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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서 65세 이상 세계 노인인구는 6

억명(8.5%)에서 2050년까지 16억명(16.7%)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1].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이미 2018년 기

준 전체인구의 14.3%이며, 2027년까지 인구대비 21%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현재 슬관절염의 국제적 유병률은 세계 노

인인구(6억명)의 45%이며, 슬관절염 환자의 80%는 약간의 활동제

한을 가지고 있고, 20%는 주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능상태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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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 physical activity promoting program based on the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IMB) model on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outcomes among obese older adults with knee osteoarthritis. Methods: This study utilized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with a convenience sample of 75 obese older adults with knee osteoarthritis in a university hospital. The older 

adults in the intervention group participated in a 12-week program involving weekly group sessions and monitoring calls with education 

booklets and video clips for exercise dances, while those in the control group received an usual care. Outcomes were measur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anthropometrics, and blood analyses. The intervention effects were analyzed using Mann-Whitney U test and 

ANCOVA. Results: The mean age of participants was 74.9 years with 84.0% women. The intervention group at 12 weeks showed signifi-

cantly greater improvements in self-efficacy for physical activity (F=81.92, p<.001), physical activity amounts (Z=-2.21, p=.044), knee joint 

function (F=15.88, p<.001),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F=14.89, p<.001)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mong obese-metabolic 

outcomes, the intervention group at 12 weeks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visceral fat mass (F=7.57, p=.008) and improvement in 

high-density level cholesterol (F=9.51, p=.003)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Study findings support the need for an IMB 

based physical activity program for promoting physical activity, knee function and health outcomes in obese older adults with knee osteo-

arthritis. Longitudinal studies are warranted to confirm the persistence of obese-metabolic effects in clinica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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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3]. 슬관절염의 국내 유병률은 방사선학적 진단등급

(Kellgren-Lawrence [K-L] Grade)이 2등급 이상인 65세 이상 노

인인구가 37.8%이며, 80세 이상 노인인구는 68%로 높다[2]. 이는 노

령화에 따른 관절연골기질의 생성속도보다 분해속도가 더 빠르기 때

문이다[4]. 또한 슬관절염 노인의 33.6%는 신체활동 감소와 관련된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노화로 인한 기초 대사량과 

활동량 감소로 인한 체중 증가는 슬관절의 부담 증가와 슬관절염 악

화 등 기능상태 저하로 인한 보행장애와 신체활동을 감소시키는 주

된 원인이다[5]. 

슬관절염의 기능상태 저하 및 보행장애로 인한 신체활동량의 감

소와 체중과다는 질병 악화 및 삶의 질 저하와 함께 만성질환의 유

병률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6]. 예컨대 슬관절염의 질병 특성

상 산화와 항산화 반응의 불균형과 염증반응을 가중하여 슬관절염 

증상악화와 함께 신체활동량의 감소로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 대사성질

환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7]. 이로 인한 과체중 및 비만의 만성

질환 유병률은 30~50%로 특히 복부내장지방의 증가는 심장질환으

로 인한 사망률을 2배 증가시키고,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유병률은 3

배, 당뇨 발병률은 3.5~5배까지 증가시킨다[8]. 슬관절염 노인 중 여

자 44% 남자 27%가 슬관절염 연골손상의 주요 원인인 비만인 것으

로 나타났다[9]. 슬관절염과 비만과의 관계에서 체중이 약 1 kg 증

가할 때 무릎에 전달되는 하중은 2~3배로 증가하며, 체질량지수가 

2 kg/m2 감소하면 슬관절염 발생 위험도가 50% 감소한다[5]. 따라

서 슬관절염 비만노인은 관절의 부담 및 통증이 더욱 가중되고 이는 

신체활동량 감소의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한 활동량 감소는 체중 증가

로 연속될 수 있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켜 슬관절염 비만노인

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6]. 그러므로 슬관절염 비만노인은 체중

부하와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관절염 증상 악화와 비만관련 대사질

환의 예방관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습관이 중요하다[10]. 

슬관절염 대상자의 치료관리는 신체활동 증진과 적정 체중조절을 

기반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약물 및 수술요

법을 권고한다[11]. 특히 신체활동 유지증진은 수술 후에도 슬관절염 

증상개선 및 재발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다[11]. 또한 신체활동 유지증

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슬관절염 증상의 정도 및 기간, 비만도 및 

동반질환, 이전의 활동량, 생활양식 및 사회경제적 상태 등도 고려하

는 것이 필요하다[10]. 국제적으로 신체활동의 일반적 권고안은 중등

도 강도의 주당 150분 이상 운동이지만[12], 관절염을 위한 신체활

동 증진 프로그램은 미국과 한국의 근관절유관학회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고 있다[13,14]. 예컨대, 슬관절염 노인에게 권장하는 신체활

동 증진 프로그램은 주 1회 30분 이상으로 관절의 유연성 및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구성한다. 또한 지방의 감소와 근

력의 증가를 위한 근력강화 운동은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 운동이 진

행된 운동시작 3주 후에 수행하는 것을 권장한다[14]. 또한 신체활

동 증진을 생활습관화하고 대사지표(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레

스테롤, 인슐린저항성 등) 개선을 위해 최소 필요한 기간을 12주로 

보고하고 있다[7].

관절염을 포함한 만성질환자에서 신체활동 중재의 생리적, 사회·

심리적 효과는 국제적 메타분석에서 전반적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15]. 특히 슬관절염 대상자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관절염 

증상개선과 비만·대사지표(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내장지방의 면적 

및 인슐린저항성, 대사인자 등)와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으로 나타

났다[15]. 그러나 이러한 신체활동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절염 환자

는 관절염 증상 악화로 인한 보행장애로 인해 실제 신체활동 수행은 

20.9%로 관절염이 없는 일반 성인의 신체활동 수행률 41.5%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 따라서 일반적인 신체활동만을 적용하기 

보다는 이론기반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더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4]. 그동안 적용한 이론들은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행위변화 단계의 이행을 유발하

는 행위과정 변수들을 명확하게 조작화하여 구분하고 측정하는 것

이 어렵기 때문에 행위변화 단계별 중재의 개발과 평가의 활용에 제

한점이 있다[17]. 

최근 다양한 건강행위에 적용되고 있는 지식-동기-행위기술 모델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 Skills [IMB] Model)은 대상자에

게 질병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치료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선체활동 개선에 대상자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 가능

한 장점이 있다[17]. 즉, IMB 모델은 행위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의 

모호함을 명확한 관계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신체활동 증진

을 위해 적용한 이론들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다[17]. 예컨대 개인

이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면 행위변화에 대한 동기화가 되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인 사회적 동기의 인지를 통해 행위변화를 위한 기

술 즉, 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어 행위변화 및 유지가 촉진

되고 이는 건강결과의 개선으로 나타난다고 제시하기 때문이다[18]. 

그 동안 IMB 모델은 만성질환의 당뇨 및 심질환자, Human Immu-

nodeficiency Virus (HIV) 감염대상자의 자가관리, 약물이행과 청소

년의 영양습관, 흡연의 중재전략 등에서 유용하였으며[19-21], 지역

사회 골관절염 노인 대상으로 자가관리 중재 시 효과가 입증되었다

[22]. 그러나 IMB 모델의 구성요인 중 자기효능감의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동기 요인의 측정에 일관성이 없었다[23]. 지금까지 

IMB 모델은 당뇨, 심질환, HIV 감염대상자 및 청소년 대상자에게 

적용 되었으나, 슬관절염 비만노인 대상자를 적용한 국내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23]. 

이상에서 슬관절염 비만노인의 인지적, 기능적, 대사성 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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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신체활동 이행증진을 위해서는 IMB 

모델의 구성요소인 지식, 동기, 행위적 요소를 적용한 프로그램을 구

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은 대상자보고측정과 함께 객관적 생리 지표도 파악하여 

중재효과의 크기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IMB 모델 기반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정보교육과 동기 강

화를 중재전략으로 하여 슬관절염 비만노인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체

활동량, 슬관절 기능상태, 비만·대사지표와 삶의 질로 검증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슬관절염 비만노인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신

체활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2.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신

체활동량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3.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슬

관절 기능상태 지표가 낮아질 것이다.

가설4.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비

만·대사지표(내장지방면적,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인
슐린저항성)가 향상될 것이다.

가설5.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건

강관련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슬관절염 비만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

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S시에 소재하는 A 대학교병원 관절염

센터에 내원하는 환자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의 동질성을 위

해 다음의 선정기준에 따라 자발적인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를 

편의 추출하였다. (1) 슬관절염의 방사선학적 진단등급(K-L Grade)

이 2~4등급인 자(K-L Grade 1등급은 임상적으로 의심스러운 슬관

절염 및 방사선영상 상 미세한 골 증식을 보이는 상태[24]로 대학병

원 내원대상이 아님) (2) 만 65세 이상인 자 (3)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남자 90 cm 이상, 여자 85 cm 이상인 자[25] (4) 

체성분분석기(Inbodys10®, Biospace, Seoul, Korea)로 측정하여 내

장지방면적(Visceral Fat Area [VFA])이 남자 100 cm2, 여자 70 

cm2 이상인 자[26]이다. 제외기준은 (1)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정
보이해 및 교육에 어려운 질환(치매,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을 포함)

이 있는 자 (2)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골절, 뇌졸중, 편마비, 사지

마비, 심장질환으로 활동이 어려운 자이다.

대상자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집

단 t-test를 위해 골관절염 노인의 자가관리 중재에 대한 효과를 검

증한 Kim과 Park [22]의 연구와 Cohen [27]의 공식에 근거한 효과

의 크기(f) .25,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80일 때 최소 표본 

수는 62명이었으나, 탈락률 30%를 고려하여 총 80명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참여 흐름도는 Figure 1과 같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250명 중 자발적인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대상자 80명을 무작위

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1:1 무작위화 하

였다. 이 가운데 75명(실험군 40명, 대조군 35명)이 사전조사를 진

행하였다. 실험군이 12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71명(실험군 36명 

대조군 35명)이 사후조사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효과

평가를 위해 4회 이상 결석을 탈락기준으로 적용한 중도탈락률은 

10%(12회기 동안 총 4명)이었다. 

3. 중재프로그램

1) IMB 모델 기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개념적 기틀 

IMB 모델은 정보, 동기, 행위기술이 건강관련 행위를 변화시킨다

고 설명하고 있다. 건강관련 행위변화는 충분한 정보와 동기화가 선

행되고 행위를 위한 기술이 향상되면 행위이행 및 유지가 촉진되어 

건강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18]. 따라서 슬관절염 비만노인

을 위한 IMB 모델 기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개념적 기틀은 

정보와 동기화를 중재지침(프로그램)으로 제공하면, 행위기술(자기

효능감)과 행위변화(신체활동량)에 영향을 주어 건강결과가 향상된

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와 동기화를 근거로 개발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독립변수로 하고 신체활동의 자기효능감, 신체활동

량, 슬관절 기능상태 지표, 비만·대사지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종속

변수로 하였다.

2) 프로그램 개발과정

IMB 모델 기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교육에 중심

이 되며 강사는 촉진자 및 코치의 역할을 하는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의 방법론적 연구를 기반하여 최종 개발하였다[28].

첫째, 슬관절염 비만노인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IMB 모델 

구성요인과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개념적 

기틀을 작성하여 중재목적과 내용, 전략, 신체활동의 유형 및 방법을 

구성하였다. 또한 신체활동의 변화가 생활습관으로 이행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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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2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7] 이를 근거로 중재기간을 12주로 

구성하였다. 둘째, 개발된 예비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는 전문가 집

단을 통해 검증하였다(근관절 강사 자격증 소지자, 신체활동 및 건

강관련이론 전공교수, 관절염전문의와 관절염 전담간호사). 셋째, 예
비프로그램의 임상타당도는 슬관절염 비만노인 4명에게 4주간 총 

12회를 제공하여 검증하였다. 이상의 내용 및 임상타당도 검증을 토

대로 예비프로그램에서 수정보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연

성 운동과 근력 운동은 포스터를 보면서 따라할 수 있었지만 유산소 

운동의 경우는 스스로 반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영상으로 제

작하였다. 유산소 운동(관절염댄스) 후 책상의 재배치와 대상자들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집중도가 분산되었다. 따라서 이 단계에

서는 ‘건강박수’를 노래에 맞추어 동작하도록 추가하여 집중도를 높

였다. 

3) 최종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최종 개발된 프로그램은 IMB 모델 기반 중재전략을 활용한 총 12

주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으로 Table 1과 같다. 관절염을 위한 신체

활동 증진 프로그램은 미국과 한국의 근관절유관학회의 가이드라인

[13,14]에 근거하여 슬관절염 비만노인을 위한 유연성, 유산소 운동 

및 근력 운동을 주 1회, 회기 당 60분씩 도입(10분), 전개(40분), 정
리(10분) 운동으로 구성하였다[29]. 본 연구는 집단 중재로서 그룹 

당 12명~13명의 소그룹으로 운영하였다[30]. 1~2주 동안은 정확한 

운동방법을 배우도록 하였다. 유산소 운동은 개발한 댄스동작 동영

상을 함께 보면서 직접 시범을 보였고, 유연성 및 근력 운동의 동작

은 포스터를 보며 직접 시범을 보여 지도하였다. 집에서도 최소 3회/

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각 운동의 동영상, 포스터 및 아령(0.5 

kg 2개)을 배부하였으며 이를 전화로 모니터링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과 중재에서 프로그램 전반부에 전달된 슬관절염 정보는 7회기

부터 12회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후반부에도 반복되도록 하였다. 

IMB=Information-motivation-behavior skills; CBD=Common bile duct; ITT=Intention to Treat.

Figure 1. Flow diagram of the process through the phase of a randomized trial.

Control group (n=35)

Allocated to control group (n=40)
Did not receive allocated control group
(refused after random assignment, n=5)

Enrollment Assessed for eligibility (N=250)

Randomized 1:1 (n=80)

Excluded (n=170)

Refused study participation (n=105)
Long-distance residents (n=65)

Experimental group (n=40)

Allocated to experimental group (n=40)
Received allocated intervention (n=40)

Allocation

Pre-test

Usual care
12-week IMB-based

physical activity promoting program

Intervention

Analyzed (n=35)
Completed program (n=36)

Analyzed by ITT analysis (n=40)

Post-test

Withdrawal from participation (n=4)
Hernia operated (n=1)
CBD stone operated (n=1)
Four consecutive absences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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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반부에는 전반부와 차별성이 있도록 상호작용이 있는 그림

퀴즈 형태로 반복학습하여 슬관절염 지식과 관련된 정보를 구조화

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인의 기억능력 감퇴로 인한 신체활동 동작과 

순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크기의 운동 포스터를 제공

하였다. 

각 회기 도입부분(10분)에 건강박수를 구령에 맞추어 시작하여 집

중력을 높이도록 구성하였다. 2회기부터 마지막 회기까지 신체활동

에 대한 약속일지를 작성하여 성취경험을 증진시키고, ‘이행’에 어려

웠던 점과 경험을 나누었다. 연구자는 각 대상자의 약속일지를 토대

로 매주 전화코칭을 진행하였다. 전개부분(40분)은 매주 PPT를 이

용한 정보교육을 반복하였으며 모든 신체활동 시작 전 동작을 부드

럽고 천천히 하며 관절을 꺾거나 굽어진 관절을 펴려고 하지 않도록 

소리내어 읽기를 같이 하였다. 유연성 운동과 근력 운동은 대한근관

절건강학회의 “스스로 관절관리: 관절튼튼 운동과 근력강화 운동” 

포스터를 이용하여 구령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근력 운동의 상지근

육은 아령을 이용하였고, 하지는 고정식 의자를 이용하여 하지근육

Table 1. Physical Activity Promoting Program Based on IMB in Obese Older Adult with Knee Osteoarthritis

Session Components Contents
Time

(min)
Method

1~12 Group 

exercise

Flexibility exercise

Aerobic exercises

- Type 1 (session 1~6)

- Type 2 (session 7~12)

Strength exercise (start from session 3)

15

15

10

Flexibility of 14 motions

Dance movement with two songs (Aerobic) 

- 4 beats, 4 motions (FH)

- 4 beats, 5 motions (SH)

Strength of 10 motions

Demonstration & practice

Poster & mobile video

Strategies for promoting PA

1 Ed, IM, SS • Introduce oneself: motivation

• Intro: goal, rule, process

• KOA of occur, association with obesity

30 Conversation, PPT, lecture

2 Ed, IM, SS • Sharing experienced pain

• How to manage KOA pain

• How to promise diary

30 Conversation, PPT, lecture

3 Ed, IM, SS • Correct posture and correct physical activity

• Promise diary presented

20 Conversation, PPT, lecture

4 Ed, IM, SS • Usual eating conversation

• Food for KOA and meals suitable for obesity

• Promise diary presented

20 Conversation, PPT, lecture

5 Ed, IM, SS • Introduction and taking of KOA medication

• Promise diary Presented

20 Conversation, PPT, lecture

6 IM, SS • Half term (6 week) physical activity practice check

• Sharing experiences for additional strategies

• Promise diary presented

20 Conversation, PPT

7 IM, SS • Determine the target of the second half, presented

• Promise diary presented

20 Conversation, PPT

8 IM, SS • Practicing joint exercises

• Promise diary presented

20 Conversation, PPT

9 Ed, IM, SS • KOA-Obesity OX Quiz (after review 1~5 session contents)

• Promise diary presented

20 Quiz game (PPT, lecture), conversation

10 Ed, IM, SS • PA and PA Practice in travel

• Promise diary presented

20 Conversation, PPT, lecture

11 IM, SS • Joint health dance contest (Aerobic exercise 1, 2 choice) 20 Contest

12 IM, SS • Presented the experience of 12 sessions

• Presented of maintenance plan and method

20 Conversation, PPT

2~12 Ed, IM, SS Reply after checking, practice promise diary Weekly Individual telephone coaching every week

Ed=Education; FH=First half; IM=Internal motivation; IMB=Information-motivation-behavior skills; KOA=Knee osteoarthritis; PA=Physical activity; 

PPT=Power point Presentation; SH=Second half; SS=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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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체중부하를 통한 저항 운동을 하였다. 유산소 운동은 10분으로 

‘관절염 댄스’를 음악에 맞추어 2~3회 반복하였다. 유산소 운동인 2

가지 관절염 댄스는 프로그램 전반부에 4가지 동작으로 하였고, 7회

기인 후반부부터 다른 음악에 맞추어 5가지 관절운동 동작을 반복

하도록 구성하였다. 정리부분(10분)은 모든 신체활동을 정리하는 과

정으로 교육내용 또는 신체활동 동작 중 어려웠던 부분을 자율적으

로 질의 응답하였다. 신체활동 동작 시 주의사항을 다시 반복하고 

다음 회차의 진행내용을 요약소개 후 마무리하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사용한 도구는 원저자로부터 도구사용승인

을 받았다.

1) 신체활동의 자기효능감

신체활동의 자기효능감(The Perceived Physical Activity Efficacy 

Scale)은 Dunbar-Jacob 등[31]이 개발하고 Kim 등[32]이 한국판으

로 번안타당도를 검증한 10문항으로 구성된 관절염 대상자의 신체

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10점 Likert 척

도로 측정하며 점수의 범위는 0~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관절

염 치료에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개발당시 원도구는 .83~.94이었으며[31], 
Kim 등[32]의 연구에서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92이었다.

2) 신체활동량

대상자의 신체활동량은 국제합의기구에서 개발(The International 

Consensus Group for the Development)하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채택한 국제신체활동설문지(Inter-

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IPAQ 점수 환산법[33]에 근거하여 신체활동량 Metabolic 

Equivalent of Task [MET]-minutes/week 점수로 산출한다. 12개 

국가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Spearman 상관계수(r)는 .70~.88, 준거

타당도 Spearman 상관계수(r)는 .33이었다[33]. 연속형 점수는 다

음과 같이 산출한다. 

•  걷기 포함 저강도 MET=3.3 (MET level)×걸은 시간(min)×일

(day)

•  중등도 활동 MET=4.0 (MET level)×중정도 강도 활동시간

(min)×일(day)

•  격렬한 활동 MET=8.0 (MET level)×격렬한 강도 활동시간

(min)×일(day)

•  총 신체활동 MET-min/week=걷기+중등도 활동+격렬한 활동

(MET)

임상적으로 신체활동량은 600 MET (min/week)이상의 경우 활

동적(active)인 것을 의미한다[33].

3) 슬관절 기능상태 지표

슬관절 기능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Bellamy 등[34]이 개발한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WO-

MAC] Index를 Bae 등[35]이 번안하여 분석한 K-WOMAC Index

를 사용하였다. 슬관절염 대상자의 관절통증(5문항), 관절강직(2문

항), 신체기능과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17문항)을 반영하는 도구

로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없음(0점)에서 매우 심함(4점)으로 

0~4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점수의 총점은 0~96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악화된 증상, 제한된 활동, 나쁜 건강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개발당시 .85이었고[34], 본 연구

에서 .94이었다.

4) 비만·대사지표

(1) 내장지방면적

내장지방면적(VFA) 측정은 체성분분석기(Inbodys10®, Biospace, 
Seoul, Korea)를 이용하였다. 오전 공복 상태에서 홀더전극(Toch 

Type)을 양측 손가락 엄지와 중지에 끼우며 발 전극은 양측 복사뼈

와 발뒤꿈치 사이에 위치하도록 끼운 후 앉은 자세의 모드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내장지방이 많을수록 단면적이 커지며 내장지방면적

의 절단점은 남자 100 cm2, 여자 70 cm2 이상이다[26].

(2) 대사지표

중성지방(Triglyceride [TG])과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측정을 위해 혈액채취 

전일 8시간 공복 후 앉은 자세에서 진공채혈관과 21 G 바늘을 이용

하여 상지 전완정맥에서 채혈 후 진단검사의학과내 원심분리기

(Component R12®, Hanil Scientific Inc. Gimpo, Korea)로 3000 

rpm으로 혈청 분리 후 Hitachi automatic analyzer 7600 (Hitachi®,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중성지방은 enzymatic method,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immunoinhibition method 방법으로 분석 하

였다. 검사항목의 참고치인 중성지방은 150 mg/dl 이하이며,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경우 남성은 40 mg/dl 이상, 여성은 50 mg/dl 

이상을 정상범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36]. 인슐린저항성은 공복 

인슐린은 최소 8시간 공복 후 정맥혈을 채취하여 1470 Wiz-

ardgamma–Counter (Perkinelmer®, Turku, Fin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슐린저항성(Homeostasis model assessment for in-

sulin resistance [HOMA-IR])은 공복 인슐린을 이용한 HOMA-IR 

index [(fasting insulin (µIU/ml)×fasting glucose (mg/dl)/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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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하였다[37]. 인슐린저항성값이 3.0 이상이면 인슐린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의미한다[37].

5)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관련 삶의 질은 European Quality of Life-5 Dimensions-5 

Level (EQ-5D-5L) 한국어판을 The EuroQol Group (www.euro-

qol.org)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EQ-5D 척도[38]는 운동능력

(mobility), 자가간호(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ies), 통증/불

편감(pain/discomfort), 불안/우울(anxiety/depression)의 5항목으로 

각 문항(전혀 지장이 없다; level 1, 약간 지장이 있다; level 2, 중간 

정도의 지장이 있다; level 3, 심한 지장이 있다; level 4, 수행할 수 

없다; level 5)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EQ-5D는 5개 영역의 측정

값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EQ-5D Index로 나타낼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문화와 상황에 맞게 고유한 가중치를 산출하여 사용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mposite Time Trade Off (Composite 

TTO)와 건강상태에 대한 Discrete Choice Experiment (DCE)방법

을 이용하여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효용을 추정한 Kim 등

[39]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0.66에서 0.90사이의 하나의 값으로 산

출하였다. EQ-5D Index로 환산한 수치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A 대학교병원 기관생명 윤리위

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IRB No: AJRB-SBR-

SUR-18-021).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절

차와 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 동의 후 연구가 진행되며 연구기간, 
연구방법, 참여에 대한 이익 및 위험, 연구대상자의 보호, 익명성 보

장, 답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상자가 언제든지 연구 참

여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

음을 서면 설명문을 제공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혈액검사 시 대상자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일련번호만 명

기하여 이관하고 연구에 사용된 검체는 다른 연구의 목적으로는 사

용되지 않고 결과 측정 후 전량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6. 연구진행절차

본 연구는 2018년 4월 4일부터 2018년 7월 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진행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자 준비 및 연구보조원 훈련

본 연구자는 A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병동에 8년 이상 근무하면서 

슬관절염 대상자 질환 매뉴얼 개발과 슬관절염 대상자의 직접 간호

에 참여한 경력을 구비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준비로 2017년 대한

근관절건강학회에서 관절관리강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 강사자

격증을 취득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보조원(4명)을 자료수집 전 연구 

윤리적 고려사항과 연구진행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훈련

하였다. 특히 자료수집 시 대상자 그룹을 번호로만 인식하도록 하였

다.

2) 사전조사

2018년 4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각각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대조

군과 실험군 순으로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대상자들은 사전조사 전날 8시간 금식한 후 각각 동일한 오전 시

간에 신체계측과 혈액검사에 참여하였다. 혈액 검체는 채혈 즉시 A 

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내 원심분리기로 혈청 분리 후 0~4℃가 

유지되는 검체 보관용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여 N 대학교 임상병리학

과내의 혈액검사 분석실에 이관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해서 

피검자별 검체에 맹검표본 방식으로 일련번호만을 명기한 후 검체의

뢰 장부에 확인을 받은 후 채혈 6시간 내에 이관하여 혈액분석을 실

시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연구자 및 교육받은 연구보조자 4명이 설

문지의 구성, 방법 등에 대해 일대일로 설명 후 대상자가 직접 기입

하도록 하며, 대상자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항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실시하였다. 

3) 실험처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은 총 12회기로 구성하였으며 회기별 목

표를 설정하고 주요 내용을 구성하며 프로그램 전달 방법을 구체화

하였다(Table 1). 프로그램의 목표인 신체활동 증진의 변화를 지속

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반부 1~6회기는 신체활동의 변화단계이며, 
후반부 7~12회기는 신체활동의 변화지속 단계로 구성하였다. 회기별 

목표는 1회기는 노인의 관절염과 비만, 신체활동의 관계를 이해하기, 
2회기 무릎통증을 조절하며 적절한 신체활동하기, 3회기 관절보호

하며 신체활동 실천하기, 4회기 올바른 신체활동을 위한 적절한 체

중유지하기, 5회기 올바른 신체활동을 위한 관절염 치료약물 바로알

기, 6~7회기 중간목표의 점검과 개인별 목표정하기, 8회기 신체활동 

실천 유지하기, 9회기 관절염의 올바른 신체활동을 위한 정보 평가

하기, 10회기 여행지에서 신체활동하기, 11회기 생활 속 신체활동 실

천하기, 마지막 12회기에는 12주간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참여

를 평가하는 시간으로 자신들의 유지계획 방법 및 참여소감을 발표

하였다. 

4) 사후조사

실험군의 사후조사는 12주간 프로그램 종료 시 마지막 회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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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마지막 주와 대조군은 7월 첫째 주에 사전조사와 동일

한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 대조군 관리

대조군의 사후조사가 끝난 후 2018년 7월 둘째 주부터 4주간 주 

3회 12회기로 대조군에게도 실험군과 동일한 프로그램과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대조군의 탈락 예방을 위해 사전·사후조사 참여시 교통

비와 간식을 지급하였다.

7.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였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

차의 기술통계로 분석하며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정

은 Shapiro-Wilk test를 이용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사전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

성 검증은 Chi-squared test,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3) 슬관절염 비만대상자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

한 가설검증은 각 결과변수의 사전 점수를 통제하여 ANCOVA 

(analysis of covariance)로 분석하였다. 이는 군간 사전 동질성 검증

에서 두 군이 동질하였지만, 사전 점수 차이로 인한 오차변량을 제

외한 실제 실험처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때문이다[40]. 효과

크기는 partial h2로 제시하였다. 단, 정규성 검정결과 정규분포를 따

르지 않은 신체활동량 변수에 대한 검정은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N=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75) Exp. (n=40) Con. (n=35)

c2 or t p
n (%) or Mean±SD n (%) or Mean±SD n (%) or Mean±SD

Gender† Male 12 (16.0)  9 (22.5) 3 (8.6) 2.70 .101

Female 63 (84.0) 31 (77.5) 32 (91.4)

Age (yr)† 65~69 12 (16.0) 4 (10.0) 8 (22.8) 1.75 .190

70~79 47 (62.7) 23 (57.5) 24 (68.6)

80~89 16 (21.3) 13 (32.5) 3 (8.6)

Mean±SD 74.85±5.52 76.15±5.70 73.37±4.98

Education level† None  8 (10.7)  4 (10.0)  4 (11.4) 0.80 .376

Elementary 31 (41.3) 14 (35.0) 17 (48.6)

Middle school 18 (24.0) 10 (25.0) 8 (22.9)

Over high school 18 (24.0) 12 (30.0) 6 (17.1)

Health care support† Family 68 (90.7) 37 (92.5) 31 (88.6) 0.34 .560

None-family 7 (9.3) 3 (7.5)  4 (11.4)

OA site† One side 31 (41.3) 13 (32.5) 18 (51.4) 2.76 .107

Both 44 (58.7) 27 (67.5) 17 (48.6)

TKR OP† Yes 30 (40.0) 17 (42.5) 13 (37.1) 0.22 .637

No 45 (60.0) 23 (57.5) 22 (62.9)

NPIS Right 4.16±2.66 3.75±2.89 4.63±2.33 -1.44 .155

Left 4.57±2.66 4.95±2.51 4.14±2.72 1.34 .186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16 (21.3)  8 (20.0)  8 (22.9) 2.41 .299

Moderate 33 (44.0) 15 (37.5) 18 (51.4)

Bad 26 (34.7) 17 (42.5)  9 (25.7)

Arthritis knowledge 17.88±2.97 17.23±2.50 18.63±3.31 -2.09 .071

Internal motivation 42.45±15.74 45.33±13.81 39.16±17.31 1.71 .091

Social support 59.75±20.91 59.97±22.09 59.51±19.79 0.09 .926

Obesity index BMI (kg/m2) 26.90±2.43 26.77±2.38 27.04±2.51 -0.47 .642

Waist (cm) 95.43±5.22 94.63±4.28 96.35±6.05 -1.44 .153

Musculo-skeletal index SMM (kg) 22.35±3.54 22.23±3.14 22.49±3.99 -0.32 .752

ASM/hight2 (kg/m2)  6.66±0.79 6.72±0.75 6.60±0.85 0.64 .528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yr=year; OA=Osteoarthritis; TKR=Total knee replacement; OP=Operation; 

NPIS=Numeric pain intensity scale; BMI=Body mass index; SMM=Skeletal muscle mass; ASM=Appendicular skeletal muscle mass.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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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의 가설검증은 탈락자를 제외할 경우 결과의 효과가 과

잉 추정될 수 있으므로 무작위화에 따른 치료의향분석(Intention to 

Treat [ITT] analysis)에 따라 모든 대상자의 사전, 사후 점수로 분

석하였다. 사후 결측치(4명)는 결측치 추정방법(imputation method) 

중 평균대체법(mean replacement)을 이용하였다[41].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증

전체 대상자(n=75)의 평균연령은 74.9세이며 84.0%가 여성이었

다. 실험군(n=40)과 대조군(n=35)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

수준, 건강관리 지지 등), 질병관련 특성(관절염 부위, 수술유무, 관
절염 통증, 지각된 건강상태), IMB관련 변수(관절염 지식점수, 내적 

동기, 사회적 지지)와 비만관련 특성(체질량지수, 허리둘레, 근골격

지표)은 프로그램 제공 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군은 

사전 동질하였다(Table 2). 또한 두 군간의 결과변수인 신체활동의 

자기효능감, 신체활동량, 슬관절 기능상태 지표, 비만·대사지표(내장

지방면적,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인슐린저항성),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은 동질하였다(Table 3).

2.  슬관절염 비만노인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슬관절염 비만노인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제공 후 두 군

간 효과는 결과변수의 사전 점수를 공변수로 통제한 상태에서 검증

하였다.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지 않은 신체활동량은 두 군간 비모

수 검증하였다. 가설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1) 가설1.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

다 신체활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

은 대조군보다 신체활동의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므로(F=81.92, p<.001; hp
2=.53), 가설 1은 지지되었다.

2) 가설2.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

다 신체활동량이 증가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신체활동량이 증가하여(Z=-2.21, p=.044), 가설 2는 지지되었

다.

3) 가설3.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

다 슬관절 기능상태 지표가 낮아질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의 

슬관절 기능상태 지표가 대조군에 비해 낮아져(F=15.88, p<.001; 

hp
2=.18), 가설 3은 지지되었다.

4) 가설4.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

다 비만·대사지표(내장지방면적,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

롤, 인슐린저항성)가 향상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비만·대사지표에서 내장지

방면적(F=7.57, p=.008; hp
2=.10)과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

(F=9.51, p=.003; hp
2=.1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어 가설

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중성지방 수치와 인슐린저항성은 신체활동 증

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개선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군

간 차이는 없어(F=0.002, p=.965; F=0.34, p=.563), 가설이 기각

되었다. 

5) 가설5.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

다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은 대조

Table 3. Homogeneity of Outcome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N=75)

Characteristics

Total (n=75) Exp. (n=40) Con. (n=35)

t/Z pMean (SD) or  

Median (IQR)

Mean (SD) or  

Median (IQR)

Mean (SD) or  

Median (IQR)

Self-efficacy of PA  61.08 (15.54)  63.33 (14.47)  58.51 (16.52) 1.34 .183

PA (IPAQ) (METs-min/week)† 1533.00 (1377.00) 1299.00 (1434.38) 1773.00 (1295.00) -1.10 .267

KOA function index  40.52 (16.77)  41.68 (16.98)  39.20 (16.67)  0.64 .527

Obese-metabolic index

    VAF (cm2) 115.15 (15.86) 118.44 (15.33) 111.38 (15.83)  1.96 .075

    TG (mg/dl) (n=72)†† 136.00 (46.90)  140.14 (41.65) 131.63 (52.13)  0.77 .446

    HDL-C (mg/dl) (n=72)†† 47.71 (9.42)  47.03 (9.69) 48.43 (9.22) -0.63 .532

    HOMA-IR (n=69)§ 2.50 (1.55)  2.77 (1.78)  2.21 (1.22)  1.51 .136

Health-related QoL 0.54 (0.24)  0.55 (0.25)  0.54 (0.24) 0.30 .764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IQR=Interquartile range; PA=Physical activity; IPAQ=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s; KOA=Knee osteoarthritis; VFA=Visceral fat area; TG=Triglyceride; HDL-C=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OMA-

IR=Homeostatic model assessment-insulin resistance; QoL=Quality of life. 
†Mann-Whitney U test, Median (IQR); ††3 person refused of the experimental group at blood test; §Excluded 3 person with extreme values (Exp. n=1, 

Con.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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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다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F=14.89, p<.001; hp
2=.17), 가설 5는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슬관절염 비만노인을 위한 12주 IMB 모델 기반 신체활

동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한 결과 신체활동의 자기

효능감, 신체활동량, 슬관절 기능상태 지표 및 건강관련 삶의 질과 

비만·대사지표인 내장지방면적과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이는 IMB 모델의 구성요소인 정보제

공과 내적 동기, 사회적 지지를 통해 대상자의 슬관절염 특성과 연령

을 고려하고 신체활동을 단계별로 진행하여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해 

신체활동량 증진과 건강결과가 개선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이 노인특성을 고려하여 

IMB 모델 기반 정보 전달과 동기 강화를 위해 차별화한 중재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전달 교육 시 많은 내용의 정보 전달에 집

중하지 않고 회차별로 한 가지씩 주제를 선정하여 PPT 시청각 자료

에 사진과 삽화를 삽입해 전달하며 가사가 있는 음악을 접목하여 청

각적 자극을 유도하였다. 이는 노인의 경우 시각과 청각이 감소하고 

인지능력의 감퇴로 집중력이 저하되어 노인을 위한 특별한 교육방법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42]. 둘째, 프로그램 적용 시 학습자의 수동적 

참여와 진행자의 일 방향적인 강의식 정보 전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차별 주제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경험을 발표하며 정보를 공

유하였다. 셋째, 개별적인 내적 동기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내 신체

활동과 관련한 ‘약속정하기와 실천’, ‘목표설정’을 통해 수행성취를 

경험하도록 하고 회차별 내용에 관한 경험 나누기와 약속실천 점검

을 진행하였다. 넷째, 전문가와 동료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 프로그램의 진행과 주 1회 전화코칭과 면담, 약속일지 작성을 

진행하였다. 다섯째, 정보와 지지 강화를 바탕으로 신체활동의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해 전문가의 전화코칭과 함께 단계적인 신체활동 

성취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즉, 슬관절염 비만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율동적인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처

음 1~2주는 유연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진행 3주 후부

터 근력 운동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총 12주 프로그램을 적용하였

다.

슬관절염 비만노인의 신체활동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신체활동 증

진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증가하였으며, 효과의 크

기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IMB 모델로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중재한 Kim과 Park [22]의 연구

에서 신체활동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대조군은 7.07점 증가하였

Table 4. Effects of a Physical Activity Promoting Program Based on IMB in Obese Older Adult with Knee Osteoarthritis (N=75)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Adjusted 

Z/F p Partial h2
Mean (SD) or  

Median (IQR)

Mean (SD) or  

Median (IQR)
Mean (SE) 

Self-efficacy of PA Exp. (n=40) 63.33 (14.47) 80.41 (11.17) 78.90 (1.82) 81.92 <.001 .53

Con. (n=35) 58.51 (16.52) 54.54 (18.15) 56.27 (1.70)

PA (IPAQ)  

(METs-min/Week)†

Exp. (n=40) 1299.00 (1434.38) 1700.53 (2940.75) - -2.21 .044 -

Con. (n=35) 1773.00 (1295.00) 1127.50 (1314.00) -

KOA function index Exp. (n=40) 41.68 (16.98) 34.18 (15.63) 33.22 (1.51) 15.88 <.001 .18

Con. (n=35) 39.20 (16.67) 40.94 (18.48) 42.05 (1.62)

VAF (cm2) Exp. (n=40) 118.44 (15.33) 113.90 (25.11) 109.33 (2.46) 7.57 .008 .10

Con. (n=35) 111.38 (15.83) 114.10 (27.93) 119.39 (2.64)

TG (mg/dl)†† Exp. (n=37) 140.14 (41.65) 138.78 (47.81) 135.72 (5.77) 0.00 .965 <.001

Con. (n=35) 131.63 (52.13) 132.86 (80.52) 136.08 (5.93)

HDL-C (mg/dl)†† Exp. (n=37) 47.03 (9.69) 50.37 (9.98) 50.93 (0.96) 9.51 .003 .12

Con. (n=35) 48.43 (9.22) 47.29 (9.32) 46.70 (0.98)

HOMA-IR§ Exp. (n=36) 2.78 (1.78) 2.14 (1.26) 1.88 (0.20) 0.34 .563 .01

Con. (n=33) 2.21 (1.22) 1.77 (1.25)  2.01 (0.19)

Health-related QoL Exp. (n=40) 0.55 (0.25) 0.64 (0.18) 0.63 (0.02) 14.89 <.001 .17

Con. (n=35) 0.54 (0.24) 0.53 (0.22) 0.53 (0.02)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IQR=Interquartile range; SE=Standard error; PA=Physical activity; 

IPAQ=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s; KOA=Knee osteoarthritis; VFA=Visceral fat area; TG=Triglyceride; HDL-C=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OMA-IR=Homeostatic model assessment–insulin resistance; QoL=Quality of life.
†Mann-Whitney U test, Median (IQR); ††3 person refused of the experimental group at blood test; §Excluded 3 person with extreme values (Exp. n=1, 

Con.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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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실험군에서 18.46점으로 상승한 결과와 일치하였고, 인공관절 

수술을 한 노인에게 세라밴드 운동을 10주 간 중재하여 자기효능감

이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2.64점 향상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43].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볼 때 관절염 노인의 신체활

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전략임을 알 수 있다. IMB 모델에서

도 정보와 동기는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행위와 건강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IMB 모델의 주요 개념인 정보와 

동기를 바탕으로 중재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관절

염의 정보와 동기에 해당되는 다양한 신체활동, 개별 전화면담, 일지

작성 등에 해당되는 부분이 신체활동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준 것으

로 생각된다.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적용 후 대조군의 신체활동량은 1902.96 

METs-min/week에서 1609.54 METs-min/week로 감소한 반면 실

험군은 1762.60 METs-min/week에서 2511.58 METs-min/week

로 중재 후 42.5% 증가하여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은 슬관절염 비

만노인의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효과에 대한 48개의 유사실험 연구 중 48%의 연구[44]에

서 신체활동량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복지관 노인을 대상으로 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6단계로 7주간 진행하여 신체활동량을 측정한 Seo 

[45]의 연구에서 신체활동량이 실험군에서 14% 증가한 결과와 일치 

한다.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에게도 신체의 구성과 골격기능을 강화

하고, 인지 기능저하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중등도의 신체활

동을 권장하며, 심폐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할 때는 격렬한 신체활동

을 1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권장하고 있다[12,30]. 최신 슬관절염 

신체활동 권고 근거에서는 앉아 있는 비활동적인 시간을 줄이고, 중
등도의 적절한 신체활동이 관절의 기능상태와 높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46]. 본 연구결과 및 선행연구결과 신체

활동량 증진에 있어 걷기를 포함한 저강도의 신체활동량의 유의한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등도 또는 격렬한 신체활동의 증

가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관절기능과 더 나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이 포함된 중재전략 모

색이 필요하다.

슬관절 기능상태 지표는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

에서 대조군보다 감소하였으며 효과의 크기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슬관절염은 통증, 제한된 관절범위, 관절의 변형으로 일상생활을 어

렵게 하며 노화로 인한 근육의 감소는 이를 악화 시킨다[4,5,9]. 따
라서 근력 운동이 포함된 중재 프로그램의 구성은 슬관절 기능상태

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의 근육량 증가는 슬관절 주변

을 둘러싼 근육의 강화로 이어지며 이는 무릎으로 전달되는 각종 압

력이나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게 되고, 슬관절의 직접적인 스

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다[5]. 이로 인해 슬관절의 가동범위는 넓어지

며 기능상태는 호전될 수 있다[5]. 본 중재에서도 하지근력 강화를 

위한 신체활동 중재동작을 5가지로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근력강

화로 관절기능(슬관절 기능상태 지표)이 호전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하지 근육량의 변화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하지 근육량의 변화를 함께 비교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적용 후 대상자의 비만·대사지표 중 내장

지방면적은 대조군은 증가하였으나 실험군은 감소하였으며 프로그

램의 효과의 크기는 중간으로 나타났다. 내장지방면적은 심혈관질환 

발생과 인슐린저항성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대사증후군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7]. 따라서 슬관절염 비만노인의 내장지방 증가는 체

중 증가를 가중시켜 관절염의 악화 요인인 동시에 심혈관계 위험도

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8]. 선행연구에서는 신체활동량이 내장지방 

감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28], 특히 내장지방이 유의하게 

감소하기 위해서는 주당 6~8 METs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고 

체력수준이 낮고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있는 경우 10분 정도 시간

을 권장하였다[12]. 본 프로그램에서도 6 METs 이상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관절염 댄스로 속도감 있게 하였고 10분 이상 진행한 

결과 실험군의 내장지방면적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적용 후 실

험군이 대조군보다 증가하였고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며 효과의 크기는 중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사관련 지표 중 

중성지방과 인슐린저항성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골관절염 비만노인을 대상으로 16주간 복합 운동 프로그램 중재 후 

대사증후군인자와 인슐린저항성 결과를 측정한 Ha 등[47]의 연구에

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중성지방과 인

슐린저항성이 감소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

다. 그러나 1년간 비만노인 여성에게 복합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공복혈당, 인슐린저항성

을 측정한 결과 중재군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Shin 등[48]

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고, 비만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24주간 1

시간 주 3회 복합 운동 프로그램 후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증

가하고 중성지방, 인슐린저항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Glouzon 등

[49]의 연구결과와도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는 중재기간이 

길수록 생리적 지표 변화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내

용과 일치하였다[49]. 따라서 중재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 결과를 

평가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건강관련 삶의 질이 유

의하게 높았으며 효과의 크기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걷

기 실천일수와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에서 걷기 실천일수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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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건강관련 삶의 질이 증가했다고 보고한 Seo [4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노인의 경우 신체활동의 횟수와 참가시간이 많

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은 비례한다[15]. 건강관련 삶의 질의 구성

요소인 보행능력, 자기관리, 일상생활, 통증 및 불편감, 불안 및 우울

을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중재기간을 12주로 구성하여 

신체활동의 행위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슬관절염의 전반적 관리방법과 보행 및 

일상생활 활동의 향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관련 삶의 질은 신체활동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15].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통한 신체활동 증진은 슬관절염 

비만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프로그램은 노인에게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Olan-

rewaju 등[15], Kim과 Oh [30]의 선행연구를 비교하면 운동의 종류

와 강도는 유사하였으나, 대상자들의 행위변화를 위해 선행문헌[11-

14]과 IMB 모델을 바탕으로 슬관절염 특성과 연령을 고려하여 신체

활동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12주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정보의 전달에 있어 노인의 경우 시각과 청각이 감소하고 인지능력

의 감퇴로 집중력이 저하되어 노인을 위한 특별한 정보 전달 방법이 

필요함을 근거[15]하여 교육 시 많은 내용의 정보 전달에 집중하지 

않고 회차별로 한 가지씩 주제를 선정하여 PPT 시청각 자료에 사진

과 삽화를 삽입해 전달하며 가사가 있는 음악을 접목하여 청각적 자

극을 유도하였다. 이에 기존의 강의식 중재연구[45]에 있었던 학습자

의 수동적 참여와 진행자의 일 방향적 중재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

하였다. 또한 노인의 경우 생활습관의 변화를 이끌기가 어렵고 신체

활동 행위의 실천을 시작하더라도 초기효과는 4~6주에 단기효과로 

제한될 수 있지만 12주 이상의 유지로 중장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15]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프로그

램의 장기적 효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한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대로, 본 연구

에서도 여성노인의 비율(84.0%)이 남성보다 높으므로 전체 성별로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신체활동량 측정에 있어서도 자가보

고형 설문지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신체활동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

요하겠다. 또한 대상자 배정에 있어 무작위 배정을 하였지만, 연구자

가 중재기간 동안 실험군은 매 회기마다 1주 간격으로 전화면담, 문
자 및 대면교육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호손효과 가능성이 있고 자발

적 운동수행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종단적인 효과를 파악하며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한 반복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슬관절염 비만노인에게 필수적인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IMB 모델을 토대로 정보와 동기에 기초한 신체활동 증진 프로

그램의 개발과정 및 중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슬관절염 비만

노인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자료, 각종 포스터, 실제 개

발된 동영상을 임상실무에 적용가능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프

로그램의 효과를 신체활동의 자기효능감, 신체활동량, 주객관적인 건

강결과(슬관절 기능상태 지표, 비만·대사지표 및 건강관련 삶의 질)

로 파악한 주요 연구결과는 IMB 모델의 유용성과 함께 근거중심실

무를 위한 근거로 효과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IMB 모델의 정보요소는 대상자들의 연령, 슬관절염과 비

만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신체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함께 꾸

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신체활동 방법을 교육자료와 동영상을 통해 집

단 및 개별 교육으로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대상자들의 기존 

관절염 관리 및 신체활동과 관련된 잘못된 지식정보와 부적절한 경

험들이 바르게 수정될 수 있었다. 또한 동기 요소는 신체활동 수행

과 관련된 대상자들의 개인적 신념과 태도의 내적 동기와 연구팀 및 

동료집단의 집단 및 개인적 운동시간과 토의, 상담과 같은 사회적 지

지를 활용하여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가 강화하도록 프로그램을 구

성하여 운영하였다. 정보와 동기 강화를 토대로 신체활동의 행위기

술인 자기효능감이 증진하여 신체활동량의 증진과 주객관적인 건강

결과가 개선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실무에서 근

무하는 임상간호사 및 지역사회간호사가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활용

할 가능성이 높다. 슬관절염 질병특성을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

적 동기 요소를 고려하며 의료진이 직접 중재하고 지지함으로써 대

상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유용한 중재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슬관절염 비만노인을 대상으로 IBM 모델 기반 신체활

동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신체활

동의 자기효능감, 신체활동량, 슬관절 기능상태 지표, 비만·대사지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로 파악하였다. 실험군의 신체활

동의 자기효능감, 신체활동량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슬관절 기능상태 지표 및 비만·대사지표에서 

내장지방면적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실험

군의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대조군에 비해 개선되었다. 실험

군의 중성지방과 인슐린저항성은 대조군보다 더 감소하였으나 군간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본 연구에서 개발된 12주 신체활동 증진 프

로그램은 대학병원에 내원하는 슬관절염 비만노인의 자기효능감의 

향상과 신체활동을 증진하여 건강결과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프로그

램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IMB 모델의 유용성과 함

께 근거중심실무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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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 프로그램을 대학병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슬관절염 비만노

인 대상자로 접근성을 높여 충분한 대상자 수를 확보하고 종단적인 

연구설계를 적용한 비만·대사지표의 중장기 중재효과를 파악할 것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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