 5 4.37 1.10 0 5 3.88 1.32 

2
nd

 week 0 5 4.49 0.95 0 5 3.61 1.59 

3
rd

 week 0 5 3.60 1.21 0 5 2.78 1.41 

4
th
 week 1 5 4.49 0.95 0 5 3.33 1.85 

5
th
 week 0 5 3.84 1.36 0 5 2.98 1.87 

6
th
 week 0 5 4.47 0.95 0 5 3.57 1.74 

7
th
 week 0 5 4.37 1.10 0 5 3.58 1.64 

8
th
 week 0 5 4.44 1.10 0 5 3.95 1.37 

9
th
 week 3 5 4.27 0.88 3 5 3.97 0.86 

10
th
 week 3 5 4.64 0.69 3 5 4.10 0.75 

11
th
 week 3 5 4.63 0.57 2 5 4.03 0.98 

12
th
 week 2 5 4.33 0.85 2 5 4.13 0.97 

 

 

 

 

 

 

 

 

 

 

 

 

 

Figure 17.  Number of intended behavior re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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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 적용 시간에 따른 생활속 운동행위의 습관강도 변화 

 

생활속 건강행위 습관강도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되고, 각 문항은 

7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최저 7점에서 최고 84점이다. 12주 동안 

습관강도를 매주 반복 측정한 결과 실험1군의 습관강도(SRHI) 점수는 

1주차 41.44점에서 12주차 72.82점까지 31.38점 증가하였고, 

실험2군의 습관강도(SRHI) 점수는 1주차 45.08점에서 12주차 

66.12점까지 21.04점 증가하였다(Table 10).  

또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하여 그룹 별 습관강도 변화를 분석 한 

결과, 습관형성모델 기반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은 중재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실험1군, 실험2군 습관강도(SRHI)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고(p<0.001), 실험1군, 실험2군 여부에 

따라 습관강도(SRHI) 점수는 그룹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8). 따라서 중재 적용 시간에 따른 생활속 운동행위 

습관강도(SRHI)는 그룹간 차이는 있지만 모든 그룹에서 증가추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1)(Figur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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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RHI characteristics based on group 

  
Intervention group1 Intervention group 2 

M ±SD M ±SD 

1
st
 week 41.44  15.69  45.08  14.39  

2
nd

 week 47.92  16.40  48.50  13.66  

3
rd

 week 51.49  16.47  50.27  13.66  

4
th
 week 54.97  16.92  51.50  13.60  

5
th
 week 60.74  14.62  50.23  11.96  

6
th
 week 61.79  14.53  53.62  13.33  

7
th
 week 64.15  14.37  52.96  16.26  

8
th
 week 67.21  14.80  56.62  15.37  

9
th
 week 68.10  11.64  57.35  10.39  

10
th
 week 70.56  10.06  59.35  10.39  

11
th
 week 71.85  9.71  63.15  10.68  

12
th
 week 72.82  9.77  66.12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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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Multivariate Tests 

Effect Value F 

Hypothesis 

df Error df Sig. 

Habit Pillai's Trace .815 21.159
b
 11.000 75.000 <.001 

Wilks' Lambda .185 21.159
 b
 11.000 75.000 <.001 

Habit * Group Pillai's Trace .359 2.695
b
 11.000 75.000 .008 

Wilks' Lambda .641 2.695
b
 11.000 75.000 .008 

a. Design: Intercept + Group       

b. Exact statistic 

 

 

 

 

Figure 18.  Plots of repeated SRHI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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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 적용 전후 신체활동량 변화  

 

중재 적용 전후 신체활동량 수준을 비교한 결과 실험1군인 경우 

13명이 낮은 정도에서 중간 정도 신체활동 수준으로, 3명은 낮은 

정도에서 높은 신체활동 수준으로, 7명이 중간 정도에서 높은 신체활동 

수준으로 향상 되었으며, 중재 적용 전후 신체활동량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Table 12).  

실험2군인 경우 신체활동량 수준은 10명이 낮은 정도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2명이 중간 정도에서 높은 수준으로 향상 되었고, 중재 

적용 전후 신체활동량 변화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Table 13).  

이는 SNS 플랫폼을 활용한 생활속 운동습관형성 코칭 프로그램이 

신체활동량을 증가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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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_ Intervention Group 1 

  
Post-test 

Low Medium High Total χ2 p 

Pre-test 

Low 5 13 3 21 

20.5 <0.001 
Medium 0 20 7 27 

High 0 1 1 2 

Total 8 5 34 11 

* McNemar's Test 

 

Table 13.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_ Intervention Group 2 

 

Post-test 

Low Medium High Total χ2 p 

Pre-test 

Low 6 10 0 16 

5.667 0.059 
Medium 2 12 2 16 

High 0 1 0 1 

Total 8 23 2 33 

* McNemar'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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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습관형성모델 기반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에서 

내적 보상이 습관형성에 주는 영향 효과   

 

본 연구에서는 내적 보상의 영향 효과를 확인하고자 실험1군, 

실험2군 별 보상 내용을 차별화하여 중재를 설계하였다. 즉 실험1군에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외적 및 내적 보상을 시종일관하게 제공하였고, 

실험2군에는 첫 4주 외적 보상만 제공한 후, 그 다음 5주차부터 내적 

보상을 추가하였다(Figure 19). 내적 보상의 첫 4주 기간 부재가 

생활속 운동행위 습관형성에 주는 영향 효과는 아래와 같다. 

 

<Intervention group1> 

Extrinsic/Intrinsic             Extrinsic/Intrinsic 

1st week                         4th week                                         12th week 

<Intervention group2> 

 Extrinsic                     Extrinsic/Intrinsic 

1st week                         4th week                                         12th week 

 

Figure 19.  Reward types based on the group &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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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속 운동행위 반복횟수 그룹간 차이 

 

12주 중재기간 동안 수행한 생활속 운동행위 누적 반복횟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1군은 평균 52.67회(±5.64), 실험2군은 평균 

47회(±7.87)인 것으로 나타났고, 두 그룹 간의 누적 반복횟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이는 내적 보상이 생활속 

운동행위 반복횟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4). 

 

Table 14. Behavior repetitions comparison between groups  

  N Mean SD t p 

Intervention group 1 57 52.67  5.64  
3.36  0.001 

Intervention group 2 49 47.00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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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속 운동행위 습관강도 변화 그룹간 차이 

 

4주 중재 후, 실험1군과 실험2군의 4주차 및 1주차 

습관강도(SRHI)점수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의 변화량은 

실험1군 13.54점(±14.99), 실험2군은 6.42점(±9.42)인 것으로 

나타났고, 두 그룹간의 변화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0.035). 이는 실험2군의 내적 보상의 부재가 생활속 건강행위의 

습관을 만들어 가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5주차 중재부터 실험2군에 내적 보상을 추가하고, 실험1군과 

실험2군의 12주차 및 5주차 습관강도(SRHI)점수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실험1군인 경우 12.08점(±10.87), 실험2군은 

15.88점(±13.29)으로 나타났고, 두 그룹간의 변화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211).  

이는 5주차부터 실험2군에 내적 보상을 추가하여, 실험1군과 

동일하게 중재를 적용한 것이 결과적으로 습관강도(SRHI)변화량이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없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적 

보상이 생활속 건강행위의 습관을 만들어 가는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5). 

 

Table 15.  SRHI variation based on the difference of rewards 

Intervention 

Duration 
Variation 

Intervention 

group1 

Intervention 

group2 t (p) 

M±SD M±SD 

1~4 weeks 
ΔSRHI  

(4th-1st) 
13.54±14.99 6.42±9.42 2.1 (.035) 

5~12 weeks 
ΔSRHI  

(12th-5st) 
12.08±10.87 15.88±13.29 -1.265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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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 적용 후 신체활동량 그룹간 차이 

 

12주 중재 후, 실험1군의 신체활동량은 낮은 수준 6명, 중간 수준 

38명, 높은 수준 11명으로 나타났으며, 실험2군인 경우 낮은 주준 9명, 

중간 수준 27명, 높은 수준 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재 시작 전, 신체활동량 사전 동질성 검증에서 두 그룹 간 동질한 

것으로 검증된 결과에 근거하여, 12주 중재 후 실험1군 실험2군 

신체활동량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5). 이는 내적 보상이 신체활동량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6). 

 

Table 16.  Physical activity comparison between groups 

  
Intervention 

group1 

Intervention 

group2 
Total χ2 p 

Low 6 9 15 

6.209 0.045 
Medium 38 27 65 

High 11 2 13 

Total 55 38 93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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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무직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SNS 플랫폼을 통하여 

중재를 제공하는 습관형성모델 기반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재 후 행위의 습관화 변화로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SNS 플랫폼을 활용한 습관형성모델 기반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의 특징 및 효과 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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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 특징  

 

1. 익숙한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향상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운동관리를 돕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고 있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런 도구들을 꾸준히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는 

현실이다. 많은 연구대상자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재 접속하지 

않고 대부분 한달 뒤에 삭제하는 등 효율성이 낮은 경향이 있는 걸로 

드러났다(도영임, 2014). 그 원인 중 하나로 관리 도중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동기부여다.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연구대상자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새로운 행위의 지속성에 중요한 요인이다. 하여 

연구대상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동기부여,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SNS 플랫폼 활용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SNS 플랫폼인 카카오톡은 2015년 1분기 

기준 활성이용자수가 4820만명으로, 국내 최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스마트폰 상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실시간 대화를 일대일 

또는 그룹으로 전달할 수 있고, 플러스친구 등과 같은 서비스와 연동할 

수도 있다. 카카오톡은 습관성, 편리성, 상호 작용이 뛰어나고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사회적 현존감, 감성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이다(최민재, 2013).  

카카오톡에서 제공되는 ‘플러스친구’는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광고주의 광고 마케팅 메시지가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풀형 텍스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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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다. 현재 많은 병원들에서 ‘플러스친구’를 사용하여 병원소식 

및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병원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실제로 생활 습관 관리에 응용하는 사례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사용이 이미 습관화 되어 

있는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재 전달방법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전달방법 활용은 연구대상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12주 중재기간 동안, 탈락자는 106명중 

17명으로, 10%대의 탈락율을 보였는데 이는 Christoher(2005)가 

진행한 12주 실험연구에서 첫 주 생존율 68%, 5주차 39%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지속효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플러스 친구 서비스를 통하여 연구대상자들한테 

제공되는 기능으로는 맞춤형 푸시 알람 발송, 습관과련 지식정보 제공, 

연구원과 1:1 상담, 외적 보상의 쿠폰 발송, 내적 보상으로 칭찬 메시지 

발송, 인증샷 올리기, 함께 하는 인증샷 공유하기 등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습관형성에서 연구대상자의 참여 빈도를 높이는데 훨씬 

중요한 동기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보상이다. 사회적 

보상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 및 칭찬, 새로운 글을 올리거나 새로운 

트윗을 보낼 때, 새로운 사진을 올릴 때마다 다른 사람이 확인해주고, 

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Eyal, 2013). 플러스 

친구 서비스는 사회적 보상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추후 이러한 기능이 서비스 될 

경우, 사회적 보상을 연구 설계에서 많이 활용한다면 연구대상자들의 

참여빈도를 높이고, 서비스 활용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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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챗봇을 활용하여 1대다의 상호작용 가능 

 

기술의 혁신으로 최근 챗봇 개발과 활용이 많이 급증하고 있다. 

챗봇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이 결합된 이름으로, SNS에서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일상언어로 사람과 대화를 하며 해답을 주는 대화형 메신저를 

말한다(오세욱, 2016).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메신저, 텐센트의 위젯, 

텔레그램의 텔레그래, 킥의 봇숍, 슬랙사의 슬랙, 네이버웍스모바일의 운 

어플리케이션, 이스트소프트의 팀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챗봇의 장점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고 SNS 플랫폼 채팅 창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반복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등 효율적인 장점도 갖고 있다.  

플러스친구로 중재를 전달 할 경우, 관리자 한 명이 수많은 

연구대상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챗봇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자들한테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효율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 된다(이명수, 2017).  

본 연구에서는 목표한 행위 수행 여부를 매일 피드백 받은 기능을 

구현할 때 챗봇을 활용하였다. 매일 반복되는 기능이고, 연구자 한 명이 

100명이 넘는 연구대상자들한테서 피드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복성, 

효율성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대화는 연구대상자들한테 지루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대화 의도가 고정된 상황에서, 대화 

내용을 다양하게 변경함으로써 일관성과 지루함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챗봇은 중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좀 더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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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해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기 어렵고, 연구대상자의 참여를 

지속시키는 측면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였던 

연구자와의 1:1 채팅 내용을 수집하여 연구대상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사항들을 정리하여 예상 대화 시나리오 개발에 활용하고, 

연구대상자들한테서 나올 수 있는 반응과 자연어를 분석하여 향후 챗봇 

개발에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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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습관형성모델을 기반한 프로그램의 효과 확인  

 

건강한 행위를 형성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것은 지속성이다. 기존 동기화 정도를 향상하여 건강행위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이론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호-

행위-보상 연결고리의 반복성을 강화하는 습관형성모델을 활용하여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론을 적용한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상에 대한 설계이다. 보상은 새로운 행위의 지속성에 동기적인 

역할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동의 반복적인 수행에 중요한 요소이다.  

직장인에게 체중관리를 위한 동기를 유발하고자 할 때 외적 보상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동기 유발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보다는 회사 내 환경 

개선이나 건강 분위기 조성 등이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 외적 

보상은 초반에 동기유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특정한 행위가 

지속됨에 있어서 습관화에는 오히려 부작용을 준다(Deci, 1999).  

본 연구에서는 내적 보상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실험1군 실험2군 별 

보상 내용을 차별화하여 설계를 시도하였다. 즉 실험1군에 첫 4주는 

외적 보상만 제공하여 습관의 형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실험2군과 

비교했을 때 습관강도는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 

5주차부터는 실험1군에도 내적 보상을 추가하여 제공하였으며, 12주차 

마무리 된 후 실험2군, 실험1군의 습관강도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 습관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보상은 사회적 

보상이라고 한다. 즉 자신의 공약을 직장동료들한테 알려주고, 직장 

동료들로부터 긍정적인 응원메시지를 받는 등 직장사회 동료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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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계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관계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으나, 중재 전달방법으로 활용한 SNS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한계로 프로그램 설계에서는 제외한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외적 보상의 한계를 인지하고, 내적 

보상 및 사회적 보상을 포함한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행위의 

지속성을 촉진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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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상생활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의 습관화 가능성 확인 

 

직장인들이 건강 관리를 위한 공간과 시간 등 직장에서 갖출 수 

있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직장 개개인이 바쁜 근무 

중 운동할 시간을 내기 쉽지 않고, 직장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데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투자 대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반복 운동을 

습관화 함으로써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단 오르기 

운동인 경우 짧을 시간 내에 높은 운동효과를 가져다 주어 직장인들의 

시간 부족 문제, 직장에서의 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하철역/버스정류장으로 접근할 때 

도보활동을 수반하는 행위, 대중교통 서서 이용하기 등 행위들도 인간의 

움직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로 특별한 기술이나 시설이 

없어도 할 수 있고, 가장 쉽고 경제적이며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신체활동으로 요즘과 같이 바쁜 일상생활에서 이동목적으로 이상으로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한 하나의 운동형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퇴근 시 대중교통, 도보 등의 보행 친화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도보활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운동효과를 가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행위의 

습관화를 유도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행위를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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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NS 플랫폼을 활용한 습관형성모델 기반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 효과 

 

본 연구의 코칭 프로그램의 효과는 행위의 습관화를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습관은 반복적인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자율적인 

행위이다. 즉 습관을 말할 때 반복 및 자율적이 요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효과 측정 변수로, 생활속 운동행위의 반복 횟수, 습관강도 

및 신체활동량을 선정하였다.  

대다수의 연구대상자들은 중재 기간이 늘어날수록 행위의 반복 

횟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습관강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호-행동-보상 연결고리의 반복적인 재현은 

행위의 습관강도를 증가한다는 습관형성모델 가설을 입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1군과 실험2군을 나누어, 보상의 유형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였다. 즉 실험1군에는 외적 보상, 내적 보상을 모두 

제공하고, 실험2군에는 첫 4주 외적 보상, 5주차부터 외적 보상, 내적 

보상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보상의 형태에 차이를 둔 이유는 기존 

연구에서 외적 보상은 초반에 행위에 대한 내적 동기를 자극하지만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오히려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는(Deci, Koestner & Ryan, 1999) 결과에 기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와 같은 결과로, 중재 4주차 습관강도의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실험1군의 변화량은 실험2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5주차부터 

실험2군에는 실험1군과 동일하게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을 모두 제공한 

결과 두 그룹의 습관강도 변화량은 그룹간 차이가 없이 모두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내적 보상이 행위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습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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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프로그램을 디자인 할 때, 내적 보상의 요인들을 많이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또한 내적 보상 중 “칭찬하기”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은 보상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가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보상 방법이다(Veplanken, 

2006) .  

실험2군인 경우, 첫 4주차 탈랄자는 총 49명 중 16명으로 

탈락률이 32.6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4주차 

탈락률이 50%에 육박한 것에 비교하면(Armitage, 2005) 상대적으로 

낮은 탈락률을 보였다. 프로그램 중재 기간 중 3주차, 4주차에 가장 

많은 연구대상자들이 탈락하였는데, 이 기간에는 구정 연휴가 포함되어 

있었다. 탈락 이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구정 기간 중 해외 여행 혹은 

고향으로 가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 근거하면 부재(lapses)는 행위의 

지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1~2일 정도의 부재는 행위의 지속성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지만, 일주일 정도 부재가 이루어 지면 행위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주어, 향후 행위의 수행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춰준다. 본 연구에서도 3주차 구정 이유로 거의 일주일 동안 부재한 

연구대상자들이 높은 탈락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부재 중인 연구대상자들을 특별히 관리하여 부재 

일수가 일주일 넘어가지 않도록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중재 방안들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향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코칭 프로그램 중재 전후 신체활동량이 달라졌는지 

확인 한 결과 실험1군, 실험2군 모두 모두 유의하게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실험1군과 실험2군의 신체활동량은 내적 보상 제공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신체활동과 

비만 및 만성질환의 연관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Luep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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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6). 따라서 내적 보상을 포함하는 코칭 프로그램이 

신체활동량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한 비만 및 다양한 

질환들의 일차적 예방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코칭 프로그램은 SNS 플랫폼을 중재 전달 도구로 사용함으로, 기업 

혹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활용 가능한 방안임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사무직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칭 프로그램에 

습관형성모델을 적용하고, 이를 SNS 플랫폼이라는 중재 전달방법을 

이용하여 제공한 것이다. 일상 생활속에서 쉽게 수행 가능하고, 가장 

쉽고 경제적이며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출퇴근 시 대중교통 서서 

가기, 출퇴근 시 도보, 계단 오르기 등 단순 행위 수행에 

습관형성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SNS 플랫폼으로 설계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통해 더 다양한 질환 또는 건강행위를 

대상으로 이론을 적용한 프로그램 및 전달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간호 

중재의 지속성 및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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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무직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SNS 플랫폼을 통하여 

중재를 제공하는 습관형성모델 기반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습관형성모델 기반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 코칭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SNS 서비스 플랫폼(카카오 플러스친구)에서 등록 될 명칭은 

“운동습관형성 코칭봇”으로 하였다. 설정한 목표에 근거하여 매일 

푸시 알람을 전송한다. 또한 첫 시작은 연구진행에서 가장 중요하고, 

무조건 실행되어야 함으로, 첫 행위 성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체연구대상자들한테 “인증샷 보내고 쿠폰 받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인증샷을 보내지 않은 연구대상자들한테는 “1:1 대화”를 통하여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도록 하였다. 보상은 외적 보상(쿠폰), 내적 

보상(칭찬 메시지, 인증샷 올리기, 함께 하는 인증샷 공유하기”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설계하였다. 습관형성 관련지식정보는 매일 오후 4시, 

주4회 발송하도록 설계하였다. 

연구원과의 1:1 대화”에서 연구대상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프로그램 과정 중 발생하는 질의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이를 통하여 연구자와의 라포 형성 및 연구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매일 수행한 행위기록은 IBM Watson 

Conversation과 연동하여 챗봇 형태로 자동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12주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속 운동행위 습관강도는 실험1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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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와 비교하였을 때 31.38점 증가하였고, 실험2군은 21.04점 

증가하였다. 신체활동량도 프로그램 전 후 두 그룹 모두 신체활동량 

수준이 유의하게 향상하였다. 첫 4주간 내적 보상을 제외한 실험2군인 

경우 습관강도 및 신체활동량에 모두 실험1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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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보상의 중요성이 기존 연구들에서 강조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플러스 친구 기능의 제한으로 구현을 하지 못하였다. 생활속 

운동습관 형성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지속성이다. 기존 연구에 습관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보상은 사회적 보상이라고 한다. 즉 자신의 

공약을 직장동료들한테 알려주고, 직장 동료들로부터 긍정적인 

응원메시지를 받는 등 직장사회 동료들과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관계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으나, 

중재 전달방법으로 활용한 SNS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한계로 

프로그램 설계에서는 제외한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외적 보상의 한계를 인지하고, 내적 보상 및 사회적 보상을 

포함한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행위의 지속성을 촉진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계단 오르기, 걷기 등 활동을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지 못하고 설문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 모바일로 

설계하여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중재 전달방법은 SNS 플랫폼이다. 

하지만 SNS 플랫폼은 접근성이 편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SNS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만을 활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같은 

개념을 적용한 어플리케이션과의 비교를 통하여, 어떠한 전달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그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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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참여 설명서 

 

 

 

1. 이 연구를 왜 하나요? 

본 연구는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짧은 시간에 다양한 운동효과를 이룰 수 있는  

계단오르기/걷기 행위의 습관형성과정을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건

강 코칭 가이드가 습관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효과를 보고자 합니다. 

 

2.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1) 연구 시작 전  

■ 스마트폰 앱을 설치합니다. 

현재 병원 검진센터에서 제공되는 건강관리 유료서비스로서, 연구 참여자에 

한하여 무료로 2개월 제공해 드립니다.  

■ 간단한 설문응답이 있습니다.  

■ 모두 작성되시면 “스타벅스 쿠폰” 한 장 드립니다 

 

2) 연구 시작  

■ 본인의 생활패턴에 근거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계단오르기 혹은 걷기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설치된 앱은 참여자가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매 주 토요일 마다 간단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 2분)  

설문조사를 마무리 해주시면 스타벅스 쿠폰 1장을 발송 드립니다. 

■ 12주 실험이 종료되면, 실험 효과를 보기 위한 간단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신 후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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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평소 건강 생활습관 형성하는 중재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연구 참여에 성실하게 임하신 분에 한하여 스타벅스 쿠폰 10장(5만원 상당) 

드립니다.  

또한 가장 최근 검진결과를 주시면 30,000원 상당 대사증후군 생체나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공단검진은 건강IN http://hi.nhis.or.kr/main.do 

에서 PDF 다운 가능합니다.)  

 

5.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6.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연구 종료 시 

즉시 폐기하고, 그 밖에 동의서 및 개인정보가 제거된 연구 자료의 보관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규정사항에 따를 것입니다.  

 

7.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구 참여 여부 결정은 자발적이며 연구 중 언제라도 참여를 포기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아래 연구 담당자 

혹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연구담당자: 010-2316-3376 (박미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02-880-5153 

 

 

 

 

http://hi.nhi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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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면담 시작 시 내용이 녹음될 것과 이에 대한 비밀 유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인터뷰를 중단하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9.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 들었습니다.  

 

연구담당자: 010-2316-3376 (박미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02-880-5153 

 

이에 동의 하시면 아래 동의란에 체크를 해주세요.  

 

□ 연구참여에 동의합니다.  

□ 연구참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문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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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참여자 모집문구 

 

연구 참여자 모집 

 

다음과 같은 연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1. 어떤 연구인가요?  

본 연구는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짧은 시간에 다양한 운동효과를 이룰 

수 있는 계단오르기/걷기 행위의 습관형성과정을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건강 코칭 가이드가 습관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효과를 

보고자 합니다.  

 

2.  나도 참여할 수 있나요?  

□ 만 24세 이상  

□ 주로 앉은 자세에서 직무를 수행 

 

3. 참여 기간과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기간 : 실험 참여일 ~ 12주  

□ 장소 : 장소 제한은 없으며, 참여자가 운동하시기 편한 장소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4. 참여 시 사례 

1) 연구 참여에 성실하게 임하신 분에 한하여 스타벅스 쿠폰10장 

드립니다.  

2) 가장 최근 검진결과를 주시면 30,000원 상당 대사증후군 생체나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공단검진은 건강IN 

http://hi.nhis.or.kr/main.do 에서 PDF 다운 가능합니다.) 

 

http://hi.nhi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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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 내용 

□ 제공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생활 속 걷기/계단 오르기를 12주 

진행합니다.  

□ 주 1회 간단한 설문응답이 있습니다.  

 

6. 참여 방법  

연구에 참여의사가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연구 동의서에 서명하신 분에 한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연구 참여 여부 결정은 자발적이며 연구 중 언제라도 참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하십시오. 

 

이름: 박미화 

전화번호: 010-2316-3376 

이메일: parkmihua@snu.ac.kr 

 

 

 

 

 

 

 

 

 

 

mailto:parkmihu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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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서면동의면제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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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대상자 보호 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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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사전조사 설문지  

 

일반적 특성 

1. 성별   1) 남   2) 여 

2. 나이  (              )세 

3. 직업   

1) 사무직 종사자   2)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3) 기능직 종사자  4) 

단순노무 종사자 

4. 학력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  3) 대학교 졸  4) 대학원 이

상  

5. 지난 6개월 간 귀하는 체중관리를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있을 경우 어떠한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다항 선택 가능) 

1) 생활 속 운동 (계단오르기, 걷기 등)  2) 전문 시설에서 운동  3) 

식이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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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활동량 측정 설문 문항 

 

다음 설문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신체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만들어졌

습니다.  

설문은 지난 7일간 귀하가 신체활동에 소모한 시간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귀하 스스로 활동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시더라도 각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하는 활동,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하는 활동, 여가 시간

에 시행하는 활동, 운동 또는 스포츠 모두를 포함하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난 7일간 무거운 물건 나르기, 달리기, 에어로빅,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격렬한 신체활동을 며칠간 하였습니까?  

일주일에 __________________일 

□ 격렬한 신체활동 없었음     ☞ 3번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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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까?  

하루에 _______________시간 _________________분 

□ 모르겠다/확실하지 않다.  

 

 

 

 

 

귀하가 지난 7일간 하신 모든 격렬한 신체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격렬한 신

체활동이란 힘들게 움직이는 활동으로서 평소보다 훨씬 더 숨이 차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한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지속한 활동만을 생각하여 응답해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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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7일간, 가벼운 물건을 나르기, 보통 속도로 자전거 타기, 복식 테

니스 등과 같은 중간정도 신체 활동을 며칠간 하였습니까? 걷기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__________________일 

□ 중간정도 신체활동 없었음   ☞ 5번으로 가세요.  

4. 그런 날 중 하루에 중간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면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

마나 됩니까?  

하루에 _______________시간 _________________분 

□ 모르겠다/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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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_____________________ 일 

□ 걷지 않음    ☞ 7번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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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_______________시간 _________________분 

□ 모르겠다/확실하지 않다.  

 

 

귀하가 지난 7일간 하신 모든 중간정도 신체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

정도 신체활동이란 중간정도 힘들게 움직이는 활동으로서 평소보다 숨이 조

금 더 차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한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지속한 활동만을 

생각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지난 7일간 하신 모든 걸은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이나 집에

서,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걸은 것 뿐만 아니라 오락 활동, 스포츠, 운동, 

여가 시간에 걸은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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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난 7일간, 주중에 앉아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_______________시간 _________________분 

□ 모르겠다/확실하지 않다 

 

 

 

 

 

 

 

 

 

 

 

 

 

 

 

 

 

 

 

 

 

다음 질문은 지난 7일간 주중에 앉아서 보낸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장과 집에서 학업이나 여가 시간에 앉아서 보낸 시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책상에 앉아 있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독서할 때 앉거나, 텔레비전을 앉아서 

또는 누워서 시청한 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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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습관강도 자가보고 설문지 

 

 

 

 매우 

그렇

지  

않다 

 매우 

그렇

다 

1. 현재 참여중인 이 미션은 내가 평

소 자주 하는 행동이 되었다. 

1 2 3 4 5 6 7 

2. 현재 참여중인 이 미션은 내가 자

율적으로 하는 행동이 되었다. 

1 2 3 4 5 6 7 

3. 현재 참여중인 이 미션은 내가 의

식할 필요 없이 하는 행동이 되었다. 

1 2 3 4 5 6 7 

4. 현재 참여중인 이 미션을 하지 않

으면, 왠지 나는 숙제 안 한 기분이 

든다. 

1 2 3 4 5 6 7 

5. 현재 참여중인 이 미션은 내가 생

각 할 필요 없이 하는 행동이 되었다. 

1 2 3 4 5 6 7 

6. 현재 참여중인 이 미션을 하지 않

으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 2 3 4 5 6 7 

7. 참여중인 이 미션은 현재 나의 일

상생활 속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

되는 행동이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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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재 참여중인 이 미션은 내가 수

행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전에 

습관처럼 이미 하고 있다. 

1 2 3 4 5 6 7 

9. 현재 참여중인 이 미션을 하지 않

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 

1 2 3 4 5 6 7 

10. 현재 참여중인 이 미션은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수행 할 필

요가 없다. 

1 2 3 4 5 6 7 

11. 참여중인 이 미션은 현재 나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1 2 3 4 5 6 7 

12. 현재 참여중인 이 미션은 내가 

참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행해온 

행동이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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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발송된 건강정보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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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IBM Watson 챗봇 개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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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SNS platform based 

healthy lifestyle coaching program and 

effectiveness evaluation 

 

 

Meihua Piao 

College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NS platform based healthy 

lifestyle coaching program for office workers based on the habit formation model, 

an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In this study, 'Kakao Plus Friend' was used as a platform for delivering the 

intervention. The functions were designed based on the habit formation model, 

including three elements as cue, behavior, and rewards (internal and 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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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wards). Also, a automatically responded chat bot service application was 

developed using the IBM Watson Conversation tool, and it was linked to the Plus 

Friend Smart Chat API through the RESTful API. 

A longitudinal research was designed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into two groups as 57 subjects in intervention 

group 1 and 49 subjects in intervention group 2. 

The intervention was differently provided to two groups. Cue, intrinsic reward 

and extrinsic reward were provided to intervention group 1 for the entire 12 weeks. 

However, intrinsic reward was excluded during the 1
st
 ~ 4

th
 weeks in intervention 

group 2, and added from the 5
th
 weeks to the 12

th
 weeks.  

Then, the number of behavior repetition frequency, habit intensity and 

physical activity change was measured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also measured.  

As the results, the frequency of behavior was increased statistically (p <0.001) 

increased in both groups. For cumulative number of repetitions,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number of cumulative repetition frequency was 52.67 (± 5.64) in 

intervention group 1 and 47 (±7.87) in average in intervention group 2, and the 

cumulative repetition frequency between two groups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01). 

The physical activity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intervention in both 

groups(p <0.001), and intervention group 1 showed more increased than 

intervention group 2.  

The Self-reported health index(SRHI) was used to measure habit intensity. 

The SRHI score in intervention group 1 increased from 41.44 in the first week to 

72.82 in the 12th week which increased a total of 31.38 point, and the SRHI score 

in the intervention group 2 increased from 45.08 to 66.12 which increased a total of 

21.04 point.  Also, SRHI scores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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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pplied the habit formation model to perform simple behavior such 

as walk to public transportation, stair climbing and stands in public transportation, 

and used SNS platform as the service delivery tool.  

Therefore, the SNS platform based healthy lifestyle coaching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was possible to improve the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moreover, it can be used for healthy behavior formation.   

 

 

 

 

Keywords: Healthy lifestyle, Habit, Habit formation model, SNS platform, 

Chatbot 

Student Number: 2011-3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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