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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지지 기반의 지역사회 걷기 프로그램의 효과 

김현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Social support based walking program on community

Hyun Kim

Dep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적지지기반의 걷기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자료수집은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충남지역에 거주하며 걷기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체
중, 체질량지수, 체지방량, 골격근량을 확인하였다. 가설의 검증은 spss 19.0의 paired t test 를 이용하였다. 사회적지
지 기반의 걷기 프로그램 결과 참여자들은 체질량지수 1.23 kg/m2(t=-12.418, p<.001), 체지방은 1.86%(t=13.031, 

p<.001)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골격근량은 1.75 kg(t=-12.642, p<.001)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건강생활실천 지표의 
식생활실천지침점수는 2.46점(t=-4.324, p<.001), 신체활동일수는 1.11일(t=-8.715, p<.001) 증가 하였고, 고위험음주일
수는 0.25일(t=6.298, p<.001)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지역사회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지지 기반의 운동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사회적지지, 걷기프로그램, 지역사회, 중재연구, 건강행위

Abstract The aim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a social-support-based walking program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Data were collected from 120 residents who are residential in Chungcheongnam-do and 
participated in walking program at community health centers from March and September 2013. Collected data 
included body mass index, body fat mass, and skeletal muscle mass and physical Activ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paired t-test with SPSS19.0. This study showed that a 7-month walking program had positive 
effects on the physical health index, representing reductions in the body mass index(t=-12.418, p<.001),  body 
fat mass indes(t=13.031, p<.001) and an improvement in .the skeletal muscle mass(t=-12.642, p<.001). Health 
behavior index;
dietary practice guideline score(t= -4.324, p<.001), physical activity day(t=-8.715, p<.001), high risk drinking 
day(t=6.298, p<.001) were improved through walking program.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walking 
program for the community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health status of the participants. Therefore, I 
suggest that the development and running of various social-support-based walking program be required by 
applying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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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사업의 궁극 인 목표는 국민

의 건강 잠재력 향상을 통한 ‘건강한 수명’의 연장이며, 

이를 한 활동 역은 ‘행태변화 유도’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강 환경의 조성’이다[1]. 최근 가시 으로 증가하

고 있는 도시 내의 황토길 조성 등의 걷기 사업을 추진하

는 것도 건강한 행태변화 유도를 한 건강 환경의 조성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심뇌 계 질환은 우리나

라의 원인별 사망률에서 2, 3 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사

망요인이다[2]. 한 뇌, 심 계 질환의 주요 결정요인

인 비만과 고 압 유병률은 각각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31.3%와 30.3%로 나타나 련 질환  가장 높은 유병률

을 보이고 있다[3]. 이러한 뇌, 심 계 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방과 리를 해서는 신체활동 증진을 비

롯한 생활습  개선이 무엇보다 요하다[4, 5, 6].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매우 낮

아 심각한 건강 험요인이 되고 있다.  2009년 기  우리

나라 성인의 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6.2%로[3], 

2001년 75.6%에서 2009년 46.1%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체활동이란 여가생활, 근무시간, 가사노동 

등에 수행되는 모든 종류의 신체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

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걷기는 신체활동 수 을 높이기 

한 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7]. 걷기는 일상생활에서 

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범  운동이며[8], 안

성과 함께 건강효과도 매우 커서 건강 리 문가로부터 

권장되는 등도의 유산소운동이다[9]. 이러한 걷기운동

의 장 을 알지만  시 에서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여

러 가지 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

이라 지루해 질 수 있어 동기유발이 어렵고 시작하더라

도 지속하기가 어렵다. 한  걸을 만한 공간의 부족 등

의 건강 환경이나 주  여건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걷기 실천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행 변화 이

론에 근거한 효과  걷기 로그램의 략이 필요하다. 

행 변화이론을 고찰 해 본 바 사회  지지와 사회조직

망이 많을수록 정  건강행태를 보이며 과거 신체활동 

경험 한 신체활동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10, 11].  모임참여정도, 네트워크, 높은 연 의식을 가진 

사람의 경우 신체활동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

며[12, 13], Bourdeaudhuij 등은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사회  지지가 신체활동 참여에 정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13]. 국내의 연구에서도 규칙 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함께 운동

하는 트 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고 사회  지

지와의 상 성도 유의하게 나타났다[14]. 사회  지지는 

계를 맺고 있는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자원을 의미하

며 사회  계망을 강화하고 사회  지지를 교환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며 바람직한 행동을 채택하고 지속하는데 효과

가 있다[15]. 이처럼 사회  지지는 한 개인이 지역사회

의 처자원, 새로운 계, 정보에 근하는 능력과 문제

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증진시켜 건강행 의 변화

를 가져 올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걷기와 련된 국외의 선행연구는 지역사회거주 상 

노인들을 한 걷기 로그램의 효과를 고찰한 연구[16], 

염 환자를 상으로 걷기 로그램의 효과를 보고한 

연구[17] 등이 있다. 국내의 연구는 걷기운동 로그램이 

농 주민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한 연구

[18], 농 지역 여성의 걷기운동 로그램 효과를 고찰한 

연구[19], 걷기 로그램이 비만, 사증후군  운동참여

율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20], 12주간 걷기운동 

로그램이 비만 여고생의 신체조성  지질에 미치

는 향을 고찰한 연구[21] 등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지역

사회 집단 상의 걷기 운동 로그램의 효과는 고 애 

등의 연구[22]에서 소수 수행되었으며 행 이론을 바탕

으로 고찰한 연구는 제한 이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을 상으로 사회 지지 기반의 걷기운동 로그램

을 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함이다. 

1.2 연구목적 

지역사회 상자에게 사회 지지 기반의 걷기 로그

램을 용하고 로그램의 재 효과를 기 검사를 통해 

평가하기 함이다.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한다.

 2) 연구 상자의  걷기 로그램 참여  ‧ 후 체질량

지수의 변화를 조사한다.

 3) 연구 상자의 걷기 로그램 참여 ‧ 후 체지방

지수(체지방량, 골격근량)의 변화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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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 상자의 로그램 ‧후 건강생활실천지표

(식생활지침 수, 신체활동일수, 고 험음주일수)

를 조사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7개월간의 지속 인 걷기운동 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한 단일군 후 실험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research desigh)이다.

2.1 연구대상, 자료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는 충청남도 G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G 

보건소의 걷기 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한 주민  사  

조사 후 7개월 동안 25주 로그램에 모두 참여하고 사후 

조사를 완료한 120명 수를 상으로 하 다. 상자를 

윤리 으로 보호하기 해  연구의 목   방법, 연구 

참여에 한 익명성 보장, 자발 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

부, 도포기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포함

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 인 동의서

를 받아 상자를 최 한으로 보호하 다. 본 연구는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사 조사, 실험

처치, 사후조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상자 수는  G power program[23]에 따라 t-검정에

서 유의수  .05, 효과크기 .40, 검정력 .80를 유지하기 

한 표본 수는 108명으로 제시되어 정한 수 으로 단

된다.

자료수집은 로그램 사 에 신체측정지표로   체

과 신장을 측정하여 체질량 지수를 산정하 으며 체지방

을 측정하 고, 건강생활실천 측정지표를 악하기 한 

자기보고식 설문을 이용하 다. 사후조사는 걷기 로그

램이 종료된 이후 사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시행하 다.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9.0을 이용하여 통계학  

유의수 은 .05를 기 으로 검정하 다. 로그램 제공 

후 기 검사와 건강생활실천 지표에 한 가설검정은 

Paired t test를 사용하 다. 

2.2 측정도구

2.2.1 체질량지수, 체지방지수

본 연구에서는 비만의 주요 측정 지표인 체질량지수 

BMI(Body Mass Index)가 신장과 체 만으로 비만을 

정하는 오류가 있으므로, 체지방 분석기인 다주 수 임

피던스기(Inbody 230, Korea)를 이용하여 체지방지수를 

함께 측정하 다. 체질량지수(BMI)는 체 (kg) / 키
2(m2)

로 정의하며 실측한 자료이다. 체지방지수는 

SMM(Skeletal Muscle Mass), BFM(Body Fat Mass)의 

변화를 조사하 다. 골격근량(SMM)은 kg로 측정되며, 

인체근육  운동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는 근육의 양을 

말한다. 체지방량(BFM)은 체 에서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로 체성분을 고려한 비만 정법이다. 체질량지

수(BMI)는 체 (kg) / 키
2(m2)로 정의하며 실측한 자료

이다. 상세한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키/체  측정

  - 키는 신장계를  보정하고, 측정자세(발뒤꿈

치, 엉덩이, 등, 머리의 뒷부분이 신장계 수직 에 

)를 확인한 후 측정하 다.

   - 키는 아침과 녁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가

 오  시간에 측정하도록 하 다.

  - 체 은 체 계의 을 확인한 후 계기  숫자가 

고정될 때 읽어 체 을 측정하 다.

(2) 체지방 측정

체지방 분석기인 다주 수 임피던스기(Inbody 230,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2.2.2 건강생활실천지표 

건강생활실천은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건강잠재력을 함양함으로써, 극 인 건

강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일차  방에 국한된 건강증

진의 개념으로 흡연, 알코올  약물의 사용, 양, 운동, 

스트 스 리 등의 건강행 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는 복지부의 건강생활실천 사업 지침[1]에 의거하여 식

생활지침 수, 신체활동일, 고 험 음주일수를 조사하

다. 설문 문항은 식생활 실천지침 수 10문항, 신체활동, 

고 험 음주 각 1문항으로 구성된다. 식생활 실천지침

수는 식생활 실천지침항목 수의 총 합으로 정의한다. 

성인의 식생활 실천지침 항목은 ‘ (1 )’, ‘아니오(0 )’ 

로 합산된 수가 높을수록 식생활 실천이 높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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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Sex

Female 93 77.5

Male 27 22.5

한다. 각 문항은 ‘나는 곡류를 다양하게 먹고 곡을 많이 

먹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를 매끼 2가지 이

상 먹습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활동은 ‘최근 1

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뿐 등

도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라는 질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험 음주일은 ‘지난 1주일 동

안 술자리에서 남자 7잔, 여자 5잔(맥주 3캔 정도)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에

서의 건강생활측정지표의 Cronbach’s α=.80이었다.

2.3 중재프로그램

본 로그램은 주 1회 19:00∼21:00시 까지 운 되었

으며 마을 인근 강변 상설무 를 기 으로 강변 길 10 

km를 활용하 다. 사업에 참여한 인력은 건강과장  사

업 담당자와 건강증진담당 3명, 방문보건담당 6명, 운동

처방사 1명, 간호사 1명, 보건지소 직원 6명 등 총 17명이 

을 이루었다. 로그램은 27주 동안 운 하 으며 사

회 지지 이론에 입각하여 로그램을 차별화하여 계획

하 다. 사회  지지의 유형으로는 선행 연구[15, 24]에서 

보고하 듯이 정보  지지(Informational support), 정서

 지지(Emotional support), 평가  지지(Appraisal 

support), 물질 지지(Instrumental support)로 이루어진

다. 정보  지지는 개인이 문제를 처하고 이용할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정서  지지는 사람, 돌 , 이

해, 존경, 애정, 신뢰, 심, 경청의 행 이다. 평가  지지

는 칭찬, 인정 등의 자신의 행 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

는 등, 자기 평가와 련된 정보를 달하는 행 이며, 물

질  지지는 일을 신해 주거나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

는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 으로 돕는 행 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지지를 제공하기 하여 문 강사를 

빙하여 운동  후 스트 칭  생활 체조를 교육하고 

걷기  운동 로그램에 한 리 렛을 배부하 다. 총 

27주 동안 주 차 별로 교육이 제공되었으며, 교육시간은 

20분으로 하 다. 교육 리 렛의 내용으로는 선행연구

[25]  운동에 련된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걷기의 효

과, 올바른 걷기, 체 조 을 한 운동요법, 체 감량을 

한 운동량, 체 조 을 한 운동습 화하기, 운동지속

요령 등을 구성하여 총 5종의 리 렛을 제공하 다. 정서

 지지로는 운동과 양 등 건강생활실천을 한 개인 

상담을 2주에 1회, 기간  총 12회 제공 하 다. 한 걷

기운동을 통한 건강증진의 의지가 있는 개인들이 운동으

로서의 효과를 얻기 해서는 운동 장소에 한 근성

을 향상하는 것이 요하므로, 마을의 강변을 이용하여 

일정 지 마다 거리(km)와 소비 칼로리를 표기하는 안내

을 설치하는 등의 환경을 조성하여 걷기 운동의 동기

를 부여하는 정서  지지를 제공하 다. 로그램 운

기간이 다소 길므로 상자가 포기하지 않기 해 주 1회 

걷기 로그램  날에 문자 메시지를 제공하여 로그

램의 참여를 독려하 다. 한 체질량과 체지방, 복부둘

를 측정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만보기를 통해 본인 

스스로 평소 걷는 정도를 악할 수 있도록 평가  지지

를 제공하 다.  로그램 에는 압을 측정하고 로

그램의 우수 참여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며 로

그램 수료 식후 체 모임에서 시상하는 등 물질  지지

를 제공하 다[Fig. 1].  

[Fig. 1] Social support based walking program 
for community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로그램에 참여한 상자는 여자 93명(77.5%), 남자 

27명(22.5%)이었다. 로그램에 참여한 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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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year)

  <50 26 21.6

  50-59 68 56.7

  60-64 26 21.6

Total 120 100.0

3.2 프로그램 전․후 체질량지수, 체지방지수의 

변화

로그램 ․후 체질량지수와 체지방지수의 수치 변

화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체질량 지수인 BMI는 사  24.24 kg/m
2, 사후 23.01 

kg/m2 으로 1.23 kg/m2 유의한 감소를 보 으며

(t=12.418, p<.001), 체 은 사  60.91 Kg, 사후 58.55 Kg

로 2.36 Kg의 유의한 감소를 보 다(t=19.417, p<.001). 

체지방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체지방(BFM)은 사  

30.34%에서 사후 28.48%로 1.86%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t=13.031, p<.001). 골격근량(SMM)은 사  23.51 kg

에서 사후 25.26 kg로 1.75 kg 유의하게 증가하 다

(t=-12.642, p<.001). 

<Table 2> Effect of Walking program on Health 
Measurement Variables

Pre Post
t p

Mean SD Mean SD

BMI

(kg/m2)
24.24 2.42 23.01 2.04 12.418 .001*

Body 

weight

(kg)

60.91 9.16 58.55 8.68 19.417 .001*

Skeletal 

muscle 

mass

(kg)

23.51 4.33 25.26 4.34 -12.642 .001
*

Body fat 

mass
30.34 5.54 28.48 5.10 13.031 .001*

* p<.001

3.3 프로그램 전․후 건강생활실천 지표의 변화

로그램  ․후 건강생활실천 지표에 한 분석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식생활지침 수는 교육  6.63±1.13 , 교육 후 

9.09±1.07 으로 2.46  유의하게 증가하 다(t=-4.324, 

p<.001). 신체활동일수는 사  1.72±1.39, 사후 2.83±1.39

일로 1.11일의 유의한 증가를 보 다(t=-8.716, p<.001). 

고 험음주일수는 사  1.98±1.00일, 교육 후 1.73±0.38일

로 0.25일의 유의한 감소를 보 다(t=6.298, p<.001).

<Table 3> Effect of Program on Health Behavior 
Variables

Pre Post

t pMe

an
SD

Me

an
SD

DPGS＊ 6.65 1.57 8.42 1.07 -4.324 .001*

Physical 

Activity 

Day

1.72 1.39 2.83 1.39 -8.716 .001
*

High 

Risk 

Drinking 

Day

1.98 1.00 1.73 0.38 6.298 .001*

＊
DPGS=Dietary Practice Guidelines Score

* p<.001

4. 논의 

우리나라의 빠른 노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의 은 

건강문제의 두의 심이 되었다. 따라서 규칙 인 운

동실천은  생애주기에 걸쳐 만성질환 리를 해 매

우 요하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독립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내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회 지

지 기반의 걷기 로그램을 용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

기 하여 시도하 다. 로그램 결과 참여자들은 체질

량 지수와  체 이 유의한 감소를 보 다. 이는 지역사회 

집단 걷기의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22]의 체질량 지수 

 체 의 유의한 변화를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 다. 선

행연구 역시 지역사회를 상으로 24주 동안의 장기간 

동안 걷기 로그램을 재하 고 그 결과 효과 인 

로그램 효과를 보고하 다. 재 운동 역의 보건소 사

업이 운동의 필요성 인식 개선을 한 일회성 집단 교육

으로 필요인식과 지식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가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등도 운동실천율과 걷기 실천율

은 지속 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26]. 이는 그동안 보건

소 심의 지역사회 상의 사업이 양  평가 지표에 맞

춰 실 에 치 하여 교육 횟수와 인원 수를 목표로 한 단

기 인 집단 로그램의 운  결과를 반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로그램 종료 후에도 자발

으로 지속 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동기유발과 행 변

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지역사회 상의 운동 로그램

이 장기간의 로그램 운 을 기피하는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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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도 탈락이 많아 상자 리가 어려운 에 

있었다[22]. 특히 농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농번기에 참

여자가 거 탈락 하는 등 장기간 운  시 문제 들이 지

속되어져 왔다. 따라서 상자의 탈락 없이 걷기 로그

램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동안의  심의 수혜

 로그램제공으로 사업 종료 후 지속이 어려웠던 사

업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실정과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 사업 종료 후에도 실

제 생활에서 지속 으로 용할 수 있는 로그램이 필

요하며 이를 한 동기 부여방법으로는 사회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겠다.

체지방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체지방은 유의하게 감

소하 고, 근 골격근량은 유의하게 증가 하 다.이는 비

만 여 생을 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27]와 일치하나, 

년여성을 상으로 걷기 로그램을 재한 연구[28] 

결과와는 상이하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특정한 연구

상을 선정하여 걷기 로그램이 미치는 효과를 고찰한 

연구로 본 연구와의 수평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정확한 

효과 측정을 해서는 여러 집단 상의 걷기 로그램

에 한 반복  확  연구가 필요하다.

건강생활실천 지표에서도 운동, 양, 주에서 모두 

유의한 개선을 보 다. 양 역의 식생활실천지침 수

와 운동 역의 운동실천일수는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주 역의 고 험 음주일수가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

다. 이는 교육과 함께 실시한 건강 교육  상담의 부가

인 효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실제 교육과 연계한 신체

활동이 운동 행 의 자기 효능감을 상승시켜 건강생활실

천지표에도 향을  것으로 추측된다.  

5. 결론

2013년부터 보건소 사업은 포  건강에 한 국민

의 요구에 부응하기 해 단일 사업 심이 아닌 통합 건

강증진사업으로 환되었다.  사업의 결과 건강행 의 

변화가 운동, 양, 주, 비만 등의 여러 역에 있어서 

상 성 있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이러한 지표의 개

선은 만성질환 방에 효과 이므로 주목할 만하며 만성

질환 리사업, 건강증진사업 등의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일회성이나 단기간의 걷기 로

그램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인 ‧물  자원을 활용하

여 걷기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지지기반의 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 내 지속 인 걷기 활동을 확산하기 하

여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조군이 없는 단일군 연

구이며 실험 결과에 향을  수 있는 인구 사회학  특

성과 상자의 질병 여부 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갖

는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조군 선정과 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와 로그램 종료 후의 추후 걷기 실

천율 등의 지속 인 행태 변화에 한 확인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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