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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factors required for active engagement of partic-

ipants in exercise therapy by surveying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fidelity of performance, and supporting 

materials and rewards provided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 the study.

Design: Cross-sectional study.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in a population of 103 participants in at least one exercise treatment study. 

A 12-item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frequency of exercise participation and fidelity of partic-

ipant performance.

Results: The results were subjected to frequency analysis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he subjects were 

less likely to exercise with the therapist and less likely to exercise at home. In addition, the provision of supple-

mentary materials, to be considered when exercising at home, was insufficient.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frequency of exercise in the presence of a therapist and the fidelity of participant performance 

(r=0.812, p=0.001), whereas a weak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frequency of unperformed ex-

ercises and the fidelity of participant performance (r= 0.523, − p=0.023).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times that 

exercises are performed with the therapist to motivate increased frequency of exercise participation and fidelity 

of participant performance. In addition, appropriate rewards and periodic management are required.

Key words: Exercise participant frequency, Exercise performance fidelity, Exercise therapy, Study participant 

motivation, Study participant 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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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운동은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다양한 종류와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고 비만 등의 영양학적인 문제를 치료하, 

거나 손상된 부위의 재활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등 등(Assadi, 2017), (Moore , 2019; Clarsen , 2013). 

이러한 운동이 대중들에게 행하여지기 전에 이 운동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이 운동 . 

효과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전체 모집단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일관된 특성을 가져야 하

고 적절한 운동의 횟수와 기간 강도가 증명되어야만 누구나 같은 운동에 대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와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 기준과 배제 기준을 만들어서 다양한 검사를 통해 일관된 특성을 (Mackay Neill, 2010). 

가진 대상자를 선택하고 이 운동이 효과가 있기 위한 횟수와 기간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조건에서의 , , 

운동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운동 효과가 있는 기간을 알아보는 연구에는 단기간 연구도 있지만 최소 주에서 길게는 개월까지 그리고 2 6

그 후의 유지되는 정도까지도 조사해서 운동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와 증상의 감소 여부를 조사한다(Zheng 

등 박영주와 김자옥 하지만 대상자는 긴 시간동안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되기 때문에 많은 , 2018; , 2016). 

오염 변수들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된다 등 은 주당 회 유산소 운동을 실시했고 연구자의 감독과 . Markofski (2019) 3 , 

함께 한 시간 정도 실시했다 하지만 대상자는 나머지 주당 일은 스스로 운동을 실시했으며 하루 중 운동에 . 4

참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 노출되어 있다 등 은 주 동안 일주일에 시간 운동을 실. Zheng (2018) 12 5

시하게 했으며 첫 주는 주 시간동안 연구자의 감독 하에 실시했고 나머지 주는 집에서 스스로 운동을 했다6 2 6 . 

현실적으로 매번 연구자와 운동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의 집에서 스스로 운동하는 횟수나 방법을 . 

체크하지 않으면 운동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은 연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다 이러한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 다른 연구에서는 다른 운동의 병행을 금지했으며 과도한 식단을 조절. , ,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유도했다 등 게다가 대상자가 매일 내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 (Jayanthi , 2015). 

운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인물이나 비디오 자료 등을 제공하고 대상자의 운동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 , 

메시지나 전화로 확인을 했다 박영주와 김자옥 하지만 대상자 스스로 운동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도 ( , 2016). 

있고 참여에 대해 거짓을 말할 수도 있으며 같은 운동이지만 운동 수행의 충실도에 따라 운동 치료 효과의 결과, , 

는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운동 치료의 효과를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운동 치료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 

참여 방법 대상자의 힘들었던 점 연구 참여 동기 유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 , 

연구 결과의 명확성을 위해 대상자를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운동 치료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운동 참여빈도와 운동 수행의 충실도 그리고 연구 참여를 , 

독려하기 위해 받은 보조자료와 보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대상자를 운동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가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Ⅱ

대상자1.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게시판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모집했으며 운동 치료 효과 S , 

연구에 최소 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고 주일 이상 진행하는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을 조건으로 참여시켰다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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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치료연구 참여 기간 동안 중간에 누락된 경우와 단기간 회성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대상자 선별<Table 1>. (1 ) 

에서 제외했다.

Table 1.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 Male Female

Number 28 75

Age (years) 26.53±2.35a 23.38±1.87

Frequency of participation (times) 1.57±0.31 1.321±0.53

Duration of participation (weeks) 4.82±1.37 4.21±1.12

aMean±SD

설문조사2. 

설문조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했다 기존에 운동 치료 연구 참여 빈도와 충실도에 관한 2018 3 2 6 15 . 

설문지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 정보 문항 개와 문항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연구 참여 빈도와 충실도에 대한 4 5

문항 개와 보조 자료와 보상에 대한 문항 개로 총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제작했다 부록 설문지의 내적 5 3 12 ( ). 

일치도 를 알아보기 위해 크론바하의 알파 분석을 실시했고 알파값은 이었(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 , 0.81α

다 연구에 참여에 지원한 대상자에게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제공하고 설문소요시간은 약 분정도 걸렸다. 10 .

자료처리3. 

각 항목에 대해 기술통계로 분석했고 항목 중에 운동 횟수와 운동 충실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2. Frequency of exercise

Variable Frequency Percentage (%)

Exercise 

with examiner 

at hospital

Less than 1 time 36 34.95

2 13 12.62

3 25 24.27

4 12 11.65

5 times and more 17 16.50

Exercise alone 

at home

Less than 1 time 42 40.78

2 8 7.77

3 14 13.59

4 12 11.65

5 times and more 27 26.21

Dispense 

with exercise

at home

Less than 1 time 33 32.04

2 14 13.59

3 12 11.95

4 9 8.74

5 times and more 35 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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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를 이용했으며 유의 수준은 로 지정했다 통계 분석은 을 통해 실시했다Pearson’s .05 . SPSS ver.18.0 .

결과. Ⅲ

운동 빈도와 관련한 문항에서 연구자와 함께 운동을 한 횟수는 회 이하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회 회 순으, 1 , 3 , 5

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혼자 운동한 횟수는 회 이하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회 회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 1 , 5 , 3 . 

운동을 생략한 횟수는 회 이상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회 회 순으로 나타났다5 , 1 , 2 <Table 2>. 

운동 충실도와 관련한 문항에서 대상자가 느끼기에 연구자가 운동을 충실하게 가르쳐주었는지에 대한 문항에, 

서는 보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좋음 아주 좋음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운동을 충실하게 수행했는지에 , , . 

대한 문항에서는 좋음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아주 좋음 보통 순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 , . 

추가적인 보조 자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없음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유인물과 문자 메시지 순으로 , 

나타났다<Table 3>.

Table 3. Fidelity of exercise and additional support material

Variable Frequency Percentage (%)

Examiner

fidelity

Very poor 7 6.80

Poor 9 8.74

Moderate 41 39.81

Good 36 34.95

Very good 10 9.71

Participants 

fidelity

Very poor 3 2.91

Poor 11 25.24

Moderate 20 19.42

Good 43 10.68

Very good 26 41.75

Additional 

support 

material

Handout 16 15.53

Video 8 7.77

Text message 13 12.62

Phone 11 10.68

No material 55 53.40

대상자가 운동 참여 후 받은 보상에 대한 문항에서는 과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문구용품과 상품권 순으로 , 

나타났다 대상자가 운동 참여 후에 받고 싶은 보상에 대해서는 기프티콘 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상품권. (gifticon) , 

과 과자로 나타났다<Table 4>.



58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Vol.28, No.1, 2021. 06. 30

Table 4. Reward after study and desired reward

Variable Frequency Percentage (%)

Reward

Snack 81 78.64

Gift certificate 3 2.91

Money 2 1.94

Pencil 7 6.80

No reward 0 0

Desired 

reward

Snack 16 15.53

Gift certificate 26 25.24

Money 13 12.62

Pencil 12 11.65

Gifticon 36 34.95

운동 횟수와 운동 충실도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 연구자와 함께 운동한 횟수와 대상자의 운동 충실도 간에 양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므로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r=0.812, p 운동 생략 횟수와 대상자의 운동 =0.001), 

충실도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므로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 0.523, – p=0.023). 

고찰. Ⅳ

운동 빈도와 관련한 문항의 결과에서는 운동을 치료사와 함께 한 횟수는 회가 가장 많았고 집에서 혼자 운동1 , 

한 횟수는 회가 가장 많았으며 집에서 운동을 생략한 횟수는 회 이상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병원에서 치료사1 , 5 . 

와 함께 진행되는 운동의 횟수도 적은데다가 집에서 혼자 수행하는 횟수도 적고 생략한 횟수가 많이 나오기 , , 

때문에 병원과 집에서 운동을 병행하며 장시간 연구하는 결과들이 신빙성을 가지긴 어려울 것이다 대상자의 .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려우며 등 치료사의 감독하게 운동이 진행되는 연구(King , 1997), 

의 참여율이 였을 때 이 운동을 주 연장했더니 로 떨어졌다 과 등85% 4 75% (Abdulwahab Sabbahi, 2000). Harman 

은 대상자에게 자세 교정을 위한 목과 어깨의 운동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주간 운동을 실시하고 운동 (2005) 10 , 

전과 운동 후에 신체활동 질문지를 사용하여 이 연구의 참여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조사했다 의 대상. 76%

자는 자세 교정이 개선됨을 인식할 수 있어서 좋았고 는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 즐거움을 느꼈으며 는 , 40% , 36%

바른 자세에 대한 배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나쁜 점에서는 가 운동 스케줄 맞추기가 어려웠. 48%

으며 는 운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등 이처럼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연구 참여에 긍정적인 , 20% (Harman , 2005). 

모습을 보였지만 몇몇의 대상자들은 운동의 실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구 결과에 , .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연구 참여 초기에 연구 참여하는 동안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미리 조사해서 이를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대상자의 연구 참여 동기를 더욱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운동 충실도와 관련한 문항의 결과에서는 대상자가 느끼는 연구자의 운동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충실도는 높

은 편으로 나타났고 대상자가 운동을 배워서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한 충실도 역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게다, . 

가 운동 횟수와 운동 충실도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 연구자와 함께 운동을 자주 할수록 대상자의 운동 충실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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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가 느끼는 연구자의 운동에 대한 충실한 가르침이 대상자의 운동을 수행하. 

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가적인 자료의 제공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아닌 . .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할 때 검사자의 감독 없이 이루어짐으로 운동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 . 

거북목 증후군 환자에게 등쪽 근육의 강화와 가슴쪽 근육의 신장 운동을 실시했을 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등 하지만 년도에 같은 운동 방법으로 거북목 환자에게 운동을 수행하고 이와 동시에 집에(Harman , 2005). 2010

서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유인물과 비디오 자료를 주었더니 거북목 증상이 완화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Lynch 

등 게다가 또 다른 연구에서는 팔신경얼기 마비를 가진 사춘기 아이들에게 로 제작한 집에서 수행할 , 2010). , DVD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했더니 가 없을 때보다 집에서 수행하는 운동량이 증가했으며 보호자의 치료DVD

에 대한 신뢰감도 증가했다 등 본 연구의 운동 횟수와 운동 충실도의 상관관계분석에서 운동 생(Murphy , 2012). 

략 횟수가 증가할수록 대상자의 운동 충실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상자의 운동 생략 횟수를 . 

감소시켜야 대상자의 운동 충실도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운동의 충실도가 정확성으로 이어. 

질 수 있게 보조도구의 제공과 주기적인 연락을 통한 운동 수행여부를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운동 참여 후 받은 보상에 대한 결과로 과자가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가 받고 싶은 보상으로는 기프티콘이 가

장 많았다 대상자에게 실험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은 연구 참여에 . 

대한 동기를 유발한다 박영주와 김자옥. (2016)은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 다과를 제공하고 출석률에 따라 별도의 

선물을 제공했다 그 결과 참석률도 증가했으며 실험 참여 동기도 증가했다 이처럼 대상자의 연구 참여 동기 . , . 

유발을 위해 대상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고 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 

파악하고 그에 맞춰 준비를 해주는 것이 실험 참여 동기 유발에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에 관련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만 조사가 이S

루어졌기 때문에 일반화의 위험이 있다 앞으로 연구에서는 다른 대학이나 학과 또는 실제 병원에 이루어지는 . , 

임상 연구 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운동 효과 연구 조건을 만들어야 ,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제한점은 대상자의 연구 참여 충실도와 연구의 결과 간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었다 대상자. . 

의 연구 참여 충실도가 높아질수록 연구 결과도 명확하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더욱 대상자의 충실도의 ,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논문이 완성되지 않은 연구도 있었고 많은 연구에 대상자들이 . , 

참여하다 보니 어떤 연구의 주제에 대한 참여를 알지 못했으며 이러한 개별 연구들은 모두 조사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연구 참여 충실도와 실험 결과의 관계를 밝히는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

결론. Ⅴ

본 연구는 운동 효과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연구 참여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보완해서 

대상자들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들은 연구. , 

자와 함께 운동을 한 횟수가 적으며 집에서 운동을 실시한 횟수가 적었다 게다가 집에서 운동을 실시할 때 참고, . 

할 보조자료 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와 함께 운동을 할수록 대상자의 연구 참여 충실도가 증가했. 

으며 대상자의 운동 생략 횟수가 늘어갈수록 연구 참여 충실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구자이 참여를 , . 

독려하기 위해 대상자들이 원하는 보상을 조사해서 제공하는 것도 충실도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된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연구 참여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연구자와 함께 운동을 하는 횟수를 늘려야 할 것이며. , 

적절한 보상과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연구 참여 초기에 대상자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미리 . 

알아보고 이를 보완하여 대상자의 참여 동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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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운동 치료 연구 참여도 설문지

운동 치료 관련 효과를 보는 연구를 참여한 대상자에게 운동 참여 빈도와 운동 수행 충실도 그리고 제공, 

받은 보조자료나 보상을 파악하여 대상자들이 운동 치료 연구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는 요인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본 정보1. 

성별1-1. 성(          )  

연령1-2. 세(          )  

운동 치료 연구에 참여한 횟수1-3. 회(          )  

운동 치료 연구에 참여한 기간1-4. 주(          )  

운동 치료 연구 참여 빈도와 충실도2. 

연구자와 함께 운동한 횟수는 몇 번이었나요2-1. ? (     )

회 이하  회  회 회  회 이상    1 2 3 4 5① ② ③ ④ ⑤ 

집에서 혼자 운동한 횟수는 몇 번이었나요2-2. ? (     ) 

회 이하  회  회 회  회 이상    1 2 3 4 5① ② ③ ④ ⑤ 

집에서 혼자 운동할 때 운동을 생략한 횟수는 몇 번이었나요2-3. ? (     )

회 이하  회  회 회  회 이상        1 2 3 4 5① ② ③ ④ ⑤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운동 방법에 대해 얼마나 충실하게 알려주었나요2-4. ? (     )

아주 나쁨  나쁨  보통  좋음  아주 좋음     ① ② ③ ④ ⑤ 

대상자는 운동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했나요2-5. ? (     )

아주 나쁨  나쁨  보통  좋음  아주 좋음    ① ② ③ ④ ⑤ 

보조자료와 보상3. 

운동 치료 방법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자료는 무엇을 받았나요3-1. ? (     )

유인물  동영상  문자메세지 전화연락  없음    ① ② ③ ④ ⑤ 

운동 치료 연구 참여 시 받은 보상은 무엇이었나요3-2. ? (     ) 

과자  상품권  돈 문구용품  없음    ① ② ③ ④ ⑤ 

운동 치료 관련 연구 참여 시 받고 싶은 보상은 무엇인가요3-3. ? (     )

과자  상품권  돈 문구용품  기프티콘       ① ② ③ ④ 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운동 치료 연구에 영향을 주는 연구대상자의 참여도와 충실도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