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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Y시의 요양병원에서 실시하는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참여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어느정도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병

원에서 실행할 총체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 위하여 시도한 후향적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Y시의 요양병원에 1997년 2월부터 2001년 2월 사이에 14일

이상 입원하여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퇴행성질환자

1,289명중에서 이사, 주소불명 및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468명을 제

외한 821명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이들에게 설문지를 우송하여 답지를 보

내준 2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An alysis System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참여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속변수인 경우에 평균을 내고 t-test 검

정을 하였으며,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는 빈도를 내고 X2-test 검정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들의 대부분인 76.7%가

백투에덴 프로그램의 내용을 아는 교인들의 소개(37.3%), 친척이나 친구의

소개(21.8%), 참가자의 소개(17.6%)로 입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만족했던 프로그램이라고 대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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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건강강의가 125명(15.7%)으로 가장 높았으며, 봉사자의 사랑(119명,

14.9%), 숯치료 및 숯팩(118명, 14.8%) 순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연령군별로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도가 호전된 군의 비율은 29세

이하(45.8%), 60세 이상(50%)보다 30세-59세의 중년층(60%)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학력별로는 고졸(65.6%)이 가장 높았다.

넷째,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도가 호전된 군의 체중은 평균 57.6±

11.1Kg으로 비호전된 군의 체중보다 평균 12Kg정도 낮았다.

다섯째,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총점 20점)도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도

가 호전된 군이 16.4±2.5점으로 되어 비호전된 군보다 0.7점 정도 높았다.

여섯째,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가 후에 시간에 따른 각각의 실천도를 보면

염분섭취(66.7%→47.73%), 아침식사습관(33.33%→11.36%), 규칙적인 식사습관

(61.11%→18.82%), 운동습관(44.44%→29.55%), 금연습관(100%→75%) 등은 시

간이 경과할수록 실천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으나 육류섭취, 절제습관, 간식

습관, 커피, 스트레스 등의 생활양식은 기간이 경과해도 생활양식 실천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호전된 군의 평균 비율은 간식에서

41.8%, 육류섭취가 46.6%, 물섭취는 53.8%, 스트레스는 53.8%, 신앙생활은

54.9%, 염분섭취는 55.4%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금연성공은 84%로 아주 높

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건강증진 효과는

제한된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 하는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기간이 경과될지라도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도가

호전된 군의 비율이 평균 56.7% 정도가 되어 비교적 높게 나타는 등 건강증

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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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과학 기술의 발전과 경제성장, 교육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일반대

중의 생활습관과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현대인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방식으로 성인병을 조기 발생케 하거나, 각종 질병의 이환을 촉진

시킨다(이정렬, 1996). 그 결과 현대의 질병양상 및 사망원인은 급성 전염병

질환은 감소하는 반면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나타나는 만성퇴행성질환이 증

가하였다(이숙자, 1996).

미국에서는 매년 사망의 반 이상이 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생활양식 때문

에 발생하므로 질병을 감소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생활양식과 생활양식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Walker, 1988).

우리나라도 생활 수준 향상으로 각종 공해, 흡연, 육류 섭취가 증가함으로

생활습관이 서구화되어 사망원인이 선진국과 유사한 순환기계질환, 악성신생

물, 불의의 사고, 소화기계질환 순(통계청, 1996)으로 변했다.

이들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생원인이 오랜 기간 형성되는 생활양식과 관련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김영임, 1991). 생활양식이란 개인이 매일

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개인의 총체적인 행위로 구성되는 바(Belloc

& Breslow, 1972; Singer, 1982) 만성퇴행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총체적인 행위로 구성되는 잘못된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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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포분자생물학의 발전으로 만성퇴행성질환 중 하나인 암의 발생과

생활양식과의 관계가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

환되는 과정은 세포의 유전학적 변화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변화의 주원인

이 잘못된 생활양식으로 인하여 주입되는 발암물질의 산화현상으로 설명되

고 있다(임호영, 김주항, 1992).

이제호(1992)가 인용한 Harris 등(1979)의 연구에서 실험실의 좋은 조건에

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접합시켰을 때 정상세포의 종양억제유전자가 활동

하여 암세포의 악성표현형이 억제되었다는 보고를 통하여 건강생활양식이

암환자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

한 사람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암을 비롯한 만성퇴행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성퇴행성질환자들에게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성퇴행성질환으로 고생하는 현대인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

의학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고, 의료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국민의료비가

급증하는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개인의 책임

을 강조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 등 때문에 생활양식을 개선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박정희, 1997).

건강증진행위란 생활양식의 구성요소가 되는 계속적인 활동으로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고, 안녕 수

준 뿐 아니라 자아실현, 자기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정의된다

(Pender, 1987). 다시 말해 건강증진행위는 개인에 있어 최고 수준의 안녕을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접근으로서 만족스럽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며

(Sechrist, Walker & Pender, 1987), 그 정의와 특성상 만성퇴행성질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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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필수적인 것이다(백민아, 2000)

건강증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주로 초등학생과 청소년(강귀애, 1992; 이정

은, 1994; 이화자, 정향미 및 안혜경, 1996; 김일여, 1996), 대학생(박미영,

1993; 박현숙, 1997; 이미라 및 소희영, 1997), 일반 건강한 성인(이태화, 1990;

전정자 및 김영희, 1996; 김애경, 1998; Pender, Walker, Sechrist, &

Frankstromborg, 1990; Walker, Volkan, Sechrist, & Pender, 1988; Weitzel,

1989), 산업장 근로자(윤진, 1990; 전경자, 1994), 군인(이지현, 1996; 박한정,

1995), 중년여성 및 남성(우원미, 1994; 서연옥, 1995; 이숙자, 박은숙 및 박영

주, 1996; 권영숙 및 이명숙, 1998; Duffy, 1988), 노인(이상년, 1991; 표지숙,

1992; 김성혜, 1993; 김효정, 1996), 간호사(노태영, 1997; 이진희, 1998) 등의

건강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행위 정도와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들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편마비환자(서문자, 1988), 관절염환자(오현수, 1993) 군요통환자

(박한정, 1995), 암환자(오복자, 1994; 김은희, 1997; 오기원, 1999; 김경미,

1999;), 허혈성 심장질환자(백민아, 2000), 복막투석환자(김영순, 2000), 간경변

증 환자(한주은, 1998), 회복기 군인 환자(나애정, 1999)등 만성퇴행성질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다.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에 대한 연구는 Pender의 건강증진모형(Pender, 1982)을 기초로 하

여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건강증진 행위를 얼마나 하고 있는 지

에 대한 횡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만성퇴행성질환자들에게

실제로 건강증진 교육 및 생활지도를 총체적으로 한 뒤에 얼마나 생활습관

이 개선되고 건강상태가 호전되는지에 대한 종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일개 요양병원에서 실시하는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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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1997년 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참가한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을 중심으

로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생활양식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양

식의 개선이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얼마나 호전시키는지를 분석

하기 위하여 후향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2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만성퇴행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건강

증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개 요양병원에서 실시한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가한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양식 실천정도를 파

악하고 생활양식의 개선이 건강상태를 얼마나 호전시키는지를 분석하여, 병

원에서 실행할 총체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참여계기 및 프로그램 만족도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도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후 경과된 기간에 따른 건강

증진 생활양식 실천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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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헌고찰

1 . 건강증진 생활양식

건강증진에 대한 용어는 1920년 Winslow가 공중보건학의 정의 속에 건강

증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예방적인 건강차원을 넘어선 건강증진에 대

한 현대적인 개념이 공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6년 Canada 정부

에서 Lalonde rep ort를 발표한 것과, 1986년 제 1차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회

의에서 2000년까지 모든 사람들의 건강 달성을 위한 조치로서 건강증진에

관한 <오타와 헌장 Ottaw a Charter>(WHO, 1986)을 채택하게 된 이후로 보

고 있다(박미영, 1993).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윤진, 1990; 이태화, 1990; 강귀애, 1992; 오복자, 1994 등), 1995년에

건강증진법이 제정되었고, 1998년에는 보건복지부에 건강증진과를 설치하는

등 정부에서도 건강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서 건강증진행위가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건강관리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에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지니고 있다

는 사실 때문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이 증가되

고 있다(Pender, 1982).

건강증진행위는 안녕수준, 자아실현 및 자기성취를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접근행위로 평균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Brubaker, 1983; Pende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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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er (1987)는 건강을 환경과 구조적 통합을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적응을 하기 위해 목표 지향적 행위, 충분한 자가 간호, 다

른 사람과의 만족스런 관계를 통해 선천적, 후천적인 인간 잠재력을 실현하

는 것 으로 정의하고 건강증진을 안녕의 수준을 증가시키고 개인, 가족, 지

역사회, 사회의 건강 잠재력을 실현시키도록 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고 하

면서 질병이나 문제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확장

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Breslow는 건강증진을 질적, 양적으로 충족한 삶의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들로서 특정질환에 대한 예방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즉, 일반적

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기능을 유지 증대시키고 건강에 해로운 요인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는 수단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건강증진은 흔히 건강지표로

일컬어지는 해부학적, 생리학적, 화학적, 면역학적, 유전학적, 행동과학적인

지표들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의 접근방식으로는 예방

의학적, 환경적, 행동과학적인 수단들이 있다고 하였다(Breslow, 1983).

따라서 건강증진의 방향은 건강교육과 상담을 통해 일반대중이 신체적, 생

리적, 정서적, 심리적, 환경적, 사회적 안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방

식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있으며 이러한 건강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일반 대중의 현재의 여러 가지 생활방식과 환경에 대한 사정

을 토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하영수, 1993).

건강의 결정요인을 크게 유전, 환경, 행위의 3가지 요소로 볼 때 환경과

행위는 인간의 통제하에 있으며(Taylor, Denham & Ureda, 1982), 특히 행위

는 개인의 선택여하에 따라 건강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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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점차적인 수명의 연장과 고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사회로

인한 스트레스, 환경오염, 위험물질에의 노출, 운동부족, 영양의 불균형 등의

건강위험요인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변종화 외 3인, 1993), 오늘날 질병발

생의 대부분이 흡연이나 음주, 운동, 수면, 식습관 등 일상적인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74년에 캐나다 보건부 장관인 Laronde가 건강, 질병, 사망을 결정하는

요인 중 생활방식이 60%, 유전 10%, 환경 10%, 의료가 20%의 중요성을 차

지한다고 발표하였으며(Lalond e, 1974), 미국에서도 사망의 주요 원인 10가

지 중 50%가 생활양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Gochm an, 1988). 최

근 WHO에서도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사망의 70∼80%,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사망의 40∼50%가 생활양식이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추산되고 있다(WHO,

1987). 이들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원인은 수년간 형성된 생활양식과 관련이

있으며(김영임, 1991) 생활양식을 개선하면 질병발생과 조기사망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로는 Wingard 등(1982), 조병만 등(1996)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Dean Ornish (1998)의 연구에서 채식 식단, 유산소 운동, 스트레

스 관리훈련, 금연 프로그램, 집단적 심리적지지 등으로 구성된 집중적인 생

활습관의 개선 프로그램에 5년 동안 참여한 심장병 환자들의 협심증이 7.0%

정도 상대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심장병 발작이 대조군에 비해 2배 이상 감소

하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집중적이고 총체적인 건강증진 프로그

램은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한다는 연구가 발표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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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

가 . 백투 에덴 건강 증진 프로 그램 의 개 념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활동은 건강관리(Health care)보다는 의학중심의

질병관리에 주로 중심을 두었다(Richardson & Petrarca, 1990). 그러나 건강

에 대한 관심은 건강증진의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건강증진에 대

한 관심의 전환은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

은 평상시에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지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고 둘째, 건강증

진과 질병예방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건강관리에 있어 더욱 바람직한

접근이며 셋째, 건강할 때에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 질병발생 후에 치료하

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았다(Pender, 1986).

건강개념의 시대적인 변천을 보면, 고대 그리이스의 건강개념은 B.C. 400

년에 히포크라테스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건강은 신체적 요소, 환경적 요소

및 생활양식의 조화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총체적 관점이다. 이러한 총체적

관점은 17세기 데카르트 혁명까지 지속되다가 데카르트 시대에 이르러 이원

론이 대두되면서 질병이 없는 상태가 곧 건강이라는 이분적 관점이 대두되

었다. 이러한 이분적 관점은 20세기에 들어와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정의로 다

시 건강에 대한 총체론적 관점이 대두되었다.(Simm ons, 1989)

건강증진의 원리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보는 human science p aradigm과

일치하고 있다(Lindsey & Hartric,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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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Alam eda County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건강수준과 연관

성이 있는 건강행위(Health behavior)를 흡연, 음주, 운동, 체중, 수면, 아침식

사 및 간식여부로 제시하였고 추적조사를 통하여 개인의 건강행위와 사망률

과 연관성이 있음을 발표하였다(Belloc & Breslow, 1972).

Walker (1987)는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안녕, 자아실현, 건강책임, 영양, 운

동, 대인관계, 스트레스관리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된 건강증진 생활양식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Wingard 등(1982)은 건강생활습관과 사망률과의 관계를 9년간 추후연구를

통해 하루 7∼8시간의 수면, 운동, 금주 혹은 소량의 알콜섭취, 정상적인 체

중유지, 금연은 그렇치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의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

이순영과 서일(1995)의 연구에서 금연, 적당량의 음주, 규칙적인 운동, 7∼

8시간의 수면 및 정상체중유지가 건강수준을 증가시키는 건강행위로 나타났

으며, 김일순(1993)은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양식을 지적하면서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식습관, 운동, 술, 담배, 향락에의 몰입, 약물남용, 지

나친 욕심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제시하였으며, 오현수(1993)는 건강증진

실천을 위한 생활양식에 영양, 식이, 신체활동이나 레크레이션을 위한 도전

으로 받아들이는 자기능동화, 삶에 대한 목적의식, 다른 사람의 관계, 환경관

리, 건강책임을 언급하였다.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E. G. White(1982)이 건강증진 생활양식으

로 제시한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

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등 8가지 생활양식을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지도

하는 총체적인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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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백 투에 덴 건 강증 진 생 활양 식의 내용

Ellen . G. White이 주장한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등 8가지 생활양식을 중심

으로 1978년 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위치한 위마(Weim ar) 대학에서 각

종 성인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활교육을 통한 건강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환자 중의 한 사람이 위에서 언급한 Nutrition (영

양), Exercise(운동), Water (물), Sunshine(햇볕), Temp erance(절제), Air (공기),

Rest (휴식), Tru st in God (믿음)의 여덟 가지 천연치료제들의 두문자어

(acronym)로 N EWSTART란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여러 해가

지나는 사이에 이 뉴스타트란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

며 지금은 세미나나 요양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계 여러 곳에서 성인병 치료

와 질병 예방을 위하여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김평안, 1998).

N EWSTART라고 말하는 여덟 가지 자연치료제들은 세인들의 관심을 끌

게 된 것이 근래의 일이지만 사실은 이 천혜의 치료제들은 19세기의 엘렌

화잇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의 모세 시대까지 소급해 갈 수

있다. 의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건강 규칙들을

17가지로 대별하는데 이 내용의 중심사상은 예방의학이며 이것을 좀 더 요

약하면 여덟가지 뉴스타트 건강원리가 된다.(반돌슨 외, 1996).

양일권 목사는 1994년에 교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뉴스타트 건강증진 프

로그램을 시작하면서(홍만희, 1995) 뉴스타트의 여덟가지 건강원리의 출처가

성경이며 오염되기 전의 인류에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가진 에덴으로 돌

아가는 운동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N EWSTART와 똑같은 여덟 가지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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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BACK to EDEN (에덴으로 돌아가자)"의 두문자어(acronym)로 표기

하기 시작하면서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현재 백투

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이 국내외에 다수의 요

양원들, 백투에덴 여수 요양병원,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그리고 에덴 요양병

원 등이 있다.

백투에덴(BACK to EDEN) 의 두문자어로 시작하는 여덟 가지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다음과 같다(양일권, 2000).

1) . Be lief(믿음)

믿지 못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

서, 이웃에서 서로 믿고 사는 밝은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그런 사회는 신뢰

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뢰와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

오.

2) . A ir(공 기 )

찌든 도시에서는 숨조차 마음 놓고 쉴 수 없습니다. 가끔씩 대자연 속에서

기지개를 켜고 몸 속 깊숙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요? 집안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3 ) . Co nt ine nce (절제)

모든 것에 지나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술, 담배, 마약 등의 절제 뿐만 아니라 일과 생각의 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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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합니다.

4 ) . Ke e p ing t he S a b ba t h (휴식 )

쉼이 없는 세상, 너무나 바쁜 세상,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이 세

상에 참된 휴식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몸은 7일 중 반드시 하루를 쉬어

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도 걱정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5 ) . Exe rc is e (운동)

적당한 운동이 모든 신체 기관의 기능을 재생시키고 질병을 치료하는 첩

경이다. 현대인에게 운동의 부족은 체력, 지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능력까지

도 저하시킵니다. 삶의 윤활유가 되는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 나가십

시오.

6 ) . Drinking Wate r(물)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이 부족할 때 세포의 신진대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생기는 모든 노폐물을 제거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8잔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7) . Enjoy ing the S uns h ine (햇빛)

햇빛은 체내에 비타민D를 생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햇빛은

소독 작용으로 집안의 청결을 돕고 세로토닌 호르몬을 생성시켜 정신 건강

을 좌우하여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합니다. 태양을 적당히 사용하는 것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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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러나 태양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즐기면서 사용할 때 치료의 광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

억해야 합니다.

8) . Nut rit io n (영양)

단순하고 균형진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다른 보약

은 없습니다. 다만 충분한 영양 공급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천천

히 씹어서 드시되 과식과 간식은 금물입니다.

다 . 백 투에 덴 건 강증 진 프 로그 램의 시간 표

5:00 - 6:00 기상 및 세면 13:45 - 14:30 봉사자회의

6:00 - 7:00 새벽강의 14:30 - 17:30 수치료 및 물리치료

7:00 - 7:30 백투에덴 체조 진료 및 상담치료

7:30 - 8:30 아침 식사 17:30 - 18:30 저녁식사

8:30 - 8:50 휴 식 18:30 - 18:50 저녁산책

8:50 - 9:15 레크레이션 치료 18:50 - 19:15 레크레이션 치료

9:15 -10:45 건강강의 19:15 - 20:45 건강 강의

10:45 -12:30 산 책 20:45 - 21:00 감사의 시간

12:30 - 13:45 점심식사 21:00 - 6:00 취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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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법

1 . 연구설계

본 연구는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의

건강증진효과를 분석하여 병원에서 실시하는 총체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후향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지방 Y시의 요양병원에 1997년 2월부터 2001년 2월 사이에 14

일 이상 입원하여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퇴행성질환자

1,289명 중에서 이사, 주소불명 및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468명을 제

외한 821명에게 설문지를 우송하여 답지를 보내준 257명을 대상으로 한다.

3 .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최경혜(1998), 김명석(1998) 등이 사용한 설

문지 중 본인의 연구목적과 맞는 문항을 선정하고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문

항을 첨가하여 작성하였으며, 내용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역학교수 2명,

인류사회학 교수 1명에게 감수를 받아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에 보완하였으

며,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 1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

여 어휘를 조정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10문항, 참여도 10문항, 생활습관 18 문항,

- 14 -



스트레스 및 신앙 5 문항, 건강상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1).

1995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백투에덴 요양병원에 14일 이상 입원하

여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퇴행성질환자 1,289명 중에서

이사, 주소불명 및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468명을 제외한 821명에게

설문지를 우송한 뒤에 3명의 전문요원이 전화를 걸어 설문지 작성을 부탁하

였으며, 2001년 3월 21일 부터 4월 20일까지 31일간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중 257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31%이었다.

4 .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An alysis System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참여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의 차이, 참여도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속변수인 경우에 평균을 내고 t-test 검

정을 하였으며,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는 빈도를 내고 X2-test 검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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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 분석의 틀

참여도

참여후 기간

프로그램 만족도

건강테이프 청취

건강서적 독서

t - test , X2 - test

일반적 특성

성별,연령,수입,교육,

결혼,직업,키,체중,

질병,가족력,종교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

참여전

⇒

현재

식생활

운동

음주

흡연

수면

스트레스

신앙

식생활

운동

음주

흡연

수면

스트레스

신앙

t - test , X2 - test t - test , X2 -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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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결과 및 고찰

1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주로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Y시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만성퇴행성질환자 2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

반적인 특성인 성별, 연령, 신장, 체중, 수입, 교육수준, 결혼, 직업, 종교 분

포는 다음과 같다.

가 . 대 상자의 일반적인 특 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114명(45.2%), 여자 138명(54.8%)으로 여자가 남자

보다 9.6%정도 더 많았다. 연령은 29세 이하가 24명(9.3%), 30-39세가 23명

(8.9%), 40-49세가 63명(24.5%), 50-59세가 77명(30.0%), 60세 이상이 70명

(27.2%)으로 40세 이상의 성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191명(7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이 23명(9.5%),

이혼이 10명(4.1%), 사별이 19명(7.8%)이었다. 직업은 농업이 20명(8.2%), 사

무직이 32명(13.1%), 기능근로자가 22명(9.0%), 주부가 59명(24.1%), 자영업이

37명(15.1%), 기타가 75명(30.6%)으로 분포되어 있어 주부와 자영업이 가장

많았다.

신장은 평균 160.2±18.9Cm이었고, 체중은 평균 58.9±13.4Kg이었다. 수입

은 141.0±121.7만원이었으며, 교육정도는 중졸이 69명(29.0%), 고졸이 99명

(41.6%), 대졸이 61명(25.6%), 대학원이상이 9명(3.8%)으로 고졸이 99명

(41.6%)으로 가장 많았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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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분류 수 백분율

성별 남자 114명 45.2%

여자 138명 54.8%

연령 29세 이하 24명 9.3%

30-39세 23명 8.9%

40-49세 63명 24.5%

50-59 77명 30.0%

60세 이상 70명 27.2%

교육수준 중졸 69명 29%

고졸 99명 41.6%

대졸 61명 25.6%

대학원 이상 9명 3.8%

결혼 기혼 191명 78.6%

미혼 23명 9.5%

이혼 10명 4.1%

사별 19명 7.8%

직업 농업 20명 8.2%

사무직 32명 13.1%

기능근로자 22명 9.0%

주부 59명 24.1%

자영업 37명 15.1%

기타 75명 30.6%

수입 141.0±121.7만원

신장 160.2±18.9Cm

체중 58.9±13.4Kg

나 . 대 상자의 종교 및 질병의 특 성

종교는 안식일 교인이 85명(34.6%), 기독교인이 57명(23.2%), 천주교인 23명

(9.3%), 불교인이 21명(8.5%), 무교인이 54명(22%), 기타가 6명(2.4%)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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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질병은 암이 86명(35.5%)으로 제일 많았고,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이 61명(25.1%), 당뇨병이 36명(14.8%), 관절염이 33명

(13.6%), 위장병이 43명(17.8%), 우울증이 27명(11.1%), 불면증이 26명(10.7%),

간질환 30명(12.4%), 기타 43명(17.0%)으로 분포되어 있다(표 2).

<표 2>. 대상자의 종교와 질병의 특성

항목 분류 수 백분율

종교 기독교 57명 23.2%

안식일교 85명 34.6%

천주교 23명 34.6%

불교 21명 8.5%

기타 6명 2.4%

무교 54명 22.0%

질병 암질환 86명 35.5%

순환계질환 61명 25.1%

당뇨병 36명 14.8%

관절염 33명 13.6%

위장병 43명 43.0%

우울증 27명 11.1%

불면증 26명 10.7%

간질환 30명 12.4%

기타 43명 17.8%

다 . 설 문 응답자와 무응답 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혼란변수를 규명하

기 위하여 모집단 1,289명 중에서 연구에 참여한 257명을 제외한 1,03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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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입원할 당시에 작성한 기록에서 연구의 설문

지와 동일한 변수들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약간의 차이가 있

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257명 중에서 남자가 114명(45.2%)이고 여자가 138명

(54.8%)인데 비하여, 무응답자 1,032명 중에서 남자가 519명(50.29%)이고 여

자가 513명(49.71%)이 되어 남자 환자들의 응답률이 약간 낮았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257 중에서 29세 이하가 24명(9.3%), 30-39세가 23명

(8.9%), 40-49세가 63명(24.5%), 50-59세가 77명(30.0%), 60세 이상이 70명

(27.2%)인데 비하여 무응답자 1,032명 중에서 29세 이하가 37명(4%), 30-39세

가 83명(8%), 40-49세가 226명(22%), 50-59세가 269명(26%), 60세 이상이 417

명(40%)이 되어 비교적 30세 이하 환자들의 응답률이 약간 높았으며, 60세

이상 환자들의 응답률이 낮았다.

질병의 분포에서 257명의 응답자 중에서는 암환자가 86명(35.5%), 순환계

질환자가 61명(25.1%), 당뇨병이 36명(14.8%), 관절염이 33명(13.6%), 위장병

이 43명(43%), 우울증이 27명(11.1%), 불면증이 26명(10.7%), 간질환이 30명

(12.4%), 기타가 43명(17.8%)인데 비하여 무응답자 1,032명 중에서 암환자가

412명(38%), 순환계 질환이 104명(9%), 당뇨병이 104명(9%), 관절염이 70명

(6%), 위장병이 60명(5%), 우울증이 23명(2%), 불면증이 12명(1%), 간질환이

118명(11%), 기타가 193명(17%)이 되어서 순환계질환, 당뇨병, 관절염, 위장

병, 우울증, 불면증 등 비교적 경미한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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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응답자 257명과 무응답자 1032명의 일반적 특성 비교 (N =1032)

단위 : 명 (% )

항목 분류 응답자(257명) 무응답자(1032명)

성별 남자 114 (45.2) 519 (50.3)
여자 138 (54.8) 513 (49.7)

연령 29세 이하 24 ( 9.3) 37 ( 4.0)
30-39세 23 ( 8.9) 83 ( 8.0)
40-49세 63 (24.5) 226 (22.0)
50-59세 77 (30.0) 269 (26.0)

60세 이상 70 (27.2) 417 (40.0)

질병 암 86 (35.5) 412 (38.0)
순환계질환 61 (25.1) 104 ( 9.0)
당뇨병 36 (14.8) 104 ( 9.0)
관절염 33 (13.6) 70 ( 6.0)
위장병 43 (43.0) 60 ( 5.0)
우울증 27 (11.1) 23 ( 2.0)
불면증 26 (10.7) 12 ( 1.0)
간질환 30 (12.4) 118 (11.0)
기타 43 (17.8) 193 (17.0)

(이환된 모든 질병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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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 대상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계기 및 만족도

가 . 대 상자들의 건강증 진 프로그램의 참여 계기

대상자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참여계기는 교인의 소개로 오는 자들이

123명(37.3%)으로 제일 많았으며, 친척이나 친구의 소개로 오는 자가 72명

(21.8%), 참가자가 소개해서 온 경우는 58명(17.6%), 강의 테이프를 듣고 11

명(3.3), 이동 요양원 참여한 뒤에 14명(4.2%), 회지를 통해서 4명(1.2%), 인터

넷을 통해서 5명(1.5%), 가정과 건강잡지 16(4.8%), 외국의 인척 소개 12명

(3.6%), 그리고 기타가 15명(4.5%)으로 나타났다(표 4).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

법이 비교적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소개, 친척이나 친구의 소개,

참가자의 소개 등이 계기가 되어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76.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참가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랑과 친절로 봉사하고 프로그램의

건강증진 효과를 충분히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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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참여계기

항목 분류 빈도(명) 백분율(%)

참여계기 참가자 소개 58 17.6

강의 테이프 11 3.3

이동 요양원 참여 14 4.2

교인의 소개 123 37.3

친척,친구의 소개 72 21.8

회지 4 1.2

인터넷 5 1.5

가정과 건강지 16 4.8

외국의 인척 소개 12 3.6

기타 15 4.5

(일부는 중복 표시한 것도 있음)

나 . 프 로그램에 대한 만족 도

음식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강의 프로그램, 노래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

램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 군이 592명(84.1%), 만족하지 못한

군이 212명(15.9%)으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비율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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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만족 불만족

음식 프로그램 214(84.9) 38(15.1)

운동 프로그램 204(80.6) 48(19.4)

강의 프로그램 214(84.9) 38(15.1)

노래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164(65.1) 88(34.9)

계 592(84.1) 212(15.9)

다 . 음 식 프로그램에 대한 만 족도와 일반적인 특 성과의 관계

음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성별로는 여자(126명, 91.3%)가 남자(88명,

77.2%) 보다 만족군의 비율이 더 높았다(p <0.01). 여자들은 남자보다 요리강

습회에 참여하고 관심을 보이는 등 음식 프로그램에 더 많이 만족하는 것으

로 분석된다. 체중은 만족한 군이 평균 58.1±13.6Kg으로 불만족군 보다 5kg

이 적었다(p <0.05). 종교적으로는 안식일교인이 81명(95.3%)으로 만족군의 비

율이 제일 높았고, 무교가 39명(72.2%)으로 제일 낮았다(p<0.01)(표 6).

이것은 성경에 바탕을 둔 채식 위주의 식단을 제공했기 때문에 음식에 대

한 철학이 신앙적으로 일치하는 그룹이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

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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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음식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일반적인 특성과의 관계

음식 프로그램 만족도

만족 불만족 p-valu e

성별 남자 88(77.2%) 26(22.8%) 0.002

여자 126(91.3%) 12(8.7%)

체중 58.1±13.6 63.0±11.4 0.0369

종교 기독교 47(82.5%) 10(17.5%) 0.008

안식일교 81(95.3%) 4(4.7%)

천주교 19(82.6%) 4(17.4%)

불교 17(80.9%) 4(19%)

무교 39(72.2%) 15(13.8%)

기타 6(100%) 0(0%)

라 . 운동 프로 그램에 대한 만족도 와 일반적인 특성과 의 관계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자(120명, 87%)가 남자(84명, 73.7%)보다 만족

군의 비율이 더 높았다(p <0.01). 만족한 군의 평균 신장은 159.3±20.5으로

5kg정도 불만족군 보다 낮았다(p<0.05)(표 7).

<표 7>.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일반적인 특성의 관계

운동 프로그램 만족도

만족 불만족 p-valu e

성별 남자 84(73.7%) 30(26.3%) 0.008

여자 120(87%) 18(13%)

신장 159.3±20.5 164.3±8.9 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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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강의 프로 그램에 대한 만족도 와 일반적인 특성과 의 관계

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만족한 군의 비율이 남자가 90명(79%), 여자가

124명(57.9%)로 남자가 더 높았으며(p <0.05), 안식일교인이 80명(94.1%)으로

제일 만족군의 비율이 높았으며 천주교인(91.3%), 기독교인(87.7%), 불교인

(81.3%) 등 종교인에 비해 무교인(66.7%)이 낮았다(p <0.001)(표 8).

건강강의가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계통의 신앙인보다

불교인이나 무교인이 만족하는 군의 비율이 약간 낮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

다.

<표 8>.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일반적인 특성

강의 프로그램 만족도

만족 불만족 p-valu e

성별 남자 90(79%) 24(21%) 0.016

여자 124(57.9%) 14(36.8%)

종교 기독교 50(87.7%) 7(22.3%) 0.001

안식일교 80(94.1%) 5(5.9%)

천주교 21(91.3%) 2(8.7%)

불교 17(81.3%) 4(9%)

무교 36(66.7%) 18(33.3%)

기타 4(66.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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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노래 및 레크레 이션 프로그램에 대 한 만족도와 일반적 인 특성과의

관계

노래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만족한 군은 중졸이 49명(71%),

고졸이 63명(63.6%), 대졸이 36명(59%), 대학원 이상이 2명(22.2%)으로 나타

나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군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p<0.05).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이 42명(73.7%), 안식일교인이 63명(74.1%), 천주교인이 14명(60.9%),

불교인이 11명(45.8%), 무교인이 27명(50%)로 나타나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전반적으로 만족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별히 비기독교인의 만족군

의 비율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즐길 수 있고 비기독교인도 호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노래 및 레크

레이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p<0.05)(표 9).

<표 9>. 노래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일반적인 특성

노래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만족도

만족 불만족 p-valu e

교육정도 중졸 49(71%) 20(29%) 0.033

고졸 63(63.6%) 36(36.4%)

대졸 36(59%) 25(41%)

대학원이상 2(22.2%) 7(87.8%)

종교 기독교 42(73.7%) 15(26.3%) 0.034

안식일교 63(74.1%) 22(25.9%)

천주교 14(60.9%) 9(39.1%)

불교 11(45.8%) 13(54.2%)

무교 27(50%) 27(50%)

기타 4(66.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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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참가자 들이 가장 많이 만족했 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중에서 매우 만족했던 프로그램이라고 대답한 것은

건강강의가 125명(15.7%)가 제일 높았으며, 봉사자의 사랑이 119명(14.9%) 숯

치료 및 숯팩에 118명(14.8%)이 매우 만족했다고 표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자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강의, 봉사자의 사랑, 수

치료 및 숯팩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표 10).

<표 10>. 참가자가 매우 만족했던 프로그램

가장 만족했던 프로그램 참가자수 백분율

건강강의 125명 15.7%

봉사자의 사랑 119명 14.9%

숯치료 및 숯팩 118명 14.8%

마사지 41명 5.1%

산책 84명 10.5%

음식 90명 11.3%

운동 43명 5.4%

율동 및 노래 29명 3.6%

레크레이션 31명 3.9%

소풍 47명 5.9%

상담 16명 2.0%

기도 54명 6.8%

(매우 만족했던 프로그램을 중복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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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 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도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가 . 건 강증진 생활양식 실 천도에 따른 일반적 인 특성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도는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높은 점수, 그렇지 않은

것을 낮은 점수로 책정하였으며 전체 프로그램의 실천도는 각각의 프로그램

실천도의 점수를 합한 것으로 계산했으며, 현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도

점수의 총계에서 프로그램 참여 전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도 점수의 총

계를 감한 수치가 0 보다 크면 호전된 군으로 보았으며, 0보다 같거나 작으

면 비호전된 군으로 보았다.

전체적으로는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도가 호전된 군이 143명(56.7%), 비

호전군이 109명(43.3%)이다. 연령별로 호전된 군의 비율을 보면 29세 이하에

서 11명으로 45.8%, 30-39세에서 16명으로 69.6%, 40-49세에 44명으로 69.8%,

50-59세에 37명으로 48.1%, 60세 이상에서 35명으로 50%로 나타나 29세 이

상의 어린 사람들이나 60세 이상의 노인들보다 30세-59세의 중년층이 상대적

으로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도가 더 많이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5).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도가 호전된 군의 체중은 평균 57.6±11.1Kg이

고, 비호전된 군의 체중은 69.5±15.7Kg으로 나타나 호전된 군이 비호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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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비하여 체중이 12Kg정도 적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0.05).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도가 호전된 군에서 중졸은 36명(52.2%), 고졸은

65명(65.7%), 대졸은 35명(57.4%), 대학원 이상은 2명(22.2%)로 나타나 호전된

군의 비율이 고졸에서 제일 높았으며, 그 보다 학력이 낮아질수록 낮아지고,

그보다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5)(표 11).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교육이 중간학력을 중

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학력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강의의 이해도가 낮고

학력이 높은 경우는 전문적인 교육의 미비함으로 실천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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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도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도

호전 비호전 p-valu e

성별 남자 64(56.1) 50(43.9) 0.860

여자 79(57.3) 59(42.8)

연령 29세 이하 11(45.8) 13(54.2) 0.032

30-39세 16(69.6) 7(30.4)

40-49세 44(69.8) 19(30.2)

50-59세 37(48.1) 40(52.0)

60세 이상 35(50.0) 35(50.0)

신장 160.1±17.7 160.5±20.6 0.8676

체중 57.6±11.1 69.5±15.7 0.0992

수입 132.8±114.1 152.4±131.9 0.3418

교육수준 중졸 36(52.2) 33(47.8) 0.044

고졸 65(65.7) 34(34.3)

대졸 35(57.4) 26(42.6)

대학원 이상 2(22.2) 7(77.8)

결혼 기혼 107(56.0) 84(44.0) 0.374

미혼 12(52.2) 11(47.8)

이혼 7(70.0) 3(30.0)

사별 14(73.7) 5(26.3)

직업 농업 11(55.0) 9(45.0) 0.961

사무직 18(56.3) 14(43.8)

기능근로자 12(54.6) 10(45.5)

기타 41(54.7) 34(45.3)

주부 36(61.0) 23(39.0)

자영업 23(62.2) 1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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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건 강증진 생활양식 의 실천도에 따른 질병 의 종류

질병의 종류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도가 호전된 군의 비율이

심혈관질환자들이 76.92%로 제일 높았고, 위장병(73.68%), 관절염(64.71%), 암

질환(56.25%), 불면증(45.45%), 우울증(38.45%)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표 12). 만성퇴행성질환 중에서 비교적 경미하고 거동이 자

유로운 심혈관질환자, 위장병, 관절염과 같은 환자가 비교적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12>.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도에 따른 질병의 종류

단위 : 명 (% )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도

질병 호전 비호전 p-valu e

암 27(56.3) 21(43.8) 0.389

심혈관질환 10(76.9) 3(23.1)

당뇨병 8(50.0) 8(50.0)

관절염 11(64.7) 6(35.3)

위장병 14(73.7) 5(26.3)

우울증 5(38.5) 8(61.5)

불면증 5(45.5) 6(54.6)

기타 13(56.5) 10(43.5)

합계 93(58.1) 67(41.9)

(이환된 모든 질병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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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대상 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의 실 천도에 따른 건강증진 프로그 램

만족도

음식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강의 프로그램, 노래 및 레크레이션 프로

그램에서 만족한 정도를 각각 5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여 합산 점수가 최저

4점에서 최고 20점으로 표시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

도가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도가 호전된 군에서는 16.4±2.5점, 비호전된

군에서는 15.7±2.9점으로 나타나 호전된 군이 0.7점 정도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5).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

하여 만족도가 높을수록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지속

적인 실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3>. 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도에 따른 건강증진 프로그램

의 만족도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도

호전 비호전 p-valu e

만족도 16.4±2.5 15.7±2.9 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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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 대상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참여 후 경과된 기간

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도

염분섭취습관에서 호전된 군의 비율이 0개월에 66.7%, 1-6개월에 64.44%,

7-12개월에 52.63%, 13-18개월에 53.85%, 19-24개월에 47.73%로 나타났다

(p =0.462). 아침식사습관은 호전된 군의 비율이 0개월에 33.33%, 1-6개월에

20.00%, 7-12개월에 15.79%, 13-18개월에 12.82%, 19-24개월에 11.36%로 나타

났다(p=0.426). 규칙적인 식사습관은 호전된 군의 비율이 0개월에 61.11%,

1-6개월에 33.33%, 7-12개월에 42.11%, 13-18개월에 28.21%, 19-24개월에

18.8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 =0.013). 운동습관은 호전된 군

의 비율이 0개월에 44.44%, 1-6개월에 44.44%, 7-12개월에 36.84%, 13-18개월

에 38.46%, 19-24개월에 29.55%로 나타났다(p=0.65). 흡연자가 금연을 실천하

고 있는 경우는 0개월에 100%, 1-6개월에 100%, 7-12개월에 75%, 13-18개월

에 75%, 19-24개월에 75%로 나타났다(p =0.586)(표 14).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에 기간이 경과할수록 전반적으로 실천도

가 호전된 군의 비율이 약간씩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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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프로그램 참가 후 기간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도

단위 : 명(%)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도

참여후 기간 호전 비호전 p-valu e

염분섭취 0개월 12( 66.7) 6(33.3) 0.462
1- 6개월 29( 64.4) 16(35.6)
7-12개월 20( 52.6) 18(47.4)

13-18개월 21( 53.9) 18(46.2)
19-24개월 21( 47.7) 23(52.3)
합계 123( 55.4) 81(44.6)

아침식사 0개월 6( 33.3) 12(66.7) 0.4264
1- 6개월 9( 20.0) 36(80.0)
7-12개월 6( 15.8) 32(84.2)

13-18개월 5( 12.8) 34(87.2)
19-24개월 5( 11.4) 39(88.6)
합계 27( 15.0) 153(85.0)

규칙적인 식사 0개월 11( 61.1) 7(38.9) 0.013
1- 6개월 15( 33.3) 30(66.7)
7-12개월 16( 42.1) 22(57.9)

13-18개월 11( 28.2) 28(71.8)
19-24개월 8( 18.2) 36(81.8)

운동습관 0개월 8( 44.4) 10(55.6) 0.650
1- 6개월 20( 44.4) 25(55.6)
7-12개월 14( 36.8) 24(63.2)

13-18개월 15( 38.5) 24(61.5)
19-24개월 13( 29.6) 31(70.5)
합계 70( 38.0) 114(62.0)

금연습관 0개월 4(100.0) 0(00.0) 0.586
1- 6개월 5(100.0) 0(00.0)
7-12개월 3( 75.0) 1(25.0)

13-18개월 3( 75.0) 1(25.0)
19-24개월 6( 75.0) 2(25.0)
합계 21( 84.0) 4(16.0)
합계 61( 32.6) 12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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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 건강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그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생활습관은 기간이 경과해도 그 실천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섭취를 줄이는 식생활습

관에서 호전된 군의 비율이 0개월에 44.64%, 1-6개월에 35.56%, 7-12개월에

47.37%, 13-18개월에 43.59%, 19-24개월에 43.18%로 나타났다(p=0.772). 간식

을 하지 않는 식생활습관에서 호전된 군의 비율이 0개월에 44.44%, 1-6개월

에 40.00%, 7-12개월에 34.21%, 13-18개월에 51.28%, 19-24개월에 40.91%로

나타났다(p =0.651). 커피를 마시지 않는 식생활습관에서 호전된 군의 비율이

0개월에 33.33%, 1-6개월에 37.78%, 7-12개월에 44.74%, 13-18개월에 20.51%,

19-24개월에 40.91%로 나타났다(p =0.206). 스트레스에서 호전된 군의 비율이

0개월에 55.56%, 1-6개월에 66.67%, 7-12개월에 52.63%, 13-18개월에 46.15%,

19-24개월에 47.73%로 나타났다(p =0.330). 신앙생활에서 호전된 군의 비율이

0개월에 55.56%, 1-6개월에 48.89%, 7-12개월에 65.79%, 13-18개월에 58.81%,

19-24개월에 47.73%로 나타났다(p =0.455).

건강증진 생활양식 중에서 평균 호전된 군의 비율이 아침식사습관이 15%

로 제일 낮고, 수면습관은 20.1%, 규칙적인 식사는 32.6%, 커피 섭취는

35.9%, 운동습관은 38.04%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간식은 41.8%, 육류섭취는

46.6%, 스트레스는 53.8%, 신앙생활은 54.9%, 염분섭취는 55.4%로 비교적 높

은 편이고, 금연성공은 84%로 아주 높은 편이다.

흡연자 25명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24개월이 지날 때까지 금

연자 성공자는 21명으로 84%에 이르는 것은 총체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Schw artz (1987)의 연구에서 금연교육 후 1년이 지난 후의 금연성공률이 1/ 3

이 넘는다면 좋은 결과라고 한 것과 김선애(1998)의 연구에서 금연교육 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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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에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금연 성공률이 30.21%라고 한 것에 비해 금연

성공률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과 생활이 총체적으로 진행되는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

로그램에 참여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의 원인이 잘못된 생활습관이며, 생활습관

을 개선할 때 건강이 호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

문에 비교적 전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도 높은 실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표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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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2>. 프로그램 참가 후 기간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도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도

참여후 기간 호전 비호전 p-valu e

육류섭취 0개월 8(44.4) 10(55.6) 0.772
1- 6개월 25(55.6) 20(44.4)
7-12개월 16(47.4) 20(52.6)

13-18개월 17(43.6) 22(56.4)
19-24개월 19(43.2) 25(56.8)
합계 85(46.6) 97(53.4)

간식 0개월 8(44.4) 10(55.6) 0.651
1- 6개월 18(40.0) 27(60.0)
7-12개월 13(34.2) 25(65.8)

13-18개월 20(51.3) 19(48.7)
19-24개월 18(40.9) 26(59.1)
합계 77(41.8) 107(58.2)

커피 0개월 6(33.3) 12(66.7) 0.206
1- 6개월 17(37.8) 28(62.2)
7-12개월 17(44.7) 21(55.3)

13-18개월 8(20.5) 31(79.5)
19-24개월 18(40.9) 26(59.1)
합계 66(35.9) 118(64.1)

수면습관 0개월 2(11.1) 16(88.9) 0.219
1- 6개월 13(28.9) 32(71.2)
7-12개월 10(26.3) 28(73.7)

13-18개월 5(12.8) 34(87.2)
19-24개월 7(15.9) 37(84.1)
합계 37(20.1) 147(79.9)

스트레스 0개월 10(55.6) 8(44.4) 0.330
1- 6개월 30(66.7) 15(33.3)
7-12개월 20(52.6) 18(47.4)

13-18개월 18(46.2) 21(53.9)
19-24개월 21(47.7) 23(52.3)
합계 99(53.8) 85(46.2)

신앙생활 0개월 10(55.6) 8(44.4) 0.455
1- 6개월 22(48.9) 23(51.1)
7-12개월 25(65.8) 13(34.2)

13-18개월 23(59.0) 16(41.0)
19-24개월 21(47.7) 23(52.3)
합계 101(54.9) 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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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개 요양병원에 입원한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단면적 연구이므로 현재의 만족도가 과거의 만

족도에 영향을 주는 등 회상편견이 존재할 수 있다.

셋째, 비교적 건강이 호전된 사람들이 설문지에 더 많이 응답했을 가능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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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결론 및 제언

1 . 결론

본 연구는 Y시의 요양병원에서 실시하는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

에 참여한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참여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에 참여한 후에 어느 정도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실천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병원에서 실행할 총체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Y시의 요양병원에 1997년 2월부터 2001년 2월 사이에 14일

이상 입원하여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퇴행성질환자

1,289명 중에서 이사, 주소불명 및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468명을 제

외한 821명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이들에게 설문지를 우송하여 답지를 보

내준 2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들의 대부분인 76.7%가

백투에덴 프로그램의 내용을 아는 교인들의 소개(37.3%), 친척이나 친구의

소개(21.8%), 참가자의 소개(17.6%)로 입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만족했던 프로그램이라고 대답한

것은 건강강의가 125명(15.7%)으로 가장 높았으며, 봉사자의 사랑(119명,

14.9%), 숯치료 및 숯팩(118명, 14.8%) 순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연령군별로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도가 호전된 군의 비율은 29세

이하(45.8%), 60세 이상(50%)보다 30세-59세의 중년층(60%)이 상대적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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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학력별로는 고졸(65.6%)이 가장 높았다.

넷째,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도가 호전된 군의 체중은 평균 57.6±

11.1Kg으로 비호전된 군의 체중보다 평균 12Kg정도 낮았다.

다섯째,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총점 20점)도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도

가 호전된 군이 16.4±2.5점으로 되어 비호전된 군보다 0.7점 정도 높았다.

여섯째,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가 후에 시간에 따른 각각의 실천도를 보면

염분섭취(66.7%→47.73%), 아침식사습관(33.33%→11.36%), 규칙적인 식사습관

(61.11%→18.82%), 운동습관(44.44%→29.55%), 금연습관(100%→75%) 등은 시

간이 경과할수록 실천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으나 육류섭취, 절제습관, 간식

습관, 커피, 스트레스 등의 생활양식은 기간이 경과해도 생활양식 실천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호전된 군의 평균 비율은 간식에서

41.8%, 육류섭취가 46.6%, 물섭취는 53.8%, 스트레스는 53.8%, 신앙생활은

54.9%, 염분섭취는 55.4%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금연성공은 84%로 아주 높

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건강증진 효과는

제한된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 하는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기간이 경과될지라도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도가

호전된 군의 비율이 평균 56.7% 정도가 되어 비교적 높게 나타는 등 건강증

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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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건강상태의 호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할 것을 제안한

다.

둘째,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동일 대상자에게 종단적 연구를 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점부터 일정기간을 간격으로 추적하여 연구

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암환자들을 추적관리하여 생존분석을 함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암환자들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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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설문지

☞ 한 문 항 도 빠 짐 없 이 각 각 의 질 문 에 대 하 여 ∨ 표 시 를 하 거 나 , 간 단 하

게 적 어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 다 음은 귀하 의 일 반적 특성 에 관 한 질 문입 니다 .

1. 귀하의 성별은? 남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평균월수입(보너스 포함)은? _____________원

4. 귀하의 교육정도는? ① 중졸 ② 고졸이하 ③ 대졸 ④ 대학원이상

5. 귀하의 결혼상태는?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 ④ 사별

6.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할 당시에 귀하의 직업은?

① 농업 ② 사무직 회사원 ③ 기능관련 근로자 ④ 기타 ______________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백투에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 및 건강증진학과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

용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의 생활습관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

니다.

수집된 자료는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일이 없이 오직 학술적인 자료로만 이

용하게 되오니 사실대로 정확하게 응답해주십시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 3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 및 건강증진학과

연구자 : 양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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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는 어떤 자격으로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까?

① 환자 ② 보호자 ③ 봉사자 ④ 훈련생 ⑤ 직원

8.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할 당시에 키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______Cm

9.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할 당시에 체중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_______Kg

10. 백투 에 덴 프 로그 램 에 참 여한 후 현재 체중은 얼마입니까? _________Kg

◎ 다 음은 백투 에덴 프로 그램 의 참 여도 에 대 한 질 문입 니다 .

11. 여수요양병원의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여한 때는 언제입니까?

_________년 월

12.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몇 번 참여했습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이상

13. 여수 요양병원의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여러 항목일 때는 모두 기록하세요)

① 백투에덴 프로그램 참가자의 소개로 ② 백투에덴 강의 테이프를 듣고

③ 백투에덴 이동 요양원에 참여하고 ④ 백투에덴을 아는 교인의 소개로

⑤ 친척이나 친구의 소개로 ⑥ 회지를 통하여

⑦ 홈페이지를 통하여 ⑧ 『가정과 건강』지를 통하여

⑨ 외국에 있는 인척의 소개로 ⑩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

14.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했습니까?

① 전혀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다. ② 별로 기대하는 마음 없었다.

③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다. ④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⑤ 기대하는 마음이 아주 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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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백투에덴의 각종 프로그램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까?

16.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17.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① 건강강의 ② 봉사자의 사랑 ③ 수치료 및 숯팩 ④ 마사지

⑤ 산책 ⑥ 음식 ⑦ 운동 ⑧ 율동 및 노래 ⑨ 레크레이션

⑩ 소풍 ⑪ 상담 ⑫ 기도

18. 백 투에 덴 프 로 그 램에 첫 번 째 참 여한 후 에 다른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

신 적이 있습니까? (백투에덴, 뉴스타트, 요양원 등)

① 참석한 적이 없다. ② 참석한 적이 있다. ③ 가끔 참석하고 있다.

④ 정규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종류＼참여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잘 참여하지

않았다.

그럭저럭

참여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음식

운동

강의

노래 및

레크레이션

종류＼만족

도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만족하지

않았다.

그저

그랬다.
만족했다.

매우

만족했다.

음식

운동

강의

노래 및

레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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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백 투 에 덴 프 로 그 램에 참 여한 후 에 건강강의 테이프 (오디오, 비디오)를 들었습

니까?

① 들은 적이 없다. ② 가끔 들었다. ③ 자주 들었다. ④ 거의 매일 들었다.

20. 백투 에 덴 프 로그 램 에 참 여한 후 에 건강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까?

① 읽은 적이 없다. ② 가끔 읽었다. ③ 자주 읽었다. ④ 거의 매일 읽었다.

◎ 다 음은 식생 활 습 관에 대한 질문 입니 다 .

21. 귀하는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식생활 습관이 어떻게 변했습

니까?

(★에 표시한 사람은 23번으로 넘어가세요)

22. 귀하가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채식자였다면 채식자가 된 것은 백

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에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 약 년)

23. 귀하는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육류를 1주일에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시기＼식생활습관 ① 채식을 한다

② 육식과 채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다

③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

백투에덴

참여 전
★ ★

현재 ★ ★ ★

시기＼육류섭취
① 거의

안 먹는다.
② 한번정도 ③ 2~3회 정도 ④ 4회 이상

백투에덴

참여 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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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귀하는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어느 것을 주식으로 먹었습니

까?

25. 귀하는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알마나 짜게 먹었습니까?

26. 귀하는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아침 식사를 즐겨 드셨습니까?

27.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드셨습니까?

시기＼주식 ① 흰쌀밥 ② 흰쌀잡곡밥 ③ 현미잡곡밥 ④ 기타

백투에덴

참여 전

현재

시기＼식생활습관 ① 싱겁게 먹는다 ② 보통이다 ③ 짜게 먹는다

백투에덴

참여 전

현재

시기＼식생활습관 ① 예 ② 거의 먹지 않는다

백투에덴

참여 전

현재

시기＼식생활습관 ① 예 ② 아니오

백투에덴 참여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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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간식을 자주 하셨습니까?

29.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물을 하루에 얼마나 마셨습니까?

30.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커피를 얼마나 마셨습니까?

◎ 다 음은 운동 습관 에 대 한 질 문입 니다 .

31.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땀이 나고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1주

일에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시기＼식생활습관 ① 예 ② 아니오

백투에덴 참여 전

현재

시기＼물량 ① 3컵 이내 ② 4~5컵 ③ 6~8컵 ④ 8컵 이상

백투에덴

참여 전

현재

시기＼물량 ① 안 마셨다 ② 1~3잔 ③ 4~5잔 ④ 5잔 이상

백투에덴

참여 전

현재

시기＼운동회수
① 거의

안 했다

②

주 1~2회

③

주 2~3회

④

주 3~4회

⑤

주 5~6회

⑥ 주 7회

이상

백투에덴 참여 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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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한 번에 하는 운동은 얼마나 되었습니

까?

◎ 다 음은 음주 , 흡 연습 관에 대한 질문 입니 다 .

33.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귀하의 음주습관은 어떻습니까?

(★에 표시한 사람은 35번으로 넘어가세요)

34.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술을 마실 때 한번에 어느 정도 마셨

습니까?

시기＼운동시간 ① 0시간 ② 1~30분 ③ 31~60분 ④ 1시간 이상

백투에덴

참여 전

현재

시기＼음주습관
① 전혀 안

마셨다

② 월 2~3회

마셨다

③ 일주일에

1~2회 마셨다

④ 일주일에

3~4회 마셨다

백투에덴

참여 전
★

현재 ★

시기＼음주량 소주로 맥주로 막걸리로 양주로 기타

백투에덴

참여 전
( )잔 ( )잔 ( )잔 ( )잔

현재 ( )잔 ( )잔 ( )잔 (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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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담배를 피우셨습니까?

(★에 표시한 사람은 수면습관 37번으로 넘어가세요)

36.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담배를 피웠다면 피운 기간은 총 얼마입니

까? (약 년)

37.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담배를 하루에 피웠던 양은?

◎ 다 음은 수면 습관 에 대 한 질 문입 니다 .

38. 백투에덴 프로그램을 알기 전에 귀하는 충분한 수면 (하루 7- 8시간 정도)을 취하

시는 편이었습니까?

시기＼흡연습관 ① 전혀 안피웠다 ② 피웠다

③ 백투에덴 참여전

6개월 이내에

끊었다

백투에덴

참여 전
★

현재 ★

시기＼흡연량 ① 반갑 이하 ② 반갑 ~ 1갑 ③ 1갑~2갑 ④ 2갑 이상

백투에덴

참여 전

현재

시기＼수면습관 ① 예 ② 아니오

백투에덴 참여 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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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은 스트 레스 및 신 앙에 대한 질문 입니 다 .

39.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계셨

습니까?

40.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할 당시에 귀하의 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41. 백투 에 덴 프 로그 램 에 참 여한 후 에 침례를 받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2. 백 투 에 덴 프 로 그 램 에 참 여 한 후 에 백투에덴 건강기별을 가르치는 교회의 집회

에 참석하십니까?

① 참석한 적이 없다. ② 참석한 적이 있다. ③ 가끔 참석하고 있다.

④ 정규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43. 백투 에 덴 프 로그 램 에 참 여한 후 현재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① 나빠졌다. ② 그대로다 ③ 좋아졌다. ④ 아주 좋아졌다.

시기＼스트레스
① 거의 느끼지

않는 편이었다

② 조금 느끼는

편이었다

③ 많이 느끼는

편이었다

④ 대단히 많이

느끼고 있는 편

이었다

백투에덴

참여 전

현재

시기＼종교 ①기독교
②안식일

교회
③천주교 ④불교

⑤기타종교

(_______)
⑥ 무교

백투에덴

참여 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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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은 귀하 의 건 강상 태에 대한 질문 입니 다 .

44. 가족(직계와 형제) 중 다음 사항으로 치료를 받거나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까?

◇ 간 질환 ① 예 ② 아니요

◇ 고혈압 ① 예 ② 아니요

◇ 뇌졸증 ① 예 ② 아니요

◇ 심장병 ① 예 ② 아니요

◇ 당뇨병 ① 예 ② 아니요

◇ 암 ① 예 ② 아니요

45.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귀하의 건강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

까?

46.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앓고 있던 질병은? (앓고 있던 질병의 종류

를 모두 기록해주십시오)

① 암 ②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 ③ 심장병 ④ 뇌졸중 ⑤ 당뇨병 ⑥ 관절염

⑦ 위장병 ⑧ 우울증 ⑨ 불면증 ⑩ 간질환 ⑪ 기타( )

47.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할 당시에 앓고 있던 질병의 증상에 대해서 답해주십

시오.

1). 통증이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었다 ② 조금 있었다 ③ 많이 있었다

2). 소화가 잘되었습니까?

① 전혀 안되었다 ② 조금 되었다 ③ 잘되었다

3). 기력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전혀 없었다 ② 조금 있었다 ③ 많이 있었다

시기＼건강상태
① 아주

나쁘다

② 조금

나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좋다

아주

좋다

백투에덴

참여 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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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면증의 증상이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었다 ② 조금 있었다 ③ 많이 있었다

5). 수족의 움직임이 자유로웠습니까?

①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② 조금 움직일 수 있었다 ③ 잘 움직일 수 있었다

6). 혈압은 평균 어느 정도였습니까? ( )

(약 복용한 상태 수치, 약 복용 안한 수치)

7). 혈당은 평균 어느 정도였습니까? ( )

(약 복용한 수치, 약 복용 안한 수치)

8). 위에서 언급한 것 외의 특별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 )

48. 백 투 에 덴 프 로 그 램에 참 여한 후 현재 귀하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증상에 대해

서 답해주십시오.

1). 백 투 에 덴 프 로 그 램 에 참 여 한 후 현재 귀하는 통증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있다. ③ 많이 있다.

2). 백 투 에 덴 프 로 그 램 에 참 여 한 후 현재 귀하는 소화가 잘됩니까?

① 전혀 안 된다. ② 조금 된다. ③ 잘된다.

3 ). 백 투 에 덴 프 로 그 램 에 참 여 한 후 현재 귀하는 기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있다. ③ 많이 있다

4). 백 투 에 덴 프 로 그 램 에 참 여 한 후 현재 귀하는 불면증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있다. ③ 많이 있다.

5 ). 백투 에 덴 프 로 그 램에 참 여 한 후 현재 귀하는 수족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자유

롭습니까?

① 전혀 움직일 수 없다. ② 조금 움직일 수 있다. ③ 잘 움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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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백 투 에 덴 프 로 그 램 에 참 여 한 후 현재 귀하는 혈압이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 )(약 복용한 상태 수치, 약 복용 안한 수치)

7). 백 투 에 덴 프 로 그 램 에 참 여 한 후 현재 귀하는 혈당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 ) (약 복용한 수치, 약 복용 안한 수치)

8). 백 투 에 덴 프 로 그 램 에 참 여 한 후 현재 귀하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의 특별한

증상이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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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c t

A S tu dy on the H e alth Prom tion E ffe c t o f B A CK to

ED EN He alth P rom otion P rog ram for the P atient s o f

Chronic al D i s e a s e

Il-Kw on, Yang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Il Suh, M . D., Ph . D.)

This is a retrospective stu dy of those who w ere suffering from the

chronic diseases and particip ated at the BACK to EDEN health promotion

program of a sanitarium & hospital in Y city to find out their compliance

to the healthy life style they learned and to use them as the basic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better health prom otion program of

the institution .

Am ong 1,289 p atients who w ere admitted to that sanitarium & hospital,

468 patients who could not be contacted du e to moving, inacc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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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or death w ere exclu ded and a qu estionnaire w ere m ailed to 821

patients but only 257 patients returned their qu estionnaires.

Collected qu estionnaires w ere analyzed by Statistical Analysis Systems

(SAS) program, and expressed by real number and percentage.

In order to find out the degree of their compliance to the healthy life

style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the mean w as calculated

and tested by t-test in case of continuou s variables and frequency

obtained and tested by X2-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The result of their stu dy is as fallow s :

First, m ajority (76.7%) of the participants came to BACK to EDEN

health prom otion program by the referel of the Adventist church

members(37.3%), their relatives or friends(21.8%) or the past

particip ants(17.6%) who know this program w ell.

Second, the rate of satisfaction of the participants w as highest for

health lecture(125, 15.7%) next w as loving kindness expressed by the

volunteers(119, 14.9%), and then charcoal pack treatm ent (118, 14.8%).

Third, the highest degree of their compliance to the healthy life style

w as the participants group from 30 to 59 years of age (60%), next w as

the senior group over 60 years old (50%) and then the younger group

under 29 years old (45.8%). And the group most complied to the healthy

life style w as high school gradu ates(65.7%)

Fourth, the m ean body w eight of the group complied most to the

healthy life style w as 57.6±11.1kg which w as 12kg less than the m 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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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w eight of the less complied group .

Fifth, the degree of their satisfaction to this health promotion

program (low est-4, highest-20) w as 16.4±2.5 for the most complied group

which w as 0.7 higher than the less complied group .

Sixth, the degree of the periodic compliance from this health promotion

program had generally decreased a little bit as tim e goes in salt

intake(66.7% 47.73%), eating breakfast (33.33% 11.36%), regular

meals(61.11% 18.82%) regular exercise(44.44% 29.55%), sm oking

cessation (100% 75%), how ever in eating m eat, temp erance, eating

betw een m eals, coffee, stress etc which w ere all rep eatedly emphasized in

the health lecture during BACK to EDEN health prom otion program, their

compliance had less decreased as tim e goes. Average compliance rate of

the improved group w as 41.8% in eating betw een meals, 46.6% in eating

meat, 53.8% in w ater intake, 53.8% in stress, 54.9% in religious life, 55.4%

in salt intake and 84% in smoking cessation, which w as the highest.

The health prom otion effect of BACK to EDEN health Prom oting

program w as quite significant (average 56.7%) in their compliance to the

healthy life style after discharge from the program, even thou gh it cannot

be generalized to the general population du e to convenient sampling in

stead of random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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