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30 No. 3, 278-292, September 2021

ISSN (Print) 1225-8482 | ISSN (Online) 2288-4653
https://doi.org/10.12934/jkpmhn.2021.30.3.278

무릎관절증 후기여성노인을 위한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효과

서순림 1 · 이정화 2

경북 학교 간호 학 명예교수1, 경운 학교 간호학과 조교수2

Effects of a Physical Activity Program based on Social Cognitive Theory for 
Old-Old Women with Knee Osteoarthritis

Suh, Soon Rim1 · Lee, Jeong Hwa2

1Emeritus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Gumi,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s of a physical activity program based on social cognitive theory 
for elderly women with knee osteoarthritis (KO). Methods: Ninety-two women aged over 75 with KO from one 
community center and five senior centers in G county participated. Groups of physical activity based on social 
cognitive theory (experimental, n=38), Thera-band physical activity (comparison, n=24), and no intervention (control, 
=30) participated in a 16-session, 8-week program. Results: Knee joint function, muscular strength, exercise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s for exercise,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Conclusion: Physical activity based on social cognitive theory 
most effectively increased physical function,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f elderly women with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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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구구조변화로 우리나라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15.7% 

중 75세 이상은 6.7%를 차지하였으나, 2038년부터는 7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75세 이상 후

기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손상을 경험하고, 그 결과 생활 

의존성이 증가하며, 이환된 질환의 수도 많아, 신체활동 능력

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등에서도 취약하다[2]. 관절증은 노인인

구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만성 관절 질환으로 신체적 불능

을 초래하며, 모든 관절에서 관절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 

체중부하의 영향을 크게 받는 무릎관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다[3]. 무릎관절증의 유병률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차이가 있으며 노화의 진행으로 근육이 감소되는 근감소

증(sarcopenia)은 80세 이후 최고 50% 이상 증가하는데[4], 이

는 근력과 신체기능 감소로 연결되어 노인의 신체적 자립과 삶

의 질을 저하시키고, 근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만성염증은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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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5]. 무릎관절증 상자는 통

증과 기능적 제한으로 인해 신체활동이 저해되지만, 이러한 증

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필수적이다[5].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통증 경감, 손상 받은 관절 주변의 근력 

유지, 관절 경직 감소, 기능적 감소를 막아주고, 우울과 같은 부

정적 정서 감소 등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6]. 미국

스포츠의학회의 노인 건강 지침서에도 근력과 근육량 유지, 요

통 예방,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있다[4]. 

하지만, 이와 같은 신체활동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행정도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노인의 신체활동 참여 방해요인은 건강

악화, 비용부담, 체력 저하, 동기나 시간 부족, 동반자 부재 등의 

개인적 요인과 접근성 부족, 지도자, 시설 및 정보부족, 전용 프

로그램 부족 등의 환경적 요인이 있다[7]. 이러한 방해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지수준 강화를 통한 동기화와 사

회적 지지 등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은 건강행동에 영

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역동성과 건강변화를 증진시키는 방법

에 한 이론으로서 개인의 인지적, 행동적, 환경적 요인의 세 

가지 구성요소가 서로 역동적, 상호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다[8]. 신체활동 중재 계획 시, 개인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채

택, 유지하고 건강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한 전략을 결정하는 이

론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이다[5]. 따라서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에서는 체력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중요성

에 한 지식, 개인의 인식이나 신념 변화 등을 유도하고, 신체

활동 수행을 위한 기술 함양,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에서 신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지 등의 환경변화를 조

성하고자 한다. 

세라밴드를 이용한 신체활동은 고무로 만든 밴드나 튜브를 

이용한 트레이닝으로, 세라밴드가 수축하려고 하는 힘에 저항

하여 근육의 힘이 발휘되어 약화된 근력 회복에 효과적이다. 세

라밴드는 근력, 체력에 적절한 운동부하 강도 조절 가능, 부상 위

험 감소, 가벼움과 안정성, 휴  편리성 등으로 노인들에게 접근

성이 좋은 신체활동이라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9].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연구

에서는 고령의 무릎관절증 환자 상 집단 신체활동 프로그램 

후에 자기효능감, 신체기능 만족도 증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통증 감소, 관절증에 의한 장애와 의존도 및 무릎 손상 감소

[5,6], 무릎관절증이 있는 노인에게 요가 프로그램 중재 후에 

통증과 일상활동수행 어려움 감소[10], 암 환자와 간병인 상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재 후에 자기효능감, 결과기 , 행동목

표, 사회적 지지가 증가되었다[11]. 그러나 선행연구의 연구설

계는 주로 실험군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중재 없는 

조군 간 비교 효과를 측정한 연구가 부분이었기 때문에 운동

의 효과는 측정되었으나, 사회인지이론에 기반한 운동 중재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

인지이론기반 적용 유무에 따른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상자

의 신체기능, 인지심리,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무릎관절증이 있는 농촌 지역 75세 이상 

후기여성노인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하여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3. 연구가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군, 세라밴드 신체활동군, 중재 없는 군 간 차이를 검

증하고자 한다.

 가설 1.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재 후 세 

군간 무릎관절 기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재 후 세 

군간 근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재 후 세 

군간 운동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재 후 세 

군간 운동 결과기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재 후 세 

군간 우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재 후 세 

군간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7.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재 후 세 

군간 사회적 관계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무릎관절증이 있는 후기여성노인 실험군에게는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비교군은 

세라밴드 신체활동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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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성 조군 전후설계 및 시차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

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상자 선정을 위해 경남 G군 보건소와 보건지소, 관

할 보건진료소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교육 및 신체활동이 가능

한 공간 확보가 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연구목적

과 방법, 절차를 설명하고 허락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상자 선정기준은 무릎관절증이 있는 75세 이상 여성

노인,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설

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노인,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

검사 MMSE-DS (Mini-Mental State Examination-Dementia 

Screening)가 16점 이상인 정상 노인이다. 반면, 급성 통증이 유

발된 노인이나 무릎관절증으로 신체활동에 제한이 있는 노인

은 상자에서 제외하였다.

표본 크기 산출은 G*Power 3.1.9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

원분산분석(one-way ANOVA)에서 검정력(1-β)=.80, 유의수

준 ⍺는 .05, 효과크기 F=0.40, 3그룹으로 입력 산출한 결과, 총 

표본수가 66명이었다. 각 집단별로 22명이 산출되었으며, 탈락

률을 고려하여 각 집단별로 필요한 표본수는 각각 26명이었다. 

효과크기는 무릎관절증 환자 상 타이치운동, 수중운동, 자조

관리 프로그램의 세 군간 효과를 비교한 Lee [12]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 중재를 위해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노인

을 실험군 상자로 선정하였다. 경로당은 보통 10~15명의 노

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5개 마을 경로당을 선정하여 비교군과 

조군으로 구분하였다. 실험확산 방지를 위해 3개 군은 유사한 

조건을 가지면서 지역적인 거리상 교류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되

는 위치에 있는 경로당을 배정하였다.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

활동 프로그램군(이하 실험군)은 Y마을회관 38명, 세라밴드 신

체활동군(이하 비교군)은 27명(O경로당 15명, J경로당 12명), 

중재 없는 군(이하 조군)은 30명(K경로당 10명, B경로당 10

명, S경로당 10명)으로 구성하였다. 비교군에서 병원 입원 2명, 

자녀 집 방문 1명으로 연구 중도 3명이 탈락하여 최종 상자는 

실험군 38명, 비교군 24명, 조군 30명으로 총 92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무릎관절 기능

무릎관절증과 무릎관절 손상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무

릎관절 손상에서 무릎관절증으로의 진행까지 일련의 경과 및 

상태 평가가 가능한 Roos 등[3]이 개발한 KOOS (Knee Injury 

and Osteoarthritis Outcome Score)를 Seo 등[13]이 번역하고 

타당성, 신뢰성, 반응성을 검증받은 Korean KOOS를 사용하였

다. 통증(5문항), 뻣뻣함(2문항), 일상활동수행 어려움(17문항)

의 24개 문항을 측정하였고, 각각의 문항은 0~4점까지 5점 Li-

kert척도로 통증은 0~20점, 뻣뻣함은 0~8점, 일상활동수행 어

려움은 0~6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과 뻣뻣함이 심하며, 

일상활동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무릎관절 기능이 나쁨을 의미

한다. KOOS의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91, Korean 

KOOS [13]는 .81, 본 연구는 .90이었다.

2) 근력

(1) 악력

악력은 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을 Kilogram 단위로 측정하

는 것이며, 디지털 악력 측정기(TKK-5401, Japan)를 이용하

여, 상자가 일어선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양팔을 내리고 어깨

와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악력계의 손잡이를 잡고 최 한 쥐는 

힘을 측정하였다. 오른손, 왼손 각각 2회 측정 후 평균 수치를 

kg로 기록하였으며, 측정 간 15초 휴식을 취하였다. 수치가 클

수록 악력이 강함을 의미한다.

(2) 하지근력

하지근력은 소형 동력계 근육검사(Hand Held dynametric 

muscle test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상자가 의자에 앉아 뒤

쪽으로 기 게 하고, 무릎을 약 5도로 신전시켜, 디지털 근력측

정기(Commander Muscle Tester AP1110, J-tech medical, 

2007, USA)를 사용하여 퇴사두근에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

태에서 무릎이나 고관절에 저항을 주고, 무릎이 신전하는 힘을 

측정하는 결과이다. 수치가 클수록 하지근력이 강함을 의미하

며 오른쪽, 왼쪽 각각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3) 운동 자기효능감

운동 자기효능감은 Marcus 등[14]이 개발한 도구를 Lee와 

Chang [15]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운동 자기

효능감 5개 문항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자신 없

다’ 1점부터 ‘매우 자신 있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Chang [15]의 연구에

서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는 .75였고,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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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동 결과기대

운동 결과기 는 Resnick [16]이 개발한 운동 기 감 측정

도구를 Choi와 Jung [17]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타당도와 신뢰

도를 검증한 한국판 운동 기 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총 13개 문항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운

동 결과기 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i와 Jung [17]의 연구에

서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7이었다.

5) 우울

우울은 Sheikh와 Yesavage [18]가 노인들을 위해 개발한 

간소화된 노인우울척도를 Kee [19]가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

울척도로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의 

‘예(0점), 아니오(1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

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ee [1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

bach’s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6)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외국에서 지역사회 노인 상 조사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ESSI (ENRICHD Social Support 

Instrument)를 Jeon 등[20]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정서 ․ 정보 ․ 도구적 지지를 포함한 총 6문항의 ‘예

(0점), 아니오(1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69였다.

7)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은 Lubben과 Gironda [21]가 개발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도구를 Kang [22]이 한국어판으로 번역, 역번

역 과정을 거쳐 완성한 한국어판 사회적 관계망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친척), 이웃, 친구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은 6문항으로 ‘전혀 없다’, ‘한번도 없다’는 0점, ‘9명 이

상’, ‘항상’은 5점의 Likert척도로 각 질문에 한 응답을 합산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 특성상 이웃과 친구를 동일 요

인으로 간주하여 3개 영역 총 18개 문항 중 가족(친척), 이웃의 

2개 영역 12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총점은 60점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의 

Cronbach’s ⍺는 .82였으며, Kang [22]의 연구에서는 .89, 본 

연구에서는 .79였다.

4. 연구중재

1)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사회인지이론은 인지적, 행동적, 환경적 요인의 세 가지 구

성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이 결정된다[8]. 

인지적 요인은 자기효능감, 결과기 , 자기통제로 구성되어 있

으며 건강행위인 신체활동을 증진시킨다. 자기효능감은 성공

경험, 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이완의 자기효능 자원에 

의해 향상되며,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참여 요구 단계에서 성공

경험, 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이완을 적용하였다. 결과

기 는 행동의 예측적 측면으로 행동 선행 결정인자이며, 신체

활동 행동의 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지

요인 변화로 인한 결과기 를 적용한다. 자기통제는 특정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인간행동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약속다짐

을 통해 신체활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행동적 요인은 특

정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의 행동에 한 지식과 기술을 

전제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건강과 체력목표에 적절

한 빈도, 강도, 시간, 형태 등을 고려한 운동처방과 반복 연습을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물리적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동료와 지

역사회 전문가 격려 및 지지, 적극적인 칭찬과 보상으로 강화

되도록 하는 것이다(Table 1).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Bandura [8]의 사회인지이론에 기반

하였으며,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8주 16회기(1주 2

회)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간호학교수 2인, 정형외과 전문의 

1인, 체육교육학 교수 1인, 지역사회 보건진료소장 1인으로부

터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 평가를 받았다. 사회인지이론기반 신

체활동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설

계하기 위한 모형으로 Heinich 등[23]이 개발한 ASSURE 모형

을 활용하였다. ASSURE 모형은 1단계 학습자 분석(Analysis 

Learners), 2단계 목표 진술(State Objective), 3단계 교육방법, 

매체, 자료 선정(Select Method, Media and Material), 4단계 

매체와 자료 활용(Utilize Media and Material), 5단계 학습자 

참여요구(Require Learner Participation), 6단계 평가와 수정

(Evaluate and Revise)이며[23] 이를 프로그램 진행 전(1 ․ 2 ․ 3
단계), 중(4 ․ 5단계), 후(6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프로그램 진행 전의 1단계는 학습자 분석으로 문헌

고찰 시행, 지역사회 경로당을 방문하여 무릎관절증 후기여성

노인과 포커스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상자의 연령, 교육수

준, 사회 경제적 요인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환의 특성 등

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수준을 결정하였다. 2단계는 목표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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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Activity Program based on Social Cognitive Theory

Week
Social cognitive 
theory concepts

Title Contents
Min MethodsProgram 

information
Program rules explanation

1 Self-efficacy 
(Emotional relaxation)

Recreation 
(Ice breaking)

Laughter dance routines 10 Videos (Laughter therapy)

Outcome expectations Opening Group-mediated physical activity 
program

PPT. Beam projector.

Self-efficacy 
(Verbal persuasion)

Lecture on health Musculoskeletal organization
Knee osteoarthritis knowledge 

10

Behavioral capability 
(Frequency, Intensity, 
Time, Type (FITT))

Moderate- 
intensive 
physical activity

Warm up: static stretching 10 Videos, technical training by 
demonstration
* Maintains awareness level 

of RPE 11~13
* 8 times per operation (1 set): 

3 sets

Main activity
- Upper extremity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Water bottle)
- Lower extremity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Yellow thera band)

30~40

Warm down: static stretching 10

2~4 Self-efficacy 
(Emotional relaxation)

Recreation 
(Ice breaking)

Laughter dance routines 10 Videos (Laughter therapy)

Self-efficacy 
(Verbal persuasion)

Lecture on health Knee osteoarthritis knowledge 10 PPT. Beam projector.

Self-control Set individual 
goals

The determination to 'attend to the end' 
in the physical activity program

5 Heart shaped sticker dispenser
Personal attendance, 

homework (physical activity 
log)Assign physical 

activity 
homework 

Morning and afternoon 'at least 30 
minutes a day for physical activity' 
goal setting

5

Behavioral capability 
(Frequency, Intensity, 
Time, Type (FITT))

Moderate- 
intensive 
physical activity

Warm up: static stretching 10 Videos, technical training by 
demonstration
* Maintains awareness level 

of RPE 11~13
* 8 times per operation (1 set): 

3 sets

Main activity
- Upper extremity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Water bottle)
- Lower extremity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Yellow thera band)
-Lower extremity balance enhancement 

exercise (Hiking cushion) ← (from 3rd 
week) 

30~40

Warm down: static stretching 10

5~7 Self-efficacy 
(Emotional relaxation)

Recreation 
(Ice breaking)

Laughter dance routines 10 Videos (Laughter therapy)

Self-efficacy 
(Verbal persuasion)

Lecture on health Knee osteoarthritis knowledge (Knee 
osteoarthritis and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10 PPT. Beam projector

Self-control Assign physical 
activity 
homework 

Check physical activity homework.
Find out obstacle factors to physical 

activity, and talk about solutions.

5 Check physical activity self 
record with stickers and 
positive feedback

Social support Peer support 
expert support

Make social networks Physical activity teammate
(partner) teammates' 
compliment and 
encour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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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Activity Program based on Social Cognitive Theory (Continued)

Week
Social cognitive 
theory concepts

Title Contents
Min MethodsProgram 

information
Program rules explanation

5~7 Behavioral capability 
(Frequency, Intensity, 
Time, Type (FITT))

Moderate- 
intensive 
physical activity

Warm up: static stretching 10 Videos, technical training by 
demonstration
* Maintains awareness level 

of RPE 12~14
* 8times per operation (1set): 

3 setsMain activity
- Upper extremity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Water bottle)
- Lower extremity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Red thera band)
- Lower extremity balance enhancement 

exercise (Hiking cushion)

30~40

Warm down: static stretching 10

8 Self-efficacy 
(Emotional relaxation)

Recreation 
(Ice breaking)

Laughter dance routines 10 Videos (Laughter therapy)

Self-control Assign physical 
activity 
homework 

Check physical activity homework
Find out obstacle factors to physical 

activity, and talk about solutions

5 Check physical activity self 
record with stickers and 
positive feedback

Social support Peer support 
expert support

Make social networks Physical activity teammate
(partner) teammates' 
compliment and 
encouragement

Self-efficacy 
(Performance 
accomplishment)

Self reward 
mentoring 
teammate 
mentee

Share experiences by watching physical 
activity program application UCC 
videos for 5~7 weeks.

10 UCC videos

Behavioral capability 
(Frequency, Intensity, 
Time, Type (FITT))

Moderate- 
intensive 
physical activity

Warm up: static stretching 10 Videos, technical training by 
demonstration
* Maintains awareness level 

of RPE 12~14
* 8 times per operation (1 set): 

3 sets

Main activity
- Upper extremity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Water bottle)
- Lower extremity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Red thera band)
- Lower extremity balance enhancement 

exercise (Hiking cushion)

30~40

Warm down: static stretching 10

Reinforcements Closing addresses 
evaluation on 
results 
completion 
ceremony

Excellent participant awards by 
attendance, physical activity self record 
checking etc. 

Encourage the participants to promote 
continuous physical activity.

Personal exercise 
framed-photos rewards

Every 
week

Encourage participation 
and closing

Offer beverage, refreshments and snacks.
Share feelings after physical activity and encourage in-home physical activity. 

로 상자의 신체활동 중요성에 한 이해와 건강증진, 질병예

방,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꾸준하게 

참석 할 것과 집에서 하루 2번 이상 신체활동을 하겠다는 과제

에 한 약속다짐 등의 자기목표설정을 하도록 하였다. 3단계

는 교육방법, 매체, 자료 선정 단계로 지식과 정보제공을 위한 

프레젠테이션과 설명 ․ 반복 학습을 위한 집단교육 전략을 채택

하였다. 

두 번째, 프로그램 진행 중의 4단계는 매체와 자료의 활용으

로 웃음율동은 한국웃음임상치료센터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

는 웃음 건강학 동영상을 저작권 허가를 받고 사용하였다.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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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신체활동 및 유연성 운동 동영상은 공공누리 제1유형 국

민체력 100의 운동처방 동영상을 이용하였다. 무릎관절증 교

육은 상자 특성 및 수준에 맞게 사진, 그림, 큰 글씨체를 이용

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교육 시간은 짧게 하면서 상자의 

일상 경험에 한 사례나 유추법을 사용하여 짧고 간단한 문장

으로 표현해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구성하였다. 

5단계는 학습자 참여요구 단계로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1주에 2회, 8주 동안 총 16회기, 1회 70~90분으로 

운영하였다(Table 1). 아이스브레이킹과 흥미를 위한 웃음율

동 레크리에이션, 무릎관절증 교육, 계획적, 구조적, 반복적 신

체활동으로서의 운동은 준비운동(10분), 본운동(30~40분), 정

리운동(10분)으로 구성하였다. 준비운동은 관절 이완을 도모

하기 위해 유연성 운동을 실시하였다. 본운동은 앉거나 누워서 

실시하였다. 생수병을 이용해 위로 노 젖기, 이두근 말아올리

기, 삼두근 힘주기의 상지근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하지근력 

강화를 위한 세라밴드를 이용한 저항운동 동작을 실시하였다. 

세라밴드는 색깔에 따라 강도 차이가 있으며 1~4주는 가장 낮

은 강도 레벨인 노란색 세라밴드를 사용한 신체활동을 시행하

였다. 동작은 밴드 잡고 누워서 다리 기, 밴드잡고 앉아서 다

리 기, 밴드 걸고 앉아서 발등 굽히기를 하였다. 어떤 활동을 

할 때 본인이 느끼는 힘든 정도인 자각인지도 RPE (Ratings of 

Perceived Exertion) 11~13 수준을 유지하면서 각각 8회 3세

트씩 시행하였다. 5~8주는 같은 동작으로 두 번째 강도 레벨인 

빨간색 세라밴드를 이용하였고, 자각인지도 RPE 12~14 수준

을 유지하였다. 3주차부터는 일상생활 활용도가 높은 등산방

석을 이용한 하지근력강화운동 동작을 추가하였다. 운동 중간

중간 호흡고르기와 짧은 휴식을 하였다. 정리운동은 등 마사지

를 포함한 유연성 운동과 심호흡으로 마무리하였다. 홈과제로 

수건을 활용한 퇴사두근 강화운동 포스터를 제공하고 스티

커를 이용한 신체활동 기록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상

자의 신체활동에 한 순응도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신체활

동 증진을 위해 사회인지이론 개념구성체 중 자기효능감 전략

을 수립하여 4가지 자원인 성공경험, 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이완을 적용하였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꾸준한 참여 

약속과 출석부에 스티커를 이용한 출석 체크하기, 과제로 주어

지는 운동일지에 스티커를 이용한 수행 정도 체크하기를 통해 

노력으로 방해요인을 극복하여 자기효능감 자원 중 가장 큰 영

향력이 있는 성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1~3주, 5~7

주 프로그램 진행 동안 개인과 단체 신체활동하는 모습을 

UCC로 제작해 4주와 8주에 다 같이 시청함으로써 본인들의 

활동 모습을 보며, 칭찬과 박장 소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였

다. 리경험으로 국민체력 100 누리사업단에서 제작한 동영

상 시청과, 연구자의 시범, 옆자리 신체활동을 위한 짝지의 수

행정도를 관찰하도록 하였으며, 다과 시간을 이용해 서로 신체

활동의 효과에 한 이야기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도록 

하였다. 언어적 설득으로 무릎관절증과 신체활동에 한 연구

자의 교육과 과제 수행 확인과 칭찬, 긍정적 피드백, 개별 상담

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도록 하였다. 정서적 이완의 신뢰

와 안정감 구축을 위해 신체활동 전 레크리에이션 실시, 신체활

동 중간은 구령을 함께 하며 호흡조절, 신체활동 후 서로서로의 

등 마사지와 심호흡 명상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프로그램 진행 후의 6단계인 평가는 자가보고식 설

문지와 악력계, 휴 용 근력계를 이용해 체력 측정을 시행하였

고, 프로그램 진행과정 관찰 등으로 평가하였다.

5. 자료수집

1)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 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 2017 

-0150)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연구 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절

차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동의서

를 받고 자료수집하였다. 연구 상자는 모든 연구 과정에서 본

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참여 철회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연

구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는 보호될 것이며, 응답한 내용

과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

임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 후 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

하였다. 

2)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 준비

본 연구자는 노인전문간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무릎

관절증 후기여성노인 상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순조로운 진

행을 위하여 추가로 관절관리 강사 자격증과 노인체육지도자 

1급, 병원웃음코디네이터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연구자와 

함께 프로그램 지도를 맡은 강사인 연구보조자는 보건소 근무

자로 지역사회 노인보건사업, 노인건강증진사업, 노인복지사

업 및 노인 운동 지도 등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다. 또한 K 학 

간호학생 2명을 선정하여 본 연구목적과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해 설명하고, 프로그램 진행 보조 활동에 해 교육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자는 수차례 회의를 거쳐 프로그램 구성에 

한 전문성, 안정성, 효과성 등에 한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연구를 진행할 강사에게는 프로그램에 한 교육과 실습을 2

시간씩 2회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K 학 간호학생 5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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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행되었고, 본 연구목적과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설문지 

내용, 상자 특성으로 인한 일 일 면담 기술을 설명하였으

나, 조사자 맹검법을 고려하여 참여 상자의 실험군, 비교군, 

조군 집단 배정에 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3) 예비조사

상자들의 프로그램에 한 수준파악, 이해도 및 수행가능

성 여부 등 검토, 무릎관절증 후기여성노인 상 사회인지이론

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 타진을 위해, 전문가 타

당도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을 G군 거주 상자 선정기준에 적

합한 노인 4명을 상으로 시행하였다. 

4) 사전 조사

사전 조사는 연구자와 5명의 간호학생 연구보조자가 마을

회관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설문지 조사와 근력을 측정하였다. 

훈련된 연구보조자는 연구 상자가 75세 이상 후기노인임을 

고려하여 일 일 면담을 통하여 직접 설문지 문항을 읽어주고, 

그 자리에서 응답한 내용을 설문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였

다. 악력, 하지근력, 요부근력은 연구자가 직접 측정하였다. 설

문지 조사와 근력측정은 각각 15~20분정도 소요되었다. 

5) 실험처치

실험군에게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02월 10일까지 

8주간 주 2회 총 16회기를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은 1회기 당 

70~90분간 진행되었다. 시작 시점에서 10분간 웃음율동을 통

한 레크리에이션을 하였고, 무릎관절증에 한 프리젠테이션 

강의 교육은 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주 1회 10분 

정도 실시하였다. 동영상과 시범을 보이면서 준비운동 10분, 

본 운동 30분, 정리운동을 10분간 실시하였다. 회기 종료 후 

간식을 드시면서 당일 신체활동 후의 경험을 나누었고, 과제 

검사를 통한 피드백과 칭찬 격려, 앞으로의 과제를 반복 언급

하였다. 

비교군은 2018년 02월 20일부터 2018년 04월 14일까지 8주

간 주 2회 총 16회기를 운영하였다. 2개 경로당에서 시간 를 

다르게 두고, 연구자는 목요일, 강사는 화요일에 프로그램을 

지도하였다. 매회 준비운동 10분, 본 운동 30분, 정리운동 10분

의 총 50분 동안 세라밴드를 이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실시

하였다. 

조군은 2017년 12월 15일 사전 자료수집 후, 2017년 12월 

22일 노화와 건강관리,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의 중

요성에 해 교육하였고, 8주 동안 일상생활을 지속하도록 하

였다. 

6) 사후 조사

8주간의 프로그램 종료 후 실험군, 비교군, 조군에게 사전 

조사와 동일한 연구보조자와 설문지로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수집 하였고, 연구자가 사전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근력을 

측정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

정은 Shapiro-Wilk test로 확인하였다. 실험군, 비교군, 조

군의 일반적 특성과 무릎관절증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은 

x2 test와 Fisher’s exact test로 확인하였다. 집단 간 종속변수

의 동질성 여부는 정규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모수

검정인 Kruskal-Wallis test로 분석하였다. 집단 간 사후 검사 

점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의 사후 검정은 Least Significance 

Difference (LSD)로 하였다. 양측검정에 유의수준 p<.05에서 

채택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

본 연구 상자의 평균연령은 80.5세이고, 연령범위는 75~ 

91세였다. 집단별 평균에서는 실험군 81.8세, 비교군 78.3세, 

조군 81.2세로 나타났다. 상자의 연령, 결혼상태, 동거형

태, 교육정도, 소득원, 경제수준, 만성질환 보유수에 한 실험

군, 비교군, 조군 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질병 관련 특성과 동질성 검증

질병 관련 특성인 무릎관절증 진단받은 시기, 무릎관절증으

로 인한 약물복용, 통증치료방법, 질병치료 관리 교육여부에 

한 실험군, 비교군, 조군의 동질성 검증 결과 세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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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for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al 

(n=38)
Comparison 

(n=24)
Control 
(n=30) x2

Fisher†
p

n (%) n (%) n (%)

Age (year) 75~80 
≥81 

17
21

(44.7)
(55.3)

19
5

(79.2)
(20.8)

14
16

(46.7)
(53.3)

8.09 .278

M±SD 80.5±4.12 81.8±4.01 78.3±3.45 81.2±4.91 5.33 .289

Marital status Married
Bereaved

8
30

(21.1)
(78.9)

11
13

(45.8)
(54.2)

8
22

(26.7)
(73.3)

4.51 .105

Living with Alone
With family

27
11

(71.1)
(28.9)

14
10

(58.3)
(41.7)

21
9

(70.0)
(30.0)

1.22 .543

Education No schooling
≥Elementary

33
5

(86.8)
(13.2)

17
7

(70.8)
(29.2)

21
9

(70.0)
(30.0)

3.44 .179

Source of income General income earner
Second tier
Basic living recipient

17
13
8

(44.7)
(34.2)
(21.1)

9
10
5

(37.5)
(41.7)
(20.8)

16
8
6

(53.3)
(26.7)
(20.0)

1.65 .800

Economic state Moderate
Poor

18
20

(47.4)
(52.6)

9
15

(37.5)
(62.5)

16
14

(53.3)
(46.7)

1.35 .508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

None
1
2
≥3

3
18
10
7

(7.9)
(47.4)
(26.3)
(18.4)

3
10
5
6

(12.5)
(41.7)
(20.8)
(25.0)

1
15
8
6

(3.3)
(50.0)
(26.7)
(20.0)

.909†

Time of diagnosis ＜65
≥65

11
27

(28.9)
(71.1)

6
18

(25.0)
(75.0)

4
26

(13.3)
(86.7)

.293†

Drug use No
Yes

18
20

(47.4)
(52.6)

8
16

(33.3)
(66.7)

17
13

(56.7)
(43.3)

2.93 .231

Pain treatment Only medication
Medicine and cold/hot pack
Medicine and exercise
Another way 

22
11
0
5

(57.9)
(28.9)
(0.0)
(13.2)

18
3
1
2

(75.0)
(12.5)
(4.2)
(8.3)

24
3
0
3

(80.0)
(10.0)
(0.0)
(10.0)

.226†

Management 
education

No
Yes

31
7

(81.6)
(18.4)

22
2

(91.7)
(8.3)

21
9

(70.0)
(30.0)

.130†

†Fisher's exact test.

3.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상자의 무릎관절 기능(통증, 뻣뻣

함, 일상활동수행 어려움), 근력(악력, 하지근력), 운동 자기효

능감, 운동 결과기 , 우울 점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망

에 한 실험군, 비교군, 조군의 동질성 검증 결과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종속변수에 한 세 집단의 동질성이 검증

되었다(Table 3). 

4. 가설검정

1) 가설 1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재 후 세 군 간 무

릎관절 기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무릎관절 기능에서 통증은 평균 순위가 실험군 22.71, 비교

군 48.92, 조군 74.70 (x2=64.16, p<.001), 뻣뻣함은 실험군 

28.14, 비교군 54.10, 조군 63.67 (x2=33.23, p<.001), 일상활

동수행 어려움은 실험군 21.34, 비교군 54.80, 조군 72.30

(x2=63.77, p<.001)으로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은 비교군, 조군보

다 통증, 뻣뻣함, 일상활동수행 어려움이 가장 많이 감소되어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4).

2) 가설 2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재 후 세 군 간 근

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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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omogeneity Test of Outcome Variables (N=92)

Variables Categories

Experimental (n=38) Comparison (n=24) Control (n=30)

x2 p
M±SD

Average
ranking

M±SD
Average
ranking

M±SD
Average
ranking

Knee joint 
function

Pain
Stiffness
Activity of daily living

17.68±3.92 
 6.79±2.21 
64.24±9.41 

44.89 
53.37 
42.45 

19.00±1.89 
 6.79±1.10 
67.75±5.62 

47.46 
46.00 
52.94 

18.60±3.43 
 5.77±2.28 
66.07±8.80 

47.77 
38.20 
46.48 

0.24 
5.89 
2.28 

.887 

.053 

.320 

Grip strength Right
Left

12.38±4.86 
11.76±4.33 

42.41 
41.14 

14.42±5.30 
14.14±5.30 

51.52 
52.85 

13.66±5.97 
13.25±5.55 

47.67 
48.20 

1.80 
3.01 

.407 

.222 

Lower extremity 
strength

Right
Left

20.33±3.05 
19.46±3.13 

49.03 
49.39 

21.04±4.09 
19.50±3.06 

51.08 
49.81 

19.20±2.50 
18.38±1.91 

39.63 
40.18 

3.05 
2.51 

.218 

.285 

Exercise self-efficacy  8.89±3.55 46.00  9.08±2.80 49.35  8.70±3.30 44.85 0.41 .814 

Outcome expectations for exercise 45.13±5.55 42.29 44.83±4.62 43.15 47.13±5.79 54.52 4.05 .132 

Depression  6.05±3.78 43.37  6.92±3.12 48.56  6.87±4.22 48.82 0.90 .638 

Social support  2.74±1.98 48.41  2.17±1.74 40.67  2.73±1.89 48.75 1.59 .451 

Social network Family (relation)
Neighbor

16.11±4.03 
18.76±3.71 

50.21 
45.20 

15.58±4.59 
19.08±4.22 

44.46 
48.58 

14.93±4.35 
18.20±5.33 

43.43 
46.48 

1.28 
0.24 

.528 

.887 

근력에서 오른쪽 악력의 평균 순위는 실험군 46.50, 비교군 

56.71, 조군 38.33 (x2=6.31, p=.043), 왼쪽 악력은 실험군 

45.50, 비교군 58.23, 조군 38.38 (x2=7.46, p=.024)로 세 집

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오른쪽과 왼쪽의 악력 정도는 비교군이 조군보다 더 증

가하였다. 오른쪽 하지근력은 평균 순위가 실험군 67.38, 비교

군 45.60, 조군 20.77 (x2=51.20, p<.001), 왼쪽 하지근력은 

실험군 67.89, 비교군 44.06, 조군 21.35 (x2=51.29, p<.001)

로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오른쪽과 왼쪽의 하지근력 정도는 실험군이 비교

군보다 더 증가하였으며, 실험군과 비교군은 조군보다 증가

하였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4).

3) 가설 3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재 후 세 군 간 운

동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운동 자기효능감은 실험군 66.97, 비교군 46.50, 조군 

20.57 (x2=51.14, p<.001)로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운동 자기효능감은 실험

군이 비교군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비교군은 조군보다 높

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5).

4) 가설 4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재 후 세 군 간 운

동 결과기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운동 결과기 는 실험군 49.80, 비교군 59.15, 조군 32.20

(x2=14.66, p<.001)으로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운동 결과기  정도는 실험군

과 비교군이 조군보다 높았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Table 5).

5) 가설 5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재 후 세 군 간 우

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울은 실험군 43.53, 비교군 45.15, 조군 51.35 (x2=1.56, 

p=.459)로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

서, 가설 5는 기각되었다(Table 5).

6) 가설 6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재 후 세 군 간 사

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실험군 65.59, 비교군 42,58, 조군 25.45

(x2=41.67, p<.001)로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 정도는 실험군이 

비교군보다 더 높았으며, 실험군과 비교군은 조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6은 지지되었다(Table 5).

7) 가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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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Knee Joint Function and Muscular Strength among Three Groups after Intervention (N=92)

Variables Categories Group M±SD
Average
ranking

Kruskal-Wallis
post hoc

x2 p

Knee joint 
function

Pain Experimentala

Comparisonb

Controlc

8.58±2.82 
13.33±2.65 
18.83±3.09 

22.71 
48.92 
74.70 

64.16 ＜.001 c＞b＞a

Stiffness Experimentala

Comparisonb

Controlc

3.37±1.32 
5.00±1.29 
5.97±1.94 

28.14 
54.10 
63.67 

33.23 ＜.001 c＞b＞a

Activity of 
daily living

Experimentala

Comparisonb

Controlc

38.18±9.11 
57.38±8.49 
66.53±5.05 

21.34 
54.08 
72.30 

63.77 ＜.001 c＞b＞a

Grip strength Right Experimentala

Comparisonb

Controlc

14.83±3.03 
16.63±3.43 
13.82±5.36 

46.50 
56.71 
38.33 

 6.31 .043 b＞c

Left Experimentala

Comparisonb

Controlc

14.64±3.25 
16.66±3.44 
13.60±5.12 

45.50 
58.23 
38.38 

 7.46 
　

.024 b＞c

Lower extremity 
strength

Right Experimentala

Comparisonb

Controlc

28.63±3.35 
24.32±4.46 
19.19±2.82 

67.38 
45.60 
20.77 

51.20 ＜.001 a＞b＞c

Left Experimentala

Comparisonb

Controlc

27.19±3.51 
22.47±4.12 
18.37±2.62 

67.89 
44.06 
21.35 

51.29 ＜.001 a＞b＞c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재 후 세 군 간 사

회적 관계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 하위영역의 가족(친척)은 실험군 42.07, 비교

군 64.13, 조군 38.02 (x2=14.63, p<.001)로 세 집단 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가족

(친척)에 한 사회적 관계망 정도는 비교군이 실험군과 조

군보다 높았다. 사회적 관계망 하위영역의 이웃은 실험군이 

58.04, 비교군 49.33, 조군 29.62 (x2=19.61, p<.001)로 세 집

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웃에 한 사회적 관계망 정도는 실험군과 비교군이 

조군보다 높았다. 따라서, 가설 7은 지지되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무릎관절증이 있는 농촌 지역 75세 이상 후기여성

노인을 위한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상자의 무릎관절 기능, 근력, 운동 자기효능감, 운동 결과

기 , 우울,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하였다. 

본 연구결과 상자의 무릎관절 기능은 실험군이 비교군, 

조군보다 통증, 뻣뻣함, 일상활동수행 어려움이 가장 많이 감

소하였다. 이는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적용효

과로 상자의 인지, 동기, 참여 확  등으로 인한 신체활동 증

진이 무릎관절증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신체

활동은 무릎 연골에 영양을 증가시키고, 무릎 조직 안정화로 질

병 진행정도의 지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자들의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그들이 경험하는 통증은 감소되었고, 관절증에 

의한 장애 및 의존도 감소, 무릎 손상이 훨씬 감소하였다는 선

행연구[6]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무릎관절증이 있는 노인에

게 사회인지이론기반 요가 프로그램 중재 후의 통증과 일상활

동수행 어려움 감소[10], 집단 신체활동 프로그램 후의 신체기

능 만족도 증가[5,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골관절증 상자

에게 장시간 서서 하는 운동은 체중 부하로 인한 통증과 부담 

등을 유발하여 지속적인 신체활동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으나

[5,12], 본 연구에서는 주로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시행한 세라

밴드를 이용한 저항운동 동작과 등산방석을 이용한 하지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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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Cognitive/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 among Three Groups after Intervention (N=92)

Variables Group M±SD
Average
ranking

Kruskal-Wallis
post hoc

x2   p

Exercise self-efficacy Experimentala

Comparisonb

Controlc

16.74±3.70 
12.96±2.82 
8.30±3.05 

66.97 
46.50 
20.57 

51.14 ＜.001 a＞b＞c

Outcome expectations for 
exercise

Experimentala

Comparisonb

Controlc

48.34±2.93 
49.38±4.94 
44.87±5.06 

49.80 
59.15 
32.20 

14.66 ＜.001 a, b＞c

Depression Experimentala

Comparisonb

Controlc

6.13±1.65 
5.92±3.17 
6.97±2.54 

43.53 
45.15 
51.35 

 1.56 .459

Social support Experimentala

Comparisonb

Controlc

5.53±0.92 
3.67±2.14 
2.23±1.65 

65.59 
42.58 
25.45 

41.67 ＜.001 a＞b＞c

Social 
network

Family (relatives) Experimentala

Comparisonb

Controlc

15.92±4.22 
19.21±3.61 
14.87±4.82 

42.07 
64.13 
38.02 

14.63 ＜.001 b＞a, c

Neighborhood Experimentala

Comparisonb

Controlc

23.32±4.89 
21.71±4.03 
18.10±4.40 

58.04 
49.33 
29.62 

19.61 ＜.001 a, b＞c

강화운동 동작이 신체활동이 약화된 퇴사두근 근력을 강화

시켜 무릎관절 기능 개선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

서, 상자의 증상관리를 위한 행동 변화 유지를 위해 구조화된 

신체활동 프로그램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 수단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악력은 오른쪽, 왼쪽 모두 실험군과 비교군이 조군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는 경로당 고령 여성노인 상 세라밴드 운동 후 

악력이 향상됨을 보고한 Lee와 Eun [2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 본 프로그램에서 생수병을 이용한 상지근

력 강화 신체활동과 세라밴드 신체활동이 악력 향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근력은 실험군이 비교군보다 높

았고, 조군보다는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무릎관절증 노

인에게 사회인지이론을 적용한 걷기 및 하지강화운동 후 하지

근력이 증가된 선행연구결과[6]를 지지한다. 고령자에게 규칙

적인 신체활동은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등과 같은 체력을 향

상시킨다[4]. 본 연구에서는 인지행동적 접근을 통한 신체활동 

유지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통한 정보제공, 근감소증 예

방을 위해 근력과 근육량을 향상 시키는 세라밴드를 활용한 저

항운동을[4] 통한 행동수행력, 신체활동 짝지 및 지역사회 전

문가의 격려 및 지지, 퇴사두근력 강화를 위한 홈 과제 피드

백 및 보상 등으로 인한 신체활동 증진이 하지근력 향상에 효과

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사회인지이론에서 행동 변화는 인간이 행동을 할 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행동 수행 후 나타나게 되는 결과기

를 통해 강화된다[16]. 따라서 행동 이후 나타나는 결과기 는 

건강하지 않은 행동을 조정하게 하고, 건강한 행동을 습득할 

수 있으며, 변화된 행동의 지속적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17]. 운동 자기효능감은 실험군이 비교군, 조군보다 더 

높았으나, 운동 결과기 는 실험군과 비교군이 조군보다 높

았다. 이는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자기목표를 설정하는 자기통제와 자기효능감의 4가지 자

원인 성공경험, 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이완의 구체적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인지이론을 적용한 

무릎관절증 노인 상 운동 프로그램 결과[5,6,10], 암 생존자 

상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의 선행연구[11] 결과를 지지한

다. 이와 같이 실험군에서의 운동 자기효능감 증가는 비교군과 

조군에 비해 응능력 및 자기통제 기술 향상으로 독립적 생

활유지와 이에 따른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nderson 등[25]은 신체활동 실천을 

위한 주요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를 확인하였고, 간접

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결과기 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결과기 는 비교군보다 낮게 조사되었는데,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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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자 연령분포와 운동하면 피곤하고 다칠까봐 걱정이 되

어서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비교군보다 많

았던 심리적 영향 가능성을 염두해 둘 수 있다. 따라서 신체활

동 필요성과 무릎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신체활동에 한 교

육을 통해 후기여성노인들의 신체활동으로 인한 불안감을 극

복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과적으로, 상자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결과기 를 포

함한 운동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가 함유된 프로그램 설계가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신체활동의 효과로 우울 감소 등을 보고하고 

있으나[19,24], 본 연구에서 우울정도는 실험군, 비교군, 조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 상자가 농촌 지역 

75세 이상 무릎관절증이 있는 후기여성노인이라는 특성과 연

구에 적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

다. Sohn [26]의 연구에서 여성, 고령자, 노인독거가구, 저학력 

특히 무학, 사회적 지지, 만성질환이나 기능 제한 등이 있는 노

인에 있어 우울 증상 유병률은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상자들 특히 실험군에서는 상기 조건을 부분 충족

하고 있는 허약노인[20] 및 사회취약계층이며, 기본적으로 우

울 정도가 높고, 오랜 기간 지속된 우울이 단기간 중재로 감소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무릎관절증 상자는 자신이 

원하거나 필요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무력감, 

쓸모없음, 분노 등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감정들이 결국에는 우

울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피로감,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장애를 

악화 시킬 수 있다는 결과[27]와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60분간 일회성 웃음요법 중재 후 실험군에서 기분은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나, 우울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한 

Kim과 Jun [28]의 결과와 노인 우울 치료효과는 장기간 치료 

기간이 필요하며, 노인에게 있어 적어도 14주 이상의 중재를 실

시해야 우울감소의 효과가 나타남을 보고한 Sattin과 Easley 등

[27]의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경우

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은 짧은 시간의 웃음율동, 얼굴 스

트레칭 등 레크리에이션이 포함된 내용으로 기분이 좋아졌겠

으나, 우울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한 장시간의 프로그

램은 없었기 때문에, 우울 감소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된다.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접한 연관이 있다

[21]. 취약성을 유발하는 허약은 신체적, 기능적, 인지적 건강의 

보유 능력을 잃어가는 복합적인 증상이며, 사회적 지지가 부족

할수록 노인 허약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20]. 본 연구결

과 실험군은 비교군보다 사회적 지지가 더 확 되었다. 이는 신

체활동을 위한 짝지 선정, 동료 및 지역사회 전문가의 칭찬 및 격

려, 보상과 같은 강화, 집단교육 등 사회인지이론 환경적 요인 

전략이 사회적 지지 확 에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환

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가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가

장 큰 직접효과를 주며, 증상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사

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다고 한 Oh와 Yi [29]의 연

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노인 허약 예방과 건강유지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 함

유 프로그램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은 건강행동 및 유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인

이며, 사회적 관계망의 유 관계 유지는 인지심리적 지지와 규

칙적인 신체활동 및 운동 지속으로 인한 신체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다[30]. 본 연구결과 이웃 사회적 관계망

은 실험군이 비교군보다 더 높았으나, 친척 사회적 관계망은 실

험군이 비교군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마을에 부분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 친척보다 시공간 접근성이 좋고, 신체활

동을 함께 실천함에 있어 서로가 긍정적 영향을 미쳐 사회적 관

계망이 확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복지관 이

용 노인 상 사회 연결망을 이용한 운동요법 제공 후 형제나 친

척은 혈연의 정서적 유 를 할 수 있으나, 시공간 접근성으로 보

았을 때 신체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은 친구나 이

웃으로 구성된다는 Lee와 Cheon [3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사회인지이론이 포함하고 있는 인지적, 

행동적, 환경적 요인의 주요개념을 포함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전략은 무릎관절증이 있는 후기여성노인의 신체기능, 인지심

리, 사회적 지지에서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상자는 일부 농촌 지역 무릎관절

증이 있는 후기여성노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

라서 무릎관절증이 있는 전체 후기여성노인에게 본 연구결과

를 적용하는 경우 지역 및 상자 특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지역사회 세분화된 영역에

서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활용과 상자의 우울감소와 관련된 심리적 결과 향

상을 위한 중재 기간 및 교육을 통한 인지변화 강화 등 방법적 

개선을 고려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비동등성 조군 전후설계 및 시차설계로 사회인

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75세 이상 후기여성노인의 

신체기능, 인지심리, 사회적 지지에 효과적인 중재로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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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증 후기여성노인을 위한 사회인지이론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효과

다. 75세 이상 농촌 지역 후기여성노인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행 가능한 동작들로 구성하였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도구를 이용

한 신체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 요양원 등과 같은 시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간호사를 포함한 지역사회 건강관리자에게 사회인지이론기

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의 건강증

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노인간호 실무 길라잡이 

표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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