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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퇴행성 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수행 의도
증진프로그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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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Program Promoting Intention to Exercise Performance Bas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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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rpose: This study is aimed at grasping the benefit/effect of program promoting intention to exercise performance bas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the elderly who live in the rural areas with degenerative joint diseases (DJDs). Methods: There were 2 groups; 32
people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4 in the control group, all above the age of 60. Program promoting intention to exercise performance was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for 12 weeks. Result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 the increase of attitude towards exercis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 exercising intention, and
exercise performance. Also, pain as a physical function, joint stiffness, ADLs, body flexibility, parallel, perceived health state as a psychological function, and life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ly improved. Conclusion: We expect that program promoting intention to
exercise performance is used in nursing practice for the elderly with DJDs are needed to manage lifestyle.
Key Words: Exercise; Arthritis
국문주요어: 운동, 관절염

서 론

의 약화와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일상 활동 수행에 제한이 있으며,
지각된 건강 상태, 생활만족도 저하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동반하

1. 연구의 필요성

므로 약물치료와 더불어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비 약물치료를 통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비율이 높음에 따라 만성질환의 유병률도

해 관절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2,3]. 또한 환자 스스로 평생 질병상

증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로 퇴행성 관절염을 들

태를 조절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관리기술의 습득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비록 증상을 경험하

이 요구된다[4].

지 않더라도 방사선상 이상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운동은 통증이 감소되고 유연성, 근력, 평형성을 증가시켜 신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통증, 뻣뻣함, 관절의 제한으로 주위 근육

적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심리적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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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증진되는 효과가 있으며,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질병에 대한 치

규범과 같은 개념을 포함시킴으로써 인간의 행위를 사회적 측면으

료 요구를 감소시켜 의료비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

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이론으로 효과적인 이론이라고 받아

로 여러 연구에서 추천하였다[5-8]. 그러나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들여지고 있다[18-20].

운동에 대한 순응도가 높지 않고, 많은 운동요법이 강조되어 왔지

이에 본 연구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증진

만, 오히려 새로운 약물요법, 주사치료를 기대하면서 질병에 대하여

을 위해 운동의도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속적으로 운동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되었다[9].

을 할 수 있도록 계획적 행위이론에 근거한 운동수행 의도증진프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상자들과 주 2-3회 만나서 규칙적인 운동
을 실시하여 운동의 효과를 평가하는 실험연구들이었고[5, 10-14],

2. 연구 목적

특히 농촌 노인을 대상을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15]. 또한 의료

본 연구는 농촌 지역 퇴행성 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행

환경이 취약한 농촌 지역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전문 강사를 구하

위이론에 근거한 운동수행 의도증진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고

기가 힘들고 농사일정 등으로 운동중재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자 한다.

있으며[2], 계절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지도자의 부재 중에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중재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운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

요구되고 있다[16].
선행연구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교통 불편, 시설미비, 추

위 통제, 운동수행 의도, 운동수행 정도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다.

운 계절, 경제적 문제, 재미없음, 운동 강도에 따른 관절통증, 운동

2) 실험군과 대조군의 관절기능(통증, 뻣뻣함, 일상활동수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운동방법에 대한 지식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체력(유연성, 평형

운동을 안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6] 연구자의 관할 지역 대상

성, 근력)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자들도 증상완화를 위해 운동을 해야 함에도 운동을 하면 더 아프
다는 생각으로 참여도가 낮으며,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각된 건강 상태,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비
교분석한다.

족하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참여인원이 줄어들고, 참여하

연구 방법

였어도 체력이 저하되어 따라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아졌다. 특히
농사일이 적은 겨울철은 일상 활동의 부족으로 운동을 더 해야 하
는데 춥고 길이 미끄러워 낙상위험으로 인해 교육 장소까지 방문을

1. 연구 설계

못하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인하여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

본 연구는 농촌 지역 퇴행성 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수행

영하는 데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의도증진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비동등성

운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가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단순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하면서도 실행하기 쉬운 운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간의 행위변화와 관련된 이론 중에서 다양한 사회적 행위를

2. 연구 대상

예측하는데 유용한 계획적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C시 S면의 D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에

따르면, 행위변화는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intention)에 의해 결정된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퇴행성 관절염 환자 중에서 선정기준에

다고 보았다. 의도의 결정요인은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

적합한 사람을 실험군으로 선정하였고, 실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

tive norm), 지각된 행위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이다. 태도

하여 실험군과 유사한 조건을 가지면서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는 행위 신념(behavioral belief)과 결과 평가(outcome evaluation)로

교류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 위치한 N면과 B면의 보건진

이루어지고, 주관적 규범은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과 순응 동

료소 관할 지역 내에서 대조군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기(motivation to comply)를 통해 작용하며, 지각된 행위 통제는 통제

다음과 같다.

신념(control belief)이 선행요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17]. 이 이론
은 경험적으로 다양한 행위의 의도 및 행위를 설명하는 적절한 모
형으로 보고되었고, 태도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주관적
www.bionursingjournal.or.kr

1) 연령이 60세 이상이며, 의사로부터 슬관절이나 고관절의 퇴행
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자
2) 스스로 일상생활활동이 가능하고, 걸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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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gram of Promoting Intention to Exercise
Purpose

Content

Reinforcement of behavioral beliefs and
outcome evaluation

Education

Reinforcement of control beliefs

Education
Direction of concrete exercise method
Self-action plan
Counsel for problem solving

Reinforcement of norminal beliefs

Encouragement
Cross-check

Term (week)
- The need for exercise in osteoarthritis
- Exercise of effectiveness and benefit for
health in osteoarthritis
- Education of concrete exercise method
- Direction of concrete exercise method by
exercise trainer
- Frequency, time, place etc
- Face-to-face counseling with researcher
twice a month
- Telephone counseling once a week
- Encouragement of family and exercise mate
-Cross check whether or not of exercise by
family, exercise mate and researcher

1

1-12

1-12
1-12

3)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

기능은 훈련된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으로 보건진료소장 2인, 운동

4) 운동행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타 질병(고열, 심장질환,

지도강사 1인이 측정하였다. 중재 첫 주에는 2회에 걸쳐 퇴행성 관절

폐질환, 전염성질환)이 없는 자

염에 대한 이해와 관리방법, 운동의 효과에 대하여 실험군과 대조

5)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승낙한 자

군에게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특정행위의 결과

6) 다른 운동프로그램에 규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

에 대해 갖는 신념인 행위신념과 특정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본 연구의 표본크기의 결정은 G power 3.1 program을 활용하여

좋고 싫은 정도인 결과평가를 강화시키기 위한 중재이다. 두 번째

검정력(1-β) = .80, 효과의 크기(f) = .40, 유의수준(α) = .05로 하여 총

주부터 12주까지는 통제 신념과 규범적 신념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

52명이면 적절하나 탈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험군 34명, 대조군 34

재가 이루어졌다. 통제 신념은 특정행위수행의 용이성 및 행위관련

명으로 총 68명을 선정하였다. 이 중 실험군에서 2명(하지정맥류수

자원과 장애에 관한 신념이므로 구체적 운동 방법 교육 및 자기행

술, 배우자 병간호)이 탈락하여 탈락률은 2.9%였다. 최종 연구대상

동계획, 상담을 통한 장애성을 해결해주었다. 운동지도강사를 통하

자는 실험군 32명, 대조군 34명으로 총 66명이었다.

여 스트레칭과 올바른 걷기방법을 운동친구와 짝을 지어 지도하고,
관절강화운동 따라 하기 순으로 교육하였다. 가정에서 주 3회 이상

3. 윤리적 고려

운동친구와 함께 스트레칭을 먼저하고, 숨이 조금 찰 정도로 30분

K대학교병원 생명의학연구 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본 연구의 목

마을길 걷기, 관절강화운동은 체력 수준에 따라 적은 부하로부터

적과 방법, 대상자 및 설문지 등에 대한 연구승인을 받았다(No:

서서히 증가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관절강화운동 포스

K1201-004).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자료는 익

터(36× 52cm)는 수행하기 적당한 장소의 벽에 붙이고 보면서 스스

명으로 처리되며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로 실천하게 하였다. 자기행동계획은 프로그램 초기에 연구자와 개

않을 것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은 후 수행하였다.

별상담을 통해 횟수,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전화상
담은 주 1회 12주간 실시하였는데 전화상담 시간대는 대상자들이

4. 연구진행절차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한 후, 연구자가 직접 전

본 연구는 계획적 행위이론에 근거하여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운

화 상담을 하였고 1회 상담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대면상담

동수행의도를 높이고 운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동수행의도증

과 자조모임은 월 2회 접근성이 높은 마을회관에서 운동약속을 한

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운동수행의도

친구와 동행하여 운동수행 여부와 장애점을 서로 점검하고 해결책

증진프로그램은 12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토

을 모색하였다. 가족과 운동 친구가 운동수행여부를 감시하고 격려

대로 구성한 후 간호대학 교수 2인, 보건진료소 15년 이상 근무경력

함으로써 운동에 대한 압력을 주도록 하였고 연구자는 운동수행

의 보건진료소장 3인, 운동지도사 1인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지에 예쁜 스티커를 붙여주고 격려하였다.

정, 보완하였다. 대조군, 실험군 모두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짝을 이루어 운동친구로 계약을 맺었고, 규칙적인 운동의 수행여부

설문지는 스스로 작성하되 연구원의 도움을 받도록 하였고 신체적

를 운동친구와 연구자가 확인하고 독려하였다(Table 1).

www.bionursingjourn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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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도구

WOMAC(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y Osteoarthritis)

1) 계획된 행위이론 변인

Index를 사용하였다. 전체 24문항으로 통증은 5문항, 뻣뻣함은 2문

(1) 운동에 대한 태도

항, 일상활동수행의 어려움은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

태도는 Hyun [18]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한 것으로 운

을수록 관절기능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동수행에 대한 행위신념을 측정하는 9문항의 점수와 이에 상응하

Cronbach’s α =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관절 통증의 신뢰도 Cron-

는 운동결과 평가를 측정하는 9문항의 점수를 각각 곱하여 합한

bach’s α= .88, 뻣뻣함의 신뢰도 Cronbach’s α= .80, 일상활동수행의

점수이며, 최고 36점에서 최저 -3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에

어려움의 신뢰도 Cronbach’s α= .93이었다.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5였다.

(2)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본 연구에서 체질량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체중(kg)/신장
(2) 운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Hyun [18]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한 것
으로 운동에 대한 규범적 신념을 측정하는 2문항의 점수와 이에 상

(m)2의 공식으로 계산한 지수를 이용하였다. 자동신장체중계로 측
정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지부 기준에 따라 체질량
지수가 25 kg/㎡ 이상일 때 비만으로 정의하였다.

응하는 순응동기를 측정하는 2문항의 점수를 각각 곱하여 합한 점
수로 최고 8점에서 최저 -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에 대한 주

(3) 체력(유연성, 평형성, 근력)

관적 규범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

① 관절의 유연성

bach’s α= .86였다.

상체 유연성, 특히 어깨 유연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오른손을 올렸
을 경우 오른쪽 유연성으로, 왼손을 올렸을 경우 왼쪽 유연성으로

(3) 운동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

측정하였다. 한 손은 어깨 위로 올려서 등 뒤 아래로 가능한 멀리 내

지각된 행위통제는 Hyun [18]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한

리고 다른 한 손은 등 뒤에서 가능한 멀리 올려서 양손의 손가락 사

것으로 운동에 대한 통제 신념을 측정하는 12문항의 점수를 합한

이의 거리를 측정하며 양손의 손가락이 닿지 않으면 (-), 닿으면 (+)로

점수이며, 최고 24점에서 최저 -2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에

하고 단위는 cm로 기록하였다. 2회 실시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대한 지각된 통제 신념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 .79였다.

하체 유연성, 특히 슬와부 근육군의 유연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고정된 의자의 앞쪽 끝에 앉아서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한쪽다리
는 쭉 뻗고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손을 발쪽으로 최대한 뻗는다.

(4) 운동수행 의도

의도는 Hyun[18]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한 것으로 규칙
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발끝을 기준으로 하여 손가락 끝이 넘어갔을 때 (+)로 부족하였을
때는 (-)로 표시하여 cm 단위로 측정하였다. 2회 실시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한 의사를 묻는 것으로 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최고 8점에서 최저 -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의도

② 평형성

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3이었다.

평형성 측정으로 눈 뜨고 외발서기를 측정하였다. 눈을 뜬 상태
에서 한쪽 발만으로 어느 정도까지 서 있을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5) 운동수행

주 3일 이상, 1회에 30-60분 동안, 스트레칭, 걷기, 관절강화운동

것으로, 한쪽 발을 든 순간부터 발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
간을 초(sec) 단위로 측정하며 2회 시행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을 12주간 규칙적으로 수행한 경우를 운동 수행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행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하였다.

③ 근력
하지근력으로 (Senior Fitness Test) SFT 의 방법인 의자에서 일어

2) 신체적 기능

섰다 앉기 검사를 말한다. 대상자를 의자의 중간 부분에 앉히고, 발

(1) 관절기능(통증, 뻣뻣함, 일상활동수행의 어려움)

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양팔을 가슴에 교차하고 30초 동안 앉았

통증, 뻣뻣함, 일상활동수행의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서 Koreawww.bionursingjournal.or.kr

다가 완전히 일어선 총 횟수를 점수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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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적 기능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χ2-test와 t-test를 이용하

(1) 지각된 건강상태

였다. 연구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Independent t-

본 연구에서 지각된 건강상태는 Speake 등[21]이 개발한 Perceived
Health Status 도구를 Hwang [22]이 번역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본 도

test, 프로그램 효과검정은 각 변수의 사전 측정치를 통제하여 ANCOVA로 실시하였고, 운동수행은 χ2-test로 실시하였다.

구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
각된 건강 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연구 결과

α= .85였고, Hwang [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67이었다. 본 연
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72이었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대상자는 실험군 32명, 대조군 34명으로 총 66명이었으며, 성별로
(2) 생활만족도

는 여자가 87.9%였고, 연령은 70-79세가 69.7%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

Neugarten 등[23]이 개발한 (Life Satisfaction Index-A) LSI-A 를 Lim

령은 74.9세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51.5%, 사별이 48.5%였

[9]가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LSI-A는 총 18문항의 5점 척도로

으며, 동거형태로는 가족과 함께 동거가 66.7%, 독거노인이 33.3%였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 교육 정도는 무학이 65.2%로 가장 많았고, 주관적 경제 상태는

Lim [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4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

보통이 57.6%였다. 보유질환의 개수는 2개인 경우 39.4%, 3개인 경우

bach’s α= .83이었다.

34.8%, 1개인 경우 25.8%였고, 관절염을 진단받은 평균나이는 61.1세
로 나타났다. 관절염 투약 여부는 예가 71.2%였으며, 관절염 수술 여

6. 자료 수집

부는 안한 경우가 89.4%였다.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후 교육을 받은

1) 사전준비

경험은 없다가 80.3%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

운동수행 의도증진프로그램에 포함된 교육 내용과 운동의 구성
이 대상자의 수준에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군으로 확인되었
다(Table 2).

맞는 퇴행성 관절염 노인 4명을 선정하여 중재한 후, 설문문항 및
프로그램내용, 자료조사방법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본 연구에

2.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적용하였다. 연구보조원은 보건진료소장 2명, 운동지도강사 1명, 간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결과 계획적 행위이론 변인에서 실

호 대학생 4명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의 일관성을 위해 연구자

험군과 대조군의 운동에 대한 태도, 운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 운동

와 연구보조원의 모임을 통해 노인응답표기에 대한 의견을 합의하

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 운동수행 의도 및 운동수행은 통계적으

였고, 객관적인 체력측정을 위해 측정방법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신체적 기능(통증, 뻣뻣함, 일상활동수행

지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각각 5회씩 연습하도록

정도, BMI, 유연성, 평형성, 근력)과 심리적 기능(지각된 건강 상태,

하였다.

생활만족도)에서도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2) 자료 수집 절차

3. 프로그램 효과 검정

자료 수집은 2012년 1월 16일부터 4월 9일까지 12주 동안 진행되

1) 계획적 행위이론 변인에 대한 효과

었으며, 수집 장소는 마을회관 2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에서 이루

사전 측정치를 통제하여 ANCOVA로 분석한 결과 운동에 대한

어졌다. 설문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게 하였고, 스스로 작성이 어

태도(F = 65.408, p < .001), 주관적 규범 (F =24.732, p < .001), 지각된 행

려운 경우에는 연구보조원이 설문지를 읽고 대상자가 생각하는 그

위 통제 (F = 64.951, p < .001), 운동수행 의도(F =107.619, p < .001) 모두

대로 설문지에 옮겨 작성하였으며, 설문지의 1인당 소요시간은 약

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운

20-30분 정도였다. 사전조사를 실시했던 연구보조원이 동일한 장

동수행비율 또한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조사도 하였다.

를 보였다(χ2= 6.964, p = .008, Table 4).

7. 자료 분석

2) 신체적 기능 효과

자료는 SPSS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
www.bionursingjournal.or.kr

사전 측정치를 통제하여 ANCOVA로 분석한 결과 통증(F= 5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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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Groups
Characteristics
Gender
Age (years)

Marital state
Living arrangement
Level of education

Subjective economic status

The number of disease

Experimental
(n = 32)

Control
(n = 34)

Total
(n = 66)

n(%)

n(%)

n(%)

4 (12.5)
28 (87.5)
5 (15.6)
23 (71.9)
4 (12.5)
19 (59.4)
13 (40.6)
10 (31.3)
22 (68.8)
21 (65.6)
9 (28.1)
2 (6.3)
8 (25.0)
21 (65.6)
3 (9.4)
8 (25.0)
15 (46.9)
9 (28.1)
59.5 ± 11.1
11 (34.4)
21 (65.6)
28 (87.5)
4 (12.5)
28 (87.5)
4 (12.5)

4 (11.8)
30 (88.2)
4 (11.8)
23 (67.6)
7 (20.6)
15 (44.1)
19 (55.9)
12 (35.3)
22 (64.7)
22 (64.7)
9 (26.5)
3 (8.8)
7 (20.6)
17 (50.0)
10 (29.4)
9 (26.5)
11 (32.4)
14 (41.2)
62.6 ± 9.6
8 (23.5)
26 (76.5)
31 (91.2)
3 (8.8)
25 (73.5)
9 (26.5)

8 (12.1)
58 (87.9)
9 (13.6)
46 (69.7)
11 (16.7)
34 (51.5)
32 (48.5)
22 (33.3)
44 (66.7)
43 (65.2)
18 (27.3)
5 (7.6)
15 (22.7)
38 (57.6)
13 (19.7)
17 (25.8)
26 (39.4)
23 (34.8)
61.1 ± 10.4
19 (28.8)
47 (71.2)
59 (89.4)
7 (10.6)
53 (80.3)
13 (19.7)

Categories
Male
Female
60-69
70-79
≥ 80
Married
Bereavement
Living alone
Living with their family
Uneducated
Elementary school
≥ Middle school
Rich
Medium
Poor
1
2
≥3

Age diagnosed as arthritis (Mean ± SD)
Medication
No
Yes
Arthritis surgery
No
Yes
Experience educated on arthritis
No
Yes

χ²/t

p

0.008

.927

0.869

.647

1.536

.215

0.121

.728

0.163

.922

4.200

.122

1.702

.427

1.217
0.946

.228
.331

0.235

.628

2.304

.154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N= 66)
Experimental
(n = 32)

Variables
Theory of planned behavior variables

Physical function

Psychological functions

Attitudes about exercise
Subjective norms for exercis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or exercise
Exercise intention
Exercise
No
Yes
Joint function Pain
Stiffness
Activities of daily living
Body mass index (BMI)
Fitness
Upper body flexibility (right)
Upper body flexibility (left)
Lower body flexibility
Balance
Muscle strength
Perceived health status
Life satisfaction

Control
(n = 34)

Mean ± SD/n(%)

Mean ± SD/n(%)

13.52 ± 2.28
11.96 ± 2.89
2.99 ± 0.37
3.19 ± 0.39
31.00 (96.90)
1.00 (3.10)
2.68 ± 0.91
2.59 ± 0.94
3.39 ± 0.75
25.98 ± 3.54
-17.91 ± 12.28
-21.09 ± 11.41
5.13 ± 5.06
11.34 ± 15.50
10.50 ± 3.24
2.17 ± 0.74
2.83 ± 0.45

13.52 ± 3.24
11.60 ± 4.17
3.15 ± 0.42
3.07 ± 0.58
31.00 (91.20)
3.00 (8.80)
2.31 ± 0.83
2.22 ± 0.99
3.10 ± 0.58
25.98 ± 3.72
-22.03 ± 12.43
-24.97 ± 10.16
2.79 ± 4.76
10.50 ± 17.02
10.32 ± 3.26
2.45 ± 0.60
2.96 ± 0.46

χ²/t

p

0.006
-0.416
0.371
-1.007
0.940*

0.995
0.679
0.712
0.318
0.332

-1.722
-1.574
-1.727
-0.139
-1.355
-1.459
-1.929
-0.210
-0.220
-1.719
1.161

0.090
0.120
0.089
0.890
0.180
0.149
0.058
0.834
0.826
0.090
0.250

* Fisher’s exact test.

p < .001), 관절 뻣뻣함(F =32.519, p < .001), 일상활동수행의 어려움

나 체질량 지수(BMI)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 = 0.479,

(F = 50.744, p < .001)은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p =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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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Groups

Attitudes about exercise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Exercise intention
Exercise

(N= 66)

Pre-test

Post-test

Mean ± SD/n (%)

Mean ± SD/n (%)

13.52 ± 2.28
13.52 ± 3.24
11.96 ± 2.89
11.60 ± 4.17
2.99 ± 0.37
3.15 ± 0.42
3.19 ± 0.39
3.07 ± 0.58
1.00 (3.1%)
3.00 (8.8%)

21.04 ± 4.00
14.54 ± 2.55
19.10 ± 4.75
13.76 ± 3.85
4.14 ± 0.63
3.16 ± 0.57
4.60 ± 0.60
2.77 ± 0.81
26.00 (81.3%)
5.00 (14.7%)

F/χ²

p

65.408

< .001

24.732

< .001

64.951

< .001

107.619

< .001

6.964

.008

Table 5. Differences of Physical, Psychological Function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Physical function

Group
Pain
Stiffness
Activities of daily living
Body mass index (BMI)
Upper body flexibility (right)
Upper body flexibility (left)
Lower body flexibility
Balance
Muscle strength

Psychological functions

Perceived health status
Life satisfaction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N= 66)

Pre-test

Post-test

Mean ± SD

Mean ± SD

2.68 ± 0.91
2.31 ± 0.83
2.59 ± 0.94
2.22 ± 0.99
3.39 ± 0.75
3.10 ± 0.58
25.98 ± 3.54
25.98 ± 3.72
-17.91 ± 12.28
-22.03 ± 12.43
-21.09 ± 11.41
-24.97 ± 10.16
5.13 ± 5.06
2.79 ± 4.76
11.34 ± 15.50
10.50 ± 17.02
10.50 ± 3.24
10.32 ± 3.26
2.17 ± 0.74
2.45 ± 0.60
2.83 ± 0.45
2.96 ± 0.46

1.61 ± 0.81
3.01 ± 0.99
1.55 ± 0.68
2.76 ± 1.09
1.61 ± 0.81
3.01 ± 0.99
25.99 ± 3.54
26.08 ± 3.33
-13.00 ± 9.57
-21.41 ± 8.73
-15.97 ± 10.59
-27.18 ± 9.32
14.56 ± 7.00
0.94 ± 7.38
29.97 ± 30.35
11.59 ± 9.29
12.34 ± 3.11
11.41 ± 2.05
3.15 ± 0.64
2.80 ± 0.73
3.53 ± 0.59
3.21 ± 0.53

또한 오른쪽 상체유연성(F = 8.253, p = .007), 왼쪽 상체유연성

F

p

50.744

< .001

32.519

< .001

50.744

< .001

0.479

.492

8.253

.007

9.471

.004

54.046

< .001

13.270

.001

2.708

.105

4.910

.031

10.856

.002

논 의

(F = 9.471, p = .004), 하체유연성 (F = 54.046, p < .001), 평형성(F =13.270,
p = .001)에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근력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 =2.708, p = .105, Table 5).

본 연구는 농촌지역 퇴행성 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행위
이론에 근거한 운동수행 의도증진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
해 실시되었다.

3) 심리적 기능 효과

본 연구 결과 운 동 에 대한 태도 가 실험군 이 대조 군

사전 측정치를 통제하여 ANCOVA로 분석한 결과 지각된 건강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행위이론 변

상태(F = 4.910, p = .031), 생활만족도(F =10.856, p = .002)는 실험군과

인을 본 연구는 거의 없어 다른 대상자에게 적용한 연구결과와 논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5).

의하는 것이 다소 제한적이지만 고지혈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도증진프로그램에서 운동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연구[18]와 일치하는데 운동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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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선행요인인 운동행위에 대한 행위 신념과 운동행위에 대한 결

제가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운동의도가 증대

과 평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이해와 관리

되어 운동수행이 증가되었다고 사료된다.

방법, 가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통증 정도, 관절의 뻣뻣함, 일

이 교육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태도를 변화시키

상활동수행의 어려움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이는 노인 관절염 환

기 위해 태도의 선행요인인 행위 신념과 결과평가를 변화시킬 수 있

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자기효능 강화 스트레

도록 운동의 효과 및 유익성을 교육하였는데 군 흡연자를 대상으

칭운동[8]과, 타이치 운동의 효과를 본 연구[5]에서 통증 정도가 감

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후 행위 신념과 결과평가의 변화를 가져

소되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퇴행성 슬관절염 고령

왔다는 연구결과[24]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 결과 주관적 규범은 실

여성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8주간 실시한 연구[14], 농촌 지

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흡연여대생에게

역 관절염대상자를 대상으로 타이치 운동프로그램 12주간 실시한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한 연구[19]와 예방교육을 할 때 안전 행동을

연구[2]와 일치함을 보였다. 따라서 운동으로 근력이 증가되어, 통증

하는 것을 실습지도 교수나 과 친구 등 본인과 가까운 지인들이 원

이 감소되며 결과적으로 관절의 뻣뻣함, 일상활동수행의 어려움이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 효과적이라고 한 연구 Park [25]과 일치된다.

줄어드는 것으로 사료된다. 운동수행 의도증진프로그램 실시 후 실

계획된 이론에서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인 요소로써 다른 건강행위

험군의 체질량 지수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이는 퇴행성 관절염을

이론들과의 차별성을 제공해주는 개념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그 선

동반한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9]와 노인 골관절염 환자에게

행요인인 규범적 신념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가족과 이웃, 연구자의

스트레칭운동을 6주간 실시한 연구[8]에서도 체질량 지수가 유의

격려와 운동수행여부 교차 체크 등과 같은 사회적 압력을 느끼도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와 유사함을 보였다. 선행 연구결과

록 하는 다각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반면 Ji [24]의 연구에서는 금연

에 의하면 체질량 지수의 감소는 운동과 함께 식이관리가 병행될

교육만으로도 금연에 대한 통제 신념의 변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때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식이관리가 들어가지

이는 운동행위와 금연행위와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않았고, 농한기여서 활동량이 적었으며, 또한 대상자들이 운동친구

추후 다양한 중재방법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들과 운동을 한 후에 구심점이 되는 집에 모여 함께 음식을 더불어

있겠다. 본 연구 결과 운동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가 실험군이 대

먹는 경우가 많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는 흡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 유연성과 평형성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는 타이

금연교육이 교육 전에 비해 지각된 행위통제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

치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5], 에어로빅운동 프로그램[12], 8

은 흡연유혹에 대한 대처전략을 토론한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주간 운동프로그램[14],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10]을 적용한 연구

[26]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운동이 잘 진행되지 않는 대상자에게

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칭, 관절강화운동을 대상자가

는 방해요인들을 파악하여 상담, 지도해 주었으며, 경험나누기를 통

실천하기 쉬운 것으로 선택하여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이 생각나

해 퇴행성 관절염의 관리방법을 토론하고, 가정에서 수행한 운동

는 대로 꾸준히 실천하게 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실험

을 시연하여 서로 관찰하면서 장단점을 발견하고 더 나은 방법으

군의 근력은 대조군보다 증가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로 모색하게 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운동수행 의도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경로당 노인에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12주

준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치기

간 실시한 연구[10]와 에어로빅 운동프로그램을 10주 동안 실시한

공 전공 대학생의 실습실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의도

연구[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노인대상으로 에어로빅 운

로 나타난 연구[24]와 금연의도가 강할수록 금연행위를 잘 수행할

동 프로그램을 10주 동안 적용한 연구[12], 퇴행성 슬관절염 노인에

수 있다는 연구[19]와 일치된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에 대한 태도를

게 운동프로그램 8주간 실시한 연구[14]에서는 근력의 유의한 증가

향상되었고, 운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증가되었으며, 지각된 행

를 나타내어 차이점을 보였다. 이에 근력을 포함한 체력의 측정은

위 통제가 증가되어 운동에 대한 의도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측정방법을 사용한 추후연구

다. 운동수행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았고, 운동수행 기록지에서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지각된 건강상태, 생

운동 실천율도 90.0%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운동행위에 대한 신념

활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는 건강증진프로그램[10], 타이

과 결과 평가가 강화되어 긍정적인 운동태도가 형성되었고, 운동에

치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7]와 일치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대한 규범적 신념과 순응 동기가 강화되어 운동에 대한 주관적 규

는 부부노인인 경우 부부노인으로, 독거노인은 독거노인과 운동친

범이 증가되었으며, 운동 통제 신념이 강화되어 지각된 운동행위 통

구로 짝을 맺어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한 방법이 효과가 있었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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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수준에 따라 운동친구와 서로 격려하며 지지활동이 이루어져 심
리적 기능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일부 농촌 지역의
퇴행성 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일반화 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농촌 지역 퇴행성 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행
위이론에 근거한 12주간의 운동수행 의도증진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운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
위 통제, 운동 수행 의도 및 운동수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또한 신체적 기능인 통증, 관절 뻣뻣함, 일상활동수행, 유연
성, 평형성과 심리적 기능인 지각된 건강 상태, 생활만족도 등도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평생 자가 관리를 해야 하
는 농촌지역 퇴행성 관절염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방법으
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운동수행 의도증진프로그램이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
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 지역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참여자 수를 확대한 운동
수행 의도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운동수행 정도와 신체적 기
능, 심리적 기능에 대한 효과를 재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추후연구에서 비만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운동과 식이조절
을 병행한 의도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
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따라 운동수행 의도증진프로그램을 지역의
노인정이나 민간·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관 등에서 퇴행성성관절염
노인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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