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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포커스

Prevent T2 생활방식 개선 프로그램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연중 
프로그램입니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 이를 낮추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설계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목표 
Prevent T2는 식사를 관리하고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적정한 체중에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첫 6개월 종료 시까지 참여자들의 목표: 

►►시작할 때 체중에서 최소 5~7% 감량

►►중간 이상의 속도로 매주 최소 150분 이상의 신체 활동 

두 번째 6개월 종료 시까지 참여자들의 목표:

►►감량한 체중 유지

►►목표 체중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원할 경우 좀 더 체중 감량

►►매주 최소 150분 이상 신체 활동 계속하기

프로그램 구성 
CDC의 인정을 받으려면 프로그램이 일 년 동안 지속되어야 하고 최소 22개의 모듈을 
완성해야 합니다.

제안하는 미팅 주기: 

 ► 4개월 동안(세션 1~16) 1주에 1회
 ► 2개월 동안(세션 17~20) 2주에 1회
 ► 6개월 동안(세션 21~26) 1개월에 1회

원하는 다른 일정을 선택해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 6개월 동안 최소 16개의 세션을 
완료하고 다음 6개월 동안 6개의 세션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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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의 역할

여러분의 역할은 참여자들의 목표 설정을 돕고 식사 및 활동을 점검하며,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기록해야 합니다.

분위기 조성하기

협력하고 존중하는 그룹 문화를 조성합니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도록 격려합니다. 하지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말할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참여자들을 참여시키기

강의식 진행은 피하십시오. 대신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수법을 사용합니다.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에 열거된 실습 활동을 합니다. 유인물을 검토할 때는 
지원자로 하여금 그룹 전체에게 읽어 주도록 합니다. 또는 유인물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참여자들은 취향, 신념, 흥미가 저마다 다릅니다. 가능한 한 특정 그룹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조정하십시오. 

시간 준수하기

주요 내용을 정해진 한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합니다. 시계를 가까운 곳에 두십시오. 
토론이 너무 길어지면 세션 이후 등 다른 시간으로 연기합니다.

순조로운 진행을 돕기 위해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에서 섹션 당 소비할 시간을 
제안해 줍니다. 가이드에서는 또한 일부 활동에 대해 “옵션”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참여자 지원하기

참여자들 중에는 생활방식 개선에 개인적인 장애물을 가진 참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가진 참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성 녹음을 한다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다른 방식으로 식사 및 
활동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서 양식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혹은 여러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운동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영, 
요가, 태극권과 같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참여자들 중에는 생활방식 개선에 환경적인 장애물을 가진 참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좋은 음식, 교통 수단, 보육, 안전한 보행로, 기술, 시간, 
의료 등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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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역할

집에서의, 참여자 준수

►►매일 활동 시간 기록(활동 기록 모듈 후 시작) 

►►활동 시간을 운동 로그에 기록

세션 중, 참여자 준수

►►참여자 노트 가져오기 

►►운동 로그 보여주기(활동 기록 모듈 후 시작) 

►►체중 측정

►►체중 로그에 체중 기록

집에서의, 참여자 권장

►►매일 섭취한 음식 기록(식사 기록 모듈 후 시작)

►►매일 활동에 대해 세부 사항 기록(활발한 활동 강화 모듈 후 시작)

►►집에서 하도록 요청한 것 하기

세션 중, 참여자 권장

►►제 시간에 도착하기 

►►휴대폰 전원 끄기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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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Prevent T2에는 26개의 모듈이 있습니다. CDC의 인정을 받으려면 프로그램이 
반드시 최소 22개의 모듈을 완료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 차트를 
참조하십시오.

프로그램의 첫 6개월

반드시 이러한 모듈 16개 모두를 첫 6개월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소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모듈은 순서와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6개 
모듈은 나머지 커리큘럼에 대해 기초로 삼기 때문에 열거된 순서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점에 Prevent T2에 대해 동기부여 지속을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모듈 이름 설명

프로그램 소개 이 모듈은 Prevent T2 전 과정에 대한 단계를 
설정합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제시됨.

Prevent T2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기

이 모듈에서는 활발히 활동하기 대한 핵심 
원칙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 권장됨.

활동 기록 이 모듈에서는 활동 기록에 대한 핵심 원칙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세션으로 권장됨.

Prevent T2를 위한 건강한 
식사

이 모듈에서는 건강한 식사에 대한 핵심 원칙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세션으로 권장됨.

식사 기록 이 모듈에서는 식사 기록에 대한 핵심 원칙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세션으로 권장됨.

활발한 활동 강화 이 모듈에서는 활동량 증가에 대한 핵심 원칙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세션으로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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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이름 설명

칼로리를 섭취량보다 많이 
연소시키기

이 모듈에서는 칼로리 균형에 대한 핵심 원칙을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 세션으로 권장됨.

Prevent T2를 위한 구매 및 
요리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구매하고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줄이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운동할 시간 내기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활발히 활동할 
시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촉발제 대처하기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촉발하는 요인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심장 건강 유지하기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주도적으로 생각하기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해로운 생각을 
유용한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도움받기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건강한 생활방식에 
대한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집 밖에서 건강한 식사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식당이나 사교 
행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식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Prevent T2에 대해 ►
동기부여 지속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이 각자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다음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도록 돕습니다. 
6개월 지점에서 권장됨.

프로그램의 첫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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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마지막 6개월

반드시 이러한 10개 모듈 중 최소 6개를 마지막 6개월 동안 제출해야 합니다.  
Prevent T2—평생 지속하기!는 마지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모듈은 순서와 상관 
없습니다. 

모듈 이름 설명

체중이 고정되어 더 줄지 
않을 때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체중 감소 속도가 
줄거나 멈추었을 때 다시 체중 감량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운동 휴식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매 30분마다 2분간의 
운동 휴지기를 갖는 것에 대한 장애물 극복 방법을 
설명합니다.

꾸준한 활동으로 Prevent T2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계속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집이 아닌 곳에서 꾸준히 
활동하기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출장이나 여행에서 
운동 목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T2 더 알기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제2형 당뇨병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탄수화물 더 알기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탄수화물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좋아하는 건강식 섭취하기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좋아하는 건강식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충분한 수면 취하기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원래 궤도로 돌아가기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식사 또는 운동 
목표에서 벗어났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삶을 위한 Prevent T2!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이 각자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도록 돕습니다. 
마지막 세션으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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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

각 모듈에는 다음 섹션을 포함하는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가 있습니다.

세션 포커스
세션에 대해 소개합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세션 종료 시까지 참여자가 배우게 될 내용을 알려줍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세션에 필요한 준비물을 열거합니다. 옵션 물품도 열거합니다. 해당 세션에만 
필요한 물품은 굵은 파란색 글꼴로 표시됩니다.

해야 할 일:
세션 전에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또한 각 참여자 도착 시와 세션 종료 시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모듈 개요
각 섹션의 페이지 수를 알려줍니다. 또한 섹션 당 소비할 시간(분)을 알려줍니다. 

생활방식 코치 대본
단지 시작하는 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표현하십시오. 

각 스크립트에는 다음 섹션이 포함됩니다.

코치 노트

이 제목 다음에서는 토론할 질문을 유도하는 말 등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J 아이콘을 보면 플립 차트나 화이트보드를 사용 중인 경우 표시된 텍스트를 
적으십시오. 세션 시작 전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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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복습

참여자가 도착하면 각각 맞이하고 체중을 측정하게 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과 
활동 시간을 기록합니다(활동 기록 모듈 후 시작). 자료를 배포합니다. 그런 다음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이전 세션의 핵심 사항을 복습하고 그룹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각자의 진행 상황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목표

세션의 핵심 주제를 설명합니다.

세션 주제(다양함)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합니다. 참여자들을 그룹 활동에 참여시킵니다. 예를 
들어 각자의 생각과 느낌 나누기, 브레인스토밍, 역할극, 유인물로 토론하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듈에서는 세션 시간 동안 참여자들이 음식을 먹거나 신체 활동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괜찮은지 관련 기관과 확인하십시오.

성공을 위한 계획

참여자들이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요약 및 마무리

참여자들에게 집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을 전달합니다. 세션의 핵심 사항을 
복습합니다. 그룹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에게 다음 
세션의 주제를 알려주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올 것을 상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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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노트

첫 번째 세션에서 각 참여자에게 참여자 노트를 나눠줍니다. 여러분의 노트도 
만드십시오.

각각의 참여자 노트는 대형 3링 바인더로서 탭으로 구분된 다음 섹션을 포함해야 
합니다.

►►참여자 가이드(모듈별로 추가 구분됨)

►►운동 로그

►►식사 로그

►►체중 로그

►►실천 계획 일기

►►기타 자료 

참여자들은 참여자 노트를 집으로 가져갔다가 세션에 참여할 때마다 가져와야 
합니다. 노트를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을 경우 다른 참여자와 노트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참여자 가이드

각 모듈에는 유인물이 포함된 참여자 가이드가 있습니다. 일부 유인물은 세션에서 
참여자들이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유인물은 참여자들이 집에서 사용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세션 때 참여자 가이드를 모두 배부해도 됩니다. 아니면 한 번에 하나씩 
배부해도 됩니다(세션마다 가이드 한 개). 

운동 일지

참여자는 반드시 매일 운동 로그를 사용해 활동한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활동 
기록 모듈 후 시작). 활동은 중간 속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활동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을 적도록 권장됩니다.

참여자들은 각 세션 시작 시 운동 로그를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활동 시간을 기록합니다.

음식 일지

참여자들은 식사 로그를 사용해 식사를 기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식사 기록 모듈 
후 시작). 식사 로그는 보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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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로그

각 세션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사적인 곳에서 측정하고 체중을 알려줍니다.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체중을 기록합니다. 참여자들은 반드시 체중을 자신의 체중 
로그에 기록해야 합니다.

실천 계획 일기

참여자들은 각 세션 동안 새로운 실천 계획을 만들고 이를 집에서 실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타 자료 
참여자를 위한 기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 미팅 일정. 양식을 작성하여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이나 첫 번째 
세션 때 참여자들에게 배포하십시오.
■■ 빠른 가이드. 체중 감량에 대한 팁을 제공합니다. 재량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 제자리에, 준비, 끊기! 금연을 위한 팁을 제공합니다. 재량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 자세히 알아보기. 제2형 당뇨병 예방을 위한 리소스 목록을 제공합니다. 
재량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 이수 증명서 양식을 작성하여 원하는 경우 마지막 세션에서 참여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옵션 활동

다음은 고려해볼 옵션 활동입니다. 활동들이 그룹에 맞는지 관련 기관과 논의해 
보십시오.

참고: CDC 승인을 위해 이러한 활동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여자들 
사이에 출석률과 충실도를 높여 관련 기관의 승인 달성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도에 대한 참여자 사전 검열(옵션)
원하는 경우 대면 상담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참여자를 사전 검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여 후보자에게 신청 전에 Prevent T2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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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세션 열기(옵션)
원하는 경우 보강 세션을 열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출석하지 못한 세션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세션보다는 시간이 짧지만 핵심 내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보강 세션은 동일한 날의 이후 시간이 아니라 다른 날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세션 외부에서 연결하기(옵션)
참여자들은 세션 시간 외에 또는 프로그램 종료 후 지원, 학습, 재미를 위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참여하도록 초대하되 부담을 갖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원한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가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모임을 만들어 이러한 연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형성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코치의 소셜 네트워크 형성 사례:

►►참여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배포(참여자 동의 시)

►►리스트서브 만들기

►►폐쇄형 Facebook 그룹 만들기

 ► MyFitnessPal.com과 같은 행동 기록계로 참여자 연결

모임 만들기

모임에는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만드는 모임의 사례:

►►건강에 좋은 식품 구매하기

►►건강식 조리해 먹기

►►건강한 피크닉 하기

►►산책 또는 하이킹

►►축구 또는 발야구

 ► 3킬로나 5킬로를 함께 달리기

참고: 이러한 모임은 세션 내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임은 단지 세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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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세션 포커스

이 소개 모듈은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단계에서 행동하는 단계로 나아감으로써 
생활방식을 바꾸도록 돕습니다. 이 모듈은 Prevent T2(제2형 당뇨병 예방) 전 과정
에 대한 단계를 설정합니다. Prevent T2는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
들에게 이를 예방하거나 지연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할 일:
 ► Prevent T2의 목표와 구성 확인

►► 제2형 당뇨병의 기본 사항 파악

►► 실천 계획 수립 방법의 설명

►► 목표 설정 및 기본 실천 사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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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각 참여자와 여러분이 한 개씩) 각각의 참여자 노트는 대형 3링 
바인더로서 탭으로 구분된 다음 섹션을 포함해야 합니다.

►� 참여자 가이드(모듈별로 추가 구분됨)
►� 운동 로그
►� 식사 로그
►� 체중 로그
►� 실천 계획 일기 
►� 기타 자료

►�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각 참여자에게 여러 장)
►� 식단 로그 양식(각 참여자에게 여러 장)
►� 체중 로그 양식(각 참여자에게 여러 장)
►� 실천 계획 일기 양식(여러분은 한 부, 참여자들에게 1, 2페이지는 한 장,  
3페이지는 여러 장 배부)
►� 기타 자료(각 참여자와 여러분이 한 개씩. 프로그램 개요 참조)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여러분이 여러 장)
►� 이름표(각 참여자와 여러분이 한 개씩)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옵션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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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참여자 노트를 나눠줍니다. 

►�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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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2

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소개 ........................................... 6페이지 ............................. 15분

►� 목표 ......................................................... 8페이지 ............................... 2분

►� 프로그램 개요 ........................................ 8페이지 ............................. 15분

►� 제2형 당뇨병의 기초 ............................. 11페이지  .......................... 10분

 � 6개월 목표 .............................................. 11페이지 ............................. 7분

►� 성공을 위한 계획 ................................... 14페이지 ............................. 8분

►� 요약 및 마무리 ....................................... 17페이지 .............................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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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소개 
(15분)

안녕하세요!

[귀하의 이름]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인도에 표류한다면  
가져가고 싶은 두 가지 
물건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이를 예방하거나 지연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프로
그램, Prevent T2 첫 번째 미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프
로그램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미국 질병
통제예방센터, CDC)에서 개발했습니다. 각자 소개하는 것으
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__입니다. 일 년 동안 여러분과 협력하게 되어 기
쁩니다.

%►►코치 지침: 그룹에게 여러분의 배경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합니다. 코치가 두 명 이상일 경우, 인사말을 변경합니다.

관련 기관에서의 직책/역할, 종사하는 진료 분야(해당되는 
경우), 당뇨병 예방 및/또는 Prevent T2 프로그램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 활동: 아이스브레이커

►►코치 대본: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
에 만난 적이 없는 상대를 고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파트
너는 교대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서로에게 해야 합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인도에 표류한다면 가져가고 싶은 두 가지 물건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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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치 노트 인사 및 소개

이 활동의 목표는 참여
자들이 서로에 대해 알
게 하는 것입니다. 원
한다면 다른 아이스브
레이커를 선택해도 됩
니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의 
참여 목적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활동량 증가

►■체중 감소

►■제2형 당뇨병 예방

►■친구나 가족 지원

바꿀 시간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룹 전체에게 
여러분의 파트너와 파트너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소개해 주
십시오.

%►►코치 지침: 2분 경과 지점에서 역할을 바꿀 시간이 되면 
참여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코치 대본: 이제 약 30초 동안 파트너를 그룹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코치 지침: 참여자들이 자신의 파트너를 간략하게 
소개하게 합니다.

►►코치 대본: 이제 몇 분간 여러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9토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이유를 그룹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그룹 멤버들과 많이 알게 되고 
서로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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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이번 첫 번째 세션에서는 Prevent T2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프로그램의 목표 및 구성 

►■제2형 당뇨병의 기초

또한 여러분의 6개월 목표를 세우고 첫 번째 실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요 
(15분)

프로그램 목표:

►■시작할 때 체중에서 
5~7% 감량  
 

►■매주 150분 이상의  
신체 활동

►►코치 대본: 먼저 프로그램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Prevent T2는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 이를 낮추려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모듈 유인물 2페이지의  
“예비 당뇨”를 봐 주십시오.

%►►코치 지침: 유인물을 사용해 당뇨병 전증이 무엇인지,  
이 병을 보유한 사람의 숫자, 관련 건강 문제, 그리고 
위험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코치 대본: 이제 이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겠
습니다. 3페이지의 “Prevent T2 목표”를 봐 주십시오.

%►►코치 지침: 프로그램의 첫 6개월과 두 번째 6개월의 
목표를 읽습니다(또는 지원자가 읽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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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프로그램 개요  

중간 강도의 활동에는 
자전거 타기, 빠르게 
걷기, 춤추기 등이 
있습니다.

►►질문: 시작할 때 체중에서 5~7% 감량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응답: 지금의 체중 100파운드당 5~7파운드가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200파운드인 사람은  
10~14파운드가 빠지는 것입니다. 

►►코치 대본: 신체 활동 목표를 위해서는 최소 중간 강도 
이상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9토론: 중간 강도의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코치 지침: 유인물을 이용해 체중 감량과 활발한 활동 
강화의 이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코치 대본: 이제 이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코치 지침: 참여자 노트를 들어보입니다. 

►►코치 대본: 오늘 오실 때 나누어 드린 참여자 노트를 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노트입니다. 세션 때마다 
반드시 가져오십시오. 

%►►코치 지침: 노트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참여자들에게 
각각의 섹션을 보여줍니다. 

►►코치 대본: 프로그램 미팅 일정을 봐 주십시오.

%►►코치 지침: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참여자들에게 보강 세션, 소셜 네트워크 및 모임에 대해 
언급하십시오. (“프로그램 개요” 참조)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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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프로그램 개요  

►►코치 대본: 각 세션을 시작할 때마다 저와 잠시 일대일로 
대면하시게 됩니다. 오늘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체중을 적어 
주십시오.

몇 주 후부터는 운동 로그도 저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운동 로그에는 매주 활동한 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각 여러분의 체중과 활동 시간을 기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진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룹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사

►■신체활동

►■생활방식 개선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생각, 감정, 경험을 나눌 기회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경우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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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제2형 당뇨병의 기초 
(10분)

참여자들은 제1형 당뇨
병에 대해 질문할 수 있
습니다. 제1형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은 인슐린
을 전혀 생산하지 못합
니다.

►►코치 대본: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제2형 당뇨병의 예방 
또는 지연입니다. 따라서 이 질병의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4페이지의 “제2형 당뇨병”을 봐 
주십시오.

%►►코치 지침: 유인물을 이용해 제2형 당뇨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로운지,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코치 대본: 이러한 요소를 모두 통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체중과 활동량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목표 
(7분)

►►코치 대본: 이번에는 다음 단계를 이야기해봅시다.  
5페이지의 “6개월 목표”를 봐 주십시오.

►►질문: 여러분의 6개월간 활동 목표는 무엇입니까?

응답: 중간 이상의 속도로 매주 최소 150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코치 대본: 6개월간의 목표 체중을 정하기 전에 시작할 
때의 체중에서 몇 퍼센트를 감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거듭 말하면,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 6개월 동안 출발 
체중의 5~7%를 감량하는 것입니다. 

7~8페이지의 “수치별 체중 감량” 차트를 봐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200파운드라고 가정해 봅시다. 파란색 열에서 이 
숫자를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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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6개월 목표 

►►질문: 여러분 체중에서 5%를 감량하는 것이 목표라면 몇 
파운드를 감량해야 합니까? 

응답: 10파운드입니다. 

%►►코치 지침: 필요하면 설명합니다.

►►질문: 그러면 여러분 체중에서 7%를 감량하는 것이 
목표라면 몇 파운드를 감량해야 합니까? 

응답: 14파운드입니다.

%►►코치 지침: 필요하면 좀 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코치 대본: 이제 여러분의 시작 체중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시작할 때 알려드린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크게 
말하거나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다음으로, 다음 6개월간 체중에서 몇 퍼센트를 감량할지 
결정하십시오. 5, 6, 7퍼센트 중에서 결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목표를 달성하려면 몇 파운드를 감량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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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6개월 목표

%►►코치 지침: 필요하면 설명합니다. 

►►코치 대본: 5페이지의 “6개월 목표”를 다시 봐 주십시오. 
기입할 사항: 

►■현재의 체중 

►■체중에서 감량할 퍼센트 

►■감량할 파운드 

그런 다음 현재의 체중에서 해당 숫자를 빼서 목표 체중을 
구하십시오. “___파운드 달성”란에 목표 체중을 기입하
십시오.

%►►코치 지침: 필요하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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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8분)

 

실천 사항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코치 대본: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매 세션마다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실천 계획 일기를 펴주십시오. 2페이지의 “실천 
계획 세우기 팁”을 봐 주십시오.

실천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는 다음 여섯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현실적일 것.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합
니다. 

2.  실행 가능할 것. 작은 변화를 계획합니다. 시간이 지나
면서 이러한 변화는 늘어납니다.

►9토론: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주 150분 활동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실천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치 대본: 실천 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3.  구체적일 것. 실행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합니다. 결정 
사항:

►■무엇을 할지

►■어디서 할지

►■언제 할지

►■얼마나 오래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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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참여자들이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얼마나 
오래를 언급하도록 
하십시오.

►9토론: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주 150분 활동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치 대본: 실천 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4.►융통성이 있을 것. 실행 계획은 자주 검토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실행 계획이 
나에게 잘 맞지 않으면 수정합니다.

5.►행동에 초점을 맞출 것. 예를 들어, 먹는 음식, 활동량 
등 여러분의 실천 사항에 집중함으로써 감량하는 
파운드 숫자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6.►즐길 수 있게 계획할 것. 변화가 고통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활동과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실천 계획을 세워 볼 시간입니다.

3페이지의 “실천 계획”을 봐 주십시오. 

먼저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실천할 목표를 설정해 
주십시오. 목표는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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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코치 지침: 필요하면 설명합니다.

►►코치 대본: 다음으로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열거해 주십시오. 이러한 실천 사항을 어디서, 
언제, 얼마나 오래 실행할지 명시해 주십시오. 또한 발생 
가능한 어려움과 이의 극복 방법도 열거해 주십시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코치 지침: 필요하면 설명합니다.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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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3분)

집에서 실천할 일:

►■실천 계획 짜기

►►코치 대본: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실천 계획을 실행에 
옮겨 주십시오. 실행한 실천 사항을 각각 체크하십시오.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Prevent T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야기한 내용:

►■프로그램의 목표 및 구성

►■제2형 당뇨병의 기초

또한 여러분의 6개월 목표를 세우고 첫 번째 실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세션에서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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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 T2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기

세션 포커스

신체 활동은 제2형 당뇨병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듈에서는 활발히 활동하기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할 일:

►► 활발한 활동의 이점 식별

►► 활발히 활동하는 방법 식별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 Prevent T2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기

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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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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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 6페이지 ............................. 10분

►� 목표 ......................................................... 7페이지 ............................... 2분

 �  활발히 활동하기의 이점 ....................... 7페이지 ............................. 13분

►� 활발히 활동하는 방법 ........................... 9페이지  ............................ 20분

►� 성공을 위한 계획 ................................... 10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 11페이지 ...........................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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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 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제2형 당뇨병의 예방 또는 지연을 위한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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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활발한 활동은 제2형 당뇨병 예방 또는 
지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활발한 활동의 이점

►■활발히 활동하는 방법

몸을 좀 움직여볼 기회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활발히 활동하기의 이점 
(13분) 

►►코치 대본: 활발한 활동이 어떻게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 먼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 가지 이유는 활동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활발히 움직일수록 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비합니다.

►►질문: 칼로리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응답: 칼로리는 에너지의 측정 단위입니다. 칼로리는 
음식과 음료에서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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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활발히 활동하기의 이점  
 

활발히 활동하기의 이점: 

►■수면의 질과 기분이 
좋아짐

►■균형감과 유연성 향상 

►■혈압과 콜레스테롤 
저하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일어날 위험이 감소 

►■스트레스 감소 

►■활력 증가 

►■근육 강화 

►►코치 대본: 활발한 활동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도 제2
형 당뇨병 유발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활발한 활동은 
혈당을 낮춥니다. 세포들이 인슐린을 이용해 혈당을 보다 
잘 소비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9토론: 활발한 활동이 어떻게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활발한 활동의 이점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 활발히 활동하고 싶으신가요?

►►코치 대본: 잘 아시듯이 여러분은 매주 150분 이상 
활동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면 목표에 도달하게 
될►겁니다!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 Prevent T2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기 9

코치 노트 활발히 활동하는 방법 
(20분)

활발히 활동하는 방법: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춤추기 
►■정원에서 일하기 
►■하이킹 
►■조깅 
►■줄넘기 
►■역기 운동 
►■축구 
►■스트레칭 
►■수영 
►■저항밴드 사용 
►■활기차게 걷기

참여자들은 원한다면 
의자를 잡고 지탱할 
수도 있습니다. 서서 
제자리걸음 하기가 
너무 힘들면 앉아서 
발을 굴러도 됩니다.

►►코치 대본: 활발히 활동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법을 최소 한 가지는 
찾으실 수 있습니다.

►9토론: 활발히 활동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 있을까요?

►►코치 대본: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중간 속도 이상으로 활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질문: 중간 속도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응답: 말하기 시험을 해 보십시오. 해당 활동을 하는 
동안은 말은 할 수는 있지만, 노래는 할 수 없습니다.

►►코치 대본: 지금 바로 말하기 테스트를 해봅시다. 

►►1 활동: 제자리걸음 하기

%►►코치 지침: 제자리걸음의 시범을 보여줍니다.  

►►코치 대본: 여러분이 시도해보고 싶은 활동에 대해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십시오.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이야기는 할 수 있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야 합니다.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해 
보게 합니다.  

►►코치 대본: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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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또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에 관해 오늘 논의한 것도 
유념해 주십시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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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10분)

이 토론은 옵션입니다.

►►코치 대본: 이제 이 모듈에 포함된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다음 세션 전까지 3페이지의 “민기의 이야기”와 4페이지의  
“활발히 활동하는 방법”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5페이지의  
“활발히 활동할 준비가 되었습니까?”를 완성해 주십시오. 
활발히 활동하기 전에 의료 제공자를 만나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6페이지의 “활발히 활동하고, 안전을 유지하기”에서 
안전에 관한 팁을 읽으십시오.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7~9페이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봐 주십시오. 일반적인 
어려움 몇 가지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다음 세션 전까지 “기타 극복 방법”란에 자신의 생각을 
적으십시오. 시도해본 각 아이디어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9토론: 활발히 활동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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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집에서 실천할 일:

►■민기의 이야기

►■활발히 활동하기 위한 
방법

►■활발히 활동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활발히 활동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실천 계획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활발한 활동이 제2형 당뇨병의 예방 또는 지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야기한 내용:

►■활발한 활동의 이점

►■활발히 활동하는 방법

몸을 좀 움직여볼 기회도 가졌습니다.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

활동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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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록

세션 포커스

기록이나 셀프 모니터링은 제2형 당뇨병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듈에서는 활동을 기록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할 일:

►► 활동 기록 목적의 식별

►► 활동 기록 방법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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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 활동 시간 측정 방법을 보여주는 물건. 여기에는 시계, 타이머, 스마트폰 
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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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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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 6페이지 ............................. 10분

►� 목표 ......................................................... 7페이지 ............................... 2분

 �  기록의 목적 ............................................ 8페이지 ............................. 10분

►� 활동 기록 방법 ....................................... 9페이지  ............................ 23분

►� 성공을 위한 계획 ................................... 10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 12페이지 ...........................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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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제2형 당뇨병의 예방 또는 지연을 위한 활동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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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매일 활동 시간을 기록하면 제2형 당뇨병의 
예방 또는 지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기록의 목적

►■활동 기록 방법

활동 기록을 연습할 기회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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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기록의 목적 
(10분) 

기록할 사항: 

►■혈압. 너무 높지 
않은지 확인한다. 

►■계좌 잔고. 잔고가 
바닥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자녀의 성적. 학업이 
뒤쳐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냉장고 안의 음식. 
바닥나지 않도록 
한다. 

►■약봉지 안의 약. 
바닥나지 않도록 
한다. 

►■차의 연료. 바닥나지 
않도록 한다. 

►■빨래 바구니 안의 
빨래. 늦지 않게 
세탁한다.

�►코치 대본: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살면서 많은 것을  
기록해 보았을 것입니다.

�9토론: 여러분이 기록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질문: 이러한 것들을 왜 기록합니까?

응답: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매 세션을 시작할 때마다 체중을 
측정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6개월 체중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러면 매일 활동 시간을 기록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응답: 매주 150분 이상 활동이라는 6개월 활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활동은 중간 
속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코치 대본: 물론 체중 감량과 활동, 이 두 가지는 제 2형 
당뇨병의 예방 또는 지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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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활동 기록 방법 
(23분)

 
 

참여자들은 원한다면 
의자를 잡고 지탱할 
수도 있습니다. 서서 
제자리걸음 하기가 
너무 힘들면 앉아서 
발을 굴러도 됩니다. 
참여자들은 말하기 
테스트를 이용해 
중간 속도 이상으로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활동 시간 측정 방법:

►■손목 시계 

►■시계 

►■타이머 

►■피트니스 기록계 

►■스마트폰 앱 

►■컴퓨터 앱

�►코치 대본: 매일 활동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활동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기록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해봅시다.

��1 활동: 기록 연습

%►►코치 지침: 참여자들과 제자리걸음 합니다. 
제자리걸음을 하고 활동 시간을 기록합니다.

�►질문: 활동 시간 기록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응답:

1.►활동 시간 측정

2.►활동 시간 기록

�9토론: 활동 시간 측정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코치 지침: 활동 시간 측정 방법을 보여주는 몇 
가지 물건을 가져옵니다. 참여자들에게 사용 방법을 
보여줍니다.

�►코치 대본: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__분 동안 제자리걸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운동 로그에  
적으십시오. 

%►►코치 지침: 운동 로그를 간략히 검토합니다. 참여자들이 
활동 시간을 기록하는 것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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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활동 기록 방법

활동 기록 방법:

►■스프링노트 

►■스프레드시트 

►■피트니스 기록계 

►■스마트폰 앱 

►■컴퓨터 앱 

►■음성 녹음

�9토론: 운동 로그 사용 외에 활동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치 대본: 하지만 결국에는 운동 로그에 시간을 
기록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로그를 매 세션마다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또한 활동 기록에 관해 오늘 논의한 것도 유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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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지난번보다는 좀 더 노력해 보십시오.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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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10분)

이 토론은 옵션입니다.

�►코치 대본: 운동 로그를 다시 봐 주십시오. 매일 운동 
로그를 사용해 활동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중간 속도 이상의 활동을 기록하십시오. 말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는 정도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빨리 쓸거나 잔디를 깎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포함시키십시오. 

0분을 적는 날도 있을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나머지 기간 동안 매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각 세션 시작 시 운동 로그를 제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 모듈에 포함된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다음 
세션 전까지 3페이지의 “활동 기록 방법”을 읽어 주십시오. 

이제 4페이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어려움 몇 가지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다른 극복 방법”이라고 적힌 열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적습니다. 시도해본 각 아이디어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9토론: 활동을 기록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매일 
활동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의 예방 또는 
지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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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집에서 실천할 일:

►■운동 일지 

►■활동 기록 방법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실천 계획

이야기한 내용:

►■기록의 목적

►■활동 기록 방법

활동 기록을 연습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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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 T2 এর জি্য ভাচলা খাবার 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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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 T2 এর জি্য ভাচলা খাবার খাি

কেিচির মলূ শবষয়গুশল
ভাল�া খাবার টাইপ 2 ডায়ালবটিস প্রতিলরাধ করলি বা তব�তবিি করলি সাহায্য কলর। এই মতডউ�টা 
স্াস্্যকর খাবার ধারণার সালে পতরচয় কতরলয় দেয়।

অংিগ্রহণ�ারীর শিক্ষার উচদেি্য
এই দসশলের দশলে, অংশগ্রহণকারীরা এগুল�া করলি পারলব:

 ► ব্যাখ্যা করলি পারলব তকভালব সঠিক খাবার দখলি হলব টাইপ 2 ডায়ালবটিস  প্রতিলরাধ বা তব�তবিি 
করলি।

 ► কীভালব স্াস্্যকর খাে্য প্রস্তুি করা যালব দসটা ব্যাখ্যা করলব

 ► প্রলি্যক খাে্য দ�াষ্ীর মলধ্য োকা উপাোেগুত�লক তচতনিি করল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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উপ�রচণর তাশল�া

3

আপিার প্রচয়াজি হচব:
 � আপোর অংশগ্রহণকারীর দোটবকু

 � এই মতডউল�র জে্য অংশগ্রহণকারীর তেলেদে তশকা (প্রতিটি অংশগ্রহণকারী এবং আপোর জে্য একটি প্রতিত�তপ)

 � খাত� তিটলেস ��, প্রলয়াজেমি

 � খাত� িুড ��, প্রলয়াজেমি

 � খাত� কমদে পতরকল্পো, প্রলয়াজেমি

 � �াইিস্াই� দকালচর ��

 � োলমর ট্যা�, প্রলয়াজেমি

 � অংশগ্রহণকারীলের ওজে মাপার দকে� (সমস্ত দসশলের জে্য একই)

 � হািঘতি বা ঘতি

 � ক�ম

ঐশছি�:

 � তলিপ চাটদে , ইলজ� বা দটপ এবং মাকদে ার বা দহায়াইট দবাডদে , দহায়াইট দবাডদে  মাকদে ার ও ইলরজার

 � স্ােদে শবহীি এ� �ামচে খাওয়ার মচতা টু�চরা �রা েবশজর করে, যাচত �ম শমশটি এবং �ম ফ্যাট 
থা�চব

 � কব� �রা, অল্প িিু ক্ওয়া ভুট্ার শেপে আর োলো

 � স্ােদে শবহীি এ� �ামচে খাওয়ার মচতা টু�চরা �রা ফচলর করে, যাচত �ম শমশটি এবং �ম ফ্যাট 
থা�চব

 � “Healthy Can Be Tasty (স্াস্্য�র খা্্যও েসু্া্ ুহচত পাচর)” শভশিও:  
https://www.youtube.com/watch?v=k7-JJZ2jpWE

 � শভশিও ক্খার জি্য প্রচয়াজি ইন্ারচিটেহ কপ্রাচজক্ট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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যা �রচত হচব

4

এই কেিচির আচে:
 � একটি তমটিং রুম সংরক্ষণ করুে। তেতচিি করুে দয একটি ব্যততি�ি স্াে আলে দযখালে আপতে 
অংশগ্রহণকারীলেরলক ওজে করলি পালরে।

 � প্রলয়াজেীয় সরবরাহ জলিা করুে।

 � �াইিস্াই� দকাচ প্রতশক্ষলণর তেলেদে তশকা এবং এই মতডউল�র অংশগ্রহণকারীর তেলেদে তশকার পযদোল�াচো 
করুে। উভয় পুঙ্ােপুুঙ্ভালব বলুেলেে িা তেতচিি করুে।

 � িািািাতি দপৌঁোে।

 � এমেভালব দচয়ারগুত� রাখুে দযে মলে হয় আল�াচো হলব, দযমে বতৃ্াকার।

 � প্রলয়াজেীয় িে্য তলিপ চাটদে  বা দহায়াইট দবালডদে  ত�খুে (ঐতছিক)। দেখুে J
প্রশতটি অংিগ্রহণ�ারী আোর েচগে েচগে:

 � অংশগ্রহণকারীলের অতভবােে জাোে।

 � অংশগ্রহণকারীলের একালতে ওজে তেে।

 � আপোর �াইিস্াই� দকালচর �ল� অংশগ্রহণকারীলের দডটা দরকডদে  করুে। 

 � অংশগ্রহণকারীলের িালের ওজে সবিলধে অবতহি করুে। অেবা, িালের জে্য দসটি একটি তস্তক দোলট 
ত�লখ রাখুে। িালেরলক িালের ওলয়ট �ল� ত�লখ রাখলি ব�েু।

 � অংশগ্রহণকারীলেরলক এই মতডউল�র অংশগ্রহণকারীর তেলেদে তশকার একটি প্রতিত�তপ তেে।

 � অংশগ্রহণকারীলেরলক খাত� তিটলেস ��, িুড �� এবং কমদে পতরকল্পো প্রলয়াজে অেসুালর প্রোে করুে।

 � অংশগ্রহণকারীলেরলক িালের োমট্যা� পূরণ কলর প্রলয়াজে অেসুালর পতরধাে করলি ব�েু।

 � অংশগ্রহণকারীলের বসলি ব�েু। যখে অংশগ্রহণকারীরা গ্রুলপর অে্যলের জে্য অলপক্ষা করলেে িখে 
িালেরলক পৃষ্া 2 এর “দসশলের ম�ূ তবেয়গুত�” পযদোল�াচো করলি ব�েু।

এই কেিচির পচর:
 � যি শীঘ্র সম্ভব, এই দসশলের দোট তেে। ত�লখ তেে তক তক ভু� হলয়লে আর দকাোয় দকাোয় উন্নতি করা 
েরকার। পরবিতী দসশলের আল� আপোলক করলি হলব এমে দয দকালো কাজও ত�লখ রা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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মশিউচলর রূপচরখা

5

কেিচির শবষয়বস্তু:
তেম্নত�তখি তবেয়বস্তুটি 60 তমতেলটর জে্য তডজাইে করা হলয়লে। অেগু্রহ কলর প্রতিটি দসশলে ওজে করার  
জে্য এবং অংশগ্রহণকারীলের সলগে পরামশদে করার জে্য অতিতরতি প্রায়ই 10 তমতেলটর অেমুতি তেে।

 � স্া�িম ও পযদোল�াচো  ........................................পৃষ্া 6  ................................ 10 তমতেট

 � উলদেশ্য ..............................................................পৃষ্া 7 ................................... 2 তমতেট

 � কীভালব সঠিক খাে্য খালবে ..................................পৃষ্া 7 ................................. 10 তমতেট

 � কীভালব স্াস্্যকর খাে্য প্রস্তুি করা যায় .................পৃষ্া 10  .............................. 10 তমতেট

 � খাে্য দ�াষ্ীসমহূ .................................................পৃষ্া 12 ............................... 13 তমতেট

 � সািল�্যর পতরকল্পো ...........................................পৃষ্া 17 ................................. 5 তমতেট

 � সারাংশ ও সমাততি ...............................................পৃষ্া 18  .............................. 10 তমতে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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লাইফস্াইল ক�াচের শ্রিপ্ট

ক�াচের জচি্য কিাট স্ােতম ও পযদোচলােিা  
(10 শমশিট)

 ►বলুি: সক�লক আবারও স্া�িম! এটি হ� Prevent T2, CDC এর 
�াইিস্াই� পতরবিদে লের কমদেসূতচর __ তমটিং।

আজ, আমরা টাইপ 2 ডায়ালবটিস প্রতিলরাধ করলি বা তব�তবিি করলি ভাল�া 
খালে্যর গুরুলবের কো আল�াচো করলি চল�তে।

আমালের শুরু করার আল� আসুে আমরা আল� তক আল�াচো কলরতে�াম 
দসই তবেলয় একটু কো বত�। আপোর দকালো প্রশ্ন োকল� আতম িার উত্র 
দেওয়ার দচষ্া করব।

%  যা �রচবি আল�র দসশে সংলক্ষলপ ব�েু।

 9আচলােিা �রুি: আমালের তব�ি অতধলবশে তেলয় আপোলের কী 
কী প্রশ্ন আলে?

 ►বলুি: আসুে আল� আপতে দয কমদে পতরকল্পো কলরতেল�ে দসই অেসুালর 
তকভালব কাজ হলয়লে িা সম্পলকদে  আল�াচো কতর। 

 9 আচলােিা �রুি: তক তক ভাল�াভালব হলয়লে? তক তক ভাল�াভালব হয়তে? 

 ►বলুি: আমরা আজলক যা তেলয় কো বল�তে িা তেলয় আপোর দকালো প্রশ্ন 
আলে তক।

 9 আচলােিা �রুি: তক তক ভাল�াভালব হলয়লে? তক তক ভাল�াভালব হয়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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ক�াচের জচি্য কিাট উচদেি্য
(2 শমশিট)

 ►বলুি: ভাল�াভালব দখল� িা আপোলক সাহায্য করলি পালর টাইপ 2 
ডায়ালবটিস প্রতিলরাধ করলি অেবা তব�তবিি করলি। আজ আমরা, এই তেলয় 
আল�াচো করব:

 ■ তক কলর স্াস্্যকরভালব খাওয়া যায়

 ■ তকভালব এক স্াস্্যকর খাে্য তিতর করা যায়

 ■ প্রতিটি খালে্যর গ্রুলপর বস্তুগুত�

অবলশলে, আপতে একটি েিুে কমদে পতরকল্পো করলবে।

�ীভাচব ভাচলা খা্্য খাওয়া যায়  
(10 শমশিট) 

 ►বলুি: আপোর টাইপ 2 ডায়ালবটিলসর েঁুতক কমালোর জে্য কীভালব  
ভাল�া খাে্য খাওয়া যায় দস তবেলয় আল�াচো শুরু করা যাক। সবার প্রেলম, 
আপোলক এমে সব সামগ্রী দবলে তেলি চাইলবে দযগুত�লি কম পতরমালণ 
ক্যা�তর আলে।

 ► শজজ্াো �রুি: দকউ তক আমালক ব�ল�ে ক্যা�তর তক?

উত্তর: ক্যা�তর হ� তেতহক শততি পতরমালপর একক। আপোরা যা তকেু  
খাে বা পাে কলরে িার দেলক এটা দপলয় োলকে। আপোর শরীর ক্যা�তর 
পুতিলয় দিল� দযভালব দকালো �াতি �্যাস দপািায়।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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ক�াচের জচি্য কিাট শ� �চর স্াস্্য�রভাচব খাওয়া যায়  
 

 ►বলুি: আপতে যতে প্রতি সতিালহ এক পাউন্ড কলর ওজে কমালি চাে, 
আপোলক প্রতি সতিালহ প্রায় 3,500 ক্যা�তর কমালি হলব। 

একই সময়, আপতে এমে সব সামগ্রী বােলি চাইলবে যালি কম মাত্ায় ি্যাট 
আলে।

 ► শজজ্াো �রুি: আপতে দকে এমে সামগ্রী বােলি চাইলবে যালি কম 
মাত্ায় ি্যাট আলে?

উত্তর: ি্যাট-এ দবশী মাত্ায় ক্যা�তর আলে। িাোিা, দযসব ি্যাট ঘলরর 
উষ্ণিায় কঠিে অবস্ায় োলক দসগুত� আপোর হৃৎতপলডের ক্ষতি করলি 
পালর।

 ►বলুি: আপতে এমে সামগ্রীগুত�ও বােলি চাইলবে যালি অল্প মাত্ায়  
শকদে রা আলে।

 ► শজজ্াো �রুি: আপতে দকে এমে সামগ্রী বােলি চাইলবে যালি কম 
মাত্ায় শকদে রা আলে?

উত্তর: তমতষ্ খাবালর উচ্চ মাত্ায় ক্যা�তর োকলি পালর, যতেও দি� জািীয় 
খাবালরর মি অি উচ্চ মাত্ায় ো। (1 দটতব� চামচ সাো তচতেলি আলে  
48 ক্যা�তর। 1 দটতব� চামচ মাখলে আলে 102 ক্যা�তর।) িাোিা, তমতষ্ 
খাবারগুত�র জে্য আপোর রলতি শকদে রার পতরমাণ দবলি যায়। 

 ►বলুি: একই সময়, আপতে এমে সব সামগ্রী বােলি চাইলবে যালি দবশী 
মাত্ায় িাইবার ও পাতে/জ� আলে।

 ► শজজ্াো �রুি: িাইবার মালে কী দকউ ব�লি পারলবে কী?

উত্তর: এমে এক ধরলের কালবদোহাইলরেট দযটা আপোর শরীলরর মলধ্য তেলয় 
হজম ো হলয় পার হলয় যা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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ক�াচের জচি্য কিাট শ� �চর স্াস্্য�রভাচব খাওয়া যায় 

 ► শজজ্াো �রুি: এবং আপতে দকে এমে সব সামগ্রী পেন্দ করলি 
চাইলবে যালি উচ্চ মাত্ায় িাইবার এবং পাতে/জ� োকলব?

উত্তর: এগুত� ক্যা�তর ো বাতিলয় আপোর খালে্যর চাতহো পূণদে কলর দেয়।

 ►বলুি: সবদেলশলে, আপতে এমে সামগ্রীগুত� দবলে তেলি চাইলবে দযগুত�লি 
উচ্চ মাত্ায় তভটাতমে, খতেজ �বণ, এবং দপ্রাটিে আলে। 

 ► শজজ্াো �রুি: আপতে দকে এমে সামগ্রী বােলি চাইলবে যালি উচ্চ 
মাত্ায় তভটাতমে, খতেজ �বণ, এবং দপ্রাটিে আলে?

উত্তর: সুস্ োকবার জে্য আপোর শরীলরর এগুত� েরকার। আর 
আমালের মলধ্য অলেলকই এগুত� যলেষ্ মাত্ায় পাই ো। 

 ►বলুি: এবার এটালক উ�লট দেওয়া যাক।

 ► শজজ্াো �রুি: টাইপ 2 ডায়ালবটিস প্রতিলরাধ করার জে্য, আপতে 
দকাে তজতেসগুত� সীতমি করলি চাইলবে?

উত্তর: দসসব সামগ্রী দযগুত�লি:

 ■ক্যা�তরর, ি্যাট, তচতে দবশী

 ■িাইবার ও পাতে/জ� কম

 ■ তভটাতমে তমোলর� ও দপ্রাটিে ক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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ক�াচের জচি্য কিাট �ীভাচব স্াস্্য�র খা্্য প্রস্তুত �রা যায়  
(10 শমশিচট)

 ►বলুি: এখে এইসব ধারণালক প্রলয়াল� আো যাক। চ�েু এবালর এই 
মতডউল�র তবত�পত্গুল�ার প্রতি মলোলযা� দেওয়া যাক। অেগু্রহ কলর পৃষ্া  
3-এ োকা “একটি স্াস্্যকর খাবার” দ�খাটি দেখুে।

এই েতবলি একটা স্াস্্যকর খাবার দেখালো হলয়লে। এটা আলমতরকাে 
ডায়ালবটিস অ্যালসাতসলয়শলের তেলজর দভাজে তেলজই তিতর করুে ধারণার 
উপলর তভতত্ কলর তিতর হলয়লে। 

দযমে দেখলেে, আপতে চাইলবে:

 ■আপোর দলেলটর অলধদেকটা হ� স্াচদে তবহীে সবতজ (দযমে ব্রলকাত�, দ�টুস, 
এবং দ�া�মতরচ)

 ■আপোর দলেলটর এক-চিুেদোংশ শস্য এবং স্াচদে যুতি খাে্য (দযমে আ� ু
এবং ওটতম�)

 ■ দলেলটর বাতক এক চিুেদোংশ হ� দপ্রাটিে জািীয় খাবার (দযমে মরুত�র 
মাংস, ি্যাটহীে মাংস, এবং 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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ক�াচের জচি্য কিাট শ�ভাচব এ� স্াস্্য�র খা্্য ততশর �রা যায়

অংশগ্রহণকারীরা তেলেদে তশকা 
পাবার জে্য েতবগুত�লক ব্যবহার 
করলি পারলবে। প্রলি্যক খাে্য 
দ�াষ্ীলক দকব� একবারই ব্যবহার 
করা হয়।

এোিাও আপতে তেলি পালরে:

 ■অল্প পতরমালণ েগু্ধজাি খাবার (দযমে 1 কাপ সর িুল� দেওয়া েধু)

 ■অল্প পতরমাণ ি� (দযমে একটা আলপ�, অলধদেকটা ক�া, বা ½ কাপ জাম)

 ■ দকালো একটা পােীয় যালি অল্প পতরমালণ ক্যা�তর আলে বা আলেৌ দেই 
(দযমে পাতে/জ�, দিো দিা�া পাতে/জ�, বা তচতে োিা কতি)

এগুত� দলেলটর পালশ দেখালো হলয়লে।

%  যা �রচবি প্রলয়াজে অেসুালর আল�াচো করুে। 

 ►বলুি: অেগু্রহ কলর পৃষ্া 4-এ োকা “আপোর দলেট তিতরকরুে” দেখুে। 
েতবটালি একসালে দ�লব� �া�াে।

%  যা �রচবি অংশগ্রহণকারীলেরলক প্রতিটা �াইলে কলয়কটা সঠিক খালে্যর 
দ�াষ্ী ত�খলি সাহায্য ক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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ক�াচের জচি্য কিাট খা্্য কোষ্ীেমূহ  
(13 শমশিট) 

তবতভন্ন স্াচদে তবহীে সবতজলি অল্প 
পতরমালণ ক্যা�তর, ি্যাট, এবং 
শকদে রা োলক। দসগুত�লি উচ্চ 
মাত্ায় িাইবার োলক। এলের 
মলধ্য দকালো দকালোটালি প্রচুর 
পতরমালণ পাতে/জ� োলক।

তবতভন্ন স্াচদে তবহীে সবতজ যার  
মলধ্য আলে ব্রকত�, পা�ং শাক,  
এবং দ�া�মতরচ।

এই কাজটি ঐতছিক।

 ►বলুি: এখে প্রলি্যক খাে্য দ�াষ্ীর উপাোেগুত� তেলয় আল�াচো করা 
যাক। অেগু্রহ কলর পৃষ্া 5 দেলক 7-এ োকা “দবলে দে ওয়ার খাে্য” দ�খাটি 
দেখুে।

এবার শুরু করা যাক স্াচদে তবহীে সবতজ তেলয়। এগুত� “তেলজর খাবার তিতর 
করুে” এর েতবগুত�র অলধদেক এসবই দেখালো হলয়লে। দসটা হ� সবলচলয় বলিা 
তবভা�।

ঠান্ডায় জতমলয় রাখা সবতজ িাজা সবতজর মলিাই আপোর পলক্ষ ভাল�া।  
তকন্তু দকৌলটার খাবার যো সম্ভব সীতমি করার দচষ্া করুে, দযগুত�লি  
অল্প পতরমালণ তভটাতমে ও খতেজ �বণ আলে।

 9আচলােিা �রুি: তকেু স্াচদে তবহীে সবতজর উোহরণ কী হলব?

  1 �াযদে�লাপ: সবতজ দখলয় দেখুে

%  যা �রচবি অংশগ্রহণকারীলেরলক এক দরে খাবার মলিা টুকলরা করা 
স্াচদে তবহীে সবতজ তেে, সালে একটা দো� তেে যালি তচতে আর ি্যাট আলে, 
দযমেটা সাধারণ ি্যাটতবহীে ইলয়া�াটদে , দভেজ, এবং মশ�া তেলয় তিতর 
করা হয়।

 ►বলুি: এখালে তকেু স্াচদে তবহীে সবতজ দেওয়া আলে। এই দোল� অল্প মাত্ায় 
শকদে রা ও ি্যাট আলে।

 9আচলােিা �রুি: সবতজ আর দো� দখলি দকমে স্াে �াল�? এগুত� 
তক আপোর খালে্যর চাতহো আলেৌ পূণদে কলর 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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ক�াচের জচি্য কিাট খাবাচরর গ্রুপগুশল

োো জািীয় খাে্য এবং  
স্াচদে যুতি খাবালর তবতভন্ন  
মাত্ার ক্যা�তর, ি্যাট, শকদে রা, 
এবং িাইবার আলে। আর 
দসগুত�র মলধ্য দবশীর ভাল�ই  
অ� পতরমালণ পাতে/জ� োলক।

স্াস্্যকর োো জািীয় খাে্য এবং 
স্াচদে যুতি খালে্যর মলধ্য আলে 
তবেস, বাোতম চা�, এবং যলবর 
গুঁলিা। 

এই কাজটি ঐতছিক।

 ►বলুি: এবার আসুে আমরা োো জািীয় এবং স্াচদে যুতি খাে্য তেলয় 
আল�াচো শুরু কতর। “দবলে দেওয়ার খাে্য” এর েতবগুত�র এক চিুেদোংলশ 
এসবই দেখালো হলয়লে।

দচষ্া করুে যালি আপোর শস্য জািীয় খালবর অলধদেক দযে দ�াটা শলস্যর 
হয়। দসগুত�লি উচ্চির মাত্ায় তভটাতমে, খতেজ �বণ, এবং িাইবার োলক। 

িাই দ�াটা োো জািীয় খাে্য বােুে। এোিাও এমে োো জািীয় খাবার 
বােুে যালি অল্প মাত্ায় ি্যাট এবং শকদে রা োলক।

 9আচলােিা �রুি: তকেু স্াস্্যকর োো জািীয় এবং স্াচদে যুতি 
খাবালরর উোহরণ কী? 

  1 �াযদে�লাপ: োো জািীয় খাে্য দখলয় দেখুে

%  যা �রচবি অংশগ্রহণকারীলেরলক এক দরে দবক করা অল্প �বণযুতি 
ভুট্ার তচলি আর সা�সা দখলি তেে।

 ►বলুি: এই তচপগুত�লক দবক করা হলয়লে, যালি এলি অল্প পতরমালণ 
ি্যাট োলক।

 9আচলােিা �রুি: তচলি আর সা�সা দখলি দকমে �া��? এগুত� তক 
আপোর খালে্যর চাতহো আলেৌ পূণদে কলর 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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ক�াচের জচি্য কিাট খাবাচরর গ্রুপগুশল 

দপ্রাটিে জািীয় খাে্যগুত�লি উচ্চ 
মাত্ায় দপ্রাটিে আলে। এগুত�র 
ক্যা�তরর মাত্া তবতভন্ন রকলমর 
হয়। এবং এগুত�লি শকদে রার মাত্া 
অল্প। িলব এগুত�লি িাইবার এবং 
পাতে/জ� অল্প মাত্ায় আলে।

স্াস্্যকর দপ্রাটিে জািীয় খাবালরর 
মলধ্য আলে চামিা োিালো 
মরুত�, ি্যাটহীে মাংস, এবং মাে।

েগু্ধ জািীয় খাবারগুত�লি তবতভন্ন 
মাত্ায় ক্যা�তর এবং পাতে/জ� 
োলক। এগুত� আপোলক তভটাতমে, 
খতেজ �বণ, এবং দপ্রাটিে দেয়। 
তকন্তু এগুত�লি িাইবালরর 
পতরমাণ অল্প।

স্াস্্যকর েগু্ধ জািীয় খাবালরর 
মলধ্য আলে 1 কাপ সর িুল� 
দেওয়া েধু বা 6 আউন্স সাধারণ 
ি্যাটতবহীে ইলয়া�াটদে ।

 ►বলুি: এবার শুরু করা যাক দপ্রাটিে জািীয় খাবালরর তবেলয়। ‘তেলজর 
খাবার তিতর করুে’ এর েতবগুত�র এক চিুেদোংলশ এসবই দেখালো হলয়লে।

এমে দকালো মাংস পেন্দ করুে দযে িালি ি্যালটর পতরমাণ অল্প োলক। 
আপতে তডলমর কুসুম কিটা পতরমালণ োকলব দসটালকও সীতমি করলি চাইলি 
পালরে —এগুত�লিই সবলচলয় দবশী পতরমালণ ি্যাট োলক। সুিরাং তডলমর 
সাো অংশ অলপক্ষাকৃি ভাল�া পেন্দ।

 9আচলােিা �রুি: তকেু স্াস্্যকর দপ্রাটিে জািীয় খালে্যর উোহরণ কী?

 ►বলুি: এবার শুরু করা যাক েগু্ধ জািীয় খাবালরর তবেলয়। আপতে অল্প 
মাত্ায় েগু্ধ জািীয় খাবার খাওয়ার সময় দখলি পালরে। এমে ধরলের েগু্ধ 
জািীয় খাে্য তেবদোচে করুে দযটালি শকদে রা এবং ি্যালটর পতরমাণ কম।

 9আচলােিা �রুি: তকেু স্াস্্যকর েগু্ধ জািীয় খালে্যর তবকল্পগুত� 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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ক�াচের জচি্য কিাট খাবাচরর গ্রুপগুশল

ি� দবশ অল্প ক্যা�তরযুতি খাে্য। 
এটা আপোলক তভটাতমে এবং 
খতেজ �বণ দেয়। এলি প্রচুর 
পতরমালণ িাইবার এবং পাতে/জ� 
আলে। তকন্তু এলি সবতজর 
িু�োয় দবশী শকদে রা োলক। 

স্াস্্যকর ি� জািীয় খালে্যর 
তবকল্প হ� একটা আলপ�, অলধদেক 
ক�া, বা ½ কাপ জাম।

এই কাজটি ঐতছিক।

পােীয়গুত�লি পাতের/জল�র  
মাত্া দবশী োলক। এগুত�লি 
তবতভন্ন মাত্ায় ক্যা�তর, দপ্রাটিে, 
তভটাতমে, খতেজ �বণ,  
এবং শকদে রা োলক। এগুত�লি 
দবশীরভা� দক্ষলত্ অল্প িাইবার 
োলক।

 ►বলুি: এবার আল�াচো শুরু করা যাক ি� তেলয়। আপতে অল্প মাত্ায় 
ি� জািীয় খাে্য খাবার সময় দখলি পালরে।

আপোর পলক্ষ ঠান্ডায় জমালো ি� িাজা িল�র মলিাই ভাল�া। তকন্তু 
দকৌলটার তমতষ্ ি�, শুকলো ি�, এবং িল�র রস খাওয়া সীতমি করার দচষ্া 
করুে। এগুত�লি উচ্চ মাত্ায় শকদে রা োলক। িাোিা, িল�র রলস খুব অল্প 
িাইবার োলক, িাই এটা আপোর খালে্যর চাতহো দিমে ভালব দমটায় ো 
দযমে দ�াটা ি� করলি পালর।

 9 আচলােিা �রুি: তকেু স্াস্্যকর িল�র জািীয় খালে্যর তবকল্পগুত� কী?

  1 �াযদে�লাপ: ি� দখলয় দেখুে

%  যা �রচবি অংশগ্রহণকারীলেরলক এক দরে এক কামলি খাবার মলিা 
টুকলরা করা ি� তেে সালে একটা দো� তেে যালি অল্প তচতে আর ি্যাট আলে, 
দযমেটা সাধারণ ি্যাটতবহীে ইলয়া�াটদে ।

 ►বলুি: এই দোল� অল্প মাত্ায় শকদে রা ও ি্যাট আলে।

 9আচলােিা �রুি: দো�সহ ি� দখলি দকমে স্াে �া��? এগুত� তক 
আপোর খালে্যর চাতহো আলেৌ পূণদে কলর তে�?

 ►বলুি: এবার শুরু করা যাক পােীয় সংক্াতে আল�াচোয়। আপতে খাবার 
সময় এমে দকালো পােীয় দখলি পালরে দযটালি অল্প ক্যা�তর আলে বা 
ক্যা�তরতবহীে। এমে ধরলের পােীলয়র তবকল্প বােুে যালি অল্প মাত্ায় ি্যাট 
ও শকদে রা আ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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ক�াচের জচি্য কিাট খাবাচরর গ্রুপগুশল

স্াস্্যকর পােীয়গুত�র মলধ্য আলে 
পাতে/জ�, দিো দিা�া পাতে/জ�, 
এবং তচতে োিা কতি।

তমতষ্ এবং ি্যাট জািীয় খাবালর 
উচ্চ মাত্ায় ক্যা�তর আলে।  
এলের দবশীরভাল�ই অল্প মাত্ায় 
তভটাতমে, খতেজ �বণ, এবং 
দপ্রাটিে আলে। এবং প্রায়ই এলি 
অল্প মাত্ায় িাইবার োলক। 
িাোিা, তমতষ্ খাবালর উচ্চ মাত্ায় 
শকদে রা োলক।

তমতষ্ খাে্যগুত�র মলধ্য আলে 
ক্যাতন্ড, কুতকস, এবং তচতে।

ি্যাট জািীয় খালে্যর অতেভুদে তি হ� 
শুকলরর ি্যাট, শুকলো শুকলরর 
মাংস, এবং ি্যাট-ভরতি তচজ।

এই কাজটি ঐতছিক। যতে আপতে 
চাে, িাহল� অংশগ্রহণকারীলের 
ত�ঙ্কটি তেে যালি িাঁরা তভতডওটি 
ঘলরই দেখলি পালরে। পলরর 
তেলকর একটা দসশলে কীভালব 
দকোকাটা করলি হলব এবং 
স্াস্্যকর খাবার তিতর করা যালব 
দস তবেলয় আল�াচো করা হলব।

 9আচলােিা �রুি: তকেু স্াস্্যকর পােীয়র উোহরণ কী?

 ►বলুি: আসুে এখে আমরা পৃষ্া 8-এ োকা “সীতমি করার খাে্য” দেতখ। 
তমতষ্ আর ি্যাটযুতি খাবার আপোর পলক্ষ খারাপ, িাই দসগুত� দবশী পতরমালণ 
খালবে ো।

 9আচলােিা �রুি: তকেু তমতষ্ খাবালরর উোহরণ কী? আর তকেু ি্যাট 
জািীয় খাবালরর উোহরণ কী?

  1 �াযদে�লাপ: তভতডও

%  যা �রচবি একটা 2½-তমতেলটর তভতডও “Healthy Can Be Tasty 
(স্াস্্যকর খাবার সুস্াে ুহলি পালর)” দেখাে।

 9আচলােিা �রুি: আপোর পেন্দসই তকেু স্াস্্যকর খাবালরর 
উোহরণ 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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ক�াচের জচি্য কিাট োফচল্যর পশর�ল্পিা
(5 শমশিট)

 ►বলুি: অেগু্রহ কলর আপোর কমদে পতরকল্পোর জােদো� দেখুে। পলরর 
কলয়ক তমতেট একটি েিুে কমদে পতরকল্পো কলর দেতখ।

আমালের আল�র দসশে দেলক তক কাজ করল�া এবং দকােটি করল�া ো িা 
মলে রাখলি হলব। এমে দকাে পতরবিদে ে আলে তক যা আপতে করলি চাে?

এোিাও মাোয় রাখুে দয আজলক ভাল�া খাে্য তবেলয় আমরা কী কী 
আল�াচো কলরতে।

পতরকল্পো করার সময় মলে রাখুে দয িা পা�ে করলি হলব:

 ■ বাস্তবধমতী

 ■ সম্পােেলযা�্য

 ■ তেতেদেষ্

 ■ েমেীয়

মলে রাখলবে আচরলণর তেকগুত�র উপর দবতশ কলর �ক্ষ্য রাখলি হলব। এবং 
আেলন্দ োকলি দচষ্া করুে!

%  যা �রচবি অংশগ্রহণকারীলেরলক িালের কমদে পতরকল্পো করার জে্য 
কলয়ক তমতেট 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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ক�াচের জচি্য কিাট োরাংি ও েমাশতি  
(10 শমশিট)

এই আল�াচোটা ঐতছিক।

বাসায় দযসব তজতেস দচষ্া করলবে:

 ■আপোর দলেট তিতর করুে

 ■ তকভালব চ্যাল�ঞ্জগুত� সাম�ালবে

 ■কমদে পতরকল্পো

 ►বলিু: অেগু্রহ কলর পৃষ্া 4-এ োকা “আপোর দলেট তিতর করুে” দেখুে, 
দযটা আমরা এর আল�ই তচতনিি কলরতে। আতম চাই দযে আপোরা এটা বাসালি 
ত�লয় দশে কলরে। আপতে দয সামগ্রীগুত� পেন্দ কলরে দসগুত�লক িাত�কাবদ্ধ 
কলর একটা স্াস্্যকর খাবার তিতর করুে। আপতে ধারণা পাবার জে্য পৃষ্া 5 
দেলক 7-এ োকা “দবলে দেওয়ার খাে্য” দ�খাটা ব্যবহার করলি পালরে।

ভাল�া খাে্য খাওয়া চ্যাল�তঞ্জং কাজ হলি পালর। অেগু্রহ কলর পৃষ্া 9 দেলক 
10-এ োকা “তকভালব চ্যাল�ঞ্জগুত� সাম�ালবে” দ�খাটা পিুে। এখালে  
তকেু সাধারণ চ্যাল�লঞ্জর উোহরণ দেখালো আলে এবং দসগুত�লক কীভালব 
দমাকাতব�া করলি হয় িার উপায় দেওয়া আলে। “কাটিলয় ওঠার অে্যাে্য 
উপায়” ক�ালম আপোর তেলজর আইতডয়া ত�খুে। আপতে দযসব আইতডয়া 
দচষ্া কলরলেে দসগুত�লি টিক তেে।

 9আচলােিা �রুি: ভাল�া খালে্যর ব্যাপালর আপোর কালে দকােটা 
চ্যাল�তঞ্জং মলে হলয়লে?

 ►বলিু: আমরা আমালের তমটিংলয়র দশলে এলস দপৌঁলেতে। আজলক, আমরা 
আল�াচো কলরতে দয কীভালব ভাল�া দখল� দসটা আপোলক টাইপ 2 ডায়ালবটিস 
প্রতিলরাধ করলি বা তব�তবিি করলি সাহায্য করলি পালর। আমরা কো ব��াম:

 ■ তক কলর স্াস্্যকরভালব খাওয়া যায়

 ■ তকভালব এক স্াস্্যকর খাে্য তিতর করা যায়

 ■ প্রতিটি খালে্যর গ্রুলপর বস্তুগুত�

 9আচলােিা �রুি: আমরা আজলক যা তেলয় কো বল�তে িা তেলয় 
আপোর দকালো প্রশ্ন আলে তক?

 ►বলুি: পলরর বার আমরা আপোর কমদে পতরকল্পো ও আপতে বাসায় দযসব 
তজতেস দচষ্া কলরলেে দসই তবেলয় কো ব�ব। এোিা আমরা __ সম্পলকদে  
আল�াচো করব।

এই দসশলে আসার জে্য ধে্যবাে। পলরর দসশলে আপোর অংশগ্রহণকারীর 
দোটবকু আেলি ভু�লবে ো।

শমটিং মলুতুশব �রা হচ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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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기록

세션 포커스

기록이나 셀프 모니터링은 제2형 당뇨병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듈에서는 식사를 기록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할 일:

►► 식사 기록 목적의 식별

►► 식사 기록 방법의 설명

►► 영양 성분표 사용 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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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
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 
(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 건량 및 액량 계량컵

�� 계량스푼

�� 주방저울  
및 그릇

�� 땅콩버터

�� 씨리얼 상자

�� 주스 병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 탁구공

�� 주사위

�� 카드 한 세트

�� 골프공

�� 테니스 공

�� 야구공

�� 컴퓨터 마우스

 � CD

�� 영양 성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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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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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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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 6페이지 ............................. 10분

►� 목표 ......................................................... 7페이지 ............................... 2분

►� 식사 기록의 목적 ................................... 7페이지 ............................. 10분

►� 식사 기록 방법 ....................................... 9페이지  ............................ 13분

►� 식품 라벨 이해 ....................................... 12페이지  .......................... 10분

►� 성공을 위한 계획 ................................... 13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 14페이지 ...........................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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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제2형 당뇨병의 예방 또는 지연을 위한 식사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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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매일 식사를 기록하면 제2형 당뇨병의 예방 
또는 지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식사 기록의 목적

►■식사 기록 방법

►■식품 라벨 이해 방법

식사 기록을 연습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식사 기록의 목적 
(10분) 

�►코치 대본: 식사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모듈 유인물  
3~4페이지의 “선주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이야기의 첫 번째 단락을 읽습니다(또는 
지원자에게 읽게 합니다). 그런 다음 선주 생각에 먹은 
음식과 선주가 실제로 먹은 음식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질문: 선주는 이날 몇 칼로리를 섭취했다고 생각합니까?

응답: 1,325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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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기록의 목적   
 

2,295 – 1,325 = 970

�►질문: 칼로리란 무엇입니까?

응답: 열량의 단위입니다. 칼로리는 음식과 음료에서 
얻습니다.

�►질문: 선주는 이날 몇 칼로리를 실제로 섭취했습니까?

응답: 2,295칼로리

�►질문: 선주가 섭취했다고 생각하는 칼로리와 실제로 
섭취한 칼로리 사이의 차는 무엇입니까?

응답: 970칼로리

�►질문: 그렇다면 선주가 체중을 감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응답: 선주는 그녀가 무엇을, 언제, 얼마나 많이 먹고 
마셨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식사를 기록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응답: 6개월 체중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치 대본: 체중 감량은 당연히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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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식사 기록 방법 
(13분)

주방저울은 식품의 
중량을 재는 데 
사용됩니다. 
나머지 도구들은 
식품이 차지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코치 대본: 매일 식사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언제 먹는지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식사 로그를 다시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식사 로그를 간략히 살펴봅니다. 지원자에게 
무엇을 먹었고 언제(시간) 먹었는지를 이야기하도록 
부탁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식사 로그에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언제 먹는지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활동: 음식량 측정

%  코치 지침: 건량 및 액량 계량컵, 계량스푼, 주방저울을 
나눠줍니다. 참여자들에게 각 도구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코치 대본: 이 도구들은 먹은 음식량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서빙 양을 계량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1회 서빙 양은 
큰스푼으로 계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땅콩버터의 
1회 서빙 양은 2큰스푼입니다.

%  코치 지침: 땅콩버터 병을 듭니다.

�►코치 대본: 큰스푼이 있으면 나와서 땅콩버터 2 큰스푼을 
계량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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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식사 기록 방법

씨리얼의 중량을 재려면 
참여자들은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그릇을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2.►그릇의 무게를 빼기 
위해 “tare”를 누릅니다. 

3.►씨리얼을 그릇에  
붓습니다.

%  코치 지침: 필요에 따라 도와줍니다. 해야 할 일을 
설명합니다. 측정치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다음 재료로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씨리얼 ½ 컵 

►■주스 8온스 

►■씨리얼 27그램 

�►코치 대본: 계량을 잘하셨습니다!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측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항상 도구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대중으로 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유인물에서 “일상의 물품과 
서빙 크기”(6페이지)와 “손과 서빙 크기”(7페이지)를 
참조하게 하십시오. 아니면 참여자들과 함께 보십시오. 
원할 경우 유인물에 열거된 물품을 가져오십시오. 
참여자들이 1회 서빙 양을 손으로 계량해보는 연습을 
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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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식사 기록 방법 

식사 기록 도구: 

►■스프링노트 

►■스프레드시트 

►■스마트폰 앱 

►■컴퓨터 앱 

►■음성 녹음 

►■음식 사진

�►코치 대본: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알면 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식사 로그를 다시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로그에 얼마나 많이(양) 먹었는지를 적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양은 부피, 중량 또는 조각(예: 중간 
크기 사과 한 개)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9토론: 로그 사용 외에 식사를 기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치 대본: 하지만 결국에는 식사 로그에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싶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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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식품 라벨 이해 
(10분)

1일 권장량 비율은  
1회 서빙 양이 1일  
영양 필요량에서 
얼마큼 제공하는지를 
나타냅니다. 하루  
2,000칼로리 식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에 
2,000칼로리보다 더 
많거나 적게 섭취할 경우  
1일 권장량 비율은 
달라집니다.

영양 성분표 확인 방법:

►■컴퓨터 앱 

►■스마트폰 앱 

►■웹 사이트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코치 대본: 이제 식품의 1회 서빙 양 계량 방법을 
익혔으므로 이와 관련한 모든 유용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8~10페이지의 “식품 라벨 이해”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유인물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서빙 크기 
섹션을 특히 주의해서 봅니다. 

�►코치 대본: 이제 식품 라벨이 왜 그렇게 유용한지 아실 
겁니다.

�9토론: 라벨을 읽는 것 외에 식품의 영양 성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활동: 식품 라벨 읽기

�►코치 대본: 식품 라벨 읽기를 좀 더 연습해 봅시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눕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영양 성분표 라벨을 읽는 연습을 시킵니다. 필요에 
따라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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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또한 식사 기록에 관해 오늘 논의한 것도 유념해 주십시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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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10분)

집에서 실천할 일:

►■음식 일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실천 계획

 

이 토론은 옵션입니다.

�►코치 대본: 식사 로그를 다시 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그리고 언제 먹는지 기록하기 시작해 주십시오. 
이것이 익숙해지면 얼마나 많이 먹는지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세션에서는 칼로리 기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로그는 보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기록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목표 체중에 
도달하고 제2형 당뇨병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록 방법에 관해 상기하시려면 5페이지 “식사 
기록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식사를 기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페이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봐 주십시오. 
일반적인 어려움 몇 가지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다른 극복 방법”이라고 적힌 열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적습니다. 시도해본 각 아이디어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9토론: 식사를 기록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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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매일 
식사를 기록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의 예방 또는 지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한 내용:

►■기록의 목적

►■식사 기록 방법

►■식품 라벨 이해 방법

식사 기록을 연습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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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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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활동 강화

세션 포커스

활발한 활동을 강화하면 제2형 당뇨병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활발한 활동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할 일: 

►► 활발한 활동 강화의 목적 식별 

►► 활발한 활동 강화 방법 식별

►► 운동의 세부 사항 기록 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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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 저항밴드(각 참여자마다 하나씩)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 활동 기록 방법을 보여주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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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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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6페이지 ............... 10분

►� 목표 .......................................................................7페이지 ................. 2분

►� 활발한 활동 강화의 목적 ....................................7페이지 ................. 5분

►� 활발한 활동 강화 방법 ........................................8페이지  .............. 21분

►� 운동의 세부 사항 기록 ........................................11페이지 ............. 12분

►� 성공을 위한 계획 .................................................13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14페이지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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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활발한 활동 강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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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여러분은 활발히 활동하기를 잘 해오셨습니
다. 오늘은 활발한 활동 강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활발
한 활동을 강화하면 제2형 당뇨병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
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활발한 활동 강화의 목적

►■활발한 활동 강화 방법

►■운동의 세부 사항 기록 방법

몸을 좀 움직여볼 기회도 갖게 될 것입니다. 운동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활발한 활동 강화의 목적 
(5분)

�►코치 대본: 활발한 활동 강화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운동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의 목표는 매주 150분 
이상 활발히 활동하는 것입니다. 속도는 중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간 속도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야기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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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활발한 활동 강화의 목적  

�►질문: 이야기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응답: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치 대본: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심장과 폐는 점점 튼튼해집니다. 따라서 호흡할 
때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매주 좀더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활발한 활동 강화 방법 
(21분)

�►코치 대본: 활발한 활동 강화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았습
니다. 이제 활발한 활동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모듈 유인물  
3페이지의 “영지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이야기의 첫 번째 단락을 읽습니다(또는 
지원자에게 읽게 합니다).

�►질문: 영지는 1주차부터 3주차까지 걷기 활동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합니까?

응답: 영지는 더 길게, 더 빨리, 더 멀리 그리고 더 가파른 
언덕을 걸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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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활발한 활동 강화 방법 

영지의 걷기 활동 강화를 
위한 방법: 

 ■ 1파운드 캔을 든다

►■유모차를 민다

►■발목이나 손목에  
1파운드 웨이트를 
착용한다

�9토론: 영지의 걷기 활동을 강화하는 방법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치 대본: 4주차 동안 영지는 근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쉬는 동안에도 칼로리를 연소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4주차 이틀 동안 영지는 저항밴드로 5회 반복(reps)을  
3세트 했습니다. 

�►질문: 반복이란 무엇입니까? 

응답: 반복이란 밴드를 연속해서 몇 회 늘리느냐입니다. 

�►질문: 세트란 무엇입니까? 

응답: 세트는 반복 횟수의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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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활발한 활동 강화 방법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저항밴드의 사용법에 
대한 팁은 이 모듈 
유인물 5~6페이지의 
“근육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1 활동: 근육 만들기

�►코치 대본: 지금 바로 근육을 만들어 봅시다. 

%  코치 지침: 각 참여자에게 저항밴드를 나눠줍니다. 
저항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시범을 보입니다. 
참여자들에게 양팔을 각각 3회 반복, 2세트를 하게 합니다. 
이 활동 지속 시간을 기록합니다. 저항밴드를 다시 
모으거나 참여자들이 가지게 합니다.

�►질문: 이야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영지는 4주차부터 
5주차까지 활동 강화를 위해 저항밴드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응답: 영지는 저항밴드로 세트당 반복 횟수, 1일 운동 
세트, 일주일에 운동하는 날을 각각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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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운동의 세부 사항 기록 
(12분)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코치 대본: 매일 활발히 활동하는 시간을 잘 기록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이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활발한 활동을 강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동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1 활동: 세부 사항 기록

�►코치 대본: 지금 바로 세부 사항을 기록해 봅시다. 운동 
로그를 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저항밴드로 한 운동을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이 어떤 운동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기록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3회 반복 2세트를 기록하도록 
돕습니다. 플립 차트나 화이트보드를 사용 중인 경우 그 
위에 정보를 적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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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운동의 세부 사항 기록  

기록할 사항:

►■소비한 칼로리

►■거리

►■언덕의 경사도

►■계단 수

►■속도

►■역기 중량

측정 도구:

►■시계 또는 탁상시계

►■피트니스 기록계

►■보행계수기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앱

►■러닝머신

기록 도구:

►■피트니스 기록계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앱

►■스프링노트

►■스프레드시트

►■음성 녹음

�9토론: 시간, 반복 횟수, 세트 외에 여러분의 활동에 
대해 기록할 세부 사항으로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활동 측정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활동 기록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치 대본: 하지만 결국에는 운동 로그에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필수 사항은 활동한 시간을 적는 것만 해당됩니다.

%  코치 지침: 원할 경우, 활동 기록 방법을 보여주는 
몇 가지 물건을 가져옵니다. 참여자들에게 사용 방법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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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또한 활발한 활동 강화에 관해 오늘 논의한 것도 유념해 
주십시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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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5분) 

집에서 실천할 일: 

►■운동의 세부 사항 기록►
(1주일)

►■활발한 활동 강화 방법

►■근육 만들기

►■실천 계획

�►코치 대본: 운동 로그를 다시 봅시다. 매일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하는지를 계속 기록하십시오.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여러분이 하시는 활동의 기타 
세부 사항도 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활동을 강화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듈 유인물 4페이지의 “활발한 활동 강화 방법”을 
봐 주십시오. 활발한 활동 강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줍니다.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여러분이 다음 몇 주간 
활발한 활동을 어떻게 강화할지 적어 주십시오.

5~6페이지의 “근육 만들기”를 읽어 주십시오. 여기 있는 
아이디어도 실천해 보십시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활발한 활동 강화가 제2형 당뇨병의 예방 또는 지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야기한 내용:

►■활발한 활동 강화의 목적

►■활발한 활동 강화 방법

►■운동의 세부 사항 기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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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몸을 좀 움직여볼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세부 
사항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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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리를 섭취량보다 많이 연소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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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리를 섭취량보다 많이 연소시키기

세션 포커스

체중 감량은 제2형 당뇨병 예방 또는 지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칼로리 섭취량보다 소비량을 늘려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할 일:

►► 칼로리와 체중의 상관관계 이해

►► 칼로리 섭취량 기록 방법 설명

►► 칼로리 소비량 기록 방법 설명

►► 칼로리 소비량을 섭취량보다 늘리는 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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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 양팔 저울

�� 테이블

�� 빨간색 구슬 20개

�� 파란색 구슬 20개

�� 싱크대

�� 풍선 2~3개

�� 바늘

�� 스프링노트, 스마트폰 앱, 컴퓨터 앱과 같이 칼로리 섭취량과 소비량을 
기록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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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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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6페이지 ..................... 10분

►� 목표 .................................................................7페이지 ....................... 2분

►� 요약 및 마무리 ...............................................7페이지 ..................... 10분

►� 칼로리 섭취량 기록 방법 ..............................11페이지 ................... 10분

►� 칼로리 소비량 기록 방법 ..............................12페이지 ................... 10분

►� 칼로리 섭취량보다  
소비량을 늘리는 방법 ...................................14페이지 ................... 10분

►� 성공을 위한 계획 ...........................................15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16페이지 .....................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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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칼로리 섭취량보다 소비량을 늘려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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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여러분도 아시듯이 체중 감량은 제2형 
당뇨병 예방 또는 지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칼로리 섭취량보다 소비량을 늘려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칼로리와 체중의 상관관계 

►■칼로리 섭취량 기록 방법

►■칼로리 소비량 기록 방법

►■칼로리 소비량을 섭취량보다 늘리는 방법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칼로리와 체중 
(10분) 

�►코치 대본: 칼로리와 체중의 상관관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칼로리란 무엇입니까?

응답: 열량의 단위 

�►코치 대본: 먹거나 마실 때 칼로리를 섭취합니다. 활동할 
때 칼로리를 소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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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칼로리와 체중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원할 경우, 
참여자들에게 사진을 
찍도록 합니다.

��1 활동 1: 풍선에 구멍 내기

%  코치 지침: 풍선을 수도꼭지에 끼웁니다. 풍선을 반쯤 
물로 채웁니다.

풍선에 작은 구멍을 냅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조금씩 꾸준히 풍선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질문: 풍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응답: 구멍으로 나가는 양보다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풍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코치 지침: 풍선에 작은 구멍을 좀 더 뚫어서 들어오는 
물의 양만큼 더 많은 양의 물이 나가도록 합니다.

�►질문: 풍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응답: 같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코치 지침: 풍선에 작은 구멍을 몇 개 더 뚫어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나가도록 
합니다. 

�►질문: 풍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응답: 풍선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코치 대본: 이것이 여러분이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비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체중이 줄어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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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칼로리와 체중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원할 
경우, 참여자들에게 
사진을 찍도록 합니다.

��1 활동 2: 구슬의 균형 맞추기

%  코치 지침: 양팔 저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개의 
그릇을 준비해 하나는 빨간색 구슬을, 다른 하나는 파란색 
구슬을 채웁니다. 두 명의 지원자를 나오게 합니다. 

�►코치 대본: 파란색 구슬은 섭취하는 칼로리입니다. 
빨간색 구슬은 소비하는 칼로리입니다.

%  코치 지침: 첫 번째 지원자에게 저울 한쪽에 파란색 
구슬 10개를 놓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원자에게 저울 
다른 쪽에 빨간색 구슬 5개를 놓으라고 합니다.

�►질문: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 체중이 늘어납니다

%  코치 지침: 두 번째 지원자에게 저울에 빨간색 구슬  
5개를 더 놓으라고 합니다.

�►질문: 섭취하는 것과 같은 수의 칼로리를 소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 체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코치 지침: 두 번째 지원자에게 저울에 빨간색 구슬  
5개를 더 놓으라고 합니다.

�►질문: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 체중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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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칼로리와 체중   
 

체지방 1파운드 =  
3,500칼로리 

3,500칼로리 ÷ 7일 =  
500칼로리/일 

칼로리를 보다 적게 섭취►
하기 위해 영식이 할 수  
있는 일:

►■닭고기를 튀기는 대신 
굽기 

►■탄산음료나 주스 대신 
물 마시기 

►■먹는 양을 줄이기 

►■간식으로 포테이토칩 
대신 당근 스틱 먹기

칼로리를 보다 많이 소비►
하기 위해 영식이 할 수 
있는 일:

►■활발히 활동하는 시간 
늘리기 

►■더 멀리 가거나 더 빨리 
가기

►■더 가파른 언덕 오르기 

►■더 무거운 역기 들기 

►■하루에 더 많은 계단 
오르기

�►코치 대본: 여러분의 목표가 체중 감량이라면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더 많이 소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모듈 유인물 3~4페이지의 “영식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이야기의 첫 번째 페이지(3페이지)를 
읽습니다(또는 지원자에게 읽게 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코치 대본: 영식이 첫 번째 옵션을 선택했다고 
가정합시다. 

�9토론: 영식은 식사 습관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하루 
섭취량을 500칼로리 더 줄일 수 있었습니까?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방법” 
(5~7페이지), “음료수 다시 생각하기”(8~10페이지), “쉬워진 
보다 나은 음료수 선택”(11~12페이지)을 참조하게 합니다. 
아니면 참여자들과 함께 보십시오.

�►코치 대본: 영식이 두 번째 옵션을 선택했다고 
가정합시다.

�9토론: 영식은 활발한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어떻게 
하루 소비량을 500칼로리 더 늘릴 수 있었습니까?

�►코치 대본: 세 번째 옵션은 영식이 식사와 활동을 혼합해 
하루에 500칼로리를 더 소비하는 것입니다.

�9토론: 세 가지 옵션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적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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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칼로리 섭취량 기록 방법 
(10분)

►■오트밀 1컵

►■물 2컵 

►■시나몬 가루 

►■커피 1잔 

►■탈지 우유 1컵 

식품의 칼로리 양 확인 
방법:

►■일반 식품에 포함된 
칼로리 양 목록

►■영양 성분표

►■온라인 도구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앱

�►코치 대본: 칼로리와 체중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
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섭취하는 칼로리 양 기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섭취하는 칼로리 양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는지

영식은 아침식사에 얼마나 많은 칼로리가 들어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계량컵을 이용해 각 식품을 
계량합니다. 영식의 아침식사:

►■오트밀 1컵, 물 2컵, 시나몬 가루로 만든 오트밀

►■커피 1잔

►■탈지 우유 1컵(오트밀과 커피에 나누어 마심)

�9토론: 영식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면 아침식사에 
포함된 칼로리 양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코치 대본: 영식은 아침식사에 400칼로리가 들어 있는 
것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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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칼로리 섭취량 기록 방법 

칼로리 기록 방법: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앱

►■스프링노트

►■스프레드시트

►■음성 녹음

칼로리 섭취량 기록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사 기록 
유인물을 참조하십시오. 

�►질문: 그는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녹음합니다.

�9토론: 영식은 아침식사에 포함된 칼로리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코치 대본: 하지만 결국에는 식사 로그에 이 숫자를 
기록하고 싶을 것입니다.

%  코치 지침: 원할 경우, 섭취하는 칼로리 기록 방법을 
보여주는 몇 가지 물건을 가져옵니다. 참여자들에게 사용 
방법을 보여줍니다.

칼로리 소비량 기록 방법 
(10분)

�►코치 대본: 칼로리 섭취량 을 기록하는 방법을 알아봤습
니다. 이제 여러분이 소비하는 칼로리 양 기록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영식은 산책을 합니다. 그는 몇 
칼로리를 소비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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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칼로리 소비량 기록 방법

 ■ 240파운드

►■걷기

 ■ 30분

►■보통 속도

소비한 칼로리 확인 방법:

►■일반적인 활동 목록

►■온라인 도구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앱

여러분이 소비하는 칼로리 양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체중

►■활동 내용

►■활동 시간

►■활동 속도 

영식은 스스로 체중을 측정해 보았으므로 자신이  
240파운드라는 것을 압니다. 걷는 동안 시간을 쟀기 
때문에 30분인 것을 압니다. 이야기 테스트를 이용해서 
중간 속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질문: 이야기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응답: 영식이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토론: 영식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면 아침식사에 
포함된 칼로리 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이 모듈 유인물 13페이지의  
“칼로리 소비 방법”을 참조하게 합니다. 아니면 
참여자들과 함께 유인물을 보십시오. 

�►코치 대본: 영식은 걷기로 약 90칼로리를 소비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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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칼로리 소비량 기록 방법

칼로리 기록 방법: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앱

►■스프링노트

►■스프레드시트

►■음성 녹음

칼로리 소비량 기록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활동 기록 
유인물을 참조하십시오. 

�►질문: 영식은 기록한 칼로리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녹음합니다.

�9토론: 영식은 걷기로 소비하는 칼로리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코치 대본: 하지만 결국에는 운동 로그에 이 숫자를 
기록하고 싶을 것입니다.

%  코치 지침: 원할 경우, 소비하는 칼로리 기록 방법을 
보여주는 몇 가지 물건을 가져옵니다. 참여자들에게 사용 
방법을 보여줍니다.

칼로리 섭취량보다 소비량을 늘리는 방법�
(10분)

�►코치 대본: 특정한 날 섭취하는 칼로리 양과 소비하는 
칼로리 양을 알면, 이날의 실제 소비한 칼로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영식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코치 지침: 이야기의 두 번째 페이지(4페이지)를 읽습니다
(또는 지원자에게 읽게 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코치 대본: 기억하세요. 하루에 1,700칼로리가 영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칼로리 목표에 대해 여러분의 의료 
제공자에게 이야기하십시오.

�9토론: 식사와 활동을 결합해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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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또한 칼로리 섭취량보다 소비량 늘리기에 관해 오늘 
논의한 것도 유념해 주십시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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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3분)

집에서 실천할 일:

►■최소 1일 이상 기록할 
사항:

►■칼로리 섭취량

►■칼로리 소비량

►■실천 계획

�►코치 대본: 칼로리를 기록하면 칼로리 섭취량보다 
소비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로그와 
운동 로그를 다시 봐 주십시오.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이 
두 로그를 사용해 여러분이 섭취하는 칼로리와 소비하는 
칼로리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하루 이상 실천해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칼로리 섭취량보다 소비량을 늘려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야기한 내용:

►■칼로리와 체중의 상관관계 

►■칼로리 섭취량 기록 방법

►■칼로리 소비량 기록 방법

►■칼로리 소비량을 섭취량보다 늘리는 방법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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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건강식 섭취하기

세션 포커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즐거운 일이며 제2형 당뇨병 예방 또는 
지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좋아하는 
건강식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이 끝나면 참여자들은 다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식사에 대한 건강한 접근 방법 

►► 건강한 선택을 하는 방법 

►► 좋아하는 건강식을 섭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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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 “Cooking with Herbs, Spices, and Other Seasonings 
(허브, 향신료 및 기타 양념으로 요리하기)” 비디오:  
https://healthyeating.nhlbi.nih.gov/video_herbs.aspx

�� 인터넷 접속 기능을 갖춘 비디오 시청용 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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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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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6페이지 ............... 10분

►� 목표 .......................................................................7페이지 ................. 2분

►� 식사에 대한 건강한 접근 ....................................7페이지 ............... 10분

►� 건강한 선택하기 ..................................................8페이지 ............... 10분

►� 좋아하는 건강식 섭취하기  ................................10페이지 ............. 18분

►� 성공을 위한 계획 .................................................11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12페이지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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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 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강식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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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건강식은 맛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강식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야기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에 대한 건강한 접근 

►■건강한 선택하기 

►■좋아하는 건강식 섭취하기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식사에 대한 건강한 접근법 
(10분) 

�►코치 대본: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음식을 먹습니다. 
식사에 대한 건강한 접근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강식을 
섭취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모듈 유인물 3페이지의 “연수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또는 자원자가 읽게 
하십시오.)

�9토론: 배가 몹시 고플 때는 어떤 기분이 듭니까?

배가 몹시 고플 때 건강하지 못한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먹은 적은 없습니까? 왜 그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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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식사에 대한 건강한 접근  
 

�►코치 대본: 여러분이 매우 배고플 때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배고프지 않을 때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질문: 어떤 것이 식사에 대한 보다 건강한 접근일까요?

응답: 배고플 때만 먹되, 너무 배고프지 않을 때 먹는 
것입니다.

�►코치 대본: 이 모듈 유인물 4페이지의 “적당량 먹기”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유인물을 살펴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선택하기 
(10분)

�►코치 대본: 연수의 담당의사가 그에게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질문: 연수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응답: 제한할 식품:

►■칼로리, 지방 및 설탕 함유량이 낮은 식품

►■섬유소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식품

►■비타민, 미네랄 및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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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건강한 선택하기  

 

섬유소는 소화되지 
않은 채 신체를 
통과하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입니다. 

�►질문: 그러면 연수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제한해야 
할까요?

응답: 제한할 식품:

►■칼로리, 지방 및 설탕 함유량이 높은 식품

►■섬유소와 수분 함유량이 낮은 식품

►■비타민, 미네랄 및 단백질 함유량이 낮은 식품

�►질문: 섬유소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식품을 선택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칼로리를 추가하지 않고도 배를 채웁니다.

�►코치 대본: 섬유소는 칼로리가 낮을 뿐더러 또 하나의 
이점이 있습니다.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낍니다. 프랜치프라이를 먹고나서 
한 시간 후에 다시 배고픈 적이 있었습니까? 섬유소가 
적게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듈 유인물 5페이지의“Prevent T2를 위한 건강한 선택”
을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유인물을 살펴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2열의 선택들이 1열의 선택들보다 건강한 이유를 설명합
니다.

�9토론: 제2형 당뇨병 예방을 위한 건강한 선택으로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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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좋아하는 건강식 섭취하기 
(18분)

할머니의 조리법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연수가 할 수 있는 선택:

►■간 쇠고기 대신 간 
칠면조 고기 사용 

►■홀 그레인 라쟈냐 누들 
사용 

►■전지 대신 탈지 또는 
부분 탈지 리코타와 
모짜렐라 사용 

►■치즈 절반을 버섯, 
시금치, 빨간 피망 
같은 전분이 없는 
채소로 대체 

►■누들 절반을 전분이 
없는 채소로 대체 

►■여분의 허브와  
향신료 추가

�►코치 대본: 먹는 것은 삶의 진정한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음식은 단지 배만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각도 즐겁게 해줍니다.

연수는 새로운 식단에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모두 빼앗길
까 걱정됩니다. 그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건강식을 
만드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그는 날 시금치를 많이 먹게 
되는 상상을 합니다.

�9토론: 음식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아하지 않는 식사법을 고수할 수 
있을까요?

�►코치 대본: 7페이지의 “레시피 조정”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유인물을 살펴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9토론: 건강한 선택을 즐겁게 만드는 다른 방법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치 대본: 연수가 좋아하는 요리는 할머니가 해준 
방식의 라쟈냐입니다. 할머니의 레시피는 리코타와 
모짜렐라 치즈, 간 쇠고기, 토마토소스 그리고 라쟈냐 
누들입니다. 

�9토론: 연수가 할머니의 라쟈냐 레시피를 건강하게 
바꾸면서 여전히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치 대본: 정말 맛있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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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좋아하는 건강식 섭취하기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원할 경우 
참여자들에게 집에서 
볼 수 있는 비디오 
링크를 알려주십시오.

��1 활동: 비디오 

�►코치 대본: 맛이 훌륭하고 건강에 좋은 요리를 셰프가 
어떻게 만드는지 봅시다.

%  코치 지침: 5분짜리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Cooking 
with Herbs, Spices and Other Seasonings.”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또한 좋아하는 건강식 섭취하기에 관해 오늘 논의한 것도 
유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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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요약 및 마무리 
(5분)

�►코치 대본: 이 모듈 유인물 6페이지의 “Prevent T2를 위한 
건강한 선택”을 봐 주십시오.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빈 
챠트에 건강한 선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적어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연수의 라쟈냐 레시피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여러분 
자신의 레시피를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 좋아하는 건강식 섭취하기 1313

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집에서 실천할 일:

 ■ Prevent T2를 위한  
건강한 선택

►■레시피 조정

►■실천 계획

좋아하는 레시피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레시피로  
더욱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7페이지의 “레시피 조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셔도 
됩니다. 원하신다면 직접 요리해 보셔도 됩니다! 새로운 
레시피 복사본을 그룹에게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건강식 섭취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식사에 대한 건강한 접근

►■건강한 선택하기

►■좋아하는 건강식 섭취하기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

스트레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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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관리

세션 포커스

스트레스 관리는 제2형 당뇨병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줄이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이 끝나면 참여자들은 다음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의 원인 몇 가지

►► 스트레스와 제2형 당뇨병의 상관관계

►► 스트레스 감소 방법 몇 가지

►►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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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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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 작은 매트 또는 베개(참여자마다 하나씩)

�� 마음을 진정시키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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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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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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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6페이지 ..................... 10분

►� 목표 .................................................................7페이지 ....................... 2분

►� 스트레스의 원인 ............................................8페이지 ....................... 5분

►� 스트레스와 제2형 당뇨병 .............................8페이지 ....................... 8분

►� 스트레스 감소 방법 .......................................10페이지 ..................... 8분

►�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 ..........................10페이지 ................... 17분

►� 성공을 위한 계획 ...........................................13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14페이지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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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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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스트레스 관리는 제2형 당뇨병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스트레스의 원인 몇 가지

►■스트레스와 제2형 당뇨병의 상관관계

►■스트레스 감소 방법 몇 가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건강한 방법 몇 가지

릴렉스하는 것을 연습할 기회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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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스트레스의 원인 
(5분) 

스트레스의 원인: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취업 또는 출산 

►■시간 부족 

►■과중한 책임 

►■직장에 대한 불만 

►■휴가

►■결혼 

�►코치 대본: 스트레스의 몇 가지 원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리 삶에는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모듈 
유인물 3~4페이지의 “혜수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3페이지에서 이야기의 첫 번째 세 단락을 
읽습니다(또는 지원자에게 읽게 합니다).

�9토론: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스트레스와 제2형 당뇨병 
(8분)

�►코치 대본: 스트레스의 원인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스트레스와 제2형 당뇨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

1.►제2형 당뇨병 발병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만드는 
신체의 화학적 변화가 나타남  

2.►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하게 됨

이야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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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스트레스와 제2형 당뇨병  

%  코치 지침: 3페이지의 두 개 목록을 읽습니다(또는 
지원자에게 읽게 합니다). 

�9토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코치 대본: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트레스는 여러분을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야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  코치 지침: 4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과 두 개 목록을 
읽습니다(또는 지원자에게 읽게 합니다). 

�9토론: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코치 대본: 여러분도 아시듯이 건강에 해로운 음식 선택, 
지나친 TV 시청, 운동 거르기 등은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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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스트레스 감소 방법 
(8분)

�►코치 대본: 아쉽지만 스트레스를 방지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야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  코치 지침: 4페이지의 “혜수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부터 나머지 이야기를 읽습니다(또는 
지원자에게 읽게 합니다).

�9토론: “아니요”라고 말하기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코치 대본: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살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다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 모듈 유인물 5페이지의 “스트레스 감소 방법”을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유인물을 살펴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 
(17분) 

�►코치 대본: 살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대로 스트레스를 
방지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 대처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듈 유인물 6~7페이지의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
을 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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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모두 
사용할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그룹에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기술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모든 기술을 어설프게 
이용하는 것보다 하나를 
잘 이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복잡해서 눕기 힘들면 
참여자들은 의자에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  코치 지침: 유인물을 살펴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1 활동: 릴렉스 연습하기

�►코치 대본: 유인물에는 릴렉스하는 방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릴렉스하는 것을 연습해 봅시다.

%  코치 지침: 누울 공간이 되면 작은 베개나 매트를 
참여자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참여자들에게 바닥에 
자리를 잡게 합니다. 매트에 앉거나 눕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3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둡니다.

조명을 낮춥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음악을 틉니다. 
참여자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말하는 동안 천천히 
걸어다닙니다. 

�►코치 대본: 여러분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각의 근육들을 차례로 긴장시켰다 
이완시켜야 합니다.

먼저 얼굴 근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얼굴을 찡그리십시오. 
5초간 유지합니다. 이제 풀어줍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  코치 지침: 턱, 어깨, 팔, 가슴, 다리, 발 근육을 차례로 
반복합니다.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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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  

a

�►코치 대본: 이제 명상해 봅시다. 안정감을 느끼는 단순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이미지일 수도,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끼어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이미지나 
소리로 돌아갑니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줍니다.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제 상상해 봅시다. 평화로움을 느끼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자신이 그곳에 있다고 그려봅니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줍니다.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제 심호흡을 해봅시다. 복부 근육의 긴장을 
풉니다. 한 손을 갈비뼈 바로 아래에 갔다 댑니다.

코로 깊은숨을 천천히 들이마시십시오. 손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숨을 모두 
뱉어내십시오. 손이 내려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줍니다.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음악을 끕니다. 조명을 켭니다.

�9토론: 릴렉스하기에 이런 방법들은 어떠십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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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 
 

�►코치 대본: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릴렉스하는 데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최소 하루에 10분간 실천해 봅니다.  

우선은, 어둡고 조용한 방에 누우면 긴장이 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언제 어디서나 긴장을 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또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관해 오늘 논의한 것도 유념해 
주십시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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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5분)

 

집에서 실천할 일:

►■스트레스 감소 방법

 ■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하기

►■실천 계획

�►코치 대본: 5페이지의 “스트레스 감소 방법”을 다시 봐 
주십시오.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삶의 
스트레스를 줄일지 적어보십시오.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데도 흔히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매일 고르십시오. “예”라고 하는 대신 "아니요"라고 
대답하십시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야기한 내용:

►■스트레스의 원인 몇 가지

►■스트레스와 제2형 당뇨병의 상관관계

►■스트레스 감소 방법 몇 가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건강한 방법 몇 가지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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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에서 건강한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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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에서 건강한 식사

세션 포커스

집 밖에서의 건강한 식사는 제2형 당뇨병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식당이나 사교 행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식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할 일:

►► 식당이나 사교 행사에서의 건강한 식사의 어려움 식별

►► 이러한 어려움을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법 설명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 집 밖에서 건강한 식사

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 식당의 다양한 메뉴(건강에 좋은 음식, 건강에 해로운 음식, 상차림을 갖춘 
음식, 패스트푸드, 다양한 요리, 칼로리와 지방 정보를 제공하는 음식, 정보 
미제공 음식 등) 온라인에서 찾거나 식당에서 직접 가져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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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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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6페이지 ............... 10분

►� 목표 .......................................................................7페이지 ................. 2분

►� 집 밖에서 건강한 식사의 어려움 .......................7페이지 ................. 5분

►� 식당에서 건강하게 식사하는 방법 ....................8페이지 ............... 18분

►� 사교 행사에서 건강한 식사의 어려움 ...............12페이지 ............... 5분

►� 사교 행사에서 건강하게 식사하는 방법 ...........13페이지 ............. 10분

►� 성공을 위한 계획 .................................................15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16페이지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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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 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집 밖에서 식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
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
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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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집에서 식사를 관리하는 것이 충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밖에서 식사를 관리하는 것은 
특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식당이나 사교 행사에서의 건강한 식사의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을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식당에서 건강한 식사의 어려움 
(5분) 

식당에서 건강한 식사의 
어려움:

►■양이 많음 

►■건강한 선택안이 없음 

►■성분이나 조리법을 알 
수 없음 

►■미각을 돋우는 음식 

►■예의를 차려야 함 

►■지불한 값어치만큼 
먹고 싶음

�►코치 대본: 식당에서 식사를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모듈 유인물  
3페이지의 “원중이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이야기의 처음 두 문단을 읽으십시오. (또는 
자원자가 읽게 하십시오.)

�9토론: 식당에서의 건강한 식사에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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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식당에서 건강한 식사 방법 
(18분) 

건강한 음식 선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Prevent 
T2를 위한 건강한 식사 
및 좋아하는 건강식 
섭취하기 모듈에 포함된 
유인물을 참조하십시오.

�►코치 대본: 식당에서 건강하게 식사하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식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식당을 고르려면 먼저 메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메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응답: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식당에서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메뉴에서 찾으시겠습
니까?

응답: 칼로리, 지방, 당분 함량이 낮은 음식. 섬유소와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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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식당에서 건강한 식사 방법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건강식임을 제안하는 
단어:

►■오븐에 구운

►■석쇠에 구운

►■저지방

►■찐

건강에 좋은 음식인지 
확인하려면 해봐야 할 
질문:

►■조리법은 무엇인지?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조리 시 어떤 기름을 
사용했는지? 

��1 활동: 메뉴 이해하기

�►코치 대본: 지금 메뉴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누거나 각자 
실습하게 합니다. 주변 식당에서 가져온 다양한 메뉴를 
나눠줍니다. 필요하면 펜을 나눠줍니다.

�►코치 대본: 건강에 좋다고 생각되는 요리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동그라미를 칠 시간을 1, 2분 
줍니다.

�9토론: 어떤 요리에 동그라미를 치셨습니까? 어떤 
단어를 보고 이 요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습니까?

�9토론: 건강한 음식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질문을 
해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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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식당에서 건강한 식사 방법 
 

요청 가능한 건강한 
대안:

►■이것을 튀기는 대신 
오븐에 구운/찐/
석쇠에 구운/그릴에 
구운 요리로 먹을 수 
있을까요? 

►■드레싱/소스/그레이비►
(육즙 소스)/사워크림►
(발효크림)/버터를 곁에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드(돼지기름)/버터 
대신 식물성 기름에 
조리한 요리로 먹을 수 
있을까요? 

�►코치 대본: 여러분은 건강한 대안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렌치프라이 대신 샐러드나 찐 
채소를 사이드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식당들이 기꺼이 이렇게 해줍니다. 경우에 따라 
비용을 다소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9토론: 요청 가능한 건강한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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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식당에서 건강한 식사 방법 

음식을 건강에 적당한 
양으로 주문하기 위한 
질문  

►■이 요리를 제일 적은 
양으로 주문할 수 
있을까요? 

►■메인 요리 대신 애피►
타이저를 주문해도  
될까요? 

►■이 요리를 친구랑 같이 
나눠 먹어도 될까요? 

�►코치 대본: 건강에 좋은 음식인지 확인하는 것 외에 
건강에 적당한 양 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식당들이 많은 양을 줍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매우 
높은 음식이라 작은 양을 주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토론: 음식이 건강에 적당한 양인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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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사교 행사에서 건강한 식사의 어려움 
(5분)

사교 행사:

►■야외 파티

►■휴가 

►■선물 파티 

►■스포츠 경기 

►■결혼식 

►■직장 회식  

사교 행사에서의 어려움:

►■양이 많음 

►■건강한 선택안이 없음 

►■성분이나 조리법을 알 
수 없음 

►■다른 사람이 음식을 
권함

►■미각을 돋우는 음식 

►■예의를 차려야 함

►■함께 어울리고 싶음

�►코치 대본: 식당에서 건강하게 식사하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사교 행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9토론: 음식을 곁들이는 사교 행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치 대본: 사교 행사에서 식사를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  코치 지침: 3페이지 원중이의 이야기에서 세 번째 
단락을 읽습니다(또는 지원자에게 읽게 합니다).

�9토론: 사교 행사에서의 건강한 식사에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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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사교 행사에서 건강하게 식사하는 방법 
(10분)

사교 행사를 준비하는 
방법:

►■집에서 건강에 좋은 
간식을 먹어 너무 배가 
고프지 않도록 합니다.  

►■호스트에게 자신의  
식사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사교 행사 동안 건강하게 
식사하는 방법:

►■요리의 성분과 조리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전분이 없는 채소 또는 
수프로 배를 채웁니다. 

►■물컵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코치 대본: 사교 행사에서 건강하게 식사하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사교 행사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9토론: 사교 행사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코치 대본: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사교 행사 동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9토론: 사교 행사 동안 어떻게 식사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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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사교 행사에서 건강하게 식사하는 방법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1 활동: 어려움 극복 계획

%  코치 지침: 참여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눕니다. 
참여자들이 식당이나 사교 행사에서 건강한 식사의 
어려움을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연습하게 합니다. 상황을 만들어 주어도 됩니다. 아니면 
참여자들이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도 됩니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식당에서 건강한 식사”(4, 5페이지) 및 “사교 
행사에서 건강한 식사”(6페이지)를 참조해도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원한다면 지원자에게 전체 그룹 앞에서 
역할극을 하도록 요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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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또한 집 밖에서 건강한 식사에 관해 오늘 논의한 것도 
유념해 주십시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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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5분)

집에서 실천할 일: 

►■어려움 극복 계획

►■실천 계획

�►코치 대본: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집 밖에서 건강한 
식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음 번 식당이나 사교 
행사에 갈 때 미리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건강한 식사”(4, 5페이지) 및 “사교 행사에서 건강한 식사”►
(6페이지)에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집 밖에서 식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야기한 내용:

►■식당이나 사교 행사에서의 건강한 식사의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을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법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

충동에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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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에 대처하기

세션 포커스

충동에 대처하면 제2형 당뇨병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촉발하는 요인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이 끝나면 참여자들은 다음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 건강에 해로운 식품 구매 충동 및 이의 대처 방법

►► 건강에 해로운 식사 충동 및 이의 대처 방법

►► 꼼짝않고 앉아 있기 충동 및 이의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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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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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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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6페이지 ............... 10분

►� 목표 .......................................................................7페이지 ................. 2분

►� 충동이란? .............................................................8페이지 ................. 8분

►� 건강에 해로운 식품 구매 충동 대처 방법 .........9페이지 ............... 12분

►� 건강에 해로운 식사 충동 대처 방법 ..................10페이지 ............. 12분

►� 꼼짝않고 앉아 있기 충동 대처 방법 ..................11페이지 ............... 6분

►� 성공을 위한 계획 .................................................12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13페이지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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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 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충동에 대한 대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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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충동에 대처하면 제2형 당뇨병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동이란 
여러분의 일상에서 생각할 틈도 없이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건강에 해로운 식품 구매 충동 및 이의 대처 방법

►■건강에 해로운 식사 충동 및 이의 대처 방법

►■꼼짝않고 앉아 있기 충동 및 이의 대처 방법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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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트리거란?  
(8분) 

►►코치 대본: 충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
눠봅시다. 충동이란 시각적 자극, 냄새, 소리 또는 기분 등 생
각할 틈도 없이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들입
니다. 사람, 장소, 활동 또는 상황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충동 중에는 유용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 
매우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이를 놓게 됩니다.

하지만 해로운 충동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식사 목표와 운동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모듈 유인물 3페이지의  
“태리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이야기의 처음 네 문단을 읽으십시오.  
(또는 자원자가 읽게 하십시오.) 

►►코치 대본: 이것은 태리가 근무일에 거의 매일 하는 
행동입니다.

►►질문: 태리의 일상에서 건강에 해로운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응답:

►■졸음이 오면 태리는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 때문에 
다시 건강에 해로운 음식(페이스트리)을 먹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태리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맥주와 칩)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때문에 태리는 움직이는 대신 소파에 누워있게 
됩니다.

►■자판기가 눈에 띄어서 태리는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간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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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건강에 해로운 식품 구매 충동 대처 방법►
(12분)

건강에 해로운 식품 구매 
충동 유발 요인 및 이의 
대처 방법:

배가 고프다. 
►■쇼핑하러 가기 전 미니 
당근 같은 건강 간식을 
먹습니다. 

슬프다/불안하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화가 난다.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쇼핑을 미룹니다. 

세일 중이거나 쿠폰이 
있다.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쿠폰은 모으지 
않습니다. 

미각을 돋운다. 
►■매장에서 미각을 돋우는 
식품 코너는 피합니다. 

항상 사는 품목이 있다. 
►■목록을 만들어 이에 
맞추어 쇼핑합니다. 

배우자/자녀/손주를 위한 
것이다.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코치 대본: 건강에 해로운 식품 구매 충동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여러분이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충동 유발 요인은 무엇입니까?

%  코치 지침: 플립 차트나 화이트보드를 사용 중인 경우 
그 위에 충동 유발 요인을 적습니다.

►►코치 대본: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봅시다.

►9토론: 이러한 충동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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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건강에 해로운 식사 충동 대처 방법►
(12분)

건강에 해로운 식사 충동 
유발 요인 및 이의 대처 
방법:

배가 고프다. 
►■사과와 같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TV를 시청하면서 조금씩 
먹는 것을 좋아한다. 
►■큰 용기나 봉지에 
담아서 먹지 않습니다.  

슬프다/불안하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화가 난다. 
►■건강한 방법으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지루하다. 
►■건강한 활동을 합니다.

외롭다.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합니다. 

구하기 쉽거나 만들기 
쉽다. 
►■미니 당근 같은 구하기 
쉽거나 만들기 쉬운 건강 
식품을 보관해 둡니다. 

음식을 버리고 싶지 않다. 
►■남은 음식은 냉동합니다. 

 ►  코치 대본: 건강에 해로운 구매 충동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식사 충동 유발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토론: 식사에 있어서 건강에 해로운 선택을 하게 
만드는 충동 유발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코치 지침: 플립 차트나 화이트보드를 사용 중인 경우 
그 위에 충동 유발 요인를 적습니다.

►►코치 대본: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봅시다.

►9토론: 이러한 충동 유발 요인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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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꼼짝않고 앉아 있기 충동 대처 방법►
(6분)

꼼짝않고 앉아 있기 충동 
및 이의 대처 방법:

피곤하다. 
►■밤에 잠을 좀더 잡니다. 
►■낮잠을 잠깐 잡니다. 

슬프다/스트레스를 
받는다/불안하다/ 
화가 난다. 
►■건강한 방법으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관절/발이 아프다 
►■몸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찾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항상 
소파에 누워 TV를 본다. 

 ■ TV를 시청하는 동안 
실내 자전거를 탑니다. 
►■광고 중에는 움직입니다. 

►►코치 대본: 건강에 해로운 구매 및 식사 충동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꼼짝않고 앉아 
있기 충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9토론: 활발히 움직이는 대신 꼼짝않고 앉아 있게 
만드는 충동 유발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코치 지침: 플립 차트나 화이트보드를 사용 중인 경우 
그 위에 충동 야기 요인 적습니다.

►►코치 대본: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봅시다.

►9토론: 이러한 충동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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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또한 충동 대처에 관해 오늘 논의한 것도 유념해 주십시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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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5분) 

 

집에서 실천할 일:

►■충동 대처 방법

►■내 충동 유발 요인 
생각하기

►■실천 계획

►►코치 대본: 다음 세션 전까지 4~7페이지의 “충동 
대처 방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다른 극복 방법”이라고 
적힌 열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적습니다. 시도해본 각 
아이디어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8페이지의 “내 충동 유발 요인”도 완성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건강에 해로운 방식으로 구매 및 식사하게 만드는 
충동 유발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활발히 움직이는 
대신 꼼짝않고 앉아 있게 만드는 충동 유발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충동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9페이지의 “일반적인 충동 유발 요인”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셔도 됩니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동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야기한 내용:

►■건강에 해로운 구매 충동 및 이의 대처 방법

►■건강에 해로운 식사 충동 및 이의 대처 방법

►■꼼짝않고 앉아 있기 충동 및 이의 대처 방법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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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활동으로 Prevent T2

세션 포커스

장기간 꾸준히 활동하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계속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할 일:

►► 꾸준한 활동으로 얻는 효과를 파악

►► 꾸준한 활동의 어려운 점과 극복하는 방법을 파악

►►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로 어느 정도 해냈는지 돌이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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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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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 꾸준한 활동으로 Prevent T2

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6페이지 .................... 10분

►� 목표 ..................................................................7페이지 ...................... 2분

►� 꾸준한 활동으로 얻는 효과 ...........................8페이지 .................... 10분

►�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9페이지 .................... 18분

►� 어느 정도 해내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10페이지 .................. 10분

►� 성공을 위한 계획 ............................................11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12페이지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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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 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장기간 꾸준히 진행하는 활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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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장기간 꾸준히 운동을 하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꾸준한 활동으로 얻는 효과

►■꾸준한 활동의 어려운 점과 극복하는 방법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로 어느 정도 해냈는지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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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꾸준한 활동으로 얻는 효과 
(10분) 

꾸준한 활동으로 얻는 
효과: 

►■수면의 질과 기분이 
좋아짐 

►■균형감과 유연성 향상 

►■혈압과 콜레스테롤 
저하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일어날 위험이 감소 

►■스트레스 감소 

►■더 많은 활력 

►■근육 강화 

►►코치 대본: 장기간 꾸준히 활동할 때 얻는 효과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의 자료 3페이지에 있는 “민기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이야기의 처음 두 문단을 읽으십시오.  
(또는 자원자가 읽게 하십시오.)

►►코치 대본: 그래서 민기는 목표한 체중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혈당치도 정상입니다.

►►질문: 이러한 결과를 유지하려면 민기는 올바른 영양 
섭취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민기는 감량한 체중과 
정상 혈당치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응답: 꾸준한 활동을 합니다.

►►코치 대본: 꾸준히 활동하면 다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9토론: 꾸준한 활동으로 얻는 효과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꾸준히 활동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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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18분)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미리 계획합니다. 

►■재미있게 합니다. 

생활에 변화가 생겨 
시간이 없습니다. 

►■걸어서 이동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생활에 변화가 생겨  
돈이 많이 없습니다. 

►■무료 활동을 해 
보십시오. 

►■할인하는 운동복과 
운동용품을 
구매하십시오. 

날씨가 안 좋아 밖에서 
걷기가 어렵습니다. 

►■날씨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쇼핑몰 안에서 걷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몸이 
불편합니다. 

►■다른 활동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점점 더 많은 활동을 
하십시오.

►►코치 대본: 적당한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꾸준히 활동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예전의 습관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  코치 지침: 3번째 문단부터 5번째 문단까지 
읽으십시오. (또는 자원자에게 읽게 하십시오.)

►►질문: 민기가 꾸준히 활동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응답: 부인이 야간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민기는 
활동을 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울러, 
목표 체중에 도달했기에 의욕도 떨어졌습니다.

►9토론: 여러분이 장기간 꾸준히 운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코치 지침: 플립 차트나 화이트보드에 어려운 점을 
적으십시오.

►►코치 대본: 자, 생각을 한번 모아봅시다.

►9토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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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어느 정도 해내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10분)

참여자들은 자신의 운동 
기록에서 활동 시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치 대본: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로 어느 정도 
해냈는지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9토론: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루에 몇 분 정도 활동
하셨습니까? 지금은 하루에 몇 분 정도 활동하십니까?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 활동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은 활동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치 대본: 여러분 중에는 운동 목표를 달성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몇 분은 아직 노력하시는 
중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두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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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울러 장기간 꾸준히 활동하는 일과 관련하여 오늘 
논의한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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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5분)

 

집에서 실천할 일: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꾸준히 운동하는 방법

►■실천 계획

►►코치 대본: 지금부터 다음 세션 전까지 이 모듈의 자료 
4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을 완료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극복 방법”이라고 
적힌 열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적습니다. 시도해본 
각 아이디어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7페이지에 있는 “꾸준히 운동하는 방법”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간 꾸준히 활동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울러,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어떻게 
극복할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8페이지와 9페이지에서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팁”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기간의 꾸준한 활동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야기한 
내용:

►■꾸준한 활동으로 얻는 효과

►■꾸준한 활동의 어려운 점과 극복하는 방법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로 어느 정도 해냈는지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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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으로 생각하기

세션 포커스

주도적으로 생각하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해로운 생각을 유용한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할 일: 

►► 해가 되는 생각과 도움이 되는 생각의 차이를 인식

►► 해가 되는 생각 대신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는 법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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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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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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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 6페이지 ................... 10분

►� 목표 ................................................................... 7페이지 ..................... 2분

►� 해가 되는 생각과 도움이  
되는 생각 비교 ................................................. 8페이지 ..................... 8분

►� 해가 되는 생각 대신 
도움이 되는 생각하기 ..................................... 9페이지 ................... 30분

►� 성공을 위한 계획 ............................................. 15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 16페이지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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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 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주도적인 생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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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주도적으로 생각하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각을 
관리하는 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해가 되는 생각과 도움이 되는 생각의 차이

►■해가 되는 생각 대신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는 법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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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해가 되는 생각과 도움이 되는 생각 비교 
(8분) 

►►코치 대본: 해가 되는 생각과 도움이 되는 생각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가 되는 생각을 하면 식생활 및 운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장을 줍니다. 그렇기에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면 식생활 및 운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의 자료 3페이지에 
있는 “지희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이야기의 처음 세 문단을 읽으십시오.  
(또는 자원자가 읽게 하십시오.) 

►►질문: 처음에 지희는 어떤 식으로 해가 되는 생각을 
합니까?

응답: “날씨가 안 좋네. 오늘 걷기는 걸러야겠다.” 

►►질문: 지희는 이런 생각 대신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합니까?

응답: “비가 오니까 대신 몰에서 걸어야겠다. 가는 김에 
다른 일도 볼 수 있겠다.” 

►►코치 대본: 그래서 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비가 
오네. 그래도 내 운동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멈추지는 
않아. 그래도 난 걸으러 가겠어. 그냥 실내에서 걸으면 돼.”

%  코치 지침: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참여자들이 
해가 되는 생각과 도움이 되는 생각의 차이를 반드시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아래 “지희의 이야기”에서 부정적인 
사고를 막는 요령이 무엇이었는지 논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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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해가 되는 생각 대신 도움이 되는 생각하기►
(30분) 

이 부문에서 해가 
되는 생각의 모든 
유형을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 그룹에 
가장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모 아니면 도’라는 
생각과 그 대신 시도해볼 
도움이 되는 생각:

다시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겠지. 

►■가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 먹는 양을 
기억한다.  

운동은 지루해. 

►■아직 재미있는 운동을 
찾지 못했다.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찾을 때까지 계속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 
보겠다.

►►코치 대본: 해가 되는 생각과 도움이 되는 생각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엔 해가 되는 생각 대신 도움이 
되는 생각하는 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모듈의 자료 4페이지에 있는 “해가 되는 생각 대신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는 3단계”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나누어 준 자료를 이용하여 어떻게 해가 
되는 생각을 식별하고 제동을 걸며, 대신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할►수 있는지 논의하십시오.

►►코치 대본: 해가 되는 생각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아니면 도’라는 생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는 
매사를 극단적으로만 사고하는 태도입니다. 중간에 
해당하는 사고는 하지 못합니다.

►9토론: 생활방식을 바꾸는 일에 대한 생각 중 어떤 것이 
‘모 아니면 도’라는 생각에 해당하겠습니까?

%  코치 지침: 플립 차트나 화이트보드가 있다면 해가 되는 
생각을 적으십시오.

►9토론: 이 대신 어떤 생각으로 바꾸면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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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해가 되는 생각 대신 도움이 되는 생각하기►

핑계와 그 대신 시도해볼 
도움이 되는 생각:

걷기엔 너무 추워/더워. 

►■날씨에 맞는 옷을 입고 
운동해야겠다. 

►■실내에서 운동해야겠다. 

아내가 계속 쿠키를 
만들어서 식사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네. 

►■쿠키가 먹음직스럽다. 

►■아내에게 쿠키 말고 
다른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달라고 해야겠다.

►►코치 대본: 이번엔 핑계 대기를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는 자신의 실수를 상황, 사물, 또는 다른 이들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입니다.

►9토론: 생활방식을 바꾸는 일에 대한 생각 중 어떤 것이 
핑계대기에 해당하겠습니까? 

%  코치 지침: 플립 차트나 화이트보드가 있다면 해가 되는 
생각을 적으십시오.

►9토론: 이 대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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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해가 되는 생각 대신 도움이 되는 생각하기  

그 대신 시도해볼 생각 
거르기와 도움이 되는 
생각:

내 건강한 생활방식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친구 세리가 도와줄 
것이다. 

►■더 많이 도와 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이번 주 내내 식단을 
지키지 못했어. 

 ■ 7일 중에 4일은 식단을 
지켰다. 

►■앞으로 어떻게 식단을 
지킬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 

►►코치 대본: 이번엔 생각 거르기를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는 좋은 점을 무시하고 나쁜 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태도입니다.

►9토론: 생활방식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 거르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코치 지침: 플립 차트나 화이트보드가 있다면 해가 되는 
생각을 적으십시오.

►9토론: 이 대신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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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해가 되는 생각 대신 도움이 되는 생각하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생각과 그 대신 시도해볼 
도움이 되는 생각:

난 너무 약골이야. 

►■난 이제 헐떡거리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다. 

►■매주 조금씩 운동 
강도를 더 높일 것이다. 

난 세상에서 요리를 제일 
못해. 

►■딸 아이가 어제 저녁 
내가 만든 볶음 요리를 
좋아했다. 

►■요리를 좀 더 배울 
것이다. 

►►코치 대본: 이번엔 스스로를 비하하는 생각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는 스스로 자신을 폄하하는 태도입니다.

►9토론: 생활방식을 바꾸는 일에 대한 생각 중 어떤 것이 
스스로를 비하하는 생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  코치 지침: 플립 차트나 화이트보드가 있다면 해가 되는 
생각을 적으십시오.

►9토론: 이 대신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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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해가 되는 생각 대신 도움이 되는 생각하기  

비교하는 생각과 그 대신 
시도해볼 도움이 되는 
생각:

민기는 나보다 체중을 
훨씬 더 많이 줄였어. 

►■내 체중 감량 속도가 
줄어들었다. 

►■민기에게 요령을 좀  
물어보겠다. 

유정이는 나보다 훨씬 
강인해. 

►■내 힘도 세질 것이다. 

►■저항 밴드를  
써 봐야겠다. 

►►코치 대본: 이번엔 비교하는 생각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는 자신과 남을 비교하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9토론: 생활방식을 바꾸는 일에 대한 생각 중 어떤 것이 
비교하는 생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  코치 지침: 플립 차트나 화이트보드가 있다면 해가 되는 
생각을 적으십시오.

►9토론: 이 대신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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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해가 되는 생각 대신 도움이 되는 생각하기►

우울하고 비관적인 
생각과 그 대신 시도해볼 
도움이 되는 생각:

난 다칠 거야. 그러면 난 
운동을 할 수 없을 거야. 

►■조심해서 차근차근  
운동해야겠다. 

►■만약 다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 
활동하겠다. 

우리 부모님도 
그랬으니까 나도 제2형 
당뇨병에 걸릴 거야. 

►■나는 부모님보다 제2형  
당뇨병에 관해 더 다양한 
지식이 있다.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코치 대본: 이번엔 우울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는 최악을 가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고 
유형은 종종 포기로 이어집니다.

►9토론: 생활방식을 바꾸는 일에 대한 생각 중 어떤 것이  
우울하고 비관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  코치 지침: 플립 차트나 화이트보드가 있다면 해가 되는 
생각을 적으십시오.

►9토론: 이 대신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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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또한, 주도적으로 생각하기와 관련하여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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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5분)

집에서 실천할 일: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3가지 단계

►■실천 계획

►►코치 대본: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여러분께서 
주도적으로 생각하기를 연습하셨으면 합니다. 4페이지에 
있는 “해가 되는 생각 대신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는 3단계”
를 따라 해보십시오.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있는 “해가 되는 
생각 대신 도움이 되는 생각하기”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도적으로 생각하여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야기한 내용:

►■해가 되는 생각과 도움이 되는 생각의 차이

►■해가 되는 생각 대신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는 방법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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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궤도로 돌아가기

세션 포커스

본인의 식생활 및 운동 목표가 원래 궤도로 돌아가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에서 참여자들은 원래 
궤도에서 벗어났을 때 해야 하는 일을 배웁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식생활 및 운동 목표를 원래 궤도로 
돌리는 요령을 설명하고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할 때 사용할 방법:

►► 긍정적 태도 유지

►► 문제 해결의 다섯 단계를 따라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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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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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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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 6페이지 ...................... 10분

►� 목표 ................................................................ 7페이지 ........................ 2분

►�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 7페이지 ........................ 2분

►� 긍정적 태도 유지 .......................................... 8페이지 ........................ 5분

►� 문제 서술 ....................................................... 9페이지 ........................ 5분

►� 다른 방법 생각해내기 .................................. 10페이지 .................... 10분

►� 가장 좋은 방법 선택하기 ............................. 12페이지 ...................... 4분

►� 실천 계획 세우기 .......................................... 12페이지 .................... 10분

►� 시도하기 ........................................................ 13페이지 ...................... 2분

►� 성공을 위한 계획 .......................................... 14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 15페이지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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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 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본인의 식생활 및 운동 목표를 원래 궤도로 돌리는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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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가끔 식생활 및 운동 목표가 궤도에서 벗어
나기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 식생활 및 운동 목표를 
원래 궤도로 돌리는 요령을 설명하고 앞으로 유사한 상황
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요령을 이야기할 때 사용할 방법:

►■긍정적 태도 유지

►■문제 해결의 다섯 단계를 이용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2분)

►►코치 대본: 여러분께서는 훌륭하게 식생활 및 운동 
목표를 원래 궤도로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1, 2주  
동안 목표에 미치지 못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는 
일탈이라고 하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의 자료 3페이지에 
있는 “원재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또는 자원자가 읽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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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긍정적 태도 유지 
(5분)

긍정적 생각:

 ■ “내게는 큰 진전이 
있었어.”

 ■ “그래. 실수도 했어. 
하지만 몸무게가 많이 
늘지는 않을 거야.” 

 ■ “가족과 친구들이 날 
도와줄 거야.” 

 

문제 해결의 다섯 단계

1. 문제를 설명합니다. 

2. 옵션을 생각해 봅니다. 

3. 최적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4.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5. 시도해 봅니다.

►►질문: 원재는 포기하는 대신 어떻게 했나요?

응답: 다시 원래 궤도로 돌아가고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합니다.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다섯 단계를 따라 
진행합니다.

►9토론: 원재는 어떤 식으로 긍정적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코치 대본: 다음 단계는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다섯 단계:

1.►문제를 설명합니다. 

2.►옵션을 생각해 봅니다. 

3. 최적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4.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5.►시도해 봅니다.

우리도 각 단계를 차례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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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문제 서술 
(5분) 

문제 1: 원재는 매일 
건강하지 않은 식단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문제 2: 원재는 매일 
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코치 대본:  먼저, 여러분의 문제를 분명하게 서술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십시오.

►►질문: 원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문제 1: 원재는 매일 건강하지 않은 식단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원인: 원재는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했고 일찍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침에 도시락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단으로 점심을 먹는 대신 
자판기에서 초코바를 하나 사서 먹습니다.  

문제 2: 원재는 매일 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원인: 원재는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내내 책상에 앉아 일합니다. 그 결과로, 늘 하는 
점심시간 산책을 하지 못합니다. 그 덕에 원재는 매일 
활동량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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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다른 방법 생각해내기 
(10분)

원재가 걱정스러운 
마음을 더 잘 다스릴 
방법:

►■상사에게 자기 일자리가  
정말 위태로운지 묻기.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는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점심시간에 내내 일하는 
것 대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상사에게 
물어보기. 

매일 건강한 점심을 위해 
원재가 할 수 있는 일:

►■전날 밤 또는 주말에 
도시락 싸기 

►■직장에 건강한 간식 
두기 

►■친구 또는 가족에게 
점심 도시락을 싸달라고 
부탁하기 

►■과일이나 요구르트 등 
빨리 챙길 수 있는 제품 
구입하기 

►►코치 대본: 본인의 문제를 서술하셨다면 다음 단계는 
그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기입니다.

원재의 두 가지 문제는 근본 원인이 같습니다. 

►►질문: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응답: 원재는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합니다.

►9토론: 원재는 일찍 출근해 점심시간 내내 일하는 
대신 어떤 식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원재가 계속 일찍 출근하기에 아침에 도시락을 쌀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 봅시다. 매일 건강한 식단으로 점심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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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선택 사항 생각해내기 
 

원재가 매일 충분한 
활동을 하는 방법: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 

►■자전거로 출근하기  

►■주차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기 

건강한 음식 구매와 
요리와 관련하여 더 알고 
싶다면, Prevent T2를  
위한 구매 및 요리를 
참조해 주십시오. 활동할 
시간을 내기와 관련하여 
더 알고 싶다면, 운동할 
시간 내기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9토론: 원재가 계속 점심시간 내내 일하는 상황이라고 
해 봅시다. 매일 충분한 활동을 하려면 원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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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기 
(4분)

►►코치 대본: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셨다면, 
다음 단계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기입니다.

이제까지 머리를 맞대고 원재를 위해 괜찮은 방법을 많이 
생각해 냈습니다. 중점적으로 다룰 문제 1: 원재는 매일 
건강하지 않은 식단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원재를 도와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 세►가지를 선택해 봅시다.

%  코치 지침: 문제 1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세 가지를 
함께 선택하십시오. 그룹이 의견을 모으기가 어렵다면, 
투표를 진행하십시오. 

실천 계획 수립 
(10분)

►►코치 대본: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다면, 
다음 단계는 선택한 방법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실천 
계획을 세우기입니다.

이는 Prevent T2를 시작한 이후 여러분이 해온 일이므로 
지금쯤은 다들 아주 능숙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실천 계획 일기를 펴주십시오. 빈 실천 계획 일기 페이지 
한 장을 뜯어 주십시오. 그 페이지에 문제 1을 해결할 수 
있는 원재의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질문: 원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응답: 매일 건강한 식단으로 점심 먹기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 원래 궤도로 돌아가기 1313

코치 노트 실천 계획 세우기 

►►코치 대본: “매일 건강한 식단으로 점심 먹기”를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내 목표는 ____” 옆에 적어 주십시오. 

원재를 위해 우리가 선택한 세 가지 방법을 실천 1, 실천 2, 
실천 3으로 적어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실천 계획의 나머지 부분(장소, 시기, 기간, 
어려움, 극복 방법)을 함께 채워 넣으십시오. 

시도하기 
(2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을 세웠다면, 다음 단계는 
시도하기입니다.

원재는 실천 계획을 시도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원재는 매일 건강한 식단으로 점심을 먹고 충분히 
활동합니다. 

원재는 식생활과 활동 목표를 다시 원래 궤도로 돌려 놓은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벌써 2파운드나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게다가, 직장에서도 일이 잘 되어 갑니다. 더는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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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울러 원래 궤도로 돌아가기와 관련하여 오늘 논의한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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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5분)

집에서 실천할 일:

►■원재가 사용한 5단계 
문제 해결 방식

►■원래 궤도로 돌아가기

►■실천 계획

►►코치 대본: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여러분께서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있는 “원재가 사용한 5단계 문제  
해결 방식”를 읽어 오셨으면 합니다. 

6페이지에 있는 “원래 궤도로 돌아가기”도 완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생활 및 운동 목표가 원래 
궤도에서 벗어난, 또는 벗어나게 할 만한 원인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문제 해결의 다섯 단계를 
사용하십시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식생활 및 운동 목표를 원래 궤도로 돌려놓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긍정적 태도 유지

►■문제 해결의 다섯 단계를 이용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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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기

세션 포커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건강한 생활방식에 대한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은 다음 대상으로부터 도움받는 방법을 
설명받음: 

►► 가족, 친구, 동료

►► 단체, 수업, 동호회 

►►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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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 단체, 수업, 동호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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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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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6페이지 ............... 10분

►� 목표 .......................................................................7페이지 ................. 2분

►� 가족, 친구, 동료로부터도움받기 .......................8페이지 ............... 18분

►� 단체, 수업, 동호회로부터도움받기 ...................12페이지  ............ 13분

►� 전문가들로부터 도움받기 ..................................14페이지 ............... 7분

►� 성공을 위한 계획 .................................................15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16페이지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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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 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생활방식을 위해 도움을 받는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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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사실, 생활방식에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그 일을 혼자 
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한 생활방식을 위해 도움을 받으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다음 
대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을 논의:

►■가족, 친구, 동료

►■단체, 수업, 동호회

►■전문가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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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가족, 친구, 동료로부터 도움받기�
(18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방식을 저해할 
이들의 행동: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구매하여 요리 

►■여러분이 건강한 
음식을 구매하여 
요리할 때 불만을 토로 

►■여러분이 식생활 및 
운동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비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고 제공 

►■앉거나 누워서 하는 
행동을 하도록 권유 

►■활동할 시간을 내기 
어렵게 상황을 조성

►■함께 활동하기를 거부 

►■지금 그대로 좋으니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줌 

�►코치 대본: 여러분 모두 생활방식에 건강한 변화를 
가져오려고 열심히 노력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는 그런 노력에 좋든 나쁘든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방해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의 자료 3페이지에 
있는 “준범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이야기의 처음 두 문단을 읽으십시오.  
(또는 자원자가 읽게 하십시오.)

�9토론: 가족, 친구, 동료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방식을 저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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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가족, 친구, 동료로부터 도움받기�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방식을 도와주는 
방법:

►■함께 활동적인 일을 
하기로 함 

►■건강한 음식을 
구매하여 요리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제공 

►■건강한 생활방식을 
고수하도록 격려 

►■활동적인 일을 하도록 
권유 

►■활동적인 모습을 칭찬 

►■건강한 음식을 
구매하여 요리하는 
점을 칭찬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해줌 

�►코치 대본: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9토론: 가족, 친구, 동료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방식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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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가족, 친구, 동료로부터 도움받기�

건강한 생활방식을 위해 
도움을 받는 방법:

►■제2형 당뇨병에 관한 
정보와 예방법을 알리기 

►■여러분이 건강한 
생활방식을 추구하려는 
이유를 말하기 

►■여러분의 노력을 
도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기 

►■진척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주기 

►■가족의 규칙을 설정하기

아울러 권유할 수 있는 
사항: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기 

►■건강한 식사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구매하기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음식을 요리하고 먹기 

�►코치 대본: 가족, 친구, 동료는 여러분을 아끼며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해주는 일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9토론: 가족, 친구, 동료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방식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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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가족, 친구, 동료로부터 도움받기�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1 활동: 도움받기 연습

�►코치 대본: 가족, 친구,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을 
연습해 봅니다. 지금 다 함께해봅시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눕니다. 참여자들
이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자신들의 건강한 생활방식을 도
와달라고 요청하는 연습을 하게 하십시오. 4페이지에 있는  
“도움을 받는 방법: 가족, 친구, 동료”를 사용하도록 이야기 
해 주십시오. 원한다면 지원자에게 전체 그룹 앞에서 역할
극을 하도록 요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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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단체, 수업, 동호회로부터 도움받기�
(13분)

�►코치 대본: 가족, 친구, 동료로부터 도움받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받는 방법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받는 방법 한 가지는 
지원 단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지원 단체는 직접 
만납니다. 어떤 단체는 인터넷으로 연락합니다.

지원 단체는 사람들이 공통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아이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단체, 암 환우를 
위한 단체, 알코올 중독 배우자를 둔 사람들을 위한 단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한 지원 단체도 있습니다. 
바로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방식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단체입니다.

지원 단체 구성원들은 현실과 생각, 느낌을 서로 나눕니다. 
구성원들은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 줍니다.

커뮤니티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또 다른 
방법은 인터넷 건강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생활방식 목표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건강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경쟁하거나 응원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업을 듣거나 동호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습관을 익히며 실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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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단체, 수업, 동호회로부터 도움받기  

건강한 식습관을 
도와주는 수업과 동호회: 

►■건강한 요리 

►■건강한 식사 계획 

건강한 운동 습관을 
도와주는 수업과 동호회: 

►■춤추기 

►■소프트볼 

►■걷기 

건강한 생활방식을 
도와줄 단체, 수업, 
동호회를 찾는 방법:

►■의료 제공자에게 
문의합니다. 

►■커뮤니티 단체에 
연락합니다. 

►■인터넷 검색

�9토론: 건강한 식습관을 도와줄 만한 수업과 
동호회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건강한 운동 습관을 도와줄 만한 수업과 
동호회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강한 생활방식을 도와줄 단체, 수업, 동호회를 찾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코치 대본: 여러분과 의료 서비스, 교통, 경제적 지원 
등을 연계해주는 커뮤니티 단체도 있습니다.

%  코치 지침: 가능하다면,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 단체, 수업, 동호회 목록을 제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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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전문가들로부터 도움받기 
(7분)

�►코치 대본: 가족, 친구, 동료로부터 도움받는 법과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받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받는 
방법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7페이지에 있는 “도움을 받는 방법: 전문가들”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유인물을 살펴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코치 대본: 여러분 모두 언제든 제게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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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울러 건강한 생활을 위해 도움받기와 관련하여 오늘 
논의한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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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5분)

 

집에서 실천할 일:

►■도움을 받는 방법:  
가족, 친구, 동료

►■도움을 받는 방법:  
단체, 수업, 동호회

►■실천 계획

�►코치 대본: 5페이지에 있는 “도움을 받는 방법: 가족, 
친구, 동료”를 봐 주십시오.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여러분 모두 표를 완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왼쪽 열에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방식을 저해하는 방법을 써 주십시오. 
오른쪽 열에는,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방법을 써 
주십시오. 

아울러, 6페이지에 있는 “도움을 받는 방법: 단체, 수업, 
동호회”를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생각 중 몇 
가지를 시도해보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생활방식을 위해 도움을 받는 일을 토의해 
보았습니다. 함께 다음 대상으로부터 도움받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단체, 수업, 동호회

►■전문가들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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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듈은 6개월이 되었을 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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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 T2에 대해 동기부여 지속

세션 포커스

의욕을 유지하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이 각자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다음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도록 돕습니다. 

참고: 이 모듈은 6개월이 되었을 때 진행해야 합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할 일: 

►►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로 어느 정도 해냈는지 돌이켜보기

►► 그룹이 진행할 다음 단계 알아보기

►► 다음 6개월 동안의 목표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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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 참여자별로 최근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그룹 및 개인 보고서(이전 세션 
수치가 가장 좋음) 

�� 그룹 전체가 지금까지 얼마나 감량했는지를 나타내는 물건(추, 봉지에 든 
밀가루, 음식 캔, 버터 도막)

�� 사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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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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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6페이지 ..................... 10분

►� 목표 .................................................................7페이지 ....................... 2분

►� 어느 정도 해내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7페이지 ..................... 20분

►� 우리의 다음 단계 ...........................................11페이지 ................... 10분

►� 다음 6개월을 위한 목표 ................................12페이지 ..................... 8분

►� 성공을 위한 계획 ...........................................13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14페이지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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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 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다음 6개월 동안 의욕을 유지하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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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다음 6개월 동안 의욕을 유지하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로 어느 정도 해냈는지

►■다음 단계

►■다음 6개월 동안의 목표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어느 정도 해내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20분)

�►코치 대본: 6개월 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로 어느 
정도 해내셨는지 확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9토론: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식생활을 건강하게 
변화시켰습니까?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운동을 건강하게 변화시켰습니까?

그런 식으로 건강하게 생활방식을 변경하면서 극복해낸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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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어느 정도 해내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보고서 포함 내용:

►■그룹이 감량한 몸무게►
(시작 시의 전체 
몸무게 - 최근의 전체 
몸무게) 

►■그룹이 감량한 몸무게 
백분율(그룹이 감량한 
몸무게/전체 시작 
몸무게) 

►■그룹의 분 단위 주당 
활동 시간(최근 주당 
활동 시간 - 시작 시 
주당 활동 시간)

��1 활동: 그룹 진행 상황 보고서

�►코치 대본: 그룹으로서 어느 정도 해내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코치 지침: 지금까지 그룹의 진행 상황을 적은 
보고서를 나눠 주십시오. 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를 사용하십시오.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 Prevent T2에 대해 동기부여 지속 99

코치 노트 어느 정도 해내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보고서 포함 내용:

►■개인이 감량한 몸무게
(시작 시 몸무게 - 최근 
몸무게) 

►■개인이 감량한 몸무게 
비율(감량한 몸무게/
시작 시 몸무게) 

►■개인의 분 단위 주당 
활동 시간(최근 주당 
활동 시간 - 시작 시 
주당 활동 시간) 

��1 활동: 그룹 진행 물건

%  코치 지침: 그룹 전체가 지금까지 몇 파운드나 
감량했는지를 나타내는 물건을 가져오십시오. 추, 봉지에 
든 밀가루, 음식 캔, 버터 도막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해당 물건을 가져오도록 권유하십시오.

��1 활동: 개인 진행 보고서

%  코치 지침: 지금까지 개인별로 진행 상황을 적은 
보고서를 나눠 주십시오. 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를 사용하십시오. 

�►코치 대본: 이 보고서는 본인만 보는 겁니다. 본인 
이외에는 그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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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어느 정도 해내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1 활동: 그룹 촬영

%  코치 지침: 전체 그룹의 사진을 찍으십시오.  

�►코치 대본: 이 사진은 마지막 세션에 모두에게 한 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코치 대본: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체중과 활동 목표를 
달성하셨습니다. 몇 분은 아직 노력 중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대단한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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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우리의 다음 단계 
(10분)

그룹원들은 세션 
시간 외에도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인맥을 
형성해주고 모임을 
주선하여 교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프로그램 개요” 
참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대상: 

►■가족, 친구, 동료 

►■단체, 수업, 동호회►
(인터넷과 직접 만남) 

►■전문가들 

도움을 받는 일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도움받기 모듈에서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여기까지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전해 볼 과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의욕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번 모듈의 자료 3페이지에 있는 “정희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또는 자원자에게 읽게 하십시오.)

�9토론: 의욕을 유지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까?

�►코치 대본: 이제 이 그룹이 가는 방향이 어딘지 확인해 
봅시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의 다음 6개월 동안 
기대하는 바를 설명하십시오. 그동안 다룰 주제, 그룹이 
만나는 빈도, 만날 모임 등을 이야기하십시오.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만나는 횟수가 줄면 의욕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세션에 모두 
참가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9토론: 도움을 받을 다른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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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다음 6개월을 위한 목표 
(8분) 

�►코치 대본: 그룹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단계를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 모듈의 자료 4페이지에 있는 “다음 6개월을 위한 목표”
를 봐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다음 6개월 동안 추구할 활동 목표는 
그대로입니다. 매주 보통 이상의 속도로 최소 150분 
이상 활동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체중 목표는 바꾸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작성해 봅시다.

먼저 현재 몸무게를 적어 주십시오. 오늘 세션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몸무게입니다.

다음으로, 다음 여섯 달 동안 몸무게를 감량하고 싶은지 
유지하고 싶은지 결정하십시오. 자료에 결정한 바를 
표시하십시오.

►■몸무게를 감량하는 것이 목표라면 달성하려는 
몸무게를 적으십시오.

►■몸무게를 감량하는 것이 목표라면, 유지하려는 
몸무게를 적으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이 체중 목표를 적어놓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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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울러 의욕을 유지하기와 관련하여 오늘 논의한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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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5분)

�►코치 대본: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5페이지에 있는  
“성공을 자축하기”를 완료해 주십시오. “다른 축하 방법”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주십시오. 시도해본 각 아이디어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극복 방법”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주십시오. 시도해본 각 아이디어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의욕을 유지하는 일을 토의해 
보았습니다. 이야기한 내용: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로 어느 정도 해냈는지

►■다음 단계

►■다음 6개월 동안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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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집에서 실천할 일:

►■성공을 자축하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실천 계획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

 체중이 고정되어 더 줄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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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이 고정되어 더 줄지 않을 때

세션 포커스

체중이 고정되어 더 줄지 않을 때 조치를 취하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에서 참여자들은 다시 체중을 감량하는 
법을 배웁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할 일:

►► 체중이 고정되어 더 줄지 않는 이유를 설명 

►► 다시 체중을 감량하는 법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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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 일일 열량 필요치를 확인할 앱과 인터넷 도구

�� 체중 변화를 그래프로 그릴 앱과 인터넷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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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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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6페이지 ............... 10분

►� 목표 .......................................................................7페이지 ................. 2분

►� 체중이 고정되어 더 줄지 않는 이유 ..................7페이지 ............... 10분

►� 다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 ................................10페이지 ............. 28분

►� 성공을 위한 계획 .................................................13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14페이지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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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 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체중이 고정되어 더 줄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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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체중이 고정되어 더 줄지 않을 때 조치를 
취하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체중이 고정되어 더 줄지 않는 이유

►■다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체중이 고정되어 더 줄지 않는 이유 
(10분) 

�►코치 대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방식을 건강하게 
바꾸면 처음에는 체중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체중 감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체중 감량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예 아무런 진전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체중 
감량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를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의 자료 3페이지에 
있는 “지원이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이야기의 처음 두 문단을 읽으십시오. (또는 
자원자가 읽게 하십시오.)

�9토론: 이 이야기가 본인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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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체중이 고정되어 더 줄지 않는 이유  
 

기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활동 기록 및 식사 기록 
모듈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열량과 체중의 연관성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칼로리를 섭취량보다 
많이연소시키기 
모듈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체중이 고정되어 더 줄지 않을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체중이 고정되어 더 줄지 않는 이유 하나는 식생활 및 운동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응답:

►■활동을 기록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기록합니다.

%  코치 지침: 필요하면 설명합니다.

�►코치 대본: 체중을 어느 정도 감량했기에 더 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체중에 맞춰 식생활 및 운동 
목표를 변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질문: 체중을 어느 정도 감량했을 때 식생활 및 운동 
목표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체중이 적게 나갈수록, 체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열량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체중을 감량하려면, 열량을 
적게 섭취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해야 
합니다. 이는 식생활 및 운동 목표를 변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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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체중이 고정되어 더 줄지 않는 이유   
 

섭취 열량을 줄이면, 
몸은 처음에 수분을 
포함한 일종의 
탄수화물인 당을 
소모합니다. 이 “물 살”이  
빠진 후에야 체지방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코치 대본: 빠진 체중 일부가 근육이었다면 체중 감량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질문: 왜 근육이 빠지면 체중이 고정되어 더는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될까요?

응답: 근육은 심지어 쉴 때도 열량을 소모합니다. 
그러므로 근육이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열량을 
소모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코치 대본: 마지막으로, 생활방식 변화의 초기 단계를 
지났다면 체중 감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섭취 열량을 줄여 체중을 감량하기 시작할 때는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대부분 수분이 다 빠져나간 후에는 
체중 감량 속도가 느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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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다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 
(28분)

원래 궤도로 돌아가는 사
항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원래 궤도로 돌아가기 모
듈에서 제공된 자료를 참
고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체중이 고정되어 더 줄지 않는 이유를 
알았다면, 다음 단계는 다시 체중을 감량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식생활 및 운동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에 체중이 더 줄지 
않는다고 해 봅시다. 주의사항: 가끔 이런 목표가 궤도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다시 원래 궤도로 돌아가고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일이 중요합니다.

�►질문: 다시 원래 궤도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답: 다시 원래 궤도로 돌아가려면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문제 해결의 다섯 단계를 사용하십시오.

1.►원래 궤도에서 벗어난 문제를 서술하십시오.

2. 이 문제들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십시오.

3. 최적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4.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5. 시도해 봅니다.

�►코치 대본: 체중이 줄었기에 체중이 고정되어 더 줄지 않
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줄어든 체중에 맞춰 식생활 
및 운동 목표를 변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새로 식생활 및 운
동 목표를 정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필요한 
일일 필요 열량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질문: 일일 필요 열량은 얼마입니까?

응답: 자신의 체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일일 필요 열량은 나이, 성별, 키, 체구, 체중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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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다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 
 

1,750 – 1,650 = 100

�►질문: 어떻게 일일 필요 열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응답:

►■의료 제공자에게 문의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앱을 이용합니다.

►■인터넷 도구를 이용합니다.

%  코치 지침: 필요하면 설명합니다. 필요하다면, 일일 필요 
열량을 파악하는 앱이나 인터넷 도구를 공유하십시오.

�►코치 대본: 4페이지에 있는 “지원이의 체중 감량”을 펴 
주십시오. 그래프를 보십시오. 

�►질문: 최근 지원이의 체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응답: 변동 없이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코치 대본: 같은 페이지의 “지원이에게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양”이라는 표를 보겠습니다. 

�►질문: 체중을 감량하기 이전 지원이의 일일 필요 열량은 
얼마였습니까?

응답: 1,750칼로리

�►질문: 지금 지원이의 일일 필요 열량은 얼마입니까? 

응답: 1,650칼로리

�►질문: 그렇다면 지원이의 일일 필요 열량 차이는 
얼마입니까?

응답: 100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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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다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 

열량을 덜 섭취하는 방법:

►■열량이 낮거나 없는 
음료수 선택

►■한 끼 식사량 조절

►■지방 적게 섭취

열량을 더 많이 
소모하려면 더 많이, 
더 빠르게, 경사가 더 
가파른 길을 걸으면 
됩니다.

근육을 만드는 방법:

►■벽 대고 팔굽혀펴기 

►■역기 들기 

►■저항 밴드 사용하기 

열량을 덜 섭취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좋아하는 
건강식 섭취하기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열량을 
더 소모하고 근육을 
만드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활발한 활동 
강화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일일 필요 열량이 달라졌으므로, 지원이는 
새로운 식생활 및 운동 목표를 세우기로 합니다. 매일 100
칼로리를 추가로 더 줄이도록 생활방식을 약간 바꿉니다.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지원이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 지원이는 어떻게 100칼로리를 줄일 수 
있었습니까? 

응답: 지원이가 할 수 있는 일:

►■매일 100칼로리를 덜 섭취

►■매일 100칼로리를 더 소모

►■두 가지를 혼용

%  코치 지침: 필요하면 설명합니다.

�9토론: 열량을 덜 섭취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칼로리를 더 소모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코치 대본: 빠진 체중 일부가 근육이어서 체중 감량이 
느려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9토론: 어떻게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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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울러 체중이 고정되어 더 줄지 않을 때 할 일과 관련하여 
오늘 논의한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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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5분)

집에서 실천할 일:

 ■ 100칼로리 미만의 간식 
25가지

►■칼로리 섭취를 더 
줄이는 방법

 ■ 100칼로리를 소모하는 
방법

►■실천 계획

�►코치 대본: 체중 기록을 계속 주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고정되어 더 줄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를 파악하여 다시 체중을 
감량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필요하다면, 체중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주는 
앱이나 인터넷 도구를 공유하십시오.

�►코치 대본: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5페이지에 있는  
“100칼로리 미만의 간식 25가지”를 완료해 주십시오. 
그 간식 중에 맘에 들 만한 게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아울러,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있는 “칼로리 섭취를 더 
줄이는 방법”과 8페이지에 있는 “100칼로리를 소모하는 
방법”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해본 각 아이디어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중이 
고정되어 더 줄지 않을 때 조치를 취하여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한다는 점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야기한 내용:

►■체중이 고정되어 더 줄지 않는 이유

►■다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

운동 휴식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 운동 휴식 2

운동 휴식

세션 포커스

30분마다 2분 운동 휴식을 하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듈에서 참여자들은 운동 휴식을 할 때의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할 일:

►► 가만히 앉아 있기와 제2형 당뇨병의 연관성 인식

►► 운동 휴식의 어려움과 극복하는 방법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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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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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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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6페이지 ............... 10분

►� 목표 .......................................................................7페이지 ................. 2분

►� 가만히 앉아 있기와 제2형 당뇨병 .....................7페이지 ............... 10분

►�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9페이지 ............... 28분

►� 성공을 위한 계획 .................................................10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10페이지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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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 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운동 휴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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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30분마다 2분 운동 휴식을 하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가만히 앉아 있기와 제2형 당뇨병의 연관성

►■운동 휴식의 어려움과 극복하는 방법

또한, 운동 휴식을 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기와 제2형 당뇨병 
(10분) 

 
 

참여자들의 직업에 
따라 다양한 응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분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을 
합니다. 몇몇은 온종일 
서 있기도 합니다. 
몇몇은 은퇴했을 수도 
있습니다.

►►코치 대본: 가만히 앉아 있기와 제2형 당뇨병의 
연관성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깨어 있는 시간 대부분을 가만히 앉아서 
보냅니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의 자료 3페이지에 
있는 “용태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이야기의 처음 네 문단을 읽으십시오.  
(또는 자원자가 읽게 하십시오.) (마지막 문단 빼고 전부 
읽으십시오.)

►9토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깨어 있는 시간 중 
가만히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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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가만히 앉아 있기와 제2형 당뇨병 

할 수 있는 운동 휴식 
방법: 

►■댄스 

►■옆걸음 딛기 운동 

►■제자리 걷기 또는 뛰기 

►■무릎 굽혀 발가락 치기 

►■걸어 다니기 

참여자들은 원한다면 
의자를 잡고 지탱할 
수도 있습니다. 서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앉은 채로 
움직여도 됩니다. 

►►코치 대본: 가만히 앉아 있기는 좋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을수록, 건강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더 커집니다. 이에 해당하는 건강 문제에는 
제2형 당뇨병, 비만, 심장 질환, 몇 가지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30분마다 2분 운동 휴식을 하라고 
권장합니다. 오래 쉬거나 격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야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야기의 마지막 문단을 읽으십시오. (또는 
자원자가 읽게 하십시오.)

►►질문: 용태는 운동 휴식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응답: 또한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서서 갑니다. 
일터에서는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사무실 주위를 걸어 
다니고 컴퓨터 앞에서는 운동 볼을 이용합니다. 

►9토론: 지금 바로 2분 운동 휴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 활동: 운동 휴식

►►코치 대본: 지금 바로 2분 운동 휴식을 해 봅시다.

%  코치 지침: 그룹에서 나온 의견 하나를 선택해 
참여자들이 하게 하십시오. 아니면 참여자들이 직접 
선택하게 하십시오.

►9토론: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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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28분)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운동 휴식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동 시 할 수 있는 운동 
휴식: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서서 갑니다. 

TV 또는 비디오 시청 시 
할►수 있는 운동 휴식: 

►■제자리에서 걷거나 
조깅을 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할 수 있는 
운동 휴식: 

►■서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동안 할 수 
있는 운동 휴식: 

►■제자리에서 걷습니다. 

일터에서 할 수 있는 운동 
휴식: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운동 휴식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코치 대본: 운동 휴식의 어려움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9토론: 30분마다 2분 운동 휴식을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  코치 지침: 플립 차트나 화이트보드에 어려운 점을 
적으십시오. 

►►코치 대본: 자, 생각을 한번 모아봅시다. 

►9토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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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울러 운동 휴식과 관련하여 오늘 논의한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요약 및 마무리 
(5분) 

►►코치 대본: 지금부터 다음 세션 전까지 이 모듈의 자료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을 완료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극복 방법”이라고 
적힌 열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적습니다. 시도해본 각 
아이디어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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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집에서 실천할 일: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운동 휴식

►■실천 계획

아울러, 여러분께서 30분마다 2분 운동 휴식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30분마다 2분 운동 휴식을 하면 제2형 당뇨를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야기한 내용:

►■가만히 앉아 있기와 제2형 당뇨병의 연관성

►■운동 휴식의 어려움과 극복하는 방법

또한, 운동 휴식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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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건강 유지하기

세션 포커스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할 일:

►► 심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

►►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

►► 지방과 관련하여 심장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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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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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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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 6페이지 ...................... 10분

►� 목표 ................................................................ 7페이지 ........................ 2분

►� 문제의 핵심 ................................................... 8페이지 ........................ 5분

►�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 9페이지 ...................... 13분

►� 지방과 관련하여 심장을 똑똑하게  
관리하기 ........................................................ 10페이지 .................... 20분

►� 성공을 위한 계획 .......................................... 11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 12페이지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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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 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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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여러분은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나 동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심장 건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심장 건강이 문제가 되는 이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

►■지방이 심장에 미치는 악영향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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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문제의 핵심 
(5분)

발생할 수 있는 심장 
또는 동맥 문제:

►■가슴 통증(협심증) 

►■쉽게 가빠지는 호흡 

►■신장 문제 

►■좁아지거나 막히는 
다리의 동맥혈관 

►■저림 

►■성적 문제 

►■급사 

►■두꺼워진 심장 근육 

►■시야 상실

참여자들은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꾸준히 활동하면서 
오래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랄 겁니다. 
심장 문제가 가족력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코치 대본: 심장은 굉장한 장기입니다. 한 번 뛸 때마다, 
산소가 풍부한 피를 펌프질하여 몸속 세포 하나하나로 
보냅니다. 피는 관과 동맥을 타고 흐릅니다.

심장 또는 동맥이 잘못된다면, 건강 전체에 큰 문제가 
됩니다. 

►9토론: 심장 또는 동맥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질문: 만약 뇌로 가는 동맥이 막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답: 뇌졸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문: 만약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막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답: 심장 마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9토론: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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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심장 건강 유지하기 
(13분)

참여자들이 이미 
시행하는 사항:

►■활동적이기 

►■건강한 체중을 만들고 
유지하려고 노력 

►■섬유질, 수분,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 

►■열량과 지방이 적은 
음식 섭취 

►■스트레스 관리 

참여자들은 염분과 술 
섭취를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담배도 
끊어야 합니다.

금연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제자리에, 준비, 끊기!”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코치 대본: 심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를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 모듈의 자료 3페이지에 있는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자료를 이용하여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해 보십시오. 또한, 
의료 제공자에게 요청할 사항과 심장 건강 검사를 논의해 
보십시오. 소금(나트륨)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십시오. 

►►코치 대본: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려고 이미 하는 몇 가지 사항은 심장에도 좋은 
일입니다. 

►9토론: 이 중에서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려고 이미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중에서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시작해 보고 싶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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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지방과 관련하여 심장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법 
(20분)

►►코치 대본: 함께 이야기한 대로 지방, 특히 건강하지 않은 
지방을 많이 포함한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지방과 지방이 심장에 주는 영향을 이야기해봅시다. 

우리 모두 식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지방은 섭취해야 
합니다. 지방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며 비타민을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지방은 성장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지방은 열량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그 어느 
음식보다도 열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체중에 
도달하거나 유지하려면, 지방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방은 심장과 동맥에 좋습니다. 다른 지방은 
심장과 동맥에 좋지 않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있는 “지방의 대한 모든 것”을 봐 
주십시오. 다른 유형의 지방을 알아봅시다.

%  코치 지침: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하지 않은 지방과 
건강한 지방과 관련하여 논의해 보십시오. 

►►코치 대본: 지방의 다른 유형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하게 요리하는 방법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지방의 대한 모든 것”을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자료를 이용하여 요리할 때 건강하지 않은 
지방을 피하고 건강한 지방을 제한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십시오.

►9토론: 이외에 건강한 방법으로 요리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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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울러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와 관련하여 오늘 논의한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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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5분)

 

집에서 실천할 일: 

►■지방에 대한 모든 것

►■실천 계획

►►코치 대본: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여러분께서  
6페이지에 있는 “지방의 대한 모든 것”을 완료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아이디어”라고 적힌 열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적습니다. 시도해본 각 아이디어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논의한 내용:

►■심장 건강이 문제가 되는 이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

►■지방이 심장에 미치는 악영향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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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 T2를 위한 구매 및 요리

세션 포커스

건강에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 요리하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구매하고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할 일:

►► 건강에 좋은 음식 파악

►► 건강에 좋은 음식을 구매하는 방법 이해

►►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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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 지역 식품점의 광고지

 � “Make It Fast, Make It Good(빠르게, 맛있게)”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B5TUlo2p_A

 � “Budget-Stretching Healthy Meals(저렴한 건강식)”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xl3-kg59xU

�� 동영상 감상을 위해 인터넷 접속이 되는 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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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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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6페이지 ..................... 10분

►� 목표 .................................................................7페이지 ....................... 2분

►� 건강에 좋은 음식: 검토 .................................7페이지 ....................... 8분

►� 건강에 좋은 음식을 구매하는 방법 .............9페이지 ..................... 15분

►�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  ............10페이지 ................... 15분

►� 성공을 위한 계획 ...........................................13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14페이지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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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 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 요리하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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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건강에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 요리하면 제
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건강에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을 구매하는 방법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 검토 
(8분)

�►코치 대본: 건강에 좋은 음식을 구매하고 요리하려면 
어떤 품목이 건강에 좋은지 알아야 합니다. 빠르게 검토해 
봅시다.

�►질문: 어떤 품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응답: 선택할 품목: 

►■칼로리, 지방 및 설탕 함유량이 낮은 식품

►■섬유소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식품

►■비타민, 미네랄 및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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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건강에 좋은 음식: 검토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Prevent T2를 위한 
건강한 식사 모듈에서 
제공된 자료를 검토해 
주십시오.

�►질문: 어떤 품목을 제한해야 할까요?

응답: 제한할 품목:

►■칼로리, 지방 및 설탕 함유량이 높은 식품

►■섬유소와 수분 함유량이 낮은 식품

►■비타민, 미네랄 및 단백질 함유량이 낮은 식품

�►코치 대본: 건강한 요리란 어떤지 검토해봅시다. 

�►질문: 요리의 절반을 차지하는 식품군은 무엇입니까?

응답: 전분이 없는 채소

�►질문: 요리의 1/4을 차지하는 식품군은 무엇입니까?

응답: 곡물과 전분 음식

�►질문: 요리의 나머지 1/4을 차지하는 식품군은 
무엇입니까?

응답: 단백질 음식 

�►코치 대본: 기억해 둘 추가 섭취 식품:

►■유제품 약간

►■과일 약간

►■열량이 낮거나 없는 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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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건강에 좋은 음식 구매하는 방법 
(15분)

구매하기 전에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

►■할인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쿠폰을 모으십시오. 

►■조리법을 
찾아보십시오.

►■식사와 간식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부엌을 점검하십시오.

►■구매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건강한 간식을 
드십시오.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코치 대본: 건강에 좋은 음식을 검토했으니, 이제 
건강에 좋은 음식 구매하기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의 
자료 3페이지에 있는 “영재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또는 자원자가 읽게 
하십시오.)

�►코치 대본: 돈이나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장보기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식품점에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9토론: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구매하기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1 활동: 할인 광고지 이용

%  코치 지침: 지역 식품점의 할인 광고지를 나눠 주십시오. 
참여자들에게 건강에 좋은 할인 품목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십시오.

�9토론: 어느 품목에 동그라미 치셨습니까? 왜 그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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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건강에 좋은 음식을 구매하는 방법  

구매하는 동안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

►■가장 저렴한 가격을 
찾습니다.

►■음식 라벨을 
이용하십시오.

►■목록에 있는 제품만 
구입합니다.

►■가족용 묶음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조리된 음식은 사지 
마십시오.

►■할인 중인 품목을 
사십시오.

�►코치 대본: 좋습니다. 장을 보러 갈 준비를 마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구매 목록과 쿠폰을 들고 식품점에 와 
있습니다.

�9토론: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구매하는 동안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 
(15분)

요리 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요리할 때는 청결을 
유지합니다. 

►■한 번에 많은 분량을 
요리하세요. 

►■채소와 과일은 미리  
썰어 두세요. 

►■전기 찜솥을 이용하세요. 

►■남은 음식을 이용하세요.

�►코치 대본: 건강에 좋은 음식을 구매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봅시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건강에도 좋고 즐길 수도 있는 
음식을 요리할 수 있습니다.

�9토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요리할 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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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  

건강에도 좋고 즐길 수도 
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

►■좋아하는 요리를 바꿔 
보십시오.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합니다. 

►■채소와 고기를 직, 간접 
불에 구우십시오. 

►■건강한 요리법을 
익히십시오. 

►■새 요리법과 재료를 
사용해 봅니다.

지방을 줄이는 요리법:

►■건강에 좋은 요리용 
스프레이로 팬을 
달구십시오. 

►■물이나 육수(스톡)로 
끓입니다.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조리합니다. 

►■눌어 붙지 않는 조리 
도구를 사용합니다.

�9토론: 건강에도 좋고 즐길 수도 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방을 적게 사용하면서 요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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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1 활동: 동영상 보기

%  코치 지침: “Make It Fast, Make It Good”(2분 20초)와 
“Budget-Stretching Healthy Meals”(1분 56초)를 보여주십시오.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참가자들이 집에서 볼 수 
있도록 연결 주소를 주십시오.

��1 활동: 현장 학습

%  코치 지침: 세션 타임 외에 현장 학습을 진행하십시오. 
그룹으로 건강에 좋은 품목을 구매하고 요리해 보십시오. 
요리 시범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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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울러 건강에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 요리하기와 
관련하여 오늘 논의한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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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5분)

집에서 실천할 일:

►■식사와 간식

►■구매 목록

►■구매와 요리

►■실천 계획

�►코치 대본: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있는 “식사와 간식”
을 봐 주십시오.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이 자료를 
이용하여 일주일분 건강에 좋은 식사와 간식 계획을 
짜 보십시오.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있는 “영재의 식사와 
간식”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9페이지에 있는 “구매 목록”도 완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한 식사와 간식에 필요한 제품 목록을  
만듭니다. 8페이지에 있는 “영재의 구매 목록”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그 구매 목록으로 장을 보러 가십시오.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있는 “건강에 좋은 물품 구매 
요령”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한 대로 식사와 간식을 준비해 보십시오.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건강에 좋은 요리 
요령”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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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좋은 재료를 구매하고 요리하여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야기한 내용:

►■건강에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을 구매하는 방법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

운동할 시간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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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할 시간 내기

세션 포커스

매주 150분 이상 활동할 시간을 내기는 어렵기 마련입니다. 이 모듈에서 
참여자들은 운동할 시간을 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할 일:

►► 활동으로 얻는 효과 파악

►► 운동할 시간 내기의 어려움을 인식

►► 운동할 시간을 내는 방법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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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 운동 앱과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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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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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 6페이지 ..................... 10분

►� 목표 ................................................................. 7페이지 ....................... 2분

►� 꾸준한 활동으로 얻는 효과: 검토 ................ 7페이지 ..................... 10분

►� 운동할 시간 내기의 어려움 .......................... 8페이지 ..................... 10분

►� 운동할 시간을 내는 방법 .............................. 8페이지. .................... 18분

►� 성공을 위한 계획 ........................................... 11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 12페이지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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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운동할 시간 내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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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매주 150분 이상 활동할 시간을 내기는 
어렵기 마련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활동으로 얻는 효과

►■운동할 시간 내기의 어려움

►■운동할 시간을 내는 방법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활동으로 얻는 효과: 검토 
(10분) 

활동으로 얻는 효과:

►■수면의 질과 기분이 
좋아짐 

►■균형감과 유연성 향상 

►■혈압과 콜레스테롤 
저하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일어날 위험이 감소 

►■스트레스 감소 

►■활력 강화 

►■근육 강화 

�►코치 대본: 활동으로 얻는 혜택을 빠르게 검토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활동을 하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두 가지 차원에서  
낮출 수 있습니다.

�►질문: 그 두 가지가 뭔지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응답: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

►■체중 감소

►■혈당 감소

�►코치 대본: 그렇기에 활동을 하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9토론: 활동으로 얻는 효과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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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운동할 시간 내기의 어려움 
(10분)

�►코치 대본: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매주 
중간 이상의 속도로 최소 150분 이상 활동하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반입니다. 

�►질문: 중간 속도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응답: 말하기 시험을 해 보십시오. 해당 활동을 하는 
동안은 말은 할 수는 있지만, 노래는 할 수 없습니다.

�►코치 대본: 이 운동 목표를 달성할 시간을 내기는 어렵기 
마련합니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의 자료  
3페이지에 있는 “종구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이야기의 처음 세 문단을 읽으십시오. (또는 
자원자가 읽게 하십시오.)

�9토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150분을 내기 
어려운 요인은 무엇입니까?

운동할 시간을 내는 방법 
(18분)

언제든지 운동할 시간을 
내는 방법:

►■일정을 정합니다. 

►■일정을 조정합니다. 

►■운동 앱이나 트래커를 
사용합니다. 

�►코치 대본: 운동 목표를 달성할 시간 내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내어 
운동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9토론: 언제든지 운동할 시간을 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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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운동할 시간을 내는 방법  

이동하면서 운동할 
시간을 내는 방법:

►■버스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리십시오.

►■차를 먼 곳에 
주차하십시오. 

►■걷거나 자전거를 
타십시오.

TV를 보면서 운동할 
시간을 내는 방법:

►■춤을 춥니다.

►■역기를 듭니다. 

►■제자리에서 걷습니다. 

일을 처리하면서 운동할 
시간을 내고, 힘차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활동: 

►■잔디 깎기 

►■마루 닦기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  코치 지침: 필요하다면, 운동 앱과 측정기를 공유하십시오.

�9토론: 이동하면서 운동할 시간을 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TV를 보면서 운동할 시간을 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을 처리하면서 운동할 시간을 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 운동할 시간 내기 1010

코치 노트 운동할 시간을 내는 방법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운동할 시간을 내는 
방법:

►■산책 모임에 
가입하십시오. 

►■운동 강좌를 
들으십시오.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걷기를 하거나, 계단을 
오르면서 친구와 
통화하십시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십시오. 

직장에서 운동할 시간을 
내는 방법: 

►■근처 헬스장에 
등록하십시오. 

►■점심시간에 넓은 
보폭으로 산책하십시오. 

►■사내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통화하면서 주위를 
걷거나 제자리걸음을 
하십시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운동할 시간을 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앉아서 하는 일을 한다면 직장에서 운동할 시간을 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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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울러 운동할 시간을 내기와 관련하여 오늘 논의한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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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5분)

집에서 실천할 일: 

►■종구의 이야기

►■운동할 시간을 내는 
요령

►■실천 계획

�►코치 대본: 3페이지에 있는 “종구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매주 150분을 내기가 
어려운 원인을 적어 오십시오.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있는 “운동할 시간 내는 요령”
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도해 본 요령에는 체크 
표시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에는 본인이 어떻게 
시간을 내어 운동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적어주십시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운동에 가장 흔한 걸림돌인 시간과 관련하여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야기한 내용:

►■활동으로 얻는 효과

►■운동할 시간 내기의 어려움

►■운동할 시간을 내는 방법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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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수면 취하기

세션 포커스

충분히 수면하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에서 참여자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점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할 일:

►► 수면이 중요한 이유 설명

►► 충분히 자기 어려운 점과 극복하는 방법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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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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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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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 6페이지 ..................... 10분

►� 목표 ................................................................. 7페이지 ....................... 2분

►� 수면이 중요한 이유 ....................................... 7페이지 ..................... 10분

►�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 8페이지 ..................... 28분

►� 성공을 위한 계획 ........................................... 11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 12페이지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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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 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충분한 수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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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충분히 자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수면이 중요한 이유

►■충분히 자기 어려운 점과 극복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수면이 중요한 이유  
(10분) 

►►코치 대본: 수면이 중요한 이유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지 못 했을 때 흔히 발생하는 
현상:

►■낮에 졸림 

►■병에 걸림

►■고혈압

►■사고력, 집중력, 일 처리 능력 저하

►■운전 능력 상실

►■우울감

►■과식

►■높은 혈당

►■체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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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수면이 중요한 이유  

제2형 당뇨병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T2 더 알기 모듈에서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질문: 과식, 고혈당, 체중 증가와 관련된 사실을 아십니까?

응답: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제2형 당뇨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코치 대본: 연구에 따르면 충분히 자지 못했을 때는 인슐
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몸에서 지방을 처
리하지 못합니다. 뇌에서는 먹은 양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28분)

►►코치 대본: 수면이 중요한 이유를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충분한 수면의 어려운 점과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컨디션이 좋으려면, 성인은 적어도 7시간은 자야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연중무휴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미국인 4명 중 1명은 
수면의 질이 몹시 나쁘다고 말합니다.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미국인 4명 중 2명이 수면의 질이 
몹시 나쁘다고 합니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의 자료 3페이지에 
있는 “재희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또는 자원자가 읽게 
하십시오.) 

►9토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밤에 7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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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너무 늦게까지 일 처리를 
한다. 

►■가족과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너무 덥거나 춥다. 

►■날씨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같이 자는 사람이 계속  
뒤척이고 시끄럽게 해요. 

►■같이 자는 분께 옆으로 
자거나 엎드려 자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소음이 너무 심하다. 

►■환풍기를 켜십시오. 

빛 공해가 너무 심하다. 

►■안대를 착용합니다.

목이 마르다. 

►■적어도 잠자기 2시간 
전에 물을 마십니다. 

화장실에 자주 간다. 

►■카페인과 주류 섭취를 
피합니다. 

►►코치 대본: 충분한 수면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9토론: 밤에 잘 자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  코치 지침: 플립 차트나 화이트보드에 어려운 점을 
적으십시오.

►►코치 대본: 자, 생각을 한번 모아봅시다. 

►9토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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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긴장을 푸는 방법:

►■심호흡을 합니다. 

►■빛을 낮춥니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코치 대본: 긴장을 풀 수 있는 일정한 수면 의식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 
시작해 봅니다.

►9토론: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코치 대본: 수면 문제는 건강의 적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이 염려된다면, 의료 제공자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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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울러 충분히 수면하기와 관련하여 오늘 논의한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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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5분)

집에서 실천할 일: 

►■재희의 이야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긴장을 푸는 방법

►■실천 계획

►►코치 대본: 3페이지에 있는 “재희의 이야기”를 다시 
봐 주십시오.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밤에 잘 자기 
어려워지는 원인을 적어 오십시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극복 방법”이라고 
적힌 열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적습니다. 시도해본 각 
아이디어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아울러, 7페이지에 있는 “긴장을 푸는 방법”도 완료해 
주십시오. 하루의 끝에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을 
적어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분한 수면으로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야기한 내용:

►■수면이 중요한 이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의 어려운 점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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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아닌 곳에서 꾸준히 활동하기

세션 포커스

집이 아닌 곳에서 꾸준히 활동하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에서 참여자들은 출장 또는 여행 시 운동 목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할 일:

►► 집이 아닌 곳에서 꾸준히 활동하기가 어려운 점과 극복하는 방법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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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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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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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 6페이지 ..................... 10분

►� 목표 ................................................................. 7페이지 ....................... 2분

►�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 8페이지 ..................... 38분

►� 성공을 위한 계획 ........................................... 9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 10페이지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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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 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집이 아닌 곳에서 꾸준히 활동하기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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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목표 
(2분)

►►코치 대본: 집이 아닌 곳에서 꾸준한 활동을 유지하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이 아닌 곳에서 꾸준할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과 극복 방법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실천 계획도 세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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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38분)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너무 바빠서 구경다닐 
수 없다. 

►■활동하면서 관광을 
즐기십시오.

친구나 가족을 
방문하는 중이다.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습니다.  

장거리를 여행해야 
해요. 

►■교통수단 안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를  
하십시오. 

길을 잘 몰라요. 

►■지역 쇼핑몰 안에서 
걷습니다.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없어요. 

►■탄력밴드를 챙겨옵니다. 

운동을 같이할 친구가 
없다. 

►■혼자 운동합니다. 

►►코치 대본: 출장이든 여행이든 집이 아닌 곳에서는 
원래의 운동 목표대로 하기가 어렵기 마련입니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의 자료 3페이지에 있는 “
윤정이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또는 자원자가 읽게 
하십시오.) 

►►코치 대본: 집이 아닌 곳에서 꾸준히 활동하기 어려운 
점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9토론: 집이 아닌 곳에서 꾸준히 활동하기 어려운 
원인은 무엇입니까?

%  코치 지침: 플립 차트나 화이트보드에 어려운 점을 
적으십시오.

►►코치 대본: 자, 생각을 한번 모아봅시다. 

►9토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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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울러 집이 아닌 곳에서 꾸준히 활동하기와 관련하여 
오늘 논의한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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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5분)

원래 궤도로 돌아가는 사
항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원래 궤도로 돌아가기 자
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집에서 실천할 일:

►■윤정이의 이야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실천 계획

►►코치 대본: 보시다시피 집이 아닌 곳에서도 꾸준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저 창의력을 조금만 발휘하면 
됩니다! 운동 목표가 궤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원래 궤도로 돌아가고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모듈의 자료 3페이지에 있는 “윤정이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집이 아닌 곳에서 
꾸준히 활동하기 어려워지는 원인을 적어 오십시오.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극복 방법”이라고 
적힌 열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적습니다. 시도해본 각 
아이디어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집이 아닌 곳에서 꾸준히 활동을 유지하기의 어려운 점과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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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더 알기

세션 포커스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제2형 당뇨병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병을 더 알아보고 나면 참여자들은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깁니다. 또한, 발병했을 때 제2형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할 일:

►► 제2형 당뇨병의 기본 사항 파악 

►► 제2형 당뇨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설명

►► 제2형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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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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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 혈당 측정기

�� 주사기나 펜처럼 생긴 인슐린 주사 장치

�� 제2형 당뇨병이 있는 객원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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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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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6페이지 ..................... 10분

►� 목표 .................................................................7페이지 ....................... 2분

►� 제2형 당뇨병의 기본 사항 검토 ...................7페이지 ..................... 10분

►� 제2형 당뇨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8페이지 ....................... 5분

►� 제2형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 ....................9페이지 ..................... 23분

►� 성공을 위한 계획 ...........................................11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12페이지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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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 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제2형 당뇨병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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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치 노트 목표 
(2분)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시
는 분 중에 여전히 제2형 
당뇨병으로 발전되는 중
인 분들이 있습니다. 필
요에 따라, 제2형 당뇨병
으로 발전되는 중이기는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으로 병을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
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치 대본: 여러분 모두 제2형 당뇨병을 예방 또는 
발병을 지연하고자 체중을 감량하고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질병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제2형 당뇨병의 기초 

►■제2형 당뇨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제2형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제2형 당뇨병의 기본 사항 검토 
(10분)

�►코치 대본: 핵심 요소 검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의 자료 3페이지에 있는 “제2형 당뇨병의 기본 
내용”을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자료에서 제2형 당뇨병이 무엇인지,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병에 걸릴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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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제2형 당뇨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5분)

�►코치 대본: 제2형 당뇨병의 기본 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2형 당뇨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2형 당뇨병 초기 환자 대부분에게는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질문: 제2형 당뇨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응답: 혈당을 검사하십시오.

�►코치 대본: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의료 제공자에게 혈당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빨리 발견할수록, 관리하기가 
좀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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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제2형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 
(23분) 

�►코치 대본: 제 2형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의 목표는 
혈당을 건강한 수치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명수와 현우의 
이야기”를 펴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또는 자원자가 읽게 
하십시오.)

�►코치 대본: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여러분과 아주 비슷한 식생활 및 운동 목표를 세워 
놓았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분들도 건강한 체중을 
달성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식생활과 활동도 
기록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혈당을 매일 또는 매주 검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  코치 지침: 필요하다면, 참여자들에게 혈당 측정기를 
보여주십시오. 

�►코치 대본: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혈당을 조절하는 약을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알약을 
드십니다. 어떤 분들은 약물을 주사합니다. 

%  코치 지침: 필요하다면, 주사기나 펜처럼 생긴 인슐린 
주사 장치를 참여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코치 대본: 제2형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의료 
제공자를 자주 찾습니다. 또한, 검사도 많이 받습니다. 
혈당 검사는 물론이고 혈압, 콜레스테롤, 신장, 눈, 발을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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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제2형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  

참여자들이 제2형 
당뇨병에 걸렸다면, 
혈당을 기록하고 
약을 복용하며 의료 
제공자들을 더 많이 
만나고 검사를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
려면, 참여자들은 식생활 
및 운동 목표를 달성하고 
음식과 활동을 기록하느
라 더 많이 노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9토론: 만약 제2형 당뇨병에 걸렸다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 활동: 객원 연사

%  코치 지침: 제2형 당뇨병에 걸린 객원 연사를 
소개하십시오. 연사에세 당뇨병 관리가 어떤식인지 설명
(긍정적이면서도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참여자들이 질문하도록 권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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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울러 제2형 당뇨병과 관련하여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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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5분)

집에서 실천할 일: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삶

►■실천 계획

�►코치 대본: 5페이지에 있는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삶”
을 봐 주십시오.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만약 제2형 
당뇨병에 걸렸다면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보십시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형 당뇨병을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야기한 내용:

►■제2형 당뇨병의 기초 

►■제2형 당뇨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제2형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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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수화물 더 알기

세션 포커스

탄수화물을 더 잘 알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듈에서 참여자들은 탄수화물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합니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할 일:

►► 탄수화물과 제2형 당뇨병의 연관성 인식

►► 다양한 탄수화물 유형 파악

►► 건강한 탄수화물 접근법 서술

►► 음식 속의 탄수화물 양을 알아보는 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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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 다양한 탄수화물: 건강한 탄수화물(귀리, 현미, 렌틸콩)과 건강하지 않은 
탄수화물(사탕, 과자, 케이크)

�� 탄수화물 계산 앱과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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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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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션 전에 해야 할 과제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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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 6페이지 .................... 10분

►� 목표 .................................................................. 7페이지 ...................... 2분

►� 탄수화물과 제2형 당뇨병 .............................. 7페이지 ...................... 5분

►� 탄수화물 유형 ................................................. 8페이지 .................... 15분

►� 건강한 탄수화물 접근법 ................................ 9페이지 .................... 10분

►� 숫자로 보는 탄수화물 .................................... 10페이지 .................... 8분

►� 성공을 위한 계획 ............................................ 11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 12페이지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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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 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탄수화물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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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탄수화물에 대해 이해하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탄수화물과 제2형 당뇨병의 연관성

►■탄수화물의 종류

►■탄수화물에 대한 건강한 접근 방식

►■음식 속의 탄수화물 양을 알아보는 방법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탄수화물과 제2형 당뇨병 
(5분) 

�►코치 대본: 탄수화물과 제2형 당뇨병의 연관성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신체는 
탄수화물 대부분을 분해하거나 포도당으로 전환합니다.

�►질문: 포도당(glucose)이란 무엇일까요?

응답: 당의 한 가지 유형

�►코치 대본: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을수록, 혈당이 더 
높아집니다.

제 2형 당뇨병이 없는 사람은, 피에서 빠져나온 당이 
세포로 들어갑니다. 이 당이 세포에 힘을 줍니다.



8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 탄수화물 더 알기

코치 노트 탄수화물과 제2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T2 더 알기 모듈에서 
제공된 자료를 검토해 
주십시오.

�►질문: 당이 피에서 빠져나와 세포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체내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응답: 인슐린

�►코치 대본: 제 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거나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이 
세포에 흡수되지 않고 혈액에 축적됩니다. 이 때문에 
세포가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혈당이 높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탄수화물 유형 
(15분) 

 

�►코치 대본: 탄수화물과 제2형 당뇨병의 연관성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탄수화물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의 자료 3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있는 “탄수화물의 종류”을 봐 주십시오.

%��코치 지침: 자료를 이용해 탄수화물의 주요한 세 가지 
유형인 녹말, 당, 섬유질과 관련하여 논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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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탄수화물에 대한 건강한 접근 방식 
(10분)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Prevent T2를 위한 건강한 
식사 모듈에서 제공된 
자료를 검토해 주십시오.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건강에 좋은 탄수화물은 
열량, 지방, 당이 낮고 
섬유질과 수분이 많으며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도 
많습니다. 

�►코치 대본: 탄수화물의 여러 가지 유형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탄수화물을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대희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또는 자원자가 읽게 
하십시오.)

�►코치 대본: 건강한 탄수화물 접근법을 더 자세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탄수화물에 ►
대한 건강한 접근 방식”을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자료를 이용해 요리하는 법, 탄수화물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법, 건강을 위해 바꾸는 법을 논의해 
보십시오.

��1 활동: 탄수화물 분류

%  코치 지침: 다양한 탄수화물: 건강한 탄수화물(귀리, 
현미, 렌틸콩)과 건강하지 않은 탄수화물(사탕, 과자, 
케이크) 가져온 탄수화물 음식을 책상이나 탁자 위에 
놓으십시오. 

참여자들이 건강에 좋은 순서에 따라 음식을 분류하게 
하십시오. 학급 전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아니면 소 그룹으로 나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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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숫자로 보는 탄수화물 
(8분)

 

음식을 계량하고 음식 
라벨을 이해하는 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음식 
기록 모듈에서 제공되는 
식사 기록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건강한 탄수화물 접근법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음식 안에 있는 탄수화물의 
양을 알아보는 방법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의 “숫자로 보는 탄수화물”을 펴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자료를 이용해 음식 라벨을 읽고 음식 안에 
있는 탄수화물의 양을 알아볼 다른 방법을 논의하십시오. 
탄수화물 1회 섭취량의 예시를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탄수화물 계산 앱과 웹 사이트를 공유하십시오.

�►코치 대본: 담당 의료 제공자에게 매일 탄수화물을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일 기준량이 얼마인지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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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울러 탄수화물과 관련하여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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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5분) 

집에서 실천할 일:

►■나의 탄수화물

►■실천 계획

�►코치 대본: 10페이지에 있는 “나의 탄수화물”을 봐 주십
시오.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좋아하는 탄수화물 식품
을 써 오십시오. 각 제품이 건강에 좋은지 판단합니다.  
건강한 탄수화물이 아니라면 건강을 위해 교체할 식품을 
적으십시오.

%  코치 지침: 질문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코치 대본: 이제 미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탄수화물을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논의한 내용:

►■탄수화물과 제2형 당뇨병의 연관성

►■탄수화물의 종류

►■탄수화물에 대한 건강한 접근 방식

►■음식 속의 탄수화물 양을 알아보는 방법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다음 번에는 실천 계획을 포함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__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 때 
잊지 말고 참여자 노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미팅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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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한 Prevent T2!

이 모듈은 마지막 세션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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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한 Prevent T2!

세션 포커스

건강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에서는 참여자들이 각자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도록 돕습니다.

참고: 이 모듈은 마지막 세션에 진행해야 합니다. 유쾌하고 편안한 어조를 
유지하십시오. 

참여자 학습 목표

이 세션을 마칠 때까지 참여자들이 할 일:

►►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로 어느 정도 해냈는지 돌이켜보기

►►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건강한 생활방식을 어떻게 유지할지 설명

►► 다음 6개월 동안의 목표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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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3

준비할 물품:
►� 참여자 노트

►� 이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참여자 1인당 1부 및 강사용 1부)

►� 운동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음식 로그 양식(필요한 만큼)

►� 실천 계획 양식(필요한 만큼)

►� 생활방식 코치 기록

►� 이름표(필요한 만큼)

►� 참여자 체중 측정용 저울(모든 세션에 공통 사용)

►� 시계 또는 탁상시계

►� 펜

선택 사항:

►� 플립 차트, 이젤 또는 테이프, 마커 
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 참여자별로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그룹 및 개인 보고서(이전  
세션 수치가 가장 좋음) 

 �  그룹이 지금까지 얼마나 감량했는�
지를 나타내는 물건(추, 봉지에 든 
밀가루, 음식 캔, 버터 도막)

 � Prevent T2를 수료했던 객원 연사 

�� 단체 사진(이전 세션에서 찍었던 
사진으로 참여자 한 명당 한 
장씩)

�� 수료증(강사가 작성. 참여자 한 
명당 한 장씩)

�� 건강에 좋은 간식

�� 탄산수와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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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4

세션 시작 전:
►� 미팅룸을 예약합니다.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을 모읍니다.

►� 이 모듈의 생활방식 코치 훈련 가이드와 참여자 가이드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가이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일찍 도착합니다.

►� 원형 등 토론하기 좋은 형태로 의자를 배치합니다.

►�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옵션)에 필요한 글을 적습니다. J 참조

각 참여자 도착 시:
►� 참여자를 맞이합니다.

►� 사적인 곳에서 참여자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 생활방식 코치 로그에 참여자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체중을 말해줍니다. 또는 포스트잇에 체중을 적어줍니다. 
각자의 체중 로그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에게 본 모듈의 참여자 가이드 사본을 배부합니다.

►� 운동 로그, 음식 로그 및 실천 계획의 양식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부합니다.

►� 필요하면 참여자들에게 이름표를 작성하여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자들을 앉게 합니다.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올 때까지 2페이지의 “세션 
포커스”를 읽게 합니다.

세션 종료 후:
►� 가능하면 빨리 세션에 대해 메모합니다. 잘 진행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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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요

5

세션 내용:
다음 내용은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세션 시작 시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자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인사 및 복습 .........................................................6페이지 ............... 10분

►� 목표 .......................................................................7페이지 ................. 2분

►� 어느 정도 해내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7페이지 ............... 15분

►� 좋은 변화를 계속 이어가십시오! .......................10페이지 ............. 10분

►� 다음 6개월을 위한 목표 ......................................12페이지 ............... 8분

►� 성공을 위한 계획 .................................................13페이지 ............... 5분

►� 요약 및 마무리 .....................................................14페이지 .............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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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코치 대본

코치 노트 인사 및 복습 
(10분)

�►코치 대본: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미팅은 
CDC의 Prevent T2 __차 미팅입니다.

오늘은 장기간 건강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몇 분간 상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전 세션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9토론: 지난 세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지난번 여러분이 세운 실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코치 대본: 집에서 시도한 다른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9토론: 잘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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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치 노트 목표 
(2분)

�►코치 대본: 건강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로 어느 정도 해냈는지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건강한 생활방식을 어떻게 
유지할지

►■다음 6개월 동안의 목표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어느 정도 해내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15분) 

�►코치 대본: 1년 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로 어느 
정도 해내셨는지부터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9토론: 여러분의 식생활은 어떤 식으로 건강하게 
변화했습니까?

여러분의 활동은 어떤 식으로 건강하게 변화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건강하게 생활방식을 변경하면서 극복해낸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프로그램을 하면서 본인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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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어느 정도 해내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보고서 포함 내용:

►■그룹이 감량한 몸무게►
(시작 시의 전체 
몸무게 - 최근의 
전체 몸무게) 

►■그룹이 감량한 몸무게 
백분율(그룹이 감량한 
몸무게/전체 시작 
몸무게) 

►■그룹의 분 단위 주당 
활동 시간(최근 주당 
활동 시간 - 시작 시 
주당 활동 시간) 

��1 활동: 그룹 진행 상황 보고서

�►코치 대본: 그룹으로서 어느 정도 해내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코치 지침: 지금까지 그룹의 진행 상황을 적은 
보고서를 나눠 주십시오. 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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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어느 정도 해내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보고서 포함 내용:

►■개인이 감량한 몸무게
(시작 시 몸무게 - 최근 
몸무게) 

►■개인이 감량한 몸무게 
비율(감량한 몸무게/
시작 시 몸무게) 

►■개인의 분 단위 주당 
활동 시간(최근 주당 
활동 시간 - 시작 시 
주당 활동 시간) 

��1 활동: 그룹 진행 물건

%  코치 지침: 그룹 전체가 지금까지 몇 파운드나 
감량했는지를 나타내는 물건을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추, 봉지에 든 밀가루, 음식 캔, 버터 도막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해당 물건을 가져오도록 
권유하십시오.

��1 활동: 개인 진행 보고서

%  코치 지침: 지금까지 개인별로 진행 상황을 적은 
보고서를 나눠 주십시오. 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플립 차트 또는 화이트보드를 
사용하십시오. 

�►코치 대본: 이 보고서는 본인만 보는 겁니다. 본인 
이외에는 그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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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어느 정도 해내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코치 대본: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체중과 활동 목표를 
달성하셨습니다. 몇 분은 아직 노력 중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대단한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변화를 계속 이어가십시오!  
(10분)

�►코치 대본: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여기까지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겪어야 할 어려움은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건강한 생활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의 자료 3페이지에 
있는 “병수의 이야기”를 봐 주십시오.

%  코치 지침: 이야기의 처음 세 문단을 읽으십시오. (또는 
자원자가 읽게 하십시오.) 

�9토론: 과거에 체중을 감량하였다가 다시 체중이 불어 
난 경험이 있습니까?

�►질문: 그렇다면 장기간 건강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응답: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이루어 낸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다시 증가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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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좋은 변화를 계속 이어가십시오!  

도움받기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도움받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의욕 
유지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꾸준한 
활동으로 Prevent T2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계속 연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인맥을 
형성해주고 모임을 
주선하여 교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프로그램 개요” 
참조) 

이 활동은 선택 
사항입니다.

�►코치 대본: 이야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  코치 지침: 이야기의 마지막 세 문단을 읽으십시오.  
(또는 자원자가 읽게 하십시오.) 

�9토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생각이십니까?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어떻게 의욕을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1 활동: 객원 연사

%  코치 지침: Prevent T2를 수료했던 객원 연사를 
소개하십시오. 연사에게 프로그램이 끝난 후 도움을 
받는 방법과 의욕을 유지하는 방법을 서술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참여자들이 질문하도록 권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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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다음 6개월을 위한 목표 
(8분)

�►코치 대본: 프로그램이 끝난 후 건강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방법을 논의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단계를 
이야기해봅시다. 이 모듈의 자료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있는 
“다음 6개월 동안의 목표”를 봐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다음 6개월 동안 추구할 활동 목표는 
그대로입니다. 매주 보통 이상의 속도로 최소 150분 이상 
활동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체중 목표는 바꾸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작성해 봅시다.

먼저 현재 몸무게를 적어 주십시오. 오늘 세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몸무게입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여섯 달 동안 몸무게를 감량하고 
싶은지 유지하고 싶은지 결정하십시오. 자료에 결정한 
바를 표시하십시오.

►■몸무게를 감량한다는 목표라면 달성하려는 몸무게를  
적으십시오.

►■몸무게를 유지한다는 목표라면, 유지하려는 몸무게를 
적으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이 체중 목표를 적어놓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건강한 생활방식 기술을 논의하십시오. 

�►코치 대본: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건강한 생활방식 기법을 배우셨습니다.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이러한 기법을 계속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권장합니다. 이런 기법을 다시 검토해보고 
싶다면, 참여자 노트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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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성공을 위한 계획 
(5분)

�►코치 대본: 실천 계획 일기를 봐 주십시오. 이제부터 몇 
분간 새로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 잘 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울러 건강한 생활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오늘 논의한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현실적일 것 

►■실행 가능할 것 

►■구체적일 것 

►■융통성이 있을 것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십시오! 

%  코치 지침: 참여자들에게 몇 분을 주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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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노트 요약 및 마무리 
(10분) 

�►코치 대본: 이제 Prevent T2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생활방식을 계속 유지하여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야기한 내용: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로 어느 정도 해냈는지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건강한 생활방식을 어떻게 
유지할지

►■다음 6개월 동안의 목표

�9토론: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코치 대본: 자 이제 축하할 시간입니다!

%  코치 지침: 작은 축하 파티를 여십시오. 몇 가지 예를 
들면: 

►■건강한 간식 나누기

►■각 참여자에게 단체 사진 증정 서로의 사진에 
서명하도록 권하기 

►■수료증 증정 

►■단체 포옹

►■박수

►■탄산수 건배

미팅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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