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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농농농촌촌촌지지지역역역 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 대대대상상상자자자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 및및및 효효효과과과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프로그램이 농촌지역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대
사관련 지표와 자기효능감,자가관리 이행,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중
재방법 별 효과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 실험연구이다.C도에 속한 5개의 보
건진료소에서 기초 자료와 사전검사를 거쳐 확인된 대사증후군 대상자 중,연구
참여에 동의한 98명을 무작위 할당법으로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조군
에 각각 배정하였으며,12주간 건강계약과 교육,운동과 식이,자가관리 기록으로
구성된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중재받았고,최종검사에 참여한 사람은 직접관리군
38명,전화 관리군 33명,대조군 20명이었다.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8월 5일부터
2008년 10월 25일까지였다.
측정변수는 대사관련 지표인 체중과 혈압,복부둘레,체질량 지수,공복혈당,고

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중성지방,체지방량과 자기효
능감,자가관리 이행,삶의 질이었다.수집된 자료는 SPSS12.0Window Program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위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세 집단 간의 동질성은 F-F-F-F-test    또는 χ2-test로 검정하였고,프로그램
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repeated
measuresANCOVA로 검정하였으며,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조군 간
의 효과 차이에 대한 가설 검정은 OnewayANOVA(사후 검정법은 Tukey)를 이
용하여 검정하였다.모든 통계의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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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로그램 중재 후,대사 관련 지표에서,중재를 받은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
군이 대조군에 비해 체중(p=0.001)과 복부둘레(p=0.001)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외 중성지방과 공복혈당,수축기 혈압,이완기 혈압,저밀도 콜레스테
롤과 체질량 지수는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감소했지
만,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다.중재제공 방법에 따라서는 직접대면 관리군
과 전화 관리군 간에 체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2.프로그램 중재 후,자기효능감은 세군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재제공
방법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946).

3.프로그램 중재 후,자가관리 이행은 직접대면 관리군에서 25.4점,전화 관리군
에서 24점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에서는 4.9점이 증가하여 각 군간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p=0.000).중재제공 방법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프로그램 중재 후,삶의 질은 신체영역에서 세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008),정신영역에서의 세 군간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335).중재제공 방법에 따라서는 신체영역,정신영
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12주간의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프로그램 후 실

험군은 대사관련 지표에서 체중과 복부둘레가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며,자가관리
이행이 증가하였으며 삶의 질이 부분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중재제공 방법별 비교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직접대면 관리방법이 가장 효과적
이었지만,전화 관리방법도 대조군과 비교해 볼 때 대사지표 개선의 효과가 일부
확인된 만큼,농어촌 지역과 같이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나 여건이 충분
하지 못할 때 전화를 통한 관리만으로도 대사증후군 지표의 개선효과를 어느 정
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대사증후군 자가관
리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일차 보건의료기관에서 예방적 프로그램으로서의 효율
적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핵심되는 말 :대사증후군,자가관리 프로그램,직접대면 관리,전화 관리,자기
효능감,자가관리 이행,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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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수준 향상과 식생활 변화 등의 영향으로 비만,당뇨,고
혈압,고지질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이러한 각각의 질
환들이 한 개인에게서 군집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대사
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제 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
환의 합병증을 유발하며,또한 그로 인한 조기 사망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보
다 적극적이면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다(Trevisan,Liu,
Bahsas,& Menotti,1998).
2005년 국민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ATPⅢ 기준상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32.3%가 대사증후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병율의 특성을 살펴
보면,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일수록 유병율이 높고,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도시보
다는 농촌지역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aggietal.,2006;Park,Oh
etal,2004;Scuterietal.,2005).따라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되지 않는다
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면서 국가 의료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NCEP-ATPⅢ (2001)기준에 의하면,대사증후군은 심혈관계에 심각한 합병증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그 관리에 있어 약물투약도 중요하
지만,예방 및 초기 관리로서 생활습관 양식의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 전략으로 식이와 운동을 포함하는 자가간호 행위
로서 자가감시 (모니터링)와 자기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국외 사례를 보면,인지적 의사결정 과정으로서의 자가관리가 소개되면서

단순히 치료의 이행을 넘어서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인식하고,평가하여,증상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법을 찾아가는 자가관리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고,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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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과 재입원과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여 재원일수 감소,사망률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Riegel,Carlson,& Glaser,
2000).
자가관리는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문제를 인식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중재자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하여금 자가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증상개선을 위한 자가관리 방법을 배워줌으로서 대상자 스스로 자신
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행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이때
주로 직접대면 관리나 전화 상담 등의 관리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자가관리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고혈압이나 당뇨,고지혈증,

비만과 같이 주로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해서 자가간호나 자가조절의 개념이 함께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나(박영임 외 2000;배은숙,2003;송미순 외 2002;이경희
외,2003;이미라 외,2003;이영희,2005;최영순 외,2006),대사증후군 증상개선을
위한 중재방법으로 자가관리의 개념을 사용한 예는 많지 않았다.
간호사가 대상자들의 자가관리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인

직접대면 관리방법은 대부분의 중재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연구자와 대상자
가 직접 만나서 대상자의 문제를 확인하고 적절한 증상관리방법을 함께 찾아나가
는 방법으로 효과적이긴 하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든다는 단점도 있다.
전화 관리방법은 최근 간호중재분류체계(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NIC)에 포함되면서(McCloskey,& Bulecheck,1995)에 1990년 이래로 전화를 이용
한 간호중재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주로 대상자들에게 증상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교육,합병증,투약에 대한 관리,또는 퇴원 후 추후관리나 간단한 조사 등
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Anastasia,& Blevins,1997).전화를 이용한 관리방법은
대상자 측면에서 볼 때 시간적,지리적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건강
관리기관 방문이 어려울 때 흔히 대안적으로 사용되며,연구자 측면에서는 비용효
과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선택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경우,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나 인

력 등 제반 여건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대상자들에게
건강문제나 건강욕구에 비례한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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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촌지역 주민들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복부비만 등에 이환되어있을
뿐만 아니라,대사증후군 유병율도 WHO-AsiaPacific기준 39.2%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군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조기관리가 이루어져야함이 제기되었다(Oh,
Bang,& Hyun,2008).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최근 농촌지역에서 대사증후
군 대상자의 증가가 예고되는 가운데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며,농촌지역 여건에 맞추어 건강관리기관의 방문 횟수를 최소화하
면서 대상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관리 프로
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그러나 지금까지는 농촌지역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을 위한 자가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
는 실정이다.특히 간호학 분야에서는 고혈압 환자 위한 프로그램(김옥란,2002;
박영임,1994)과 당뇨환자를 위한 프로그램(구미옥,1996;송미순 외 2002;이미라
외 2003),비만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관리 프로그램 개발되어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은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대사증후군 대상자에게 적용하기에는 제한점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취약지역인 농촌지역 대상자들을 위한 자

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가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효
율적인 관리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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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 대사증후군 대상자를 위한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하고,관리 방법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농촌지역 대사증후군 대상자를 위한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대사증후군 자가관리 프로그램이 대사관련 지표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대사증후군 자가관리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과 자가관리 이행,삶의 질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한다.

4.대사증후군 자가관리 프로그램 중재 제공방법인 직접대면 관리과 전화 관리에
따른 효과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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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자가관리 프로그램 중재 후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고 대조군
간에는 대사관련 지표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자가관리 프로그램 중재 후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고
대조군 간에는 수축기 혈압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자가관리 프로그램 중재 후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고
대조군 간에는 이완기 혈압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자가관리 프로그램 중재 후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고
대조군 간에는 체중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자가관리 프로그램 중재 후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고
대조군 간에는 체질량지수 (bodymassindex;BMI)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자가관리 프로그램 중재 후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고
대조군 간에는 체지방량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6:자가관리 프로그램 중재 후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고
대조군 간에는 복부둘레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7:자가관리 프로그램 중재 후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고
대조군 간에는 공복혈당 (fastingbloodsugar;FBS)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8:자가관리 프로그램 중재 후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
고 대조군 간에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

가설 1-9:자가관리 프로그램 중재 후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고
대조군 간에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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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0:자가관리 프로그램 중재 후,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
고 대조군 간에는 중성지방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자가관리 프로그램 중재 후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고 대조군
간에는 자기효능감 점수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자가관리 프로그램 중재 후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고 대조군
간에는 자가관리 이행 점수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자가관리 프로그램 중재 후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고 대조군
간에는 삶의 질 점수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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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

대사증후군이란 한 개인에게서 비만,당대사 이상,고혈압,이상지질혈증 등과
같은 심혈관계 위험요인들이 군집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Ford,& Dietz,
2002).본 연구에서는 국제 콜레스테롤 교육 패널(NationalCholesterolEducation
Panel-Adult Treatment Program;NCEP-ATP) Ⅲ(2001)의 기준에 따라 혈압
130/85mmHg이상,공복혈당 100mg/dl이상,중성지방 혈중 150mg/dl이상,고
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남성의 경우 혈중 40mg/dl미만,여성의 경우 혈중
50mg/dl미만,복부둘레가 남성의 경우 90cm 이상,여성의 경우 80cm 이상(복부
둘레는 WHO-AP(WorldHealthOrganization-AsiaPacific,2000의 기준)등 총 5
개의 기준지표 중에서,세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222...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 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ssseeelllfff---mmmaaannnaaagggeeemmmeeennnttt)))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자기관리는 인간행동의 변화기전으로 행위에 대한 자기관찰,행위의 판단,행
위기준과의 비교에 의해 자기반응이 이루어지는 순환적 과정(Bandura,1986)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포괄적 자가관리 프로그램에 의
해 대상자가 자가관리 행위를 조절해 가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프로그램은 NCEP-ATPⅢ (2001)의 지침에

따라 대사증후군 관련 질병에 대한 지식,자가관리법,자가관리 수행 기록방법으
로 구성된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자와 대상자간에 건강계약을 체결하며,대상자는
계약된 내용에 따라 자가관리를 이행하면서 매일 신체 변화와 식이섭취 내용,운
동 내용 및 운동량 등을 자가 기록 혹은 체크하고,연구자에 의해 직접대면 혹은
전화로 관리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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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의의의 진진진단단단 및및및 관관관련련련 지지지표표표

대사증후군이란 한 개인에게 비만,당대사이상,고혈압,이상 지질혈증 등과 같
은 심혈관계 위험 요인들이 군집해서 나타나는 것으로(Ford,Giles,& Dietz,
2002),Reaven의사에 의해 발표된 이후 1988년부터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으며,‘인슐린 저항성 증후군’또는 ‘SyndromeX’라고도 한다.그러나 ‘인
슐린 저항성 중후군’이라는 용어로는 대사증후군 현상들이 모두 설명되지 않기 때
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대사증후군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Albertietal,
1998).국민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1998,2001),대사증후군 유병율은 1998년에는
남자가 19.25%,여자가 22.09%이었고 2001년에는 남자가 21.8%,여자가 25.3%로
국민 4~5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으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은 그 위험요인들이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는 만성질환의 복합체이

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특성 때문에 일생동안 계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강문제로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대사증후군 진단은 NCEP-ATPⅢ (2001)에서 제시한 5가지 기준 <표 1>중 3

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내려지게 되며,각 학회마다 질환의 중요성과 혹은 인종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특히 국제당뇨병 연맹(InternationaldiabetesFederation;IDF,2005)에서는 내

장지방 축적의 지표로 복부둘레를 필수 항목요건으로 하면서 비만관리를 중요성
을 다루기도 하며,최근에 와서는 인슐린을 수치를 반드시 포함해야한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Kahn등 (2005)은 제 2형 당뇨환자의 직계존속 4483명을 대상으로 6.9년을 추

적 조사한 결과,내당능 장애를 가진 집단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도 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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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군을 보유할 경우 각종 심혈관 질환 및 제 2형 당뇨병에 대한 상대적 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따라서 대사증후군의 임상적 의의로서 각종 심장질환
및 제 2형 당뇨병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예측인자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Jung(2002)의 연구에서는 여성에게서 체질량지
수 23.0kg/m2이상과 복부둘레 77~81.9cm인 경우 대사증후군 유병율이 증가하였
다고 제시하면서,비만을 중요한 지표로 제시한 바 있다.많은 연구들에서 비만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고,HDL-콜레스테롤이 저하되는 고지혈증을 동
반하게 되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특히 복부지방의 경우 내장지방을 가장 잘 반영
하는 지표이므로,대사증후군 지표개선을 위해서는 비만 개선,특히 복부둘레의
개선이 반드시 포함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손지영,2008;Wilson,1999).이외에
도 유전적 요인과 연령,운동부족,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요인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박경수 외 1998;허갑범 외 1999),강민숙(2005)은 성별(여성)과 연령 증가,
낮은 교육정도,월 소득 등을 위험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운동이 대사증후군 예
방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1>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 (NCEP-ATPⅢ,2001)

복부둘레는 WHO-AP기준을 사용함
SBP:systolicbloodpressure,DBP:diastolicbloodpressure,FBS:fastingbloodsugar,
HDL:highdensitylipoprotein

Criteria Men Women
WaistCircumference(cm) ≥90 ≥80
SBP/DBP(mmHg) ≥130/85
Triglyceride(mg/dl) ≥150
FBS(mg/dl) ≥100
HDL-cholesterol(mg/dl) Men<40,women <50



- 10 -

BBB...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 관관관리리리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연연연구구구동동동향향향 및및및 중중중재재재전전전략략략

대사증후군이란 진단이 명명되기 시작한지는 불과 20여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질환의 심각성과 중요성 때문에 최근에 중요한 건강문제로 떠올랐다.특히 대
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에 심각한 위험과 합병증을 초래하면서도 그 원인들이 대
부분 생활습관에서 비롯되고,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을 통
한 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따라서 대사증후군 환자를 관리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식사요법과 운동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의 개선을 통해 체중을 감소시키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소(혈압,혈당,고지혈증)등을 낮추는 것이라고 하겠다.
NCEP-ATPⅢ (2001)에서도 대사증후군은 심각한 심혈관계 합병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그 관리에 있어 약물투약도 중요하지만,예
방 및 초기관리로서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관리 전략으로는 식이와 운동을 포함하는 자가간호 행위로 자가감시 (모니터
링)와 자기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따라서 효과적인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더불어 식이,운동,교육,정기적인 검진,자가감시
자극통제,스트레스 관리,사회적지지,계약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ConnVS,HafdahlAR,MehrDR,
LeMasterJW,BrownSA,NielsenPJ,2007;Foreyt,2006),질병의 특성상 계속적
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가간호나 자가관리를 포함하는 중재전략들이 개발
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Macdonaldetal,2008).
대사증후군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경향을 살펴보면,대사증후군 위험인자가 만

성 질환의 복합체인 만큼,운동이나 식이 등을 포함하는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함을 강조한 바 있다(오의금 외 2007;한태경,2008;
Carroll,Borkoles,Polman,2007;Elmeretal,2006).대사증후군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대사증후군의 주요 질환 및 지표,중재방법 및 중재기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대사증후군과 관련되는 질환 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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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형 당뇨와 고인슐린혈증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많았다.이는 대사증후군
이 초기에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고 불리웠던 만큼,대사증후군과 인슐린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에서 출발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대사이상과 임상양상을
모두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Vega,2004).박용문(2005)은 대사
지표들 간의 요인분석을 통해 대사증후군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지표로 남녀모두
에게서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였으며,그 다음으로 지질대사이상 요인,
혈압 요인 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기본적으로 인슐린은 간과 골격근에서 각종 단
백질과 지질합성을 촉진시키고 지방세포에서의 지방분해를 억제하는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이다.인슐린 저항으로 인해 근육에서 지방산 섭취가 감소하고,장기에 축
적된 지방에서 유래한 지방산이 문맥순환을 통해 간으로 이동하면서 초저밀도 지
단백(verylow densitylipoprotein;VLDL)합성이 증가한다.간으로부터 혈장내로
분비된 다량의 VLDL은 지단백 분해효소 (lipoproteinlipase)의 활동 감소로 인해
중성지방을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원활하게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또한 식사를
통해 섭취한 중성지방은 카일로 미크론에 의해 운반되는데,VLDL과 같이 조직으
로의 전달이 감소되어 혈중 내 중성지방이 증가하게 되며,이는 다시 HDL의 감소
로 이어지게 된다(Nesto,2001).또한 고인슐린혈증은 중추신경계의 활성증가와 심
장과 혈관 및 신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고혈압을 유발하고 나아가 내당능
장애와 제 2형 당뇨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에서의 고인슐린혈증은 매
우 중요한 원인지표이면서 또한 결과지표이기도 하다(Wilson,1999).
대사증후군에서 당뇨 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질환으로는 비만이 있다.

비만할 경우 혈압이 상승되며,허리/엉덩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고혈압 등 대사증
후군이환율이 증가한다고 하였다(Gillum,1987).또한 과체중인 사람은 정상체중을
가진 사람보다 고혈압을 2.9배 이상 증가시키고,표준체중의 20% 이상 증가는 고
혈압을 8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NHANES Ⅲ:Third
HealthandNutritionExaminatinSurvey,1988-1994).체중조절과 심혈관 질환과
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대규모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는,10kg의 체중감량을
할 경우,공복혈당이 30~50%가 감소하며,총 콜레스테롤은 10%,LDL-콜레스테롤
은 15%,중성지방은 30%,수축기 혈압이 10mmHg,이완기 혈압이 20mmHg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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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HDL-콜레스테롤의 경우는 8%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TheDiabetes
PreventionProgram ReserchGroup,2002).NCEP-ATPⅢ (2001)에서도 체중조절
을 통한 대사증후군 치료를 제시한 바 있다.비만과 관련하여 복부둘레는 내장지
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로,복부둘레 증가를 심혈관계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보고 있으며(Isomaaetal.,2001),복부둘레의 증가가 LDL콜레스테롤,중
성지방,총콜레스테롤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Okosun etal.,
1999). Wilson(1999)도 복부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시키고 지단백 분해효소
의 활성을 떨어뜨려 혈중 중성지방의 농도를 높이고 HDL-콜레스테롤 농도를 낮
추는 이상 지질혈증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내당능 장애와 제 2형 당뇨병을 유발
시킨다고 하였다.Isomaa(2001)도 복부둘레를 심혈관계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
로 보고하였고,Murphy등(1998)도 복부둘레의 감소에 따른 체지방의 분포의 변
화가 장기적인 심혈관계질환의 개선에 효과적이며,복부체지방량의 감소는 혈중지
질과 인슐린,당대사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대사증후군 환자에게서
심혈관 질환 발생의 증가정도를 보여준 예를 보면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그
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위험성이 2배 증가하였고(Dekker,2005),
KuopioIschaemicHeartRiskFactorStudy에서도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그
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9~4.2배 증가하였다고 보
고하고 있다(Isomaaetal,2001;Lakkaetal.,2002).2003년 국민영양조사에 따르
면 대사증후군에 따른 뇌심혈관질환의 위험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3배에서 6배까
지 높다고 하였다.
둘째,대사증후군과 관련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변수들로는 대사증

후군 진단지표로 복부둘레와 혈당,혈압,인슐린,중성지방,복부둘레 등이었으며,
그밖에 관련 있는 지표들로는 adiponectin,HOMA-IR,CRP,cytokine,leptin,
interlukin-6(IL-6)등이 있다.대사증후군의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인슐린,수축기 혈압과 중성지방은 복부둘레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며,HDL-C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승은
외,2007;한태경,2008).또한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군에서는 HOMA-IR이 증
가하고, adiponectin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승은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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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ponectin은 지방세포로부터 분비되며 혈중에 고농도로 순환됨으로서,대사성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Maeda,1996),adiponectin농도는
비만과 역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erer,1995).CRP는 임상에서 흔
히 사용하는 급성기 반응물질로서 전신적인 면역반응의 민감한 지표로서 심혈관
질환이나 기타 동맥경화성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CRP의 농도는 복부비만과 중성지방농도,공복혈당과는 양의
상관관계를,HDL-C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L-6는
급성기 반응,면역반응,조혈 과정 등에 관여하는 cytokine으로 제 2형 당뇨,특히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 있는 환자에서 그 혈중농도가 증가하며,체지방량과는 양
의 상관관계를,인슐린 작용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태경,2008).
셋째,대사증후군 지표 개선을 위한 중재로 운동,교육,식이,이침,약침 등이

적용되고 있다.많이 사용된 운동의 종류는 유산소 운동임애란,2007;정우민,
2008)과 댄스스포츠 (오순교,2006;유배건,2007;임지현,2007;한태경,2008;황예
선,2008),복합운동(강창균,2008;김종원 외 2007;서동일,2007;오광훈,2008;오
의금 외 2007;정순득,2007),걷기 운동(강유철,2007;김종원 외,2007;박태곤,
2005;이정인,2004;한신희,2000)등이 있었는데,이는 대사증후군의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는 운동이 포함되어져야 함이 말해준다고 하겠다.그밖에 단
기생활습관 및 행동수정(김종원 외,2007;박태곤,2005)및 영양 등에 관련한 교육
(권용일,2006;박호란 외,2006;오의금 외,2007;이덕철,2004;이미선 외,2008;
장재훈 외,2007)이 있었으며,이침(김강식,2007)과 해당화 약침(채규원 외,2007)
을 사용한 경우,산모에게 필라테스(전영남,2008)를 적용한 경우와 저칼로리식이
(안희정,2006;Matiaetal,2007)의 효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
넷째,운동을 주요 변수로 한 경우의 중재 기간을 살펴보면,짧게는 4주(오의

금외,2007)부터 6주(Eriksson,1997;Perseghin,etal,1996),8주(이용수,고성식,
1998;이홍자,2002),혹은 10주 동안 진행된 경우도 있었으며(이정인,2005),보
통은 12주 (박진기 외 2002;이덕철,2004;정일호 외,2007;한태경,2008)가 가장
많았고,16주에서(김남수,2002),24주간(Lamarche etal,1992;Elmer,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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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진행된 경우도 있었다.그러나 운동의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운동을 시작한
지 보통 6~8주가 지나야 하며,기간이 길수록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많은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이정인,2005;장경태 외,2002;Beckham
SG,etal.,2000).식이가 주요 중재 변수인 경우는 보통 24주 이상 장기간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으며(Tayetal,2008),일부는 4주간 저탄수화물 식이를 통해
대사증후군 지표의 개선 효과를 확인한 경우도 있었다(안희정,2006).그러나 생
활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진행되어야 함을 권장
하고 있다(NCEF-ATPⅢ,2001;Elmer,etal.,2006)).Eriksson(1997)은 대사증후
군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운동처방으로,운동종류는 유산소운동과 서킷과 같은
저항성 운동을,빈도는 주당 3~7회 정도,강도는 보통 혹은 강하게,운동시간은
3~5분은 준비운동,15~60분 동안 트레이닝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이렇게 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Roth,etal.,2002)근육에서의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키
며,신체적 트레이닝을 통해 혈중 중성지방 수준을 낮추며,내장지방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대사증후군 개선을 위한 식이로는,먼저 이상체중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하루의

칼로리 섭취제한을 500~1000kcal이하로 하여,최소한 1200kcal이상은 섭취를 유지
하면서 주당 0.5~1.0kg의 체중감량을 목표로 식사와 운동의 실행을 권장하고 있다
(ACSM,2000).
이상의 대사증후군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지표인 인슐

린저항성과 복부비만,콜레스테롤,중성지방,고혈압의 상관관계와 더불어 지표개
선을 위해 필요한 운동과 식이에 대해 살펴보았다.대사증후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12주 이상의 운동이 필요하며,운동의 종류로는 유산소운동과 근
력운동 혹은 저항성 운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식이는 1200Kcal정도
섭취를 통한 체중감량을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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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증증증진진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원원원리리리와와와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대사증후군에 포함된 고혈압,당뇨,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들은 완치가 어
렵기 때문에 평생 자가관리 혹은 자가간호가 필요한 질환들이다.따라서 대사증후
군 환자를 관리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혈압과 혈당을 잘 조절하고,체중을 감소시
키며,심혈관질환의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이 관리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구미옥외,1994;전점이,1991;NCEF-ATPⅢ,2001).대사증후군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자가관리 행위로는 저염식이 저탄수화물식이,체소 과일섭취,음주제한,금
연,규칙적인 운동 등의 식습관의 변화 그리고 약물복용 등이다(Hurley,1998;
Davis& Jones,2002).그러나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서 대상자들은 약물복용은
잘 이행하고 있는 편이나 식사와 운동요법의 실천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Glasgow RE & McCaulKD,SchaferLC,1987;Pham DT,Fortin F,
ThibaudeauMF,1996)).한 국내 연구에 의하면 당뇨환자의 경우,65.7%가 식이요
법을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오장.1985),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정아,1994;박훈기 외,1997;이석구,배상수,2001)에서도 고혈압 환자
들이 자가관리 행위를 잘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렇듯 만성질환 대상자들에게서 자가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여

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그중 한 가지는 그동안의 교육이 대상자의 행위변
화를 충분히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기도 하다(Aminoff,2001).따라
서 만성질환의 자가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내용에는 질병에 대한 지식은 물론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포함시켜서 자가관리 행위를 강화시켜주
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구미옥,1996;박영임,1994;최은옥,1999).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자가관리 혹은 자가간호 이행을 증가시키기 위한 요인으

로 대상자 교육(구미옥,1996;송송송미미미순순순 외외외,,,222000000222)과 계약(김옥란,2002;이향련,1985
),상호작용,자기효능감 증진(구미옥,1996;송경자,2001;이영휘,1994;이홍자,
2002),자기조절(구미옥,1996;Rubin,Peyrot& Saudex,1991),전화상담(김옥란,
2002;전현숙,1997),자가관리 기록(박영임,1994)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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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교교교육육육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자가관리를 증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일차적
인 중재방법은 대상자 교육이다.
교육이란 환자가 행동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태도,지식을 계속

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환경내외에 있는 학습유발자원을 이용하거나 또는 창
의적 학습을 만들어 내는 환자와 간호사와의 중재라고 정의하였다(신경림,1993).
선행연구에서도 교육을 통한 지식제공은 건강행위를 변화시키거나 자가간호 이

행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구미옥,
1996;박영임,1994;유수정,2000;LevineDM,1982).따라서 대상자의 자가간호를
북돋아 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지식 제공이며,환자교육은 자가간호의 태
도변화에 있어 긍정적인 방법이므로,이를 위해서 간호사는 교육촉진자로서 대상
자의 학습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며,대상자의 지식증가와 건강회복을 위한 자
가간호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율적이면서 필수적인 간호중재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교육이 단기적으로 끝나거나 대상자 눈높이에 맞춰진 교육이 아닌 경

우 대상자들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행위를 변화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
으나,행동변화나 습관개선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제한점을 갖는다.따라서 행동조
절을 유도하기 위한 또 다양한 중재방법을 포함시키거나 중재자와 계속적이면서
도 정기적인 접촉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박오장,1997;유수정,2000).

222...건건건강강강계계계약약약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이향련,1985).건강계약은 정해진 기간 동안 원하는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강화를 위한 계획으로 대상자와 건강전문가간에 상호 합의를 한 후에 공동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두 사람 혹은 두 집단 간의 약속이며,계획된 행동을 수행하였을



- 17 -

때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하기 위해 긍정적 강화인 보상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Brykczynsky,1982;Steckel,1980).계약을 위해서는 특히 공동목표 설
정하는 것과 상호작용,강화 등이 중요한 속성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이런 부분
들이 잘 설정되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약이 성공적인 중재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와 건강전문가 사이의 공동목표

설정이 잘 되어야만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서로간의 기대와 책임
이 분명해지고,대상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행위를 명확히 하면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가관리 이행을 잘한다고 한다(Zangari,& Duffy,1980)계약에서 강화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연구자는 학습된 반응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강화인자
들을 찾아내고 이를 제시하거나 제거하기도 하는데,여기에 보상 또는 처벌이 사
용하기도 한다(Steckel,1980).계약에서 공동목표설정과 강화다음으로 중요한 개념
은 대상자와 건강 전문가간의 상호작용을 제시하고 있다(Zangari,& Duffy,1980).
대사증후군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대상자와 중재자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
해 자가관리 행위를 지속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므로,건강전문가 중의 하나인 간호
사는 건강계약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건강목표를 설정하고,대상자와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대상자의 자가관리 행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더불어 건강전문가로는 의사보다는 교육을 잘 받은 간호사나 지역사회 건
강관리센터 내 일차건강 관리자에 의한 건강관리가 훨씬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이
었다는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StacyNL.2000;Tonstads,Alm CS,SandvikE,
2007;DubbrtPM etal,2002).건강계약을 이용한 연구들은 HIV 예방프로그램에
서 사용한 예가 있으며(DiIorioC,2006;SchlapmanN,CassPS,2000),체중감량
을 위해서(ZandeeGL,OermannMH,1996),관절염 환자의 자가간호를 위해서
(NeubergerGB,SmithKV,BlackSO,HassaneinR,1993)건강계약을 사용하여
효과를 보고한 사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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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증증증진진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중중중재재재방방방법법법

111...직직직접접접대대대면면면 관관관리리리방방방법법법 연연연구구구 동동동향향향

흔히 직접대면 관리는 중재자와 대상자가 정규적인 모임을 갖고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지만,클리닉 방문이나 센터방문이란 용어
로 사용되는 경우는 있어도 굳이 직접대면관리 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드
물었다.따라서 직접대면관리는 전화관리나 인터넷을 통한 간호중재 방법들과 비
교할 때에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직접 대면관리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먼저 고혈압 환자를 위해 병원

방문상담과 전화를 통한 상담관리의 비용효율성을 비교한 연구에서,병원 방문 관
리군에서 89달러 경비가 소요된 반면 전화관리군의 경우는 39달러의 경비가 소요
된 것으로 나타나서 전화관리군이 훨씬 경비가 적게 드는 중재방법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Bertera,& Bertera,1981).

222...전전전화화화 모모모니니니터터터링링링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연연연구구구동동동향향향

전화모니터링은 대상자가 이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때,혹은
여러 형편상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기도 하며,간
혹 중재자의 여건 때문에 선택되어지는 유용한 한 간호중재수단이기도 하다.전화
모니터링은 환자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재
수단으로서,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중요한 의사소통수단이며(Nelson,1991)정보화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전화를 이용한 연구들은 주로 환자교육이나 증상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지

지간호 제공,퇴원 후 관리,상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때로는 자가관리 프로
그램에서 중재 제공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먼저 전화상담이 환자 교육 및 증상관리에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면,2형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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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당뇨관리를 위해 건강계약과 더불어 건강 코치를 위해 전화를 사용하였는
데 당뇨관리에 있어서 결과 지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의
질 향상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밝히고 있으며(Kim HS,JeongHS,2007;EakinE
,etal.,2008),천식환자들에게 전화를 이용해서 관리한 결과 추가적인 비용 없이
간호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잘 제공할 수 있었다는 보고하고 있다(PinnockH,et
al.,2005).또한 간호사에 의한 전화중재가 혈압조절 위한 건강행위 향상
(Bosworth,etal.,2007)과 유방암환자의 증상조절 및 삶의 질 향상(Badger,
Segrin,Meek,Lopez,Bonham,& Sieger,2007)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를 통해 지지간호가 제공된 경우를 살펴보면,만성심부전 환자들에게 전화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전화지지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임상적 지표에 긍정적인 효
과가 있음을 보고한 예가 있으며(Robyn,Sally,Finlay& Simon,2007),또한 지역
사회에서 181명의 노인들에게 걷기운동실천을 위해 간호사에 의한 전화상담 중재
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BMI가 개선되었으며,걷기운동을 하루 20
분 이상 주당 3회 이상 수행했다는 사람이 44%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Dubbert,
Cooper,Kirchner,Meydrech,Bilbrew,2007).국내에서는 김애숙 외(2007)가 전화
를 통한 지지간호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 암환자의 자가가호 수행과 삶의
질에 효과가 있었다고 제시하였고,한신희(2000)는 성인 조혈모세표 이식자들에게
운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 1회,1회당 15~30분간 전화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운동
능력과 자가효능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전화상담이 퇴원 후 환자의 추후
관리를 위해 사용된 경우를 보면,퇴원 환아의 부모들에게 이루어진 전화 상담 간
호중재를 분석한 연구(한경자 외,1996)에서,병원투약을 위해 관련된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예방접종과 관련된 지식제공을 위하여,그리고 증상관련
간호방법 제시 등을 위해서 전화상담이 이용되었으며,위장관계 수술한 환자에게
수술 후 전화상담이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나인재,1999).김옥란(2002)은 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자가관리 프로그램에서 중재
적 수단으로 전화상담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자가관리를 상담 지도하기도 하였다.
전화상담과 다른 중재방법을 비교한 연구들도 있다.먼저 전화상담과 방문중재를
비교한 연구를 보면 Chen은(1993),모유수유 실천 권장을 위해 전화상담과 가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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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통하여 추후관리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연구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
고 밝혔으며,Elizabeth등도(1981)고혈압 환자 관리를 위해 클리닉 방문과 전화
방문 중재를 비용효율과 효과를 비교한 결과 두 군간 유의하게 차이가 없으면서
도 비용은 적게 들기 때문에 전화상담을 통한 추후관리를 제안하기도 하였다.국
외에서는 지역사회센터에서,환자 스스로 관리한 그룹과 인쇄매체를 이용한 그룹,
전화를 이용한 그룹 간에 유방암과 자궁암 검진율을 비교한 결과 인쇄매체를 이
용한 그룹과 전화 상담그룹에서 자궁암 유방암 검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RimerBK,ConawayM,LynaP,GlassmanB,YarnallKS,LipkusI,
BarberLT,1999).유방검진행위와 지식,신념을 위한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
리군의 효과를 결과,직접 대면 관리군보다 전화 관리군에게서 유방 조영 검진율
이 증가되었으며,전화상담과 직접 대면관리군 모두에게서 지식과 신념,유방암
검진율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Champion VL,SkinnerCS,FosterJL,
2000).
이상을 종합해 보면,전화상담 관리는 환자나 또는 그 가족들에게 조언이나 지

지,필요한 서비스 제공,교육,간호처방,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특히 대상
자 스스로 자가관리가 필요한 고혈압이나 당뇨조절 등 만성병 관리에 효과적인
중재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다.따라서 만성질환의 군집으로 이루어진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에게도 전화관리를 통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제공된다면,대상자 스스로
자가관리 능력이 향상되고,증상이 조절되어 악화 및 합병증을 예방하여,조기 사
망률을 감소시키며,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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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의의의 기기기틀틀틀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Orem의 자가간호 이론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다.
Orem의 자가간호 이론은 자가간호의 특성과 내용을 제시하는 설명적 이론으

로 다양한 간호대상자에게 적용되고 간호체계와의 연관성을 갖는 유용한 개념틀
이지만 자가간호 행위를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재적 측면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박영임 외,2000).
대사증후군은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약물요법,식이요법,운동요

법,체중조절과 같은 장기적인 치료와 자가관리가 요구된다.
박영임(1997)은 여러 문헌고찰을 통해서 자가간호의 속성을 학습성과 개별성,

자발성과 향상성이라고 보고 다양한 사례에 적용시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제시한 학습성의 속성은,Orem(1991)도 개인이 자자간호요구를 충족시

키는 방법은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 배경에 따라 학습된 행동으로 보았고,
그의 간호체계 중에서 지지-교육적 체계는 자가간호 역량을 증진시켜 자가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자가간호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교육
을 통해 대상자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자가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제시한 바 있다(구미옥,1996;박영임,1994;최영희,1980).
두 번째 속성으로 제시한 개별성의 경우,자가간호는 각 개인마다 스스로의 독

특한 방법과 수준의 자가간호 행위를 수행하게 되는데,이는 자가간호 수행에 영
향을 미치는 내적요소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박영임,1997).자가
간호에 영향을 주는 선행연구결과들에서 보듯이 개인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변수에 따라 자가간호 수행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들 수 있다.따라서 개인마다의
독특한 개별성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자가간호 수행 방법이나 전략이 제
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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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제시한 속성은 자발성이다.
자발성은 자가간호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자가간호가 대상자 스스로에 의

해서 수행하는 것이며(Mosby,1990;Steiger& Lipson,1985),오렘도 개인이 자가
간호 행위를 개인 스스로의 자율적 능력으로 보았다.이러한 자가간호의 자발성은
자기조절의 과정을 포함하게 되는데,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에
의지하기 보다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박영임,1997).
마지막으로 자가간호의 속성을 향상성으로 보고 있다.이는 자가간호가 자신이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제해결능력이기
때문이다.즉 안녕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내외적 문제를 최소화 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된 인지능력을 활용하고,개인이 스스로에게 바라는 행위를 수행하려
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이러한 향상성의 특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
해서도 지지되었다(Barofaky,1978;Levin,1978;Orem,198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가간호의 속성을 박영임(1997)이 제시한 학습성과

개별성,자발성과 향상성에 두고서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목표를 연구의 틀로 구성
하고자 한다.문헌고찰을 통해서 확인된 명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자가간호 증진은 자가간호의 속성을 향상시킴으로서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다.자가간호 속성은 학습성과 개별성,자발성,향상성이 있다.
둘째,학습성은 대상자에게 집단 교육 및 개인별 책자제공으로 인한 교육을 제

공하며,개별성을 위해 대상자 개인들과 건강계약을 체결하여,개인별 목
표를 설정하고 이행노력을 격려하며,자발성은 스스로의 목표설정과 성취
를 위한 노력,운동 식이,건강 행위 이행 등 자기조절을 통해 자가관리
능력이 증진 될 것이며,스스로 혈압과 체중측정,자가관리 점검 등을 통
해 향상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셋째,자가간호(관리)이행이 증진되면 대상자의 대사지표와 자기효능감,자가
관리 이행,삶의 질 개선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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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관리 자가관리 자가관리 자가관리 행위 행위 행위 행위 증가증가증가증가

자발성자발성자발성자발성

(자기조절)

개별성개별성개별성개별성

(건강계약)

향상성향상성향상성향상성

(자가모니터링)

자가간호자가간호자가간호자가간호

(자가관리)

학습성학습성학습성학습성

(교육)

1. 대사지표 개선

2. 자기효능감 증진

3. 자가관리 향상

4. 삶의 질 향상

<그림 1>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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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 및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는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대사지표 개선을 위해 문헌고찰과 선행연구

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이고,두 번째 단계는 대
사증후군 자가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 중재방법별로 효과차이를 확인하
는 단계로 진행되었다.

AAA...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단단단계계계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농촌지역 대사증후군 대상자를 위한 자가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방법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111...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단단단계계계

대사증후군 대상자를 위한 자가관리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선행연구가 많지 않
았다.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대두되었고,대사증후군이 만성질환의 군
집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에 포함되는 관련 질환인 고혈압,당뇨,고
지혈증,비만과 관련한 문헌고찰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였다.먼저 대
사증후군 진단지표와 위험인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
에 대해서 문헌을 고찰하였다.대사증후군은 만성질환이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서 행동수정이 되어야한다는 WHO의 권고안에 따라, 오의금 외(2006)에 의해 개
발된 대사증후군 대상자 생활습관개선프로그램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요소들,즉 대상



- 25 -

자 교육과 건강계약,자가관리 기록지 등을 추가하기로 하였다.프로그램의 형태
는 기존의 고혈압 자가관리 프로그램,당뇨환자 자가관리 프로그램,비만 환자 자
가관리 프로그램,관절염 환자 자가관리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자가관리 프로그
램의 형태를 참고로 하였다(유수정,2000;이홍자,2002;박영임,1994;이향련,
1985).프로그램에 구성되는 요소들은 대사증후군 증상개선에 필요한 교육과 운동,
식이내용을 포함하였으며,중재방법별 효과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대면관리방
법과 전화관리 방법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였다.

222...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구구구성성성단단단계계계

자가관리 프로그램의 구성은,기존에 오오오의의의금금금 외외외 (((222000000666)에 의해 개발된 대사증
후군 대상자들을 위한 생활습관개선프로그램을 토대로 하여,교육과 운동,식이에
추후관리와 건강계약을 포함하였다.건강계약은 사전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의 대상자와 목표를 설정한 후에 목표달성을 위하여 대상자와 중재자간의 건강계
약을 체결하고,교육은 총 4주간 4회에 걸쳐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프로그램 소개,
대사증후군과 질병에 대한 이해,대사증후군과 식이,대사증후군과 운동, 자가
관리 수행 기록방법들에 대한 교육하게 되며,5주부터 12주까지는 자가관리 형
태로 이루어지고,직접 대면관리군은 주 1회 센터 방문을 통해,전화관리군은 주
1회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한 관리를 받도록 하였다.그 외에는 두 그룹 모두 자
가관리 체크리스트 및 자가 기록 등을 통하여 신체변화와 식이섭취내용,운동내
용 및 운동량 등을 스스로 기록,체크하여 자가 관리가 증진되도록 구성하였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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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구구구성성성 (12주)

각각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11)))건건건강강강 계계계약약약
대상자의 건강행위 이행을 위해 대상자와 연구자간의 약정서를 의미하며 대사

증후군 관리를 위해 필요로 되는 항목을 문헌을 통해 설정하고 계약서 형태는
sssttteeeccckkkeeelll과과과 SSSwwwaaaiiinnn과과과 SSSttteeeccckkkeeelll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농촌 노인형에 맞게 수정 보완

구 분 프로그램 내용
건건건강강강계계계약약약 개인별 건강계약서 작성

교교교육육육 ///
주주주 111회회회///444주주주 1회/2시간

1회
프로그램 구성 및 참여방법,동의서작성
자기효능증진(성공경험자 초청 발표)
대사증후군 정의,관리의 필요성
식사요법
운동요법

2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3회
식품별 칼로리 확인하기
자기맞춤형 식단 만들기
퀴즈,총정리
자기경험 및 느낌나누기

4회 운동요법
운동시범

추추추후후후 관관관리리리///
주주주 111회회회///888주주주

직접대면 관리군 주1회 보건진료소 방문하기
신체측정,자가관리 이행확인,격려,상담)

전화 관리군 주 1회 가정에서 전화받기
(프로그램 이행여부확인,격려,상담)

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체체체크크크리리리스스스트트트

식사 개인별 맞춤식단 실천하기
하루 500칼로리 줄이기

운동 매일 만보 걷기,아령 10분씩 3회 실시
체크항목 자가기록지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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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였다.계약서는 2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상단부분
은 운동관련 5개 항목,하단부분은 식사관련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하단에 전
체적인 이행을 다짐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개인 서명을 받도록 하였으며, 공동목
적이 설정되면 약정서 작성 완료 후 각각 2부를 작성하고 중재자와 대상자가 각
각 한 장씩 보관하도록 하였다.<부록 2>.

<표 3>개인별 목표

GGGoooaaalll
Bloodpressure <130mmHgforsystolicand<80mmHgfordiastolic
BodyWeight 5~8% loss
Physicalactivity moderateactivityfor30minutesormoreonmostor

alldaysaweek
Saturatedfat <8% oftotaldailyenergyintake
FacetoFace 10min/12times
phonecounseling 8~15min/12times

(((222)))집집집단단단교교교육육육 자자자료료료(((CCCDDD)))
연구자가 대상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파워포인트 자료로,오의금 외 (2006)가 개

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총 4회분으로,대사증후군 소개
및 프로그램 진행방법,대사증후군과 질병에 대한 이해,대사증후군과 식이,대사
증후군과 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333)))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교교교육육육용용용 교교교재재재
대사증후군 대상자 자가관리를 위한 집단 교육 및 개인교육용 교재는 오의금

외 (2006)에 의해 개발된 ‘대사증후군 알면 이길 수 있다.’교재를 토대로 하여,
농촌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재정리하여 사용하였으며,
교재 뒷부분에 대상자 스스로 기록 점검 할 수 있는 자가관리 기록지를 포함시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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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추추추후후후 관관관리리리

(가)직접대면 관리
직접대면 관리군에게 추후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대상자로 하여금 주

1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하여,건강상태를 확인하고,자가관리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필요한 상담을 통해,계속실천을 격려하는 것으로서 총 60~90분이 소요
되도록 구성하였다.

<표 4>직접대면 관리군 중재 1회분

(나)전화 관리
전화 관리군에게 추후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주 1회 연구자가 대상자

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자가관리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필요한
상담을 통해 계속실천을 격려하는 것으로서 총 5~10분이 소요되도록 구성하였다.

<표 5>전화 관리군 중재 1회분

소요시간
(60-90분) 중재요소 구체적인 내용
10분 도입 출석확인 및 warming-up

40분 건강상태
확인

혈압,체중,복부둘레측정 후 피드백 제공
자가관리 기록지 기록 확인 후 피드백 제공

10분 마무리 계속실천 격려

소요시간
(5~10분) 중재요소 구체적인 내용

1분 도입 인사,건강상태확인

5~8분 건강상태
확인

자가관리 프로그램 이행 여부 확인,
상담

2분 마무리 계속실천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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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기기기록록록지지지(((DDDaaaiiilllyyyccchhheeeccckkkllliiisssttt)))

대상자 스스로 매일 점검해야 하는 기록지에는 식이와 운동,건강관리와 기타,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식이항목에는,저염식이 여부,저탄수화물 식이 여
부,간식섭취여부가 포함되어 있고,운동항목에는 유산소운동 여부와 근력운동 여
부,건강관리영역에는 체중과 혈압 측정여부가 포함되며,기타 항목에는 음주,흡
연,커피 섭취여부가 포함된다.
기록방법은 날짜 별로 스스로 하루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각 항목마다 이행

여부에 따라 이행했으면 O,이행하지 못했으면 X로 기록하도록 하였고,한 페이지
에 1주일 분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특이사항 란을 넣어 그날그날의 기분
이나 사건들을 간단한 메모형식으로 기록하도록 구성하였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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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자가관리 기록지(Dailychecklist)

수수수행행행 사사사항항항 /// /// /// /// /// /// ///

식이
(OX)

저염 식이
(싱겁게)
저지방 식이
(기름기 제한)
저탄수화물 식이
(당분 제한)

간식

운동
(OX)

유산소 운동
(30분 이상 )

근력 운동(아령)

건강
관리

체중 측정치
기록

혈압 측정치
기록

기타
음주 종류/양

흡연 개피

커피 잔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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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완완완성성성단단단계계계

완성된 프로그램은 간호학 교수 2인으로부터 내용 및 수행가능성 등에 대해
자문을 거친 뒤 완성하였다.



- 32 -

BBB...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효효효과과과 검검검증증증단단단계계계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농촌지역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자가관리 프
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고,중재방법에 따른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연구이다.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표표표 777>>>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O1:중재 전 자료수집 (일반적 특성,대사지표,자기효능감,자가관리 이행,
삶의 질)

X1:자가관리 프로그램(주 1회 직접 대면관리)
X2:자가관리 프로그램(주 1회 전화상담 관리)
O2:중재 후 자료수집(대사지표,자기효능감,자가관리 이행,삶의 질)

Group Pretesttest Intervention Posttest

experimentGroup
O1

X1
O2X2:

controlGroup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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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표표표집집집방방방법법법

연구대상자는 C도에 속한 5개의 보건진료소에서 기초자료 조사와 검사를 통하
여 대사증후군 대상자로 선별된 사람 중,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가운데서,
각 진료소별 참여인원을 무작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나누어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대조군으로 각각 배정하였다.
(1)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자
(2)최근 3개월 동안,건강증진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자
(3)질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으며,매일 자가 기록이 가능하고,언어
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운동수행이 가능한 자
2008년 5월에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 C도 소재 보건진료소를 중심으

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센터를 모집하기 위하여 C도 농촌지역 보건진료소장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한 결과 5개의 센터가 참여의사를 밝혀왔고,5개의 센터에서 40세
이상 여성인구 중 고혈압,당뇨,비만,고지혈증으로 등록된 자를 중심으로,6월부
터 모집을 시작하여 1차적으로 145명이 확보되었다.표본의 크기는 그룹 수 

3(U=2), 유의수준(α=.05),검정력(β=.2,검정력 80%),효과크기(f=.5)를 고려하여
Cohen(1988)이 제시한 표를 이용,대상자 크기를 산출한 결과,그룹별 21명,총 63
명이었으며,실험군의 탈락율을 고려하여 90명 이상을 모집하고자 하였다.프로그
램 시작 전에 145명중 121명이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그 결과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자가 98명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으며,참여자 수만큼의 용지를 준비하여,
세 군의 비율을 일정하게 한 뒤,안 보이는 상자 안에 넣고 대상자 스스로 제비뽑
도록 하는 무작위 할당방법으로 직접대면 관리군에 33명,전화관리군 33명,대조
군에 32명이 각각 배정되었다.그러나 대조군 중에서 직접대면 관리군에 참여하기
를 희망한 자 5명을 직접대면 관리군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대조군이 27명
으로 감소하였다.프로그램이 끝난 후 대조군 중에서 사후 검사에 참여하지 못한
자 7명이 제외되어 대조군 탈락율은 28%였다.따라서 직접대면관리군 38명,전화
관리군 33명,대조군 20명 총 91명이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C도 5개 보건진료소에서 40세 이상 여성인구 중, 혈압 혹은 당뇨, 

고지혈증으로 관리 받고 있거나 BMI 30% 이상인 자 

(n=145)

사전 검사 

       (n=121)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자

(n=101)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n=98)무작위 할당

12 자가관리 프로그램 무 처치

직접대면 관리군

( n=38)

전화관리군

 (n=33)

대조군

( n=27  )

개인적 사유로 

(n=7)제외  

직접대면 관리군

( n=38)

전화 관리군 

(n=33)

대조군

( n=20 )

사후 검사

(n=91)

  거동불편(n=16)

바쁨(n=8)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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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자가관리 프로그램 연구과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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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11)))측측측정정정지지지표표표

(((111)))대대대사사사관관관련련련 지지지표표표

가가가)))혈혈혈압압압

검사당일 C 보건소로 이동한 뒤에,30분 이상 안정을 취하게 한 후,기계식
혈압기 BPBIO(솔고바이오 메디컬,한국)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나나나)))체체체중중중,,,체체체지지지방방방량량량,,,BBBMMMIII

검사당일 C 보건소로 이동한 뒤에 가벼운 복장차림으로 Inbody720(바이오스
페이스,한국)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다다다)))복복복부부부둘둘둘레레레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편하게 선 자세에서 배꼽을 지나는 선을 측정하였다.

다다다)))공공공복복복혈혈혈당당당(((FFFBBBSSS))),,,고고고밀밀밀도도도 지지지단단단백백백 콜콜콜레레레스스스테테테롤롤롤(((HHHDDDLLL---CCChhhooollleeesssttteeerrrooolll))),,,저저저밀밀밀도도도 지지지
단단단백백백 콜콜콜레레레스스스테테테롤롤롤(((LLLDDDLLL---CCChhhooollleeesssttteeerrrooolll))),,,중중중성성성지지지방방방(((TTTGGG)))

검사전날 저녁 9시부터 금식을 유지하게 한 후에 뒷날 아침 9시에 C소재 보건
소로 이동하여 검사병리에서 검사실 직원에 의해 채혈한 뒤에 혈액자동분석기
(Auto-AnalyzerHitachi7150,HitachiLtd,Tokyo,Japan)를 이용하여 효소법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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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심심심리리리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표표표

가가가)))자자자기기기 효효효능능능감감감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Chen, Gully와
Eden(2001)이 개발한 NGSE(new generalself-efficacy)도구를 사용하였으며 8개

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점수는 5점 척도로 측정되며,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
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가 0.91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나나나)))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이이이행행행

자가관리란 환자의 증상이나 징후에 대한 반응에 있어 인지적 의사결정과 관
련된 자가간호(self-care)의 한 요소로 정의되며(Riegeletal,.2000),건강상태의 미
묘한 변화들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통찰력 있는 지각을 요구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긍정적인 건강행위를 이행하는 자가간호 유지보다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다.본 연
구에서는 대사증후군 대상자가 실제적으로 매일 수행하는 자가 간호행위를 기록
한 후 이를 측정하는 것이며,본 연구에서는 이영휘(1994)가 개발한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자가간호와 관련된 식이요법,체중조절,음주,흡연,커피섭취,운동,투약
등의 수행정도를 측정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20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점수이며,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관리 이행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가 0.91로,신뢰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다다다)))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삶의 질은 MOSSF-36version2(Ware& Sherboune,1992)로 측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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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는 신체적 기능,신체적 역할 제한,신체 통증,일반적 건강,정신건강,정
서적 역할 제한,사회적 기능,활력 등 8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각 영역
마다 0에서 100점까지 점수분포를 보여주고,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좀 더
좋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alpha가 0.94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자료 수집은 2008년 7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구체
적인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1)))111단단단계계계:::연연연구구구에에에 참참참여여여할할할 보보보건건건진진진료료료소소소 모모모집집집,,,보보보건건건소소소 협협협조조조 요요요청청청
C도 소재 보건진료소로 23곳에 공문을 보내어 연구 참여의사를 타진한 결과 6

개의 센터에서 참여의사를 밝혀왔다.이중 5개의 보건진료소를 선정하여 사전 모
임을 가진 뒤 프로그램의 목적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아울러 C군내
보건소에 검사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연구에 필요한 검사협조를 승낙 받았다.

222)))222단단단계계계:::대대대상상상자자자 사사사전전전 조조조사사사 실실실시시시
선정된 5개의 보건진료소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비

만한 자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파악하였다.총 145명의 명단이 확보되었는데 이들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개인적 사유로 인해 121명만이 사전검사를 받게 되었다.
검사 동의서를 받고,검사 전 8시간 공복상태를 유지토록 한 뒤에 검사당일 아
침 8시부터 차량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보건소를 이동시켜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사전 조사항목으로는 일반적 특성과 자기효능감,자가관리,삶의 질에 관
한 내용은 설문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였고,신체지표 중 혈압은 전자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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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복부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측정하였으며,체중과 체지방량,
BMI는 Inbody720기계로 보건소 담당직원이 측정하였다.공복혈당,고밀도 콜레
스테롤,저밀도 콜레스테롤,중성지방은 보건소 검사실직원이 혈액을 채취하여 검
사하였다.

333)))333단단단계계계:::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 선선선정정정
검사 결과 연구목적에 적합한 자 98명의 선정되었으며,무작위로 직접대면 관

리군,전화 관리군,대조군에 무작위 할당하였으며,연구목적을 설명하고 간단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444)))444단단단계계계:::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수수수행행행
첫 4주 동안 각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주 1회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하였다.나

머지 8주 동안은 직접대면 관리군에게는 주1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하여 중
재를 수행하였으며,전화 관리군에게는 전화로 필요한 중재를 수행하였다.

555)))555단단단계계계:::사사사후후후 조조조사사사
12주 자가관리 프로그램 종료 직후 사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하였

다.자기효능감,자가관리,삶의 질에 관한 내용은 설문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조
사하였고,신체지표 중 혈압은 전자식(일본 AND,T2655모델)으로,복부둘레는 줄
자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측정하였으며,체중과 체지방량,BMI는 Inbody720
기계로 보건소 담당직원이 측정하였다.공복혈당,고밀도 콜레스테롤,저밀도 콜레
스테롤,중성지방은 보건소 검사실직원이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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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12.0Window Program 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위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평균,표준편차

로 나타내었으며,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F-F-F-F-test
또는 χ2-test로 검정하였다.프로그램의 효과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직접대면 관리
군과 전화관리군,대조군의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재시작 전의 측정값
을 통제한 후 repeatedmeasuresANCOVA로 검정하였다.직접대면 관리군과 전
화 관리군,대조군 간의 효과 차이에 대한 가설 검정은 One-WayANOVA을 이용
하고 사후검정은 Tukey로 검정하였다.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연구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alpha계수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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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사사사전전전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정정정

111...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의의의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정정정

연구대상자는 직접대면 관리군이 38명,전화 관리군이 33명,대조군이 20명으
로 총 91명이었다.이는 사전검사자 98명중 사후검사에 참석하지 않은 대조군 7명
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로서,탈락한 7명의 대조군은 남아있는 대조군과 동질성
검정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시켰다.연령은 평균 64.3세였
고,직접대면 관리군이 65.1세,전화 관리군이 65.8세,대조군은 63.0세로 세 군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건강상태는 직접대면 관리군 중,20명(54%)이 보
통 이상이라고 답했으며,전화 관리군 중 22(68.8%)명이,대조군은 9명(47.4%)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건강상태에 있어서 세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결혼 상태는 직접대면 관리군 중 30명(78.9%)가 현재 배우자가 있으며,전
화 관리군은 22명(68.8%)이,대조군에서는 14명(73.7%)이 현재 배우자가 있다고 응
답하였다.
직업에 있어서는 직접대면 관리군 중 13명(35.1%)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화 관리군에서는 11명(35.5%)이,대조군에서는 7명(38.9%)이 현재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직업에 있어서도 세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대조군의 동질성 검정결과<표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령,건강상태,결혼상태,동거유형,교육수준,종교,직업,학력,경제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는 모든 항목에서,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질집단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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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사전 동질성 검정

특 성 구 분
N(%)orMean(SD)

χ
2orF pExp1.

1)

(N=38)
Exp2

2)

.(N=33)
Cont.
(N=20)

연령 65.1(9.1) 65.8(7.5) 63.0(10.5) 0.61 0.543

건강상태 건강함 11(29.7)  11(34.4) 5(26.3) 3.58 0.734
보통 9(24.3) 11(34.4) 4(21.1) 

나쁜 편 14(37.8) 7(21.9) 7(36.8) 

매우 나쁨 3.0(8.1) 3.0(9.4) 3(15.8) 

결혼상태 기혼 30(78.9) 22(68.8) 14(73.7) 2.40 0.662
이혼/별거 0(0.0) 1(3.1) 0(0.0) 

사별 8(21.1) 9(28.1) 5(26.3) 

동거유형 혼자 6(15.8)  8(24.2) 5(26.3) 6.79 0.341
부부 21(55.3) 20(60.6) 10(52.6)

자녀 7(18.4) 5(15.2) 4(21.1) 

기타 4(10.5) 0(0.0) 0(0.0) 

종교 유 22(57.9)  18(54.5) 12(63.2) 0.37 0.832
무 16(42.1) 15(45.5) 7(36.8) 

직업 유 13(35.1)  11(35.5) 7(38.9) 0.08 0.960
무 24(64.9) 20(64.5) 11(61.1) 

학력 무학 14(36.8)  15(45.5) 9(47.4) 13.57 0.094
초졸 18(47.4) 10(30.3) 6(31.6) 

중졸 3(7.9) 8(24.2) 1(5.3) 

고졸이상 3(7.9) 0(0.0) 3(15.8) 

월수입 200만원 이상 3(7.9)  1(3.3) 3(15.8) 6.93 0.327
100-199만원 5(13.2) 4(13.3) 2(10.5) 

50-99만원 13(34.2) 6(20.0) 2(10.5) 

50만원 이하 17(44.7) 19(63.3) 12(63.2) 

1)Exp1:직접대면 관리군.
2)Exp2.:전화 관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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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사사사 관관관련련련지지지표표표의의의 사사사전전전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정정정

<<<표표표 9>>>대사관련 지표의 사전 동질성 검정 (n=91)

대사증후군 관련지표로는 혈압과 체중,BMI와 복부둘레,공복혈당과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저밀도 콜레스테롤,중성지방,체지방량 등 총 10개의 지표가
사용되었는데 사전 동질성 검사에서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조군 간에
는 체중과 LDL-콜레스테롤 항목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나머지 항목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9>.

333...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이이이행행행,,,삶삶삶의의의 질질질의의의 사사사전전전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정정정

심리사회적 지표로는 자기효능감과 자가관리 이행,삶의 질 등 세 가지 변수
가 사용되었다.사전 동질성 검정에서는 심리사회적 지표의 모든 항목에서 직접대
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조군,세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Characteristics
Mean(SD)

F PExp.1
(n=38)

Exp.2
(n=33)

Con
(n=20)

Bloodpressure
(mmHg)

Systolic
Diastolic

134.8(15.2)
79.3(10.6)

132.2(11.9)
81.3(12.4)

127.1(12.6)
75.0(13.3)

2.130
1.774

.125

.176
Bodyweight(kg) 63.4(8.2) 58.2(9.5) 63.8(12.9) 3.093 .050
BMI(kg/m2) 26.9(3.1) 26.1(3.6) 27.1(4.5) .683 .508
WC(cm) 95.1(9.0) 91.6(7.8) 94.9(12.9) 1.346 .265
FBS(mg/dL) 109.4(26.9) 108.6(20.4) 117.8(47.3) .646 .527
HDL-C(mg/dL) 66.3(14.8) 51.9(10.9) 51.5(14.8) .754 .478
LDL-C(mg/dL) 127.0(33.8) 116.2(38.6) 143.8(44.7) 3.264 .043
TG(mg/dL) 174.2(103.8) 163.8(81.4) 226.5(119.7) 2.633 .078
Bodyfat(%) 38.4(5.4) 37.9(5.7) 37.5(5.1) .156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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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직접대면 관리군이 55.5(SD=21.9)
점,전화 관리군이 58.8(SD=16.7)점,대조군이 50.5(SD=24.9)점으로 세 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자가관리 이행에서 있어서도 직접대면 관리군
이 63.8(SD=10.9)점,전화 관리군이 59.6(SD=9.9)점,대조군이 64.8(SD=9.6)점으로
세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의 경우는 직접대면 관리군이 55.1(SD=20.6)점,전화 관리군이 54.0(SD=19.7)

점,대조군이 55.5(sd=20.1)점으로 세 군 간에는 사전 동질성 검증에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을 8개의 하부영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에서도 직접대면 관리군

과 전화 관리군,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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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자기효능감,자가관리 이행,삶의 질의 사전 동질성 검정

Characteristics
Mean(SD)

F P
Exp1.(N=38) Exp2.(N=33) Cont.(N=20)

SSSeeelllfff---eeeffffffiiicccaaacccyyy 55.5(21.9) 55.5(21.9) 55.5(21.9) 55.5(21.9) 58.8(16.7) 58.8(16.7) 58.8(16.7) 58.8(16.7) 50.5(24.0) 50.5(24.0) 50.5(24.0) 50.5(24.0) 1.00 1.00 1.00 1.00 0.371 0.371 0.371 0.371 

SSSeeelllfff---mmmaaannnaaagggeeemmmeeennnttt
63.8(10.9) 63.8(10.9) 63.8(10.9) 63.8(10.9) 59.6(9.9) 59.6(9.9) 59.6(9.9) 59.6(9.9) 64.8(9.6) 64.8(9.6) 64.8(9.6) 64.8(9.6) 2.11  2.11  2.11  2.11  0.127 0.127 0.127 0.127 

QQQOOOLLL
55.1(20.6) 55.1(20.6) 55.1(20.6) 55.1(20.6) 54.0(19.7) 54.0(19.7) 54.0(19.7) 54.0(19.7) 55.5(20.1) 55.5(20.1) 55.5(20.1) 55.5(20.1) 0.05  0.05  0.05  0.05  0.956 0.956 0.956 0.956 

PF 61.5(24.0) 61.4(21.9) 59.5(25.2) 0.05  0.948 

RP 38.4(42.3) 40.8(41.9) 50.5(44.6) 0.54  0.582 

BP 59.0(31.5) 57.4(31.1) 63.1(30.7) 0.21  0.810 

GH 40.4(25.4) 43.2(23.5) 38.1(23.6) 0.29  0.747 

PPPCCCSSS 49.8(25.4) 50.7(21.4) 52.8(23.4) 0.11  0.900 

VT 38.3(21.9) 41.1(17.5) 30.8(25.3)  1.47  0.236 

SoF 78.6(22.5) 72.5(25.2) 71.5(21.6) 0.87  0.423 

RE 69.5(42.7) 60.2(44.8) 75.0(37.3) 0.85  0.431 

MH 54.7(25.8) 55.2(18.5) 55.8(27.0) 0.01  0.987 

MMMCCCSSS 60.3(21.4) 57.2(21.5) 58.3(20.9) 0.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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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 검검검정정정

111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 :::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중중중재재재 후후후 직직직접접접대대대면면면 관관관리리리군군군,,,전전전화화화 관관관리리리군군군 그그그리리리
고고고 대대대조조조군군군 간간간에에에는는는 대대대사사사관관관련련련 지지지표표표에에에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111---111가가가설설설 :::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중중중재재재 후후후 직직직접접접대대대면면면 관관관리리리군군군,,,전전전화화화 관관관리리리군군군 그그그리리리고고고
대대대조조조군군군 간간간에에에는는는 수수수축축축기기기 혈혈혈압압압변변변화화화에에에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중재시작 전의 측정값을 통제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세 집단 간 차이를
repreatedmeasuredANCONA로 분석하고,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
조군의 각 집단 간에 수축기 혈압의 변화 차이를 One-wayANOVA (사후 검정
법은 Tukey)로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직접대면 관리군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134.8mmHg에서 126.1mmHg로

8.7mmHg이 감소하였고,전화 관리군에서는 중재 전 132.2mmHg에서 중재 후
129.6mmHg로 2.6mmHg만큼 감소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127.1mmHg에서
128.6mmHg로 1.5mmHg이 증가 한 것으로 나왔다.따라서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
화 관리군에서는 감소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그
변화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축기 혈압의 변화에 있어서 프로그램 중재 후,프로그램

중재유무에 따라서,직접대면 관리군과 대조군,전화 관리군과 대조군 간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며,중재제공 방법에 따라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 간
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았다(p=0.163).
따라서 제 1-1가설 “자가관리 프로그램 종료 후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

리군,대조군 간에는 수축기 혈압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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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 수축기 혈압의 변화

<그림 3>수축기 혈압의 변화

111---222가가가설설설 :::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중중중재재재 후후후 직직직접접접대대대면면면 관관관리리리군군군,,,전전전화화화 관관관리리리군군군 그그그리리리고고고
대대대조조조군군군 간간간에에에는는는 이이이완완완기기기 혈혈혈압압압변변변화화화에에에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중재시작 전의 측정값을 통제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세 집단 간 차이를
repreatedmeasuredANCONA로 분석하고,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
조군의 각 집단 간에 이완기 혈압의 변화 차이를 One-wayANOVA (사후 검정
법은 Tukey)로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Variables
Mean(SD) Mean(SE)

F(P) post
hocPre Post Difference

Systolic
bloodpressure

(mmHg)

Exp.1(n=38)134.8(15.2) 126.1(21.2 -8.7(24.6) 1.849
(.163)

Exp.2(n=33)132.2(11.9)129.6(17.1) -2.5(19.4)
Con.(n=20) 127.1(12.6)128.6(11.3)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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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이완기 혈압의 변화

직접대면 관리군에서 중재 전 79.3mmHg에서 중재 후 79.7mmHg로 거의 변
화가 없었고,전화 관리군에서는 81.3mmHg에서 80.5mmHg로 0.8mmHg만큼 감
소한 반면,대조군에서는 중재 전 75mmHg에서 중재 후 78mmHg로 3.1mmHg
만큼 증가 한 것으로 나왔다.즉,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감소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증가를 보였다.그러나 그 변화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p=0.509).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완기기 혈압의 변화에 있어서 프로그램 중재 후,프로그

램 중재유무에 따라서는,직접대면 관리군과 대조군,전화 관리군과 대조군 간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중재제공 방법에 따라서도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았다.
따라서 제 1-2가설 “자가관리 프로그램 종료 후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

리군,대조군 간에는 이완기 혈압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Variables
Mean(SD) Mean(SE)

F(P) Post
hocPre Post Difference

Diastolic
bloodpressure
(mmHg)

Exp.1(n=38)
Exp.2(n=33)
Con.(n=20)

79.3(10.6)
81.3(12.4)
75.0(13.3)

79.7(7.8)
80.5(10.4)
78.0(12.5)

0.4(12.1)
-0.8(11.2)
3.1(11.2)

0.680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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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444>>>이완기 혈압의 변화

111---333가가가설설설 :::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중중중재재재 후후후 직직직접접접대대대면면면 관관관리리리군군군,,,전전전화화화 관관관리리리군군군 그그그리리리고고고
대대대조조조군군군 간간간에에에는는는 체체체중중중변변변화화화에에에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표 13>체중의 변화

중재시작 전의 측정값을 통제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세 집단 간 차이를
repreatedmeasuredANCONA로 분석하고,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

Variables
Mean(SD) Mean(SE)

F(P) Post
hocPre Post Difference

Bodyweight
(kg)

Exp.1(n=38)a
Exp.2(n=33)b
Con.(n=20)c

63.4(8.2)
58.2(9.5)
63.8(12.9)

60.5(7.0)
57.0(9.6)
63.3(12.8

-3.0(2.2)
-1.2(1.8)
-0.4(1.0)

14.874
(.000)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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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의 각 집단 간에 체중의 변화 차이를 One-way ANOVA (사후 검정법은
Tukey)로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직접대면 관리군에서는 평균체중이
63.4kg에서 60.5kg으로 3kg이 감소하고,전화 관리군에서는 중재 전 58.2kg에서
중재 후 57kg으로 1.2kg이 감소한 반면,대조군에서는 중재 전 63.8kg에서 중재
후 63.5kg으로 0.4kg이 감소하는데 그쳤다.즉 직접대면 관리군에서는 체중감소정
도가 큰 반면 전화 관리군에서는 조금 감소하는 데 그쳤고,대조군에서는 거의 변
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체중변화 차이에 있어서,프로그램 중재 후,프로그램 중

재유무에 따라서는,직접대면 관리군과 대조군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중재제공 방법별로는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 간에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따라서 제 1-3가설 “자가관리 프로그램 종료 후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

리군,대조군 간에는 체중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그림 5>체중의 변화



- 50 -

111---444가가가설설설 :::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적적적용용용 후후후 직직직접접접대대대면면면 관관관리리리군군군,,,전전전화화화 관관관리리리군군군 그그그리리리고고고
대대대조조조군군군 간간간에에에는는는 체체체질질질량량량 지지지수수수 (((bbbooodddyyymmmaaassssssiiinnndddeeexxx;;;BBBMMMIII)))에에에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중재시작 전의 측정값을 통제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세 집단 간 차이를
repreatedmeasuredANCONA로 분석하고,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
조군의 각 집단 간에 체질량 지수변화 차이를 One-wayANOVA (사후 검정법은
Tukey)로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체질량 지수(BMI)의 변화

직접대면 관리군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26.9kg/m2에서에서 25.9kg/m2로
1kg/m2이 감소하였고,전화 관리군에서는 중재 전 26.1kg/m2에서 중재 후
25.2kg/m2로 0.9kg/m2만큼 감소한 반면,대조군에서는 중재 전 27.1kg/m2에서
중재 후 26.9kg/m2로 0.2kg/m2만큼 감소하는 데 그쳤다.즉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에서는 체질량 지수 감소정도가 비교적 큰 반면 대조군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 변화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332)
결과를 종합해보면 체질량 지수의 변화에 있어서 프로그램 중재 후,프로그램

중재유무에 따라서는,직접대면 관리군과 대조군,전화 관리군과 대조군 간에는

Variables
Mean(SD) Mean(SE)

F(P) Post
hocPre Post Difference

BMI
(kg/m2)

Exp.1(n=38)
Exp.2(n=33)
Con.(n=20)

26.9(3.1)
26.1(3.6)
27.1(4.5)

25.9(3.1)
25.2(3.3)
26.9(4.4

-1.0(2.0)
-0.9(2.5)
-0.2(0.4)

1.116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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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중재제공 방법에 따라서도,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
리군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았다.
따라서 제 1-4가설 “자가관리 프로그램 종료 후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

리군,대조군 간에는 체질량 지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그림 6>체질량 지수(BMI)의 변화

111---555가가가설설설 :::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중중중재재재 후후후 직직직접접접대대대면면면 관관관리리리군군군,,,전전전화화화 관관관리리리군군군 그그그리리리고고고
대대대조조조군군군 간간간에에에는는는 체체체지지지방방방량량량에에에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중재시작 전의 측정값을 통제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세 집단 간 차이를
repreatedmeasuredANCONA로 분석하고,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
조군의 각 집단 간에 체지방량의 변화 차이를 One-wayANOVA (사후 검정법은
Tukey)로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직접대면 관리군에서는 체지방량이 38.4%에서 36.8%로 1.6%가 감소하였고,전

화 관리군에서는 중재 전 37.9%에서 중재 후 37%로 0.9%만큼 감소한 반면,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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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중재 전 37.5%에서 중재 후 37.2%로 0.3%만큼 감소하는 데 그쳤다.즉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에서는 체지방량 감소 정도가 비교적 큰 반면 대
조군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 변화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따라서 체지방량 변화의 차이에 있어서는 직접대면 관리
군과 전화 관리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직접대면 관리군과 대조군,그리
고 전화 관리군과 대조군과는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체지방량의 변화에 있어서 프로그램 중재 후,프로그램 중

재유무에 따라서는,직접대면 관리군과 대조군,전화 관리군과 대조군 간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며,중재제공 방법에 따라서도,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
군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았다(p=0.348).
따라서 제 1-5가설 “자가관리 프로그램 종료 후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

리군,대조군 간에는 체지방량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15>체지방량의 변화

Variables
Mean(SD) Mean(SE)

F(P) Post
hocPre Post Difference

Bodyfat
(%)

Exp.1(n=38)
Exp.2(n=33)
Con.(n=20)

38.4(5.4)
37.9(5.7)
37.5(5.1)

36.8(5.9)
37.0(6.1)
37.2(5.1)

-1.6(2.3)
-0.9(4.7)
-0.3(1.4)

1.067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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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체지방량의 변화

111---666가가가설설설 :::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중중중재재재 후후후 직직직접접접대대대면면면 관관관리리리군군군,,,전전전화화화 관관관리리리군군군 그그그리리리고고고
대대대조조조군군군 간간간에에에는는는 복복복부부부둘둘둘레레레에에에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표 16>복부둘레의 변화

중재시작 전의 측정값을 통제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세 집단 간 차이를
repreatedmeasuredANCONA로 분석하고,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
조군의 각 집단 간의 복부둘레의 변화 차이를 One-wayANOVA (사후 검정법은
Tukey)로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Variables
Mean(SD) Mean(SE)

F(P) Post
hocPre Post Difference

WC(cm)
Exp.1(n=38)a
Exp.2(n=33)
Con.(n=20)b

95.2(9.0)
91.6(7.8)
94.9(12.9)

90.0(5.8)
88.8(7.3)
95.2(13.1)

-5.2(6.2)
-2.9(4.6)
0.3(2.8)

7.746
(.001)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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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면 관리군에서는 복부둘레가 95.2cm에서 90cm로 5.2cm가 감소하였으
며,전화 관리군에서는 중재 전 91.6cm에서 중재 후 88.8cm로 2.9cm 만큼 감소
하였다.대조군에서는 중재 전 94.9cm에서 중재 후 95.2cm로 0.3cm 만큼 감소하
는 데 그쳤다.따라서 복부둘레 변화는 프로그램 중재 후,프로그램 중재유무에
따라서는,직접대면 관리군과 대조군간 차이가 유의했으며(p=.001),중재제공 방
법별,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제 1-6가설 “자가관리 프로그램 종료 후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

리군,대조군 간에는 복부둘레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그림 8>복부둘레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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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77가가가설설설 :::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중중중재재재 후후후 직직직접접접대대대면면면 관관관리리리군군군,,,전전전화화화 관관관리리리군군군 그그그리리리고고고
대대대조조조군군군 간간간에에에는는는 공공공복복복혈혈혈당당당 (((fffaaassstttiiinnngggbbbllloooooodddsssuuugggaaarrr;;;FFFBBBSSS)))에에에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표 17>공복혈당의 변화

중재 시작 전의 측정값을 통제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세 집단 간 차이를
repreatedmeasuredANCONA로 분석하고,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
조군의 각 집단 간에 공복혈당의 변화의 차이를 One-wayANOVA (사후 검정법
은 Tukey)로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직접대면 관리군에서는 공복혈당이 109.4mg/dL에서 97.9mg/dL로 11.5mg/dL

가 감소하였으며, 전화 관리군에서는 중재 전 108.6mg/dL에서 중재 후
105.1mg/dL로 3.5mg/dL만큼 감소하였다.대조군에서는 중재 전 117.8mg/dL에
서 중재 후 108.3mg/dL로 9.5mg/dL만큼 감소하였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복혈당 변화에 있어서,프로그램 중재 후,프로그램 중재

유무에 따라서는,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 모두가 대조군과는 차이가 없었
으며,중재제공 방법별로도,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358)
따라서 제 1-7가설 “자가관리 프로그램 종료 후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

리군,대조군 간에는 공복혈당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Variables
Mean(SD) Mean(SE)

F(P) Post
hocPre Post Difference

FBS
(mg/dL)

Exp.1(n=38)
Exp.2(n=33)
Con.(n=20)

109.4(26.9)
108.6(20.4)
117.8(47.3)

97.9(14.6)
105.1(16.1)
108.3(22.4)

-11.5(20.2)
-3.5(17.6)
-9.5(36.3)

1.041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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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공복혈당(FBS)의 변화

111---888가가가설설설 :::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중중중재재재 후후후 직직직접접접대대대면면면 관관관리리리군군군,,,전전전화화화 관관관리리리군군군 그그그리리리고고고
대대대조조조군군군 간간간에에에는는는 고고고밀밀밀도도도 지지지단단단백백백 콜콜콜레레레스스스테테테롤롤롤 (((hhhiiiggghhh dddeeennnsssiiitttyyy
llliiipppoooppprrrooottteeeiiinnn---ccchhhooollleeesssttteeerrrooolll;;;HHHDDDLLL---CCC)))변변변화화화에에에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중재시작 전의 측정값을 통제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세 집단 간 차이를
repreatedmeasuredANCONA로 분석하고,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
조군의 각 집단 간에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변화 차이를 One-way
ANOVA (사후 검정법은 Tukey)로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직접대면 관리군에서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55.3mg/dL에서 47.1mg/dL

로 8.2mg/dL가 감소하였으며,전화 관리군에서는 중재 전 51.96mg/dL에서 중재
후 50.3mg/dL로 1.6mg/dL만큼 감소하였다,대조군에서는 중재 전 51.5mg/dL
에서 중재 후 46mg/dL로 5.5mg/dL만큼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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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의 변화

결과를 종합해보면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변화에 있어서,프로그램 중재
후,프로그램 중재유무에 따라 그리고 중재제공 방법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152).
따라서 제 1-8가설 “자가관리 프로그램 종료 후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

리군,대조군 간에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Variables
Mean(SD) Mean(SE)

F(P) Post
hocPre Post Difference

H DL-C
(mg/dL)

Exp.1(n=38)
Exp.2(n=33)
Con.(n=20)

55.3(14.8)
51.9(10.9)
51.5(14.9

47.1(10.0)
50.3(10.5)
46.0(8.4

-8.2(16.0)
-1.6(11.8)
-5.5(14.1

1.925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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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HDL-콜레스테롤의 변화

111---999가가가설설설 :::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중중중재재재 후후후 직직직접접접대대대면면면 관관관리리리군군군,,,전전전화화화 관관관리리리군군군 그그그리리리고고고
대대대조조조군군군 간간간에에에는는는 저저저밀밀밀도도도지지지단단단백백백 콜콜콜레레레스스스테테테롤롤롤 (((lllooowww dddeeennnsssiiitttyyy
llliiipppoooppprrrooottteeeiiinnn---ccchhhooollleeesssttteeerrrooolll;;;LLLDDDLLL---CCC)))에에에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표 19>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의 변화

Variables
Mean(SD) Mean(SE)

F(P) Post
hocPre Post Difference

LDL-C
(mg/dL)

Exp.1(n=38)
Exp.2(n=33)
Con.(n=20)

127.0(33.8)
116.2(38.6)
143.8(44.7)

103.0(26.5)
99.3(27.4)
132.4(26.6)

-24.1(36.4)
-16.8(36.2)
-11.4(43.6)

0.785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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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시작 전의 측정값을 통제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세 집단 간 차이를
repreatedmeasuredANCONA로 분석하고,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
조군의 각 집단 간에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변화 차이를 One-way
ANOVA (사후 검정법은 Tukey)로 분석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직접대면 관리군에서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127mg/dL에서 103.3mg/dL

로 24.1mg/dL가 감소하였으며,전화 관리군에서는 중재 전 116.2mg/dL에서 중
재 후 99.3mg/dL로 16.8mg/dL만큼 감소하였다, 대조군에서는 중재 전
143.8mg/dL에서 중재 후 132.4mg/dL로 11.4mg/dL만큼 감소하였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변화에 있어서,프로그램 중재

후,프로그램 중재유무에 따라서는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 모두가 대조군
과 차이가 없었으며,중재제공 방법별로도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459).
따라서 제 1-9가설 “자가관리 프로그램 종료 후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

리군,대조군 간에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그림 11> LDL-콜레스테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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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000가가가설설설 :::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적적적용용용 후후후 직직직접접접대대대면면면 관관관리리리군군군,,,전전전화화화 관관관리리리군군군 그그그리리리고고고
대대대조조조군군군 간간간에에에는는는 중중중성성성지지지방방방에에에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표 20>중성지방의 변화

중재시작 전의 측정값을 통제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세 집단 간 차이를
repreatedmeasuredANCONA로 분석하고,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
조군의 각 집단 간에 중성지방의 변화 차이를 One-wayANOVA (사후 검정법은
Tukey)로 분석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직접대면 관리군에서는 중성지방이 174.2mg/dL에서 128.1mg/dL로 46mg/dL

가 감소하였으며, 전화 관리군에서는 중재 전 163.8mg/dL에서 중재 후
148.7mg/dL로 15.2mg/dL만큼 감소하였다,대조군에서는 중재 전 226.5mg/dL
에서 중재 후 172.8mg/dL로 53.8mg/dL만큼 감소하였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성지방 변화에 있어서,프로그램 중재 후,프로그램 중재

유무에 따라서는.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 모두가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으
며,중재제공 방법별로,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p=0.145)
따라서 제 1-10가설 “자가관리 프로그램 종료 후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

리군,대조군 간에는 중성지방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Variables
Mean(SD) Mean(SE)

F(P) Post
hocPre Post Difference

TG
(mg/dL)

Exp.1(n=38)
Exp.2(n=33)
Con.(n=20)

174.2(103.8)
163.8(81.4)
226.5(119.7)

128.1(60.5)
148.7(61.2)
172.8(101.6

-46.0(78.3)
-15.2(84.0)
-53.8(69.0)

1.97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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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중성지방(TG)의 변화

222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 :::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적적적용용용 후후후 직직직접접접대대대면면면 관관관리리리군군군,,,전전전화화화 관관관리리리군군군,,,그그그리리리고고고
대대대조조조군군군 간간간에에에는는는 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점점점수수수변변변화화화에에에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표 21>자기효능감의 변화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조군의 각 집단 간에 자기효능감의 변화 차이
를 One-wayANOVA(사후 검정법은 Tukey)로 분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Variables
Mean(SD) Mean(SE)

F(P) Post
hocPre Post Difference

자기효능감
Exp.1(n=38)
Exp.2(n=33)
Con.(n=20)

56.0(21.8)
58.9(16.5)
50.5(24.0)

71.5(19.5)
73.2(17.0)
64.4(13.9)

15.5(18.4)
14.3(17.1)
13.9(25.5)

0.055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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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점수는 직접대면 관리군에서 프로그램 중재 전 56.0(±21.8)에서
71.5(±19.5)으로 15. 5점이 증가하였고, 전화 관리군에서는 58.9(±16.5)에서
73.2(±17)로 14.3만큼 증가하였으며,대조군에서는 50.5(±24.0)에서 64.4(±13.9)로
13.9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3>.또한 프로그램 중재 후 프로그램 중
재유무에 따른 효과를 보면,직접대면 관리군 대조군,그리고 전화 관리군과 대
조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프로그램 중재 받은 군내에
서 중재제공 방법별에 따른 효과를 보면,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946).

<그림 13>자기효능감의 변화

따라서 “자가관리 프로그램 후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고 대조군 간
에는 자기효능감 점수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연구가설 2는 기각되었다.

333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 :::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중중중재재재 후후후 직직직접접접대대대면면면 관관관리리리군군군,,,전전전화화화 관관관리리리군군군 그그그리리리
고고고 대대대조조조군군군 간간간에에에는는는 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이이이행행행 변변변화화화에에에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조군의 각 집단 간에 자가관리 이행의 변화 차
이를 One-wayANOVA(사후 검정법은 Tukey)로 분석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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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관리 이행 점수변화를 살펴보면,직접대면 관리군에서 프로그램 중재 전
64.4(±11.1)에서 89.6(±9.4)으로 25.4점이 증가하였고, 전화 관리군에서는
60.2(±10.5)에서 84.2(±13.4)로 24점이 증가하였다.대조군에서는 64.8(±9.6)에서
69.7(±12.8)로 4.9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4>.따라서 프로그램 중재 후
자가관리 프로그램 중재를 받은,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에서는 자가관리
이행점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조금 증가하는데 그쳐서 프로그램
중재 유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그러나 프로그램 중재 받은 군내에서의 중재제공 방법별에 따른 효과를 보면,직
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자가관리 프로그램 후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고 대조군

간에는 자가관리 이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연구가설 3은 지지되었다
(p=0.000)

<<<표표표 222222>>>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이이이행행행의의의 변변변화화화

Variables
Mean(SD) Mean(SE)

F(P) Post
hocPre Post Difference

자가관리
이행

Exp.1(n=38)a
Exp.2(n=33)b
Con.(n=20)c

64.2(11.1)
60.2(10.5)
64.8(9.6)

89.6(9.4)
84.2(13.4)
69.7(12.8)

25.4(13.3)
24.0(16.7)
4.8(14.7)

14.044
(.000)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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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자가관리 이행의 변화

444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 :::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중중중재재재 후후후 직직직접접접대대대면면면 관관관리리리군군군,,,전전전화화화관관관리리리군군군 그그그리리리고고고
대대대조조조군군군 간간간에에에는는는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점점점수수수변변변화화화에에에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조군의 각 집단 간에 삶의 질의 변화 차이
를 One-wayANOVA (사후 검정법은 Tukey)로 분석한 결과는 <표 24>와 같
다.중재 전에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조군 세 군 간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이 출발했다.삶의 질은 신체적 영역 4개 항목과 정신적 영역 4개 항목,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먼저 신체적 영역을 살펴보면,중재 전 직접
대면 관리군이 49.7(25.1)점에서 중재 후 73.8(22.6)점으로 24.1(20.1)점이 증가했
고,전화 관리군에서는 중재 전 50.8(21.0)점에서 중재 후 71.5(21.8)점으로
20.7(18.9)점이 증가하였다.대조군에서는 중재 전 52.8(23.4)점에서 중재 후
60.7(19.9)점으로 7.9(15.2)점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그림 15).따라서 프로그램 중
재 후,삶의 질의 신체영역에서는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조군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삶의 질에서 신체영역의 프로그램 중재유무에 따라서는,직접대면 관

리군과 전화 관리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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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0.008).그러나 중재 받은 군내에서,중재제공 방법에 따른 효과검정에서는
직접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서 정신영역을 살펴보면,중재 전 직접대면 관리군이 60.3(21.1)점에서

중재 후 79.1(19.1)점으로 18.8(18.6)점이 증가했고,전화 관리군에서는 중재 전
56.2(22.1))점에서 중재 후 73.9(17.2)점으로 17.7(21.9)점이 증가하였다.대조군에서는 중
재 전 58.3(20.9)점에서 중재 후 69.4(14.5)점으로 11.1(16.4)점이 증가하였다<그림 16>.

<그림 15>삶의 질에서 신체영역(PCS)의 변화

<그림 16>삶의 질에서 정신영역(MCS)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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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프로그램 중재 후,삶의 질의 정신영역에서는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조군에서 모두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세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p=.335)<표 23>.
이상을 종합해보면 “자가관리 프로그램 후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

고 대조군 간에는 삶의 질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연구가설 4는 부분적으
로 지지되었다(p=0.008,p=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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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삶의 질의 변화

Variables
Mean(SD) Mean(SE)

F(P) posthoc
Pre Post Different

Physical
function

Exp.1(n=38)a
Exp.2(n=33)
Con.(n=20)b

60.6(24.4)
61.8(21.7)
59.5(25.2)

81.2(21.0)
77.1(18.9)
65.6(23.0)

20.6(22.7)
15.3(17.2)
6.1(18.2)

3.505(.034) a>b

Role-physicalExp.1(n=38)
Exp.2(n=33)
Con.(n=20)

38.7(41.8)
40.3(41.4)
50.5(44.6)

66.8(41.4)
68.4(29.6)
55.0(39.4)

28.1(45.0)
28.1(37.2)
4.5(31.8)

2.773(.068)

Bodilypain Exp.1(n=38)
Exp.2(n=33)
Con.(n=20)

59.0(31.1)
58.4(31.4)
63.1(30.7)

87.7(18.7)
80.7(23.8)
77.9(19.8)

28.5(26.6)
22.3(34.8)
14.9(26.7)

1.440(.242)

General
health

Exp.1(n=38)
Exp.2(n=33)
Con.(n=20)

40.4(25.0)
42.7(23.3)
38.1(23.6)

59.6(28.4)
59.9(23.8)
44.4(19.7)

19.3(19.5)
17.2(20.1)
6.3(23.6)

2.753(.069)

PCS Exp.1(n=38)a
Exp.2(n=33)b
Con.(n=20)c

49.7(25.1)
50.8(21.0)
52.8(23.4)

73.8(22.6)
71.5(21.8)
60.7(19.9)

24.1(20.1)
20.7(18.9)
7.9(15.2)

5.109(.008) a,b>c

Vitality Exp.1(n=38)
Exp.2(n=33)
Con.(n=20)

39.0(22.1)
40.6(17.4)
30.8(25.3)

65.0(20.9)
59.2(16.8)
49.0(20.8)

26.0(23.3)
18.6(23.4)
18.2(27.1)

1.108(.335)

Social
function

Exp.1(n=38)
Exp.2(n=33)
Con.(n=20)

78.5(22.2)
71.1(26.1)
71.5(21.6)

91.0(18.4)
85.6(17.8)
82.4(16.8)

12.5(24.5)
14.5(26.8)
10.9(27.0)

0.130(.879)

Role-emotion Exp.1(n=38)
Exp.2(n=33)
Con.(n=20)

68.6(42.6)
58.4(45.3)
75.0(37.3)

85.9(29.7)
76.5(37.2)
82.1(27.3)

17.3(42.2)
18.1(44.6)
7.1(22.4)

0.553(.577)

MentalhealthExp.1(n=38)Exp.2(n=33)
Con.(n=20)

55.2(25.6)
54.5(18.6)
55.8(27.0)

74.6(21.1)
74.3(15.5)
64.0(18.5)

19.4(25.2)
19.8(21.1)
8.2(20.6)

1.947(.149)

MCS Exp.1(n=38)
Exp.2(n=33)
Con.(n=20)

60.3(21.1)
56.2(22.1)
58.3(20.9)

79.1(19.1)
73.9(17.2)
69.4(14.5)

18.8(18.6)
17.7(21.9)
11.1(16.4)

1.10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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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프로그램이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대사지표 및
자기효능감,자가관리 이행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중재방법에 따
른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AAA...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 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효효효과과과

본 자가관리 프로그램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먼저 대상자들이 노인이며
대상지역이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관리기관(보건진료소)의 방문 및 중재
횟수를 주 1회로 최소화 하였다.월 1회의 중재를 적용한 연구들도 있기는 하였으
나(TonstadSetal.,2007),대사증후군 지표 개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 2회 이상의 중재를 권장하는 것에 비하면 부족한 부분이다(이덕철,2004;
ACSM,2000).그러나 본 프로그램이 자가관리 프로그램인 만큼,중재자의 개입을
최소하면서 대상자들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의도와 더불어,대부분
의 자가관리 프로그램들이 주 1회의 중재를 기본으로 하는 것과는 같은 맥락이다
(박영임,1994;송미순 외,2002;DeakinTetal,2005;TDeakin,CEMcShane,JE
Cade,RDRRWilliams,2008;WhittemoreR,D'EramoMelkusG,GreyM,2006;
SarkarU etal,2008).프로그램 기간에 있어서도,짧게는 4주에서 5주(배은숙,
2003)그리고 6주(송미순 외,2002),8주(천의영,2004),9주(김옥란,2002)등도 있
었으나,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 기간을 총 12주로 함으로서 대상자들의
자가관리 능력을 돕고 대사지표의 변화를 보기위해서는 적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 장소를,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 위치하는 보건진

료소에서 지역사회 간호사인 보건진료원에 의해 제공되었다.이는 대상자들에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친근성을 줄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
는 지역사회 간호사(보건진료원)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 69 -

성공을 이끌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Tonstad(
2007)등도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생활개선프로그램을 위한 중재에서 간호사에 의
한 상담이 대상자의 복부지방과 중성지방개선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바 있으며,
Efraimsson 등(2008)과 Dubbet등(2002)도 일차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사에 의한
자가간호 중재가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둘째,본 자가관리 프로그램은 대상자 스스로 자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서 기

록과 보고를 최소화 하였다.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자가보고나 기록이 잘 이
루어지지 않으며,이것이 대상자들에게 부담감을 주어 자가간호의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서였다(김숙영,1996).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이 65세이고,무학 또한 초졸 학력이 대부분이며,혼
자 또는 부부세대만 사는 가정들이 많아서 자가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기록하
는 행위에 어려움을 있을 것을 예상해서,자가관리 기록지를 기술보다는 체크리스
트의 형태로 개발하였다.또한 대상자들의 자가관리 행위 중 신체측정을 돕기 위
하여 부락마다 체중계를 지급하여 필요시마다 체중을 측정하도록 한 것도 긍정적
인 효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셋째,본 자가관리 프로그램에서는,따라서 농촌노인들이 쉽게 할 수 있으며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걷기운동을 선택하고,하루에 2km에서 4km정도를
걷도록 권장하였다.Johnson(2007)등도 중강도의 운동(주당 19km 보통 걷기)이
고강도의 운동(주당 19km 빠르게 걷기)이나 초고강도(주당 32km의 조깅)보다 대
사지표 개선에 효과적이었다는 제시한 바 있다.또한 만보기를 지급함으로써 스스
로 운동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고,대상자들끼리 선의의 경쟁유도와 더불어 운동
의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프로그램이 끝난 후 결과에 따라 시상
함으로서 대상자들의 참여와 만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근력운동으로는 1kg
무게의 아령을 지급하여 수시로 아령 운동을 하게 하여 근력강화 및 체중감소에
따른 근력약화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식이에 있어서는 특별한 음식을 추가하기 보다는 평상시 먹는 음식을 반으로

줄이도록 하였고 간식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식이이행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였다.농사업무의 과중을 고려해 채소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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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본 연구는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지역사회 내 5개의 센터(보건
진료소)에서 중재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였다.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프로그램
을 진행함에 따른 인력이나 검사에 어려움도 많았고,프로그램의 일관성 및 동일
한 중재 제공여부가 일부 논란이 될 수도 있으나,프로그램의 진행 가능성을 확인
하는 계기가 되고 프로그램 결과를 일반화해주며 확대 적용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azay(2007)등도 대사증후군과 알
쯔하이머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시에 여러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한 후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개발되어진 본 연구의 자가관리 프로그램은,프로그램 구성안에
포함된 어떤 요소가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지만,프로그램 중재 후,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
사증후군 자가관리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에게 대부분의 대사지표들을 개선시켰으
며,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자가관리 이행을 높여주었으며,궁극적으로 농촌노인
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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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이이이 대대대사사사관관관련련련 지지지표표표 개개개선선선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자가관리 프로그램은 대상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질환이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
다는 것을 이해하고,질병에 대한 증상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약물복용과 더
불어 평생 동안 자가관리 행위를 잘 이행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자가관리 프로그램 후,대사지표와 관련하여서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

압,체질량 지수와 체지방량,L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들에서 실험군인 직접 관
리군과 전화 관리군이 대조군보다 대부분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특히 체중(p<0.001)과 복부둘레(p<0.001)의 경우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대사지표의 개선효과를 자가관리 프로그램 구성 요소 중 운동과 식이의 영향으

로 볼 때,본 프로그램에서 시도한 운동의 종류와 횟수,강도,그리고 500Kcal덜
먹기 식단은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특히 운동과 식이중재가 연
구진행자의 지도 감독 하에 엄격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대상자들이 스스로
가 정해진 목표에 따라 스스로의 자가관리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인 만큼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먼저 체중의 경우에는,중재를 받은 군인 직접대면 관리군에서 3kg(5%)이 감소하

고,전화 관리군에서 1.2kg(2%)이 감소한 반면 중재를 받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0.4kg
이 감소하여,그 변화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00).복부둘레의 경우에도
직접대면 관리군에서 5.2cm(5,5%)가 감소하였으며,전화 관리군에서는 2.9cm(3.1%)가
감소하였으며,대조군에서는 0.3cm 감소하는 데 그쳐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1)특히 체중과 복부둘레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개선효과
가 나타난 것은 본 프로그램이 대상자 스스로에 의한 자가관리 프로그램이었고,중
재자는 주 1회의 중재만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자가관리의 강화요소들
즉 체계적인 교육이나 건강계약,자가관리기록 등을 보강하게 되면,중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체질량 지수(BMI)의 경우에는,직접대면 관리군에서는 1kg/m2이 감소하였고,

전화 관리군에서는 0.9kg/m2만큼 감소한 반면,대조군에서는 0.2kg/m2만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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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데 그쳤다.체지방량의 경우에도,직접대면 관리군에서는 1.6%가 감소하였
고,전화 관리군에서는 0.9% 만큼 감소한 반면,대조군에서는 0.3% 만큼 감소하는
데 그쳤다.따라서 BMI와 체지방량의 경우에도 체중과 복부둘레의 경우처럼,실험
군인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에서는 효과가 큰 반면에 대조군에서는 조금
감소했거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혈압의 경우에도,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중재를 받은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에서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감소하였으
나 대조군에서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여러 선행연구들에 걷기 등
유산소 운동이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 질환 또는 대사증후군인 사람에게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유수정,2000;윤미
숙,2000;최영희,1980;Erikssonetal.,1997).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증명
하지 못한 것은 Stevenson과 Topp(1990),그리고 Gillet와 Eisenman(1987)이 제시
한 것처럼 프로그램 시작 전 혈압이,크게 높지 않은 경계범위에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프로그램 후 혈압하강의 효과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었다.중재를 받
은 군에서 중재제공 방법에 따른 혈압의 변화는 직접대면 관리군에서의 혈압 감
소가 전화 관리군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전화관리군은 대조군보다는
혈압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의 경우,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중재 후,혈당의 감소를 보고한 바 있

다.본 연구에서도 실험군에서 공복혈당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대조군에서도 감소
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358).이는 혈당이
유산소운동의 결과로 개선되는 지표이기도 하지만,한 끼의 식사나 조금의 음식물
섭취만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조군의 경우,검사의 중요성을 간과한
나머지 사전 검사에서 검사 전 공복 유지를 주문했던 상황이 잘 지켜지지 않음으
로 인해 높게 측정된 데서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진다.
운동이나 신체활동과 관련된 혈중 지질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운동의 강도가

높고 기간이 길수록 콜레스테롤은 낮아지며,L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감소
하고,HDL 콜레스테롤의 수준은 증가한다고 하였다(Uptonetal,1984;진영수,
1990).본 연구에서는 LDL콜레스테롤의 경우,실험군인 직접대면 관리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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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mg/dL가 감소하였고,전화 관리군에서는 16.8mg/dL만큼 감소하였으며,대
조군에서는 11.4mg/dL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실험군의 감소가 대조군에서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부분이었다.중성지
방의 경우,실험군인 직접대면 관리군에서는 46mg/dL가 감소하였으며,전화 관리
군에서도 15.2mg/dL만큼 감소하였다.그러나 대조군에서도 53.8mg/dL만큼 큰
감소를 보여서 결과해석에 어려움을 있었다.그러나 중성지방의 경우,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운동에 의해 농도가 감소한다고 보고되어있기는 하지만 일부 연구에
서는 중성지방의 감소가 운동 때문인지 혹은 체중감소에 따른 결과인지는 명확하
지 않다고도 하였고(홍영우 외,1996),일부에서는,중성지방이 음식물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개인차가 크고 생활습관,운동량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는
보고한 것처럼(Tranetal,111999888333),검사시기가 한창 바쁜 농번기라서 활동량의 증가
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아진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HDL-cholesterol)경우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
서 운동 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김민정,2001;진영수 외,1990;Eliksonet
al,1997;Williamsetal,1994),본 연구에서는 위와는 반대로 세 군 모두에서 감
소하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변화의 정도를 살펴보면,직접대면 관리군에서는
8.2mg/dL가 감소하였고,전화 관리군에서는 1.6mg/dL만큼 감소하였으며,대조군
에서도 5.5mg/dL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이정인(2005)과 정은숙 외
(1998)의 연구결과와도 동일하다.이는 HDL-콜레스테롤의 경우,많은 연구들에서
운동의 강도나 기간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표로 나와 있으며,HDL-콜레스테
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60~70%의 목표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중강도의
걷기운동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고영완,1996),본 연구에서
의 걷기의 강도가 노인층의 운동이라 빠르게 걷기를 권장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저강도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특히,체중과 복부둘레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 즉,혈압과 혈당,제질량 지수와 체지방량,LDL-콜레스테롤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대부분의 대상자
들이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으로 볼 때 경계선상에 있는 지역사회 대상자들이어서
상태가 심각한 그룹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추측되며,콜레스테롤 등 몇 개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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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기간의 중재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
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같이

(Laaksonenetal.,2002;Riceetal,1999),운동과 식이,그리고 대상자 교육을 포
함하는 자가관리 프로그램은 대사증후군 관련지표를 대부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준 것을 알 수가 있다.더욱이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운동과 식이는 연구자에 의
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대상자 스스로가 자율적인 방법으로,스스로 노력해서 얻
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운동,식이,교육과 더불어 자가관리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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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이이이 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과과과 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이이이행행행,,,삶삶삶의의의
질질질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지금까지 대사증후군 대상자에서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가간호 수행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연구한 선행연구는 없었다.그러나 고혈압이나 당뇨
조절,혹은 건강관련 행위 증진을 위해,자가관리(자가간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서 자기조절이나 자기효능감을 적용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어 왔다.Strecher등
(1986)도 건강행위에 자기효능을 적용한 선행논문 21편에 대한 분석에서 자기효능은
건강행위의 변화와 유지에 일관성 있게 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구미옥
등(1994)도 자기효능개념을 적용한 건강관련논문 39편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은 행
위의 변화와 지속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한 바 있다.또한
자가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전현숙(1997)은 전화coach를,최은옥(1999)은 능력증강
교육을 주요 전략으로 적용하기도 하였다.자가관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자기조절을
통해서 자가관리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들도 있었다.박영임(1994)은 자기조절과정
과 자기효능은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자지조절을 통해서 자가간호 행위
를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은 자기효능을 더욱 증진시켜주고 ,증진된 자기효능은
자기조절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동기화를 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요

소로서 언어적 설득에 해당하는 4주간의 집중 교육과 동기화를 강화시켜줄 수 있
는 건강계약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인 직접대면 관리군
과 전화 관리군에서 자기효능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그러나 대조군에서도 비슷한 증가가 나타남으로써 해석이
어려움이 있었다<표 22>.그 이유는 아마도 실험군과 대조군이 같은 부락내 거주
하면서,실험군의 행동들이 대조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며,
또 다른 이유로는 연구자가 대조군과도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본
연구의 자료수집 후 검사결과를 알려주면서 대사증후군 관리에 필요한 상담을 수
행한 효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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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이 증진되면 자가관리 이행이 높아진다는 것은 많은 선행 연구들에
서 지지 된바 있다.본 연구에서 자가관리 이행의 경우는,프로그램 중재 후에 실
험군인 직접대면 관리군에서 25.4점이 증가하였고,전화 관리군에서는 24점이 증
가하였으며,대조군에서는 4.9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군에서의 자가관리 행위가 대조군에 비해 매우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표 22>.따라서 대부분의 대사지표가 개선된 것도 자가관리
이행이 증가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관리 프로그램이 삶의 질에 미치는 결과를 보면,중재 전에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조군 세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이 출발 했
지만 중재 후에 실험군에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삶의 질을 크게 신체영역과 정신영역으로 나누어서 보면,먼저 신체적 영역의 경
우,프로그램 후,실험군인 직접대면 관리군에서 24.1점이 증가했고,전화 관리군
에서도 20.7(18.9)점이 증가하였다.그러나 대조군에서는 7.9점이 증가하는 데 그쳤
다.따라서 프로그램 중재 후,삶의 질의 신체영역에서는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조군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8).
정신영역의 경우,프로그램 후,실험군인 직접대면 18.8점이 증가했고,전화 관

리군에서는 17.7점,대조군에서는 11.1점이 증가하였다.따라서 정신영역에서는 직
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에서가,대조군보다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세 군간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335)<표 23>.
삶의 질은 많은 중재 연구들에서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변수이며 궁극적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특히 대사증후군에 대상자들은 그런 질환에 이완되었다
는 것만으로도 대상자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더욱이 농촌노인
의 삶의 질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삶의 만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프로그램
중재 시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책임,인생에 대한 가치관,삶의 태도 등
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므로,운동과 식
이요법,자가관리 기록지 점검을 통한 확인,교육과 상담에 의한 언어적 설득,보
건기관을 방문해서 대상자들 간의 경쟁 및 격려 등으로 적극 활용하였다.그 결과
자가관리 프로그램이 여러 지표들을 개선시켰으며 궁극적으로 대상자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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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향상시켰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따라서 농촌노인들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일
깨워 주고,그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가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
키면서,건강에 대한 교육과 계속적인 격려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정한 지역사회 건강관리자의 업무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자가관리 프로그램은 대사 관련지표를 효과적
으로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자기관리 이행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긍
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이는 Carroll등(2007)등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자가관리 프로그램은 농촌지역의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의 자가관리 증
진과 지속을 돕는 효율적인 간호중재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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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중중중재재재방방방법법법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효효효과과과 차차차이이이

자가관리 프로그램의 중재방법 비교는 실험군 중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
리군에서의 효과차이를 보고자 함이다.
직접대면 관리는 대상자에게 중재를 제공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을 주 1회방문

하여 중재자와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관리를 받는 것으로,대부분의 중재에서
많이 사용하지만,굳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며,본 연구에서처럼 다른 중재
방법과 비교할 때 구분해서 사용되는 용어이다.또한 직접대면 관리는 센터를 방
문하게 함으로서 대상자들끼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집단관리(Group-based)의 효
과가 나타나기도 한다.Karlsen등(2004)도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집단 상담프로그
램을 중재한 결과 당뇨환자의 스트레스와 대사지표,심리사회적 지표들이 긍정적
으로 개선되었다고 한 바 있다.반면에 전화관리는 전화coach나 전화counseling의
형태로 많은 연구에서 중재 방법으로 사용되어져 효과를 보고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본 연구에서는 전화 관리군에게 자가관리에 대한 상담과 지도,프로그램의
지속적 이행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으며 주 1회 1회당 8분에서 10분가량 연구자에
의해 제공되었고 그 결과 대상자의 대사지표에 있어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화
관리군도 직접대면 관리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
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었다(Bosworth,etal,2007;Elizabeth
etal,1981;ParkNH,AnHG,2006;SongMS,Kim HS,2007;Kim AS,LeeES,
Kim SH,2007)))...특히 대사증후군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체중과 복부둘레의 개
선효과가 두드러졌으며,자가관리 이행정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이는 첫 4주간
의 자가관리 교육의 효과도 있었지만 대상자가 직접 관리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관리를 통해서도 대상자의 자가관리 이행을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었다는 것
을 말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이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선행연구로는,한
신희(2000)가 성인조혈모세포 이식자에게 적용한 자기효능증진프로그램에서 주 1
회 15-30분간 진행한 전화상담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 전화상담이 프로그램 이행함
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75%라고 보고한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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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자(1998)도 당뇨환자의 운동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 2~4회 1회당 3분에서
10분간 이루어진 전화코치가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것이었
다.그러나 노인들의 신체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오로지 전화만을 사용한 연구에서
는 자아효능감은 증가했으나 활동증가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bennetet
al,2008)를 바탕으로 종합해 볼 때 전화중재 뿐 아니라 교육이나 건강계약을 포함
했던 것이 지표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인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 모두에게 처음 4주간

은 동일한 중재가 주어졌으며 이때에 교육을 통한 지식제공과 건강계약을 통한
동기유발,자가관리방법 교육 등 자가관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터득하도록 하였
다.그러나 교육이나 지식제공의 과정없이 처음부터 전화중재만을 사용하였을 경
우에도 동일한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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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결과에 대한 간호이론,연구,실무측면에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11...간간간호호호이이이론론론면면면에에에서서서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에서 자가관리 프로그램이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대사지표 개선과 자기
효능감,자가관리 이행 및 삶의 질에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가간호의
속성을 찾아내어 그 속성들을 강화시켜주면 자가관리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줌
으로써 Orem의 자가간호 이론의 유용성을 증가시켰다.

222...간간간호호호연연연구구구측측측면면면에에에서서서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대사증후군 대상자 관리를 위한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가관리 프
로그램이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대사지표 개선과 자가관리 이행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자가관리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
로 한 간호중재의 한 방법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제시
하였다.

333...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측측측면면면에에에서서서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대사증후군 대상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가관리 행위
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간호중재전략으로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무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하였다.또한 여러 센터(보건진료소)에서 동시에 프로그램 진행함
으로써 프로그램의 일반화와 확대적용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다.뿐만 아니라 중
재제공 방법에 있어서도 직접대면 관리와 전화 관리 방법으로 각각 다르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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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효과를 비교해 봄으로서,직접대면 관리가 어려운 대상자들에게는 전화 관리
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프로그램의 적용 폭을
넓혀주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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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프로그램이 농촌지역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대
사관련 지표와 자기효능감,자가관리 이행,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관
리 방법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실시된 실험설계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C도에 속한 5개의 보건진료소에서 기초자료 조사와 사전검사를

통하여 대사증후군 대상자로 선별된 121명 중에서 연구목적에 적합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98명이 선정되었으며,이들을 무작위 할당법으로 각각 직접 대면 관리
군과 전화 관리군 그리고 대조군에 배정한 뒤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그러나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탈착하지 않고 최종검사에 참여한 사람은 직접대면 관리군
38명,전화 관리군 33명,대조군 20명이었다.
자가관리 프로그램 진행 기간은 2008년 8월 4일부터 208년 10월 25일까지 총

12주간 이었고,처음 4주간은 실험군인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 대상자들
을 주 1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하여,혈압과 체중,복부둘레 등 신체지표를
측정하고,책자와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2시간가량 교육을 실시하였다.식이와
운동에 대해서는 중재자와 합의하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개인별 상
담을 실시한 뒤에 운동 강도와 시간,식사량과 식사방법들을 정하였다.식사량은
개인별 체중 5~8%감량을 목표로 1일 500칼로리 정도를 덜 섭취하도록 권장하였으
며,운동은 근력운동으로는 아령운동 30분,유산소 운동은 만보기를 부착하여 매
일 4km정도를 빠르게 걷도록 하였다.5주부터 12주까지는 스스로 자가관리를 하
도록 하면서 직접대면 관리군은 주 1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하여 자가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격려하였고,전화 관리군에게는 전화로 자가관리 이행 여부
를 확인하고 격려하였다.대조군에게도 자가관리 교육책자와 아령,만보기만을 지
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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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는 대사관련 지표인 체중과 혈압,복부둘레,체질량 지수,공복혈당,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중성지방,체지방량이었으
며,심리사회적 지표로 자기효능감과 자가관리 이행,삶의 질을 포함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12.0Window Program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위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평균,표준편차

로 나타내었으며,세 집단간 동질성은 F-F-F-F-test    또는 χ2-test로 검정하였고,프로그램
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repeated
measuresANCOVA로 검정하였으며,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조군 간
의 효과 차이에 대한 가설 검정은 OnewayANOVA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모
든 통계의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제 1가설 “자가관리 프로그램 중재 후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고
대조군 간에는 대사관련 지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
다.프로그램 중재 후 대사 관련지표 항목에서,실험군인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이 대조군에 비해 체중(p=0.001)과 복부둘레가 (P=0.001)로 유의
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중성지방(p=0.111)과 공복혈당(p=0.777),
수축기 혈압p=(0.231)과 이완기 혈압(P=0.233),저밀도 콜레스테롤(p=0.335)과
BMI(p=0.142)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개선효과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는 유의하지 않았다.또한 실험군간 중재제공 방법에 따라서는,직접대면 관리
군과 전화 관리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2.제 2가설 “자가관리 프로그램 중재 후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고
대조군 간에는 자기효능감 점수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p=0.946).자기효능감의 경우,프로그램 중재 후 직접대면 관리군에서 15.5점
이 증가하였고,전화 관리군에서는 14.3점이 증가하였으며,대조군에서도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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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리방법에 따라서도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제 3가설 “자가관리 프로그램 중재 후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고
대조군 간에는 자가관리 이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p=0.000).
프로그램 중재 후,직접대면 관리군에서 25.4점이 증가하였고,전화 관리군에서
는 24점이 증가하였다.그러나 대조군에서는 4.9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표
23>.따라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그러나 실험군간 중재제공 방법에 따라서는 직접대면 관리
군과 전화 관리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제 4가설 “자가관리 프로그램 중재 후 직접대면 관리군,전화 관리군 그리고
대조군 간에는 삶의 질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p=0.008,p=0.335).프로그램 중재 후,삶의 질의 신체영역에서는 직접대면 관
리군과 전화 관리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08).실험군간 중재제공 방법에 따라서는 직접 관리군과 전화 관리
군 간에,신체영역 중 신체기능에서 두 군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0.034),나머지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삶의 질의
정신영역에서는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대조군에서 모두 점수가 증가
하였으며,세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335).따라서 삶의
질에서 정신영역의 경우,프로그램 중재유무에 따라,그리고 중재제공 방법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12주간의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프로그램은 농
촌지역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대사관련 지표들을 대부분 개선시키며,자가관리
이행을 높여주고,삶의 질을 부분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한 중재제공 방법별로 직접대면 관리군과 전화 관리군 비교를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삶의 질에서의 신체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두 군 간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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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농어촌 지역처럼,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인
력이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여서 대상자들에게 직접대면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도,전화를 통한 관리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대사증후군 지표의 개선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따라서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12주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촌지역 대사증후군 대상자들 스스로의 자가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시켜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보건소나 보건
지소,보건진료소 등 지역사회의 일차보건의료 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의 이용가
능성을 기대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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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제제제언언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대사증후군 자가관리 프로그램 적용에 있어서 농촌 지역 노인여성만을 대상으
로 한 만큼 더 다양한 지역과 연령에서 그리고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
요하다.

2.대사증후군 자가관리 12주 프로그램 종료 후 효과 지속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3.농어촌 지역 대사증후군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본 자가관리 프로그램의 확대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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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자자자가가가간간간호호호 기기기록록록지지지

수행사항 월/일 / / / / / / /

저염식사
(O X)

아침
점심
저녁

저지방식사
(O X)

아침
점심
저녁

저탄수화물
식사
(O X)

아침
점심
저녁

운동 종류/분

음주 종류/양

흡연 개피

커피 잔

휴식 정도

약복용 유무

체중 수치기록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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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건건건강강강계계계약약약서서서
< < < < 식사실천 식사실천 식사실천 식사실천 계약서계약서계약서계약서>>>>

1. 나에게 필요한 열량은 ______________ Kcal이다.

2. 나는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만 먹을 것이다.

3. 나는 간식을 가능한 먹지 않을 것이다.

3. 식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__________이다.(의지, 간식 줄이기 등)

4. 나는 이 목표를 ________주 안에 달성할 것이다.

5. 나는 식사실천을 통하여 _________kg 이상을 감량할 것이다.

나,_________는 

   나의 식사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실천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내가 식사목표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 상담자와 상의하여 

목표를 수정할 것이다.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할 

것이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자에게 질문을 할 것이다. 나는 즐겁게 

식사계획을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

< < < < 운동 운동 운동 운동 계약서계약서계약서계약서>>>>

1. 나는______________운동을, 하루에 _________분, 일주일에 ________번 이상, 운동을 

할 것이다.

2. 나는 운동을 통해 하루 2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할 것이다.

3. 나는 운동하기 전에 준비운동, 스트레칭, 운동 후에는 정리운동을 할 것이다.

 나, _________는 

   나의 운동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내가 운동 목표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 상담자와 

상의하여 목표를 수정할 것이다.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할 것이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자에게 질문을 할 것이다. 나는 즐겁게, 

안정하게 , 활발하게 운동할 것을 약속한다.

날짜날짜날짜날짜: : : : 2008200820082008년 년 년 년 ________________________월 월 월 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일             일             일             일             서명서명서명서명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인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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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전전전화화화상상상담담담 기기기록록록지지지
  단계

소요 

시간 
통화 내용

상담 

내용

1. 인사 20초
안녕하세요, 보건진료소 ooo 입니다. 지금 전화

받으시기 괜찮으세요?

‘예’라고 대답하시면 2번으로

‘아니오’일 경우, 그럼 언제 다시 전화를 드릴까

요? 

 - 재약속 (   )월(   )일 (  )시

2. 자가관리 

   실천확인

 

5~10분
1. 요즘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2. 체크리스트는 잘 하고 계시나요?

3. 식사실천은 잘하고 계시나요?

4. 운동은 계획대로 하시고 있으신지요?

5. 체중감량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으신가요?

6. 자가관리하면서 힘드신 일은 없으신지요?

3. 질문받기 1분 실천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

면 말씀해 주세요.

4. 과제 

   부여
1분 다음 주까지 ooo 님은 매일 운동30분씩 걷고, 식

사 소식하시고, 체중은 0.5kg감량하셔야 합니다. 

5. 인사 20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화상담일은 (  )월 (  )일 (  )시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하세요.

더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요.

특이사항

                상담시간상담시간상담시간상담시간:                                        :                                        :                                        :                                        상담자상담자상담자상담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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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444...설설설문문문지지지

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 대대대상상상자자자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박사과정생 현사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당뇨병,고혈압,복부비만,고지혈증 질환과 관련있
는 대사증후군 위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그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아효능감과 삶의 질,자가관리 이행정도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응
답해 주시는 설문의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에서 얻
은 결과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다
소 힘드시더라도 설문 내용에 끝까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에 대해 의문 또는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라
며,조사에 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구자:현사생
지도교수:이정렬

연락처:011-****-****

   

보보보건건건진진진료료료소소소명명명
응응응답답답자자자 성성성명명명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일일일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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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일을 일을 일을 일을 수행할 수행할 수행할 수행할 때의 때의 때의 때의 느낌느낌느낌느낌을 을 을 을 묻는 묻는 묻는 묻는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 .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의견과 의견과 의견과 의견과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일치하는 일치하는 일치하는 일치하는 곳에 곳에 곳에 곳에 ∨∨∨∨표해 표해 표해 표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내가 스스로 세운 대부분의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다.

2.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나는 그것을 성취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3.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중요시 하는 것을 얻

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마음속으로 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무

슨 일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어려움이 여러 번 닥쳐와도, 나는 그것을 성

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6. 나는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7. 다른 사람보다 나는 대부분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

8. 상황이 별로 안 좋아도, 나는 무슨 일이든 

상당히 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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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자가관리에 자가관리에 자가관리에 자가관리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 . 귀하귀하귀하귀하

의 의 의 의 의견과 의견과 의견과 의견과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일치하는 일치하는 일치하는 일치하는 곳에 곳에 곳에 곳에 ∨∨∨∨표해 표해 표해 표해 주세요주세요주세요주세요

 항    목
전혀

안한다

안하는 

편이다

반반

이다

하는 

편이다

아주 

잘한다

 1.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2. 당분이 많거나 단 음식을 제한한다.

 3.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는다.

 4. 영양소를 고려하며 하루 세끼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5. 천천히 식사하고 과식하지 않는다.

 6. 간식이나 외식을 제한한다.

 7. 1주일에 3~5회 이상 유산소(걷기, 에어로빅)

    운동을 한다.

 8. 한번에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다.

 9. 아령이나 세라밴드 등 근력운동을 매일 한다.

 10. 커피나 술 등을  제한한다.

 11.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12. 과음을 하지 않는다.

13. 자신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 관심 있게 살피고,

건강에 대해 의료인과 상담한다. 

14.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15. 체중을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16. 처방받은 약은 규칙적으로 복용한다.

17. 신체적 과로를 피하고 적절히 휴식을 취한다.

18.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19. 근심거리나 관심사는 친한 사람과 의논한다.

20. 취미생활이나 오락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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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삶의 삶의 삶의 질질질질

※※※※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건강에 건강에 건강에 건강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견해를 견해를 견해를 견해를 파악하고자 파악하고자 파악하고자 파악하고자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 . .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하시면서 하시면서 하시면서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건강에 건강에 건강에 건강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느끼고 느끼고 느끼고 느끼고 생활하시는지 생활하시는지 생활하시는지 생활하시는지 응답해 응답해 응답해 응답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 . . 만일 만일 만일 만일 정확히 정확히 정확히 정확히 일치일치일치일치

하는 하는 하는 하는 답이 답이 답이 답이 없는 없는 없는 없는 경우경우경우경우, , , ,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유사한 유사한 유사한 유사한 답으로 답으로 답으로 답으로 골라 골라 골라 골라 ∨∨∨∨표해 표해 표해 표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1. 평소 귀하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최상이다                           □② 매우 좋다

    □③ 좋다                               □④ 그저 그렇다

    □⑤ 건강하지 않다

2. 일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귀하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② 1년 전보다 조금 좋아졌다

    □③ 1년 전과 거의 비슷하다  

    □④ 1년 전보다 조금 나빠졌다

    □⑤ 1년 전보다 훨씬 나빠졌다

3. 아래 열거한 활동 (생활) 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어느 정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

까?

문   항
지장이 

많다

약간 

지장이

있다

전혀 

지장이

없다

달리기,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심한 운동과 같은 힘든 

활동하기

탁자를 옮기거나 청소기 돌리기, 

시장보기

한꺼번에 두세 계단씩 오르기

한 계단씩 오르기

허리 구부리기, 엎드리기, 무릎꿇기 등의 동작

1～2Km 정도 걷기

몇 백m 정도 걸어가기 (마을주변 산책, 동네 한 바퀴 

걷기 정도)

100m 정도 걷기 (집 주변 걷기 정도)

혼자서 목욕하거나 옷 갈아입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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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난 한 달 동안 신체적인 건강문제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다음과 같

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5. 지난 한 달 동안 우울하거나 불안감 같은 정신적 이유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직

장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6.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의 건강이나 정신적 이유 때문에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들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①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

    □② 아주 약간 받은 편이다.

    □③ 좀 받은 편이다.

    □④ 많이 받았다.

    □⑤ 아주 많이 받았다.

 7. 지난 한 달 동안 몸이 아픈 적 (통증) 이 있었습니까?

    □① 전혀 아프지 않았다.

    □② 아주 조금 아팠다.

    □③ 조금 아팠다.

    □④ 보통 정도 아팠다.

    □⑤ 좀 많이 아팠다.

    □⑥ 매우 심하게 아팠다.

문   항 예 아니오

일이나 일상 활동을 하는 시간을 줄여야만 했다.

원하는 만큼 일을 다 하지 못했다.

어떤 일은 중도에 그만 두어야 했다.

일을 마치는데 많은 힘이 들었다.

문   항 예 아니오

일이나 일상 활동을 하는 시간을 줄여야만 했다.

원하는 만큼 일을 다 하지 못했다.

집중하여 주의 깊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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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난 한 달 동안 몸이 아팠다면, 귀하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었습

니까?

    □① 지장이 전혀 없었다.

    □② 지장이 약간 있었다.

    □③ 지장이 보통 정도 있었다.

    □④ 지장이 많았다.

    □⑤ 지장이 아주 많았다.

 9. 지난 한 달 동안의 기분상태를 표시해 주십시오.

10. 지난 한 달 동안 몸이 불편하셨던지 아니면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친구나 친

지를 방문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① 항상 그랬다.

    □② 대부분 그랬다.

    □③ 때때로 그랬다.

    □④ 약간 그랬다.

    □⑤ 전혀 그렇지 않았다.

문   항

항상

그렇

다

대부

분

그렇

다

상당

히

그렇

다

때때

로

그렇

다

약간

그렇

다

전혀

아니

다

기운이 넘쳤다.

신경이 날카로웠다.

너무 우울해서 그 무엇도 기분을 살려주지 

못했다.

차분하고 평화로움을 느꼈다.

힘과 에너지를 느꼈다.

기운이 없고 우울했다.

지치고 탈진감을 느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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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   항
확실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모르

겠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아픈 것 같다.

나는 내가 아는 다른 사람만큼 건강한 편이

다.

내 건강은 점자 나빠질 것 같다.

내 건강은 매우 좋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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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질병관련 질병관련 질병관련 질병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연령연령연령연령 만__________세
성별성별성별성별 □① 남성 □② 여성

결혼상태결혼상태결혼상태결혼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별거 □④ 사별

가족동거 가족동거 가족동거 가족동거 유형유형유형유형

□① 혼자 생활 □② 부부 둘만 생활
□③ 자녀들과 생활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

종교종교종교종교 □① 있다 □② 없다
직업직업직업직업 □① 있다 □② 없다

최종학력최종학력최종학력최종학력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이상

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월수입월수입월수입월수입

□① 300만원 이상 □② 200～299만원
□③ 100～199만원 □④ 100만원 ~50만원
□⑤ 50만원 미만

질병 질병 질병 질병 유무유무유무유무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해 주십시오)
□① 당뇨병 □② 고혈압
□③ 고지혈증 □④ 비만
□⑤ 심장질환 □⑥ 뇌졸중
□⑦ 호흡기질환 □⑧ 소화기질환
□⑨ 안질환 □⑩ 관절염
□⑪ 기타____________________

신체계측 신체계측 신체계측 신체계측 결과결과결과결과

혈압 ________/______mmHg
혈당 _______________mg/dl

체중 _______________kg
복부둘레 _______________cm
체질량지수 (BMI) _______________m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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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555...자자자가가가관관관리리리 교교교제제제

대 사 증 후 군 의 

    자 가 관 리

 본 자료는 오의금 연구로(2006), 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

(R01-2006-000-11333-0) 지원비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무단

복제 및 사용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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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 자가관리 증진 프로그램 일정

1) 1) 1) 1) 12121212주 주 주 주 일정일정일정일정

주주주차차차 일일일자자자 내내내용용용 대대대상상상

사전
검사 8/5

검사:대사지표 -혈압,체중,복부둘레 측정
체성분 분석
FBS,HDL-C,LDL-C,TG

자기효능감,자가관리이행,삶의 질

실험군 1,2
대조군

1 8/12.
교육
+
운동

1주:대사증후군이란? 실험군 1,2

2 8/19.
2주:대사증후군의 질병이해

-고혈압,당뇨,고지혈증,비만 - 실험군 1,2

3 8/26. 3주:대사증후군의 식이관리 실험군 1,2

4 9/2. 4주:대사증후군의 운동관리 실험군 1,2
5 9/9.

자가
관리
+

전화관
리
또는
내소관
리

자가관리:식이,운동 실험군 1,2
6 9/17. 자가관리:식이,운동 실험군 1,2
7 9/23. 자가관리:식이,운동 실험군 1,2
8 9/30. 자가관리:식이,운동 실험군 1,2
9 10/7. 자가관리:식이,운동 실험군 1,2
10 10/14. 자가관리:식이,운동 실험군 1,2
11 10/21. 자가관리:식이,운동 실험군 1,2
12 10/28. 자가관리:식이,운동 실험군 1,2

사후
검사 10/29

검사:대사지표 -혈압,체중,복부둘레 측정
체성분 분석
FBS,HDL-C,LDL-C,TG

자기효능감,자가관리이행,삶의 질

실험군 1,2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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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 자가관리 프로그램 목표

1-2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목표

1. 대사증후군의 원인을 알고 관리방법을 터득하기

2. 대사증후군 증상개선을 위한 올바른 식사습관 익히기

3. 대사증후군 개선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하기

4. 적정체중 유지하기

5. 피로와 스트레스의 효율적 관리법 터득하기

6. 합병증 예방하기

7. 스스로 건강관리하기

대사증후군

자가관리 능력향상 

건강계약

식이관리

500Kcal 덜먹기

건강관리

혈압,혈당

체크하기

운동관리

매일4km

(만보걷기)

스트레스관리

체중관리

5~8%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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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 자가관리  프로그램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방 방 방 방 법법법법 비 비 비 비 고고고고

중재영역

교육

대사증후군이란?

대사증후군의 질병이해

대사증후군의 식이요법

대사증후군의 운동요법

4주간 주 1회 

매회 120분 강의

CD, 교제 

사용

운동
유산소 운동 

아령. 스트레칭

4주간 주 1회 

매회 30분 

시범, 함께 

따라하기

교제 및 

비디오

관리

직접대면관리

VS

주 1회 직접대면 

관리

 1회당 

10~15분

전화관리 주 1회 전화 관리
 1회당 

10~15분

자가

관리 

영역

건강 

관리
혈압, 체중

혈압 측정하기

체중 측정하기
자가측정

운동 

관리

준비운동,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 정리운동

스트레칭

만보걷기

아령하기

주 5회 / 

30분 이상

식이 

관리
500Kcal 적게 먹기

밥 2/3공기 먹기

간식 안하기

개인별 

목표 실천

체중 

관리
10% 감량하기 단계별 감량

개인별

목표 실천

스트레스

관리

박수치기, 

몸 두드리기

 맛사지 하기

매일 실천
유인물 보며 

따라하기

기타

건강계약

서
개인별 실천영역

개인별 

목표설정하기
목표 실천

자가관리

기록지
 기록지 체크하기 매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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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 대사증후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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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사증후군이란?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1. 1. 1. 대사증후군의 대사증후군의 대사증후군의 대사증후군의 정정정정

2) 대사증후군의 관리

 대사증후군의 증상을  확인해 봅시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보세요.

 

허리둘레가 90cm (남성의 경우, 여성은 80cm)를 초과한다. --- (   )

중성지방이 혈중 150mg/dl 이상이다. ------------------- (   )

고밀도콜레스테롤이 50mg/dl 이하이다 (남성은 40mg/dl). ---- (   )

혈압이 130/85mmHg 이상이다. ---------------------- (   )

공복 시 혈당이 100mg/dl 이상이다. ------------------- (   )

  

∨표를 한 것이 3개 이상이라면, 당신은  지금 바로 대사증후군으로 관리를 받으셔

야 합니다.

공복혈당공복혈당공복혈당공복혈당

100mg/dl 100mg/dl 100mg/dl 100mg/dl 이상이상이상이상

고밀도 고밀도 고밀도 고밀도 콜레스테롤콜레스테롤콜레스테롤콜레스테롤

남성남성남성남성: : : : 40mg/dl 40mg/dl 40mg/dl 40mg/dl 이하이하이하이하

여성여성여성여성: : : : 50mg/dl 50mg/dl 50mg/dl 50mg/dl 이하이하이하이하

허리둘레허리둘레허리둘레허리둘레

남성남성남성남성: : : : 90cm 90cm 90cm 90cm 초과초과초과초과

여성여성여성여성: : : : 80cm 80cm 80cm 80cm 초과초과초과초과

중성지방중성지방중성지방중성지방

150mg/dl 150mg/dl 150mg/dl 150mg/dl 이상이상이상이상

혈압혈압혈압혈압

130/85mmHg 130/85mmHg 130/85mmHg 130/85mmHg 이상이상이상이상

3333개 개 개 개 이상이상이상이상    시시시시

대사증후군대사증후군대사증후군대사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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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은 심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하여 사망율을 높이는 질환

대사증후군 환자는 일반 성인에 비해  심근경색 발생율이 2.4배~ 5.6배,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개선을 통해  관리를 하게 되며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이 가

장 중요합니다.   

  

◎ 식이요법 

- 하루 500Kcal 덜먹기 (밥 3/2공기 먹기, 음료, 커피 한잔 줄이기, 간식 줄이

기)

- 저지방, 저탄수화물, 고단백 위주로 식사하기

- 과일, 채소, 우유, 요구르트, 청국장, 버섯, 해조류 많이 먹기

- 싱겁게, 조금씩, 천천히, 즐겁게 식사하기

- 물을 하루 1.8L 이상 수시로 마시기 (식사전후나 식사 중을 피해서)

- 저녁 5시 이후에 음식섭취 자제하기 (7시 이후는 금지)

- 간식과 외식을 주의하기

 

◎ 운동요법

- 주 5회 이상 규칙적으로, 1회 50분 이상 운동하기

- 유산소, 근력운동 병행하기

- 빠르게 걷기, 밴드운동,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맨손체조하기

  - 준비운동 - 스트레칭 - 유산소운동 - 정리운동 순으로 실시하기

 준비운동: 스트레칭, 세라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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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소운동: 빠르게 걷기 (매일 2km이상 권장)

 정리운동: 박수치기, 온몸 두드리기 등

◎ 비만관리

- 적정 체중 유지하기

  적정 체중 = (키 - 100) × 0.9 

               (10%이상: 과체중, 20%이상: 비만)

- 체중 감량하기

  과체중인 사람: 체중의 5% 감량

  비만인 사람: 체중의 10% 감량

◎ 스트레스 관리

- 스트레스의 원인 찾기

- 나에게 적합한 스트레스 조절법 확인하기

- 친구를 사귀고, 즐거운 대화시간 갖기

- 자주 웃기

-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갖고 심호흡하기

-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의 피로 풀어주기 

- 매일 스트레칭을 하거나 유연성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기

- 만성적인 증오나 분노, 짜증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기

- 용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갖기

◎ 절주

- 술은 포도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되어 복부비만 초래

- 인슐린 저항성 증가, 혈당상승시킴

- 알코올 1g = 7 kcal

- 1회 1~2잔, 1주 1~2회 이하로 제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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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 흡연은 전신혈관수축으로 혈압상승시킴

- 흡연은 동맥의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침착시킴

- 흡연은 혈관 내 혈전 형성시킴

- 금연하기

- 물 많이 마시기

 

  ◎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위험요인에 위험요인에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것에 것에 것에 것에 "O" "O" "O" "O" 표 표 표 표 하세요하세요하세요하세요....

                                                    

                            비만할수록비만할수록비만할수록비만할수록(  (  (  (  )  )  )  )  여성여성여성여성(  (  (  (  )  )  )  )  남성남성남성남성(  (  (  (  )  )  )  )  나이가 나이가 나이가 나이가 많을많을많을많을

수록수록수록수록(  (  (  (  ))))

        ◎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관리에 관리에 관리에 관리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옳은 옳은 옳은 옳은 것에 것에 것에 것에 "0""0""0""0"표 표 표 표 하세요하세요하세요하세요....                

                        약물 약물 약물 약물 치료가 치료가 치료가 치료가 최우선이다최우선이다최우선이다최우선이다(   (   (   (   )    )    )    )    

                                        

                    생활습관개선으로 생활습관개선으로 생활습관개선으로 생활습관개선으로 관리가 관리가 관리가 관리가 가능하다가능하다가능하다가능하다(   (   (   (   ))))

    

        ◎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지표에 지표에 지표에 지표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것에 것에 것에 것에 "O" "O" "O" "O" 표 표 표 표 하세요하세요하세요하세요....

                                                        

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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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주  대사증후군의 질병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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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혈압

 

(1) 정의

- 혈압이 140/90mmHg 이상인 경우

- 여러 원인에 의해서 심박출량이 증가하거나 말초저항이 증가로 발생

- 성인남자의 28%가 고혈압

※ 나의 혈압은 ___________mmHg이다. 그러므로 나는 고혈압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

(2) 원인

- 유전

- 식염 과다섭취

- 운동 부족

- 비만

- 스트레스

- 과음

- 칼륨 섭취부족

- 흡연

(3) 증상

-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

- 귀가 울린다.

- 얼굴이 빨개진다. 

- 눈에 충혈이 나타난다.

- 코피가 잘 난다.

- 숨이 차고 두근거린다.

- 어깨가 쑤신다.

- 손발이 저리거나 부어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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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증

- 뇌졸중

- 심장질환 (심부전, 심비대, 협심증, 심근경색)

- 신장질환

- 망막증

- 대동맥 박리증

- 두통

- 동맥경화증

- 출혈, 안구 내 출혈, 시력손실

(5) 관리

-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                  -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 표준체중을 유지한다.                   - 절주한다.

- 금연한다.                              -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 동물성 지방과 당질의 과다섭취를 피한다.

-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한다.

(6) 혈압에 관한 상식

① 계절별

- 일교차가 급변할 때 조심해야 한다.

- 여름철에는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낮아진다. 그러나 급격한 온도변화는 

  위험하다.

-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한다. 

② 목욕과 사우나

- 물의 온도는 38-40도 정도의 반신욕이 좋다. 

- 뜨거운 사우나나 온탕에 들어가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③ 변비

- 배변 시 힘을 주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므로 주의한다.

- 변비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변을 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 섬유질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 수분을 많이 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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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뇨

(1) 당뇨병의 정의

※ 나의 공복 시 혈당은 _________ mmHg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2) 당뇨병의 원인

- 혈액내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혈당의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지는 병

- 공복 시 혈당이 125mg/dL 이상이거나 식후 혈

당이 160mg/dL 이상일 경우

양쪽부모 당뇨- 자녀 50%

 한쪽부모 당뇨- 자녀 20%

 - 유전적 요인

 - 불규칙한 식사

 - 운동부족

- 섬유질 결핍

- 흡연

- 스트레스

- 약물남용

- 임신

- 기타: 나이, 바이러스 호르몬, 갑상선, 

        부신 이상, 외과적 수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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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뇨병의 증상

- 다뇨

- 다음

- 다식

- 피로, 권태감, 시력장애, 피부소양증, 순환장애, 기억력 감퇴, 고혈당, 

  저혈당

(4) 당뇨병의 합병증

- 고혈압성 혼수

- 당뇨병성 캐톤증

- 저혈당증

- 인슐린 과다분비증

- 뇌졸중

- 관상동맥질환

- 말초혈관질환

- 망막병증

- 당뇨병성 신증

- 당뇨병성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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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

- 혈당의 지속적 조절

- 고혈압의 적극적 치료

- 저염, 저단백 식이 섭취

- 적당량의 지방질 섭취

- 금연

- 고칼로리 음식 제한

- 적당한 운동

- 합병증과 관련된 검사의 정기적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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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만

(1) 비만의 정의

(2) 비만의 원인

- 에너지 요구량< 음식섭취량 = 체중증가 (비만)

- 유전적 요인

- 환경적 요인: 운동부족, 고지방식이, 고탄수화물 식이

(3) 비만의 관리

(4) 비만의 합병증

- 체지방이 남성 25%, 여성 30% 이상인

  경우

- 식사요법                      

- 운동요법

- 약물요법                      

- 행동수정

- 당뇨병

- 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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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지혈증 

(1) 정의

(2) 원인

- 불포화 지방산. 트랜스 지방, 계란 노른자. 고기, 치즈 같은 동물성 식품

- 과체중

- 운동부족

- 유전적 요인

- 나이와 성별

- 고혈압

- 뇌졸중

- 암

- 심리사회적 문제

- 체내 지질 대상에 이상이 생겨 혈중 지질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    

-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몸의 여러 부분을 옮겨 

다니면서 축적되고 

   찌꺼기가 쌓여 혈관벽을 막아버림

- 고밀도 콜레스테롤 여성은 50mg/dL, 미만

                     남성은 40mg/dL 미만

-저밀도 콜레스테롤 150mg/dL 이상

- 중성지방 150mg/dL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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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상

- 자각증상은 없으므로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 실시 

(4) 관리

- 식사요법: 6주 이상의 강화된 식이       

- 운동요법

※ 피해야 할 식품들

(5) 합병증

 

  

- 죽상경화증

- 관상동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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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므로 

          조금이라도  나중에 먹는 것이 좋다.(      )

                            ◎ 저혈압은 고혈압 보다 더 위험하다.(      )

      

       ◎ 당뇨환자는 사탕을 자주 먹어야 한다.(      )

       ◎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병원가는 것 보다 우선 바늘로 

          손발을 따 주는 것이 더 급하다(     )

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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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주 대사증후군의 식이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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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바른 식사요법

-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간식은 조금만 먹기

- 하루 500kcal 덜먹기

  (밥 3/2공기 먹기, 음료나 커피 한잔 덜 마시기 간식 줄이기)

- 저지방, 저탄수화물, 고단백 위주로 식사하기 

- 과일, 채소, 우유, 요구르트, 청국장, 버섯, 해조류 많이 섭취하기

- 짠 음식은 피하고 싱겁게, 조금씩, 천천히, 즐겁게 식사하기 

- 물을 하루 1.8L 이상 수시로 마시기 

  (식사전후나 식사 중을 피해서)

- 저녁 5시 이후에 음식섭취 자제하기 (7시 이후는 금지)

- 간식과 외식 주의하기

- 술 절제하기

- 즐겁게 식사하고 많이 움직이기

�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 2. 2. 2. 올바른 올바른 올바른 올바른 식사요법식사요법식사요법식사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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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혈압의 식사요법

-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 섬유소와 칼륨이 충분한 신선한 채소나 과일 많이 섭취하기

  섬유소: 현미, 보리, 콩류, 채소, 과일, 해조류

  칼륨: 바나나, 오렌지, 콩류

- 칼슘 충분히 섭취하기 (우유 및 유제품)

- 염분 적게 섭취하기 (찌개류, 인스턴트식품 자제)

�

3) 당뇨의 식사요법

   -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분량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기

- 매일 6가지 이상의 식품군 골고루 섭취하기

- 사탕이나 설탕, 꿀 등의 단순당 피하기

- 동물성 지방 및 콜레스테롤 적게 섭취하기

-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 술은 되도록 삼가기

- 싱겁게 먹기

 4) 고지혈증의 식사요법

- 단순당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섭취를 피하기

  (밥, 국수, 감자. 고구마, 옥수수, 떡, 설탕, 사탕, 과자)

- - - - 설탕설탕설탕설탕, , , , 사탕 사탕 사탕 사탕 음료 음료 음료 음료 →→→→    혈액 혈액 혈액 혈액 내 내 내 내 중성지방 중성지방 중성지방 중성지방 농도 농도 농도 농도 증가 증가 증가 증가 →→→→    비만비만비만비만

-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 지방은 총열량의 20% 이내로 섭취하기

- 불포화지방 (생선류, 식물성 기름) 섭취하기

- 포화지방 (돼지고기, 닭고기, 튀김류) 적게 섭취하기

-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피하기 

  (소간, 돼지간, 달걀노른자, 오징어)

  새우, 장어. 미꾸라지, 생선내장)

- 술은 가급적 피하기



- 138 -

          

5) 비만의 식사요법 

- 하루 세끼, 적당한 양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기

- 천천히 식사하기

- 주식의 양을 조절하기 (밥을 1/3 ~ 2/3 정도 섭취)

- 간식을 줄이고 우유와 과일 먹기

- 술을 적게 마시기

- 설탕, 꿀과 같은 단순 당을 주의하기

- 다이어트식품을 너무 믿지 않기

- 외식보다는 직접 조리해서 먹기

- 튀김음식, 기름진 음식 삼가기

 

  ◎ 중성지방은 술이나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높다 (     

)

                        

        ◎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아주 나쁘므로 섭취해서는 안된

다.

     (        )

  ◎ 고지혈증은 아무 증상이 없으므로 특별히 치료할 필요가 

없다.

     (        )

  ◎  고기를 많이 먹어야 살이 찌지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

서 살이

     찌는 것은 아니다(        )

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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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주 대사증후군의 운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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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동이 왜 필요할까요?

- 칼로리 소모를 늘려준다.

- 체내지방을 연소시켜준다.

- 기초대사율을 높여준다.

   (저열량식이 → 먹다 남은 음식 저장, 에너지 방출 감소 → 체온 저하 → 

기초대사량 감소)

 - 체내영양소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골다공증, 관상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

-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혈액을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다. 

2) 올바른 운동방법

- 목적에 맞는 운동종목 (취미, 적성, 나이, 시간, 경제력을 고려)을 선택한다.

- 주 5회 이상 규칙적으로, 1회 50분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

- 유산소, 근력운동을 병행

- 운동 종목: 빠르게 걷기, 밴드운동,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맨손체조

3) 운동의 순서 

- 준비 운동 : 5~10분, 스트레칭, 세라밴드

- 유산소운동: 30분 이상, 매일 2km이상 빠르게 걷기 권장

- 정리 운동 : 5~10분, 박수치기, 온몸 두드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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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적인 운동수칙

- 몸에 맞는 강도로 해야 안전

- 출혈, 감기, 염증증상, 간염 걸렸을 때는 충분히 회복 후에 운동하기

- 운동량은 서서히 늘리기

- 준비운동, 정리운동은 필수

- 식사직후는 소화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하기

- 잠자리 들기 전 1~2시간 전에는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운동화는 가볍고 충격방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신기

- 몸에 무리가 오는 증상 (현기증, 식은땀, 구토, 근육통) 등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기

5) 운동의 종류

(1) (1) (1) (1) 유산소 유산소 유산소 유산소 운동 운동 운동 운동 

- 산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심장과 폐의 힘을 기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

는 운동

-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내려주는 효과

- 운동 종목: 걷기, 가벼운 조깅, 계단 오르내리기, 줄넘기, 체조, 에어로빅, 수

영, 자전거 타기,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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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근력운동근력운동근력운동근력운동

- 근육조직의 양을 늘리는 운동

- 근육운동 시 피로물질이 쌓일 수 있으므로 운동 후 반드시 휴식 취하기

- 매일 같은 부위보다는 번갈아 다른 부위를 운동

- 운동 종목: 웨이트 트레이닝, 세라밴드, 아령, 윗몸일으키기, 스트레칭

아령을 아령을 아령을 아령을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용하여 근력운동을 근력운동을 근력운동을 근력운동을 해볼까요해볼까요해볼까요해볼까요?( ?( ?( ?( 각 각 각 각 10101010회 회 회 회 정도정도정도정도))))

가가가가. . . .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들어올리기들어올리기들어올리기들어올리기

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아령을 든 손을 허벅지 옆에  

   모으세요.

② 손바닥은 서로 마주 보게 하며 팔꿈치는 약간 구부리세요. 

③ 아령을 든 양손을 동시에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리세요.

④ 처음자세로 돌아와서 반복하세요. 

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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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들어올리기들어올리기들어올리기들어올리기

다다다다. . . . 몸통 몸통 몸통 몸통 굽혀 굽혀 굽혀 굽혀 들어올리기들어올리기들어올리기들어올리기

 ① 발을 어깨 너비 2배 정도 벌리고 몸통을 거의  바닥과 

편평하게 구부리세요.

  ② 무릎과 팔꿈치는 약간 구부리세요.

  ③ 팔은 바닥 쪽을 향하고 손바닥 면은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④ 아령을 든 양손을 동시에 바깥쪽으로 어깨 높이만큼 들어 

올리세요.

  ⑤ 처음의 위치로 돌아와서 반복하세요.

  ⑥ 호흡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아령을 든 손을 허벅지

   앞에 모으세요.

② 손바닥 면은 허벅지 쪽을 향하게 합니다.

③ 한 쪽 팔을 정면(앞)쪽으로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리세요.

④ 들어 올린 팔을 내리고 다른 쪽 팔을 들어 올리면서 교대로 

   반복하면 됩니다.

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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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 . . 수직으로 수직으로 수직으로 수직으로 끌어올리기끌어올리기끌어올리기끌어올리기

 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아령을 든 손을 허벅지 

    앞에 모으세요.

 ② 손바닥 면은 허벅지를 향하게 합니다.

 ③ 양손의 아령을 가까이 모읍니다.

 ④  양손의 아령을 가슴까지 끌어올립니다.

 ⑤ 양손을 제자리로 가져옵니다.

마마마마.  .  .  .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뻗치기뻗치기뻗치기뻗치기

① 운동하는 팔의 반대쪽 발을 한 발 앞쪽으로 내딛고 손을 

   무릎에 올립니다.

② 운동하는 쪽  팔의 팔꿈치를 구부려 몸통 뒤로 뺍니다.

③ 팔꿈치는 고정시키고 팔을 뒤쪽으로 완전히 펴세요. 

④ 팔을 처음의 위치로 올 때까지 구부리고 반복합니다.

⑤ 한쪽 팔의 운동이 끝나면 다른 쪽 팔도 교대로 실시하세

요.

⑥ 호흡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바바바바. . . . 아령 아령 아령 아령 들고 들고 들고 들고 종아리 종아리 종아리 종아리 

① 아령을 든 양손을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내린다.

② 양발 사이의 간격은 약간 떨어뜨린다.

③ 양발의 뒤꿈치를 동시에 힘껏 들어올린다.

④ 발꿈치를 내리고 반복한다.

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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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사. . . . 아령 아령 아령 아령 들고 들고 들고 들고 가슴 가슴 가슴 가슴 운동 운동 운동 운동 

① 무릎을 구부린 채로 누우세요.

② 아령을 든 양팔을 몸과 직각이 되도록 옆으로 벌립

니다.

③ 아령을 든 양손이 가슴 위쪽의 중앙에 모이도록  동

시에 올립니다.

④ 처음의 위치로 양팔을 벌리고 반복하면 됩니다.

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세요.

(3) (3) (3) (3) 정리운동정리운동정리운동정리운동

◎◎◎◎    운동의 운동의 운동의 운동의 순서순서순서순서

가가가가. . . . 박수치기박수치기박수치기박수치기

손바닥→ 손끝 → 주먹→ 손목→ 새끼손가락 → 엄지손가락→ 손등  

 → 목뒤에서 박수치기

나나나나. . . .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지압하기지압하기지압하기지압하기

손 비벼 얼굴 마사지 → 손 비며 목 마사지 → 손 비벼 눈에 손바닥 대기→  

얼굴 두드리기(턱부터 위로) → 눈썹 끝 두드리기 → 눈썹 사이 두드리기 → 눈 

아래 두드리기 → 코 밑 두드리기  → 턱 두드리기  → 귀 바퀴 위부터 아래로 

두드리기 →  귀 반으로 접기  → 손으로 귀 부비기 

다다다다. . . .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지압하기지압하기지압하기지압하기

정수리→ 아래로→ 양옆→ 앞뒤 →양옆→ 마구→ 두드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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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 . . 온몸 온몸 온몸 온몸 두드리기두드리기두드리기두드리기

어깨 → 팔 바깥쪽 → 손등 → 손바닥 → 팔 안쪽→ 겨드랑이와 옆구리→ 

반대쪽 어깨 →  반대쪽 팔 바깥쪽 →  반대쪽 손등 →  반대쪽 손바닥 → 

반대쪽 팔 안쪽 →  반대쪽 겨드랑이와 옆구리 → 가슴 → 배 → 허리 → 

엉덩이→ 허벅지 → 바깥쪽 무릎 종아리 → 바깥쪽 발목 → 종아리 → 안쪽 

무릎 → 허벅지 안쪽

 

 ◎  고혈압인 사람은 운동하면 안된다.(       )

 ◎ 비만한 사람은 관절에 무리가 가므로 운동하면 안된다.(     

)

 ◎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         )

 ◎ 식사 바로 후에 운동하는 것은 안 좋다.(       )

 ◎ 운동은 한 가지만 해도 된다.(      )

 ◎ 운동하다가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면 바로 멈춰서 쉬어야 

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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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DDDeeevvveeelllooopppmmmeeennntttaaannnddd EEEvvvaaallluuuaaatttiiiooonnnooofffSSSeeelllfff---MMMaaannnaaagggeeemmmeeennntttPPPrrrooogggrrraaammm
fffooorrrSSSuuubbbjjjeeeccctttssswwwiiittthhhMMMeeetttaaabbbooollliiicccSSSyyynnndddrrrooommmeee iiinnnRRRuuurrraaalllAAArrreeeaaasss

Hyun,SaSaeng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managementprogramsforsubjectswithmetabolicsyndromeinruralareas
onmetabolicindices,self-efficacy,self-managementperformance,andqualityof
life.
Thesubjectswere convenientlyrecruitedatfivehealthcarecentersintheC

Province.Ninety-eightsubjectsagreedtoparticipateintheresearchTheywere
randomly assigned to thetwo experimentgroups-face-to-facemanagement
groupandphonemanagementgroup-and one controlgroup.Finalsubjects
includedintheface-to-facemanagementgroupwere38, 33subjectsincluded
inthephonemanagementgroup,and20subjectswereinthe controlgroup.
The self-management program consisted of health contract,education,

exerciseanddiet,andself-managementrecords.
Theperiodofthisresearchwas12weeksfrom August5,2008toOctober

25,2008. Forthefirstfourweeks,theexperimentgroupswerearrangedto
visitthe healthcare centersonce a week and the face-to-fa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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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continuedtovisitthecentersonceaweekfortherestoftheperiod
whereasthephonemanagementgroupwasmanagedbyphoneonceaweek.
The control group received self-management materials, dumbbell, and
pedometers.
Outcomevariablesweremetabolicindices,including body weight,blood

pressure, waist measurement, BMI, fasting blood glucose,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triglyceride,body fat.Othervariablesincluded were
self-efficacy,self-managementperformance,andqualityoflife. Thedatawere
analysedwithSPSS12.0Window Program.

Thefollowingweretheresultsofthisstudy:
1.The experimentgroups showed significantdecreases in body weight
(p=0.001)and waistcircumference (p=0.001)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irtriglyceride,fastingglucose,systolicbloodpressure,diastolic
blood pressure,low-density cholesterol,and BMI also reduced more
comparedtothecontrolgroup,butitwasnotstatisticallysignificant. As
forthemanagementmethod,therewasasignificantdifferenceinweights
between theface-to-facemanagementgroup and thephonemanagement
group(p=0.000).

2.Self-efficacy improved for all three groups. However,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ace-to-face managementgroup and the phone
managementgroupwerefound(p=0.946).

3.Self-managementperformanceweresignificantlyincreased upto25.4points
in theface-to-facemanagementgroup,24pointsthephonemanagement
group,and 4.9 points in the controlgroup (p=0.000).However,the
difference between the face-to-face management group and the phone
managementgroupwasnotstatisticallysignificant.

4.Although quality of lif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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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p=0.008),therewasnosignificantdifferencesamongthethree
groups in the mentaldimension (p=.335).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sinphysicalandthementalareasinrelationtothe
managementmethods.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12-week
self-management program improves most of their metabolic indices
self-managementperformance,and quality oflifein ruralsubjectswith
metabolicsyndrome.Thestudy resultsalso suggestthattheface-to-face
contactwasthemosteffectivemethod.Thetelephonecontactwasalso
effectiveinsomeofmetabolicindices suchas bodyweight.Community
health careprofessionalsshould utilizeeffectiveself-managementprogram
tomanagemetabolicsyndrome,andtopreventcardiovascularcomplication
inthispopulation.

Keywords : Metabolic Syndrome, Self-management Program, Face-to-face
Management,PhoneManagement,Self-efficacy,Self-management
performance,Qualityof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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