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권    명    순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

지도  조   원   정  교수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권    명    순



권명순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년  6월    일



감사의 

   학위과정 동안에 늘 곁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제목 선정에서부터 마무리과정까지 지성의 냉철함으로 제가 큰 힘이 되어

주셨고, 어려움과 실의에 빠져있을때는 따스함과 애정으로 용기를 주신 조원정 교

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꽃이에 쌓여있는 논문이 아닌 실용성 있는 논문

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이정렬 교수님,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논문의 방향이 

이탈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신 고일선 교수님, 제 자신의 부족함으로 좌절과 

실의에 빠져있을 때 세심한 부분까지 피드백을 주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신 이

휘 교수님, 예리한 통찰력으로 논문의 틀을 제시해 주신 이태화 교수님, 바쁘신 와

중에도 문초록을 꼼꼼히 봐주신 서미혜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진행 동안에 많은 아이디어와 끊임없이 도움을 주신 이정자 선생님과 자

료수집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본인의 일처럼 나서서 자료수집에 큰 역할

을 해주신 충남에 계신 이정자 선생님, 충북에 계신 반순환 선생님을 비롯하여 권

세창 선생님, 김순복 선생님, 최진수 선생님, 박정모 선생님, 이금남 선생님과 각도

에 계신 보건료원 담당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진행하면서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대학원과정 동기생들, 특히 과정동안에 희노애락을 같

이한 한현미 선배님, 전은미 선생, 이숙정 선생, 강경화 선생, 문성미 선생, 이 자 

선생, 김광숙 선생님들과도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힘이 되

어준 동기 조윤경 선생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논문이 완성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보건진료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력하나마 이 논문

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바쁜 엄마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만큼 성숙해진 사랑하는 

현식, 민식이와 물심양면으로 든든한 후원자인 사랑하는 남편, 나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시댁어르신들과 친정어르신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게 어떠한 일이 주어지더라도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며 주위의 모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2003년 6월

권명순 올림



- i -

차    례

표차례·····································································································································ⅲ

그림차례·································································································································ⅲ

부록차례·································································································································ⅲ

국문요약 ·································································································································ⅳ

I.  서 론 ····································································································································1

A.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의 목적 ···················································································································3

C. 용어정의·························································································································4

Ⅱ. 문헌고찰 ···························································································································6

A. 농․어촌지역의 고혈압 현황 ·····················································································6

B. 공공보건조직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7

C. 공공보건조직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 ·················································16

Ⅲ. 연구방법 및 절차 ········································································································24

A. 연구설계 ·······················································································································24

B. 연구대상 ·······················································································································24

C. 연구진행과정 ···············································································································25

D.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28

E. 자료분석방법···············································································································29



- ii -

Ⅳ. 연구결과 ·························································································································30

A. 평가도구개발 ···············································································································30

1) 예비 평가도구 작성 ·······························································································30

2) 내용타당도 검정 ·····································································································33

3) 최종 평가도구 개발 ·······························································································41

B.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 ·····················································47

1) 일반적 특성 ·············································································································47

2) 평가도구에 의한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54

3) 효율적인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방안 ·························································65

C.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 ·····················71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차이 분석 ······················· 71

2)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 76

V. 논의 ··································································································································78

A. 평가도구개발 ···············································································································78

B.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 ·····················································81

C. 연구의 의의 ·················································································································87

Ⅵ. 결론 및 제언 ················································································································89

A. 결론 ·······························································································································89

B. 제언 ·······························································································································92

참고문헌 ································································································································95

부    록 ······························································································································103

문초록 ······························································································································129



- iii -

표 차 례

표 1.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업무분장 ········································································9

표 2. 공공기관별 고혈압관리를 위한 관리인력의 역할 ··············································11

표 3. 고혈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평가항목 ····························································17

표 4. 군고혈압 관리사업 점검표 ······················································································23

표 5. 공공보건조직의 고혈압사업의 업무분장 평가와 관련된 문헌 ························32

표 6. 세부평가항목의 수정과정 ························································································38

표 7. 역별, 항목별, 세부평가항목별 배점 ··································································41

표 8.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도구 ············································42

표 9.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 ······················································································48

표 10. 조사대상지역의 지역적 특성 ················································································50

표 11. 기타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특성 ················································53

표 12.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역별 평가 ····································54

표 13.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항목별 평가 ································55

표 14. 평가점수기준별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수준 비교 ····································60

표 15. 평가내용별 개선방안 ······························································································69

표 16. 평가내용별 개선방안 ······························································································70

표 17.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혈압 예방과 관리사업의 효과차이 ······· 72

표 18. 지역적 특성에 따른 고혈압 예방과 관리사업의 효과차이 ····························73

표 19. 기타 특성에 따른 고혈압 예방과 관리사업의 효과차이 ································75

표 20.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결과 ··················77

표 21. 기존의 연구들과의 평가결과 비교 ······································································84

그 림 차 례

그림 1.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관리체계 ··········································································13

그림 2. 연구진행과정 ··········································································································25

부 록 차 례

부록 1. 전문가타당도용 설문지 ······················································································103

부록 2. 보건진료원용 설문지 ··························································································114



- iv -

국문요약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

   본 연구는 보건진료소에서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현행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평가 

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하 다.

   

   첫 번째, 평가도구 개발에서는 문헌고찰과 4개의 보건진료소 현지방문 및 그곳

의 보건진료원과의 심층면담을 이용한 방법론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 다.

   두 번째, 실제 현장에서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된 

평가도구를 전국의 보건진료소를 모집단으로 비례층화추출법에 의해 700개소를 

선정하여 자가보고식 우편설문지조사를 하 다. 자료는 총 215부 회수되었고, 이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분석방법은 SPSS/PC+ WIN 1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

술적 통계,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도구는 4개 역, 12개 항목, 41개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4개의 

역은 고혈압 예방사업, 고혈압 관리사업, 사업여건조성, 자체평가로 나누어졌고, 

고혈압 예방사업 역에는 보건교육, 고혈압환자 조기발견이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고혈압 관리사업 역에는 고혈압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 교육 및 상담, 고혈압환

자 치료 및 추구관리가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사업여건조성 역에는 지역주민의 

접근성, 보건교육자료의 비치, 홍보가 항목으로 포함되었고, 자체평가에는 사업계

획서 수립, 사전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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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도구에 배점처리는 전문가의 타당도 검정을 통해 총 100점 만점에서 

역별로 고혈압 예방사업 35점, 고혈압 관리사업 40점, 사업여건조성 10점, 자체평

가 15점으로 구성되었다.

   

   3. 역별 평가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예방사업은 평균 23.44±4.49/35점, 고혈압 

관리사업은 평균 28.81±4.35/40점, 사업여건조성은 평균 4.29±1.81/10점, 자체평가

는 5.10±3.68/15점로 총점은 평균 61.65±10.67/100점을 나타냈다.

4. 평가결과를 점수에 따라 상위, 하위, 중위그룹으로 분류하 으며,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이 모두 낮은 점수를 나타낸 평가내용은 보건교육을 위한 교육매체 보유, 

공식적인 연계망, 고혈압 사업의 여건조성을 위한 물리적환경조성, 사업결과에 대

한 평가로 나타났다.

 

5.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련된 운 협의회와 마을건강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운 협의회에서 고혈압관

련사업이 거론되었던 경우와 마을건강원이 고혈압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할

수록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

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엿볼 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도구의 현장적용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통해 결정요인으로 판명된 것을 강화 혹은 개선함으로써 보건진료소에서의 효과

적인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어 : 보건진료소,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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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고혈압은 순환기계질환 가운데 가장 유병률이 높은 질환일 뿐 아니라, 뇌혈

관질환이나 허혈성질환 등 다른 순환기계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Vasan et al., 2001; Martin, Hulley, Browner, Kuller, & Wentworth, 1986; Miura 

et al., 2001). 이러한 고혈압은 세계적으로 10-20%의 유병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8년 성인의 고혈압 유병율이 27.5%를 나타내고 있다.(서일, 

2001). 또한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심혈관질환은 199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이 되었으며 1999년에는 남․녀별 주요사망원인 중에서 1순위를 보

다. 고혈압은 혈압조절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여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Joint  National Committee(JNC) 7차 보고서에서는 혈압을 조절함으로써 뇌졸중

발생의 35-40%, 심근경색의 20-25%, 심부전발생의 50%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고 보고하 다(JNC, 2003).

 혈압은 연령증가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65세이상 연령층의 고혈압 

유병율은 전체인구에 비해 4배 이상의 높은 수준에 있다(신 수 등, 1993; 고운  

등, 1996; 김장락 등, 1997;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1999;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02). 우리나라는 경제적성장과 의료의 발달로 빠르게 고령화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특히 농촌은 다른 인구층보다 노인인구층이 많다. 실제로 농촌지

역에서의 고혈압 유병율은 남자 25.6%, 여자 41.2%, 총 고혈압 유병율이 34.6%로 

높은 유병율이 보고되고 있다(충북보건진료소 연구팀, 2003). 또한 농촌지역주민의 

일차적인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건강관련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보건진료소에 상담을 원하는 건강문제의 1순위가 고혈압이

으며, 보건진료소 내소자의 50%이상이 고혈압과 관련된 문제로 방문하 다(유

지수, 2002). 따라서 인구의 노령화가 극심한 농촌지역에서의 고혈압관리사업은 다

른 어떤 건강관리사업보다 중요하다하겠다(김장락 등, 1997;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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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하용찬 등, 2000; 박 희 등, 2000).

고혈압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혈압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관

심과 관리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사전에 고혈압의 발생을 막는 일차예방이 중요하

다 할 수 있다(Stemler 등, 1993; 김정순 등, 1994; Cook 등, 1995). 일차예방은 공

공보건조직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며(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보건복지부, 

2002),  공공보건조직 중에서도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

과의 빈번한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혈압관리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김화중, 1991; 심정교, 1997; 박노원 등, 1999; 박 희 등, 

2000; 김진순 등, 2002). 

현재 보건진료소에서는 정부에서 고혈압관리를 위해 시달된 지침 수행과 함께 

보건진료소마다 지역적특성에 맞는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개발하여 수행하

고 있는 실정이다(임경순, 2002). 그러나 보건진료소에서 진행되는 고혈압관리 사

업에 대한 평가 자료가 미비하여 고혈압 사업의 효율성 여부를 파악하는데 제한

점을 지니고 있다.

사업에 대한 평가진행은 기존의 행정위주의 단편적인 회계감사 혹은 실적위주

의 접근을 벗어나 보건진료소의 질적수준을 객관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적정한 서비스수준에 대한 기준개발과 적용을 통해 보건진료

소의 양질의 관리사업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가

단계를 사업과정에 포함함으로써 사업수행에 대한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스스로 

발견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보건진료원의 변화를 위한 자발적인 동

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고 평가를 통해 제도나 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초래한다(김통

원, 1998). 

고혈압관리사업 평가를 위해서 현재 사용가능한 평가도구로는 보건소조직을 

근거로 하여 개발된 도구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평가도구가 있으나 이러한 평

가도구들은 보건진료소에서 실제 수행되고 있는 고혈압사업에 대한 정확하고도 

효율적인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와 같은 공공보건조직이지만 고혈압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차이점으로는 보건소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조직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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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행정적인 측면, 실제 서비스 측면이 모두 균등하게 강조되나, 보건진료소는 보

건전문인력인 보건진료원이 주민들과 지역에 함께 거주하면서 단독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정 측면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공공보건조직이라고 해서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관리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보

건진료소의 특성을 반 한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그에따른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한 평가도구 

개발과 향요인 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진행하기 위

한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절감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를 위한 도구를 개발한다.

2) 개발된 평가도구를 통해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평가한다.

3)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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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정의 

1) 고혈압

   정상군은 수축기압이 140㎜Hg이하이거나 이완기압이 90㎜Hg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경증 고혈압(1도)은 수축기압이 140-159㎜Hg이거나 이완기압이 90-99㎜

-Hg일 경우를 말한다. 중등도 고혈압(2도)은 수축기압이 160-179㎜Hg이거나 이완

기압이 100-109㎜Hg이며, 중증 고혈압(3도)은 수축기압이 180㎜Hg보다 높거나 같

고 이완기압이 110㎜Hg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를 말한다(JNC, 1997). 본 연구에서 

정상군은 수축기압이 140㎜Hg이하이거나 이완기압이 90㎜Hg이하인 경우를 말하

며, 고위험군은 고혈압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환자군은 경증 고혈압, 

중등도 고혈압, 중증 고혈압을 모두 포함한다.

2) 보건진료소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1980. 12) 제 14조 보건진료소의 설치 

운  조항에 의해 군수는 의료취약 주민의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

건진료소를 설치 운 하며,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 즉,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

의 교육을 받은 자가 주민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곳 을 말한다.

3) 고혈압 사업

 고혈압 사업은 고혈압 예방사업과 고혈압 관리사업으로 분류된다. 고혈압 예

방사업은 환자군, 고위험군, 정상군을 대상으로 하며 고혈압 관리 사업은 환자군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다(국민고혈압 사업단 보고서, 2001). 본 연구에서의 고혈

압 예방사업은 고위험군과 정상군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

업들을 의미하고, 고혈압 관리사업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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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평가는 프로그램의 의사결정을 돕기위해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 발

표하는 체계적 활동(Ontario Health Unit, 1996)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

행중인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위해 개발된 도구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으로써 구조와 결과평가가 제외된 과정중심의 평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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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농․어촌지역의 고혈압 현황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주민들의 고혈압 발생위험요인으로는 남녀 모두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초기혈압이 높을수록 고혈압의 발생 위험이 높았고, 특히 남자에

서는 복부비만(0.9이상)이 있거나 고혈압 가족력이 있을수록 그리고 여자에서는 

폐경이 일어난 경우에 고혈압 발생위험이 증가함을 보 다. 이에 따라 고혈압 가

족력이 있거나 복부 비만자이거나, 폐경이 발생한 경우, 평소 혈압이 높은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혈압 일차예방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오희숙 등, 2000).

 농․어촌지역에서의 고혈압 유병율은 남자 24.9%, 여자 30.4%이고 연령에 따

라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 고, 고혈압의 인지율은 52.5%, 치료율은 34.4%, 관리

율은 12.9%이 다. 인지자 중 치료율은 65.5%, 인지자 중 관리율은 24.6%, 치료자 

중 관리율은 37.5% 다. 또한 자신의 고혈압을 인지하지 않는 요인은 성별로는 남

자, 직업이 농업인 경우, 인지의 장애(의료인을 방문하는 것이 생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하용찬 등, 2000). 따라서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의 

낮은 고혈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고혈압환자들이 자신의 

고혈압을 인지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의 고

혈압 인지율, 치료율 및 관리율이 여전히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혈압

의 인지관련 요인으로는 직업과 인지된 장애에 대한 생각이 중요함을 고려 할 때 

지역사회 고혈압관리사업에서는 대상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성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최근의 농어촌지역주민의 고혈압 유병율에 대해 조사한 충북보건진료소 연구

팀(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건진료소 관할 농․어촌지역 주민의 고혈압 유병

율은 34.6%로 기존의 연구결과(보건사회부, 1993; 백찬기, 1999, 하용찬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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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월등히 높았다. 성별에 따른 고혈압 유병율은 여성이 41.2%, 남성이 25.6%

다. 고혈압군의 혈압인지율 61.1%, 치료이행률 70.1% 선행연구(하용찬 등, 200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중에서 고혈압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57.3% 는데 그중에서 보건진료소에서 교육받은 경우가 62.7%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김창엽 등(2000)은 우리나라 농촌지역 주민들의 고혈압에 관한 인식도, 치료

율, 관리율은 절반의 법칙(rule of halves)에 해당하는 수준임을 입증하 다. 절반

의 법칙(rule of halves)이 고혈압관리를 위한 의료제공자측의 별도의 중재노력이 

없는 자연스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농촌지

역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고혈압 관리활동이 요구됨을 강조하 다.

이상의 연구들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한 조사연구로서 우리나라의 

농․어촌지역주민의 고혈압 유병율과 관리실태를 밝힘으로써 농․어촌지역에서의 

고혈압관리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고 볼 수 있다.

B. 공공보건조직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본 연구에서는 공공보건조직(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업무분장과 실제적인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중심으로 고찰하

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3)에 의해 개발된 고혈압 관리를 위한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의 업무분장표는 <표 1>와 같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시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업무분장은 <표 2>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업무분장을 4개의 역으로 관리대

상자 등록 및 관리, 환자발견 및 등록, 환자치료와 관리, 고혈압교육으로 나누었으

며,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와의 업무분장의 차이를 살펴보면 환자치료와 관리 

역중에서는 약물요법에서만 차이를 보 고, 담당인력면을 비교하면, 보건지소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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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보건지소장, 보건요원, 진료보조원이 있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과 마

을건강원이 있다. 마을건강원의 역할은 관리대상자 등록 및 관리 역에서 혈압측

정 및 관리혈압관리대장을 통한 추구관리가 포함되고, 환자치료 역에서는 치료

의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역할이 제한적이다.

또한 이상의 업무분장을 구체적인 고혈압환자 관리지침으로 작성하여 단계별

로 제시하 다. 제1단계는 관리대상자 등록 및 관리, 제2단계는 환자발견 및 등록, 

제3단계는 환자치료와 관리, 제4단계는 고혈압 교육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내용

을 제시하 다.

1단계에는 관리 대상자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혈압측정을 정확

하고 조직적으로 실시한다. 혈압측정은 내소자, 가정방문, 부락방문, 기타 주민모

임, 지역사회내 조직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더욱이 고혈압으로 확정되어 

치료받는 자와 건강검진 유소견자는 이미 보건기관에서 관리되고 있거나 병의원

에서 관리중 일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간호인력은 이들을 재확인하여 혈압관리

대장에 등록하되 병의원에서 치료중인 자는 치료 중단없이 계속 받도록 격려하여 

준다. 그리고 그 이외의 환자 혹은 대상자는 본 지침내용에 따라 등록하고 추구관

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고혈압 환자 발견, 등록 및 관리는 각 기관별로 

간호인력이 매일의 업무수행 일환으로 수행한다.

2단계로는 환자발견 및 등록은 보건소의 관리의사,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이 담당하게 된다. 특히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는 임상검사를 위하여 보건소 혹은 보건의료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며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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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업무분장

내용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
지소장

 보건
 요원

 진료
보조원

 보건
진료원

 마을
건강원

관리대상자 등록 및 관리
 관리대상자 선정
 계획 수립
 혈압 측정 및 관리
 혈압관리대장을 통한 추구관리

V
V

V
V
V

V
V

V
V
V
V
V

V
V

환자 발견 및 등록
 문진 및 이학적 검사
 임상검사의뢰 및 결과 회수
 고혈압 환자 등록
 그 밖의 위험요인 체크

V
V
V
V

V
V

V
V

V
V
V
V
V

환자치료와 관리
 생활요법
  체중조절
  저염식이
  금연
  알코올 섭취의 절제
  운동요법
  식사성 칼륨
  이완요법
 약물요법
  초기치료
  적응증과 개시시기
  강압제의 선택
  강압제의 부작용
  강압제의 투여기간
 치료의 계속 관리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
**

V V

고혈압교육
 고혈압에 대한 일반적 정보 전달
  고혈압의 중요성
  혈압에 대한 이해
  고혈압의 기준
  고혈압의 원인과 위험요인
  고혈압의 질병특성
  고혈압의 합병증
  고혈압의 예방대책
  치료의 종류
 고혈압의 치료
  생활요법
  약물요법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 : 보건진료소 사용의약품 중 이뇨제 투여는 가능하며 그 이상의 의약품은 의사 표
준처방에 따라 거동불편대상자 등에 한하여 투약 가능여부 결정에 따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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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뢰서를 지참하도록 조치한다. 혹은 군 특성에 따라 보건소가 검사장비를 

갖춘 후 보건지소 혹은 보건진료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시행하거나 보건지소와 보

건진료소가 검사물을 채취한 후 보건소에 일정한 날을 정하여 송부하거나 보건소 

이동차량이 수거할 수 있다. 또한 문진 및 이학적 검사 결과는 고혈압 병록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한다.

제3단계인 환자치료와 관리는 보건소의 관리의사 및 공중보건의사(보건의료원

의 내과전문의사)와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가 중심이 되어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된다. 특히 보건의료원의 내과전문의사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 포함)에서 의

뢰되어오는 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은 허용된 범위내에서 치료약 투여가 가능할 

것이며 의료인력은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필요로 되는 생활요법, 약물요법 지식을 

참고로 계속관리를 하여야 한다. 환자치료와 관리차원에서 혈압측정은 간호인력 

및 보건요원이 실시한다. 

제4단계로 고혈압 교육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의사인력 및 간호

인력이 환자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데 필요로 되는 지

식내용이다. 고혈압 교육을 팀활동을 통하여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고혈압 

교육장소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거나 마을회관, 노인정, 부

락모임, 학교, 기관, 지역사회내 행사장 등 여러 곳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2003)가 제시한 공공기관별 고혈압관리를 위한 관리인력의 역할은 

<표 2>과 같다. 각각의 관리인력별 역할을 간략히 살펴보면 주민(환자)는 자기건

강관리와 혈압측정, 치료, 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보건진료원은 지역내 대상자 파

악, 대상자 추구관리, 위험요인 파악,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기초검사 권유 및 미

실시자에 대한 재권유, 치료불능자에 대한 추구관리 권유, 대상자의 치료 및 일반

요법을 지도, 교육 및 상담, 기록관리 및 보고의 역할을 하도록 제시하 다. 공중

보건의는 환자 치료 및 의뢰와 교육 및 상담을 하고, 보건소에서의 보건소장, 가족

보건계, 진료계가 나누어져서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제시하 다. <표 2>에 의

하면 보건소는 부서가 다양하기 때문에 역할이 분화되어있다. 또한 보건지소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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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건의의 역할은 보건요원이 같이 근무하므로 업무가 다양하지 않음을 볼 수 

있으나, 보건진료원은 단독으로 보건진료소를 책임지기에 다양한 업무가 부과됨을 

알 수 있다.

표 2. 공공기관별 고혈압관리를 위한 관리인력의 역할

기관 인력 관리사업

지역사회 주민(환자)
․자기건강(특히 혈압)관리

․혈압측정, 치료, 교육에의 참여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지역내 대상자 파악

  -혈압 측정을 통하여 환자 발견 및 등록

  -혈압상태 분류

․대상자 추구관리

․위험요인 파악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기초검사 권유 및 미실시자에 대한 재권유

․치료불능자에 대한 추구관리 권유

․대상자의 치료 및 일반요법지도

 -식이, 운동, 체중조절 등

․교육 및 상담(환자를 포함한 주민, 보건요원,       

  마을건강원)

․기록관리 및 보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환자치료 및 의뢰

․교육 및 상담(환자를 포함한 주민, 보건진료원,     

               마을건강원)

보건소

보건소

(의료원)장

․고혈압관리사업의 지원 및 감독

․고혈압관리사업의 계획 및 평가

가족보건계

․방문담당  

  계 등

․전체업무의 계획, 관리, 평가

․매월, 분기별 실적집계보고

․건강보험․의료보호자료 확보, 각진료소 통보

․각종 보건교육 자료수짐, 교육을 위한 행정지원

진료계(실)

-의사

(관리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기본임상검사 실시 및 고위험군 선별

․의뢰된 환자에 대한 치료 및 회송

․확정고혈압 환자의 치료(방안제시)

․고혈압 크리닉 운

․교육 및 상담(환자를 포함한 주민, 보건진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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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03)에서 제시한 보건진료소에서의 고혈압 관리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진료소의 고혈압관리사업의 추진실적은 40세 이상 인구수, 혈압측정

(연인원), 경계혈압 등록 인원수와 중증혈압 등록 인원수 파악으로 실적을 측정한

다. 사업의 목적은 고혈압 및 그에 관련된 질환들을 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관리

함으로써 각종 합병증을 예방하고 고혈압 병발 및 상호관련되어 일어날 수 있는 

뇌혈관질환 및 관상동맥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도록 한다. 

고혈압관리사업의 단계를 살펴보면, 사업대상자 전원을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대상자들의 변동상태 파악, 대상자발견 및 등록, 치료 및 추구관리, 환자교육, 주민

교육으로 분류하 고 각 단계별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대상자 전원을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대상자들의 변동상태를 파악하

고, 두 번째, 대상자발견 및 등록시에는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에 의한 지역주민중 

40세 이상 성인 전원에 대해 혈압을 측정하고, 경계역 이상 혈압자는 관리대상자

로 등록한다. 셋째, 치료 및 추구관리는 확정고혈압자의 원인파악과 대상자상태 평

가를 위한 기초검사 의뢰하고, 의뢰기관은 보건소(의료원) 또는 민간의료기관 이

용한다. 중증고혈압(수축기 혈압 160mmHg이상, 이완기 혈압 105mmHg이상)으로 

밝혀졌거나 현재 고혈압으로 투약 받는 사람, 중증고혈압은 아니나 투약관리의 필

요성을 인정한 대상자의 투약관리를 한다. 또한 관리대상자(경계혈압 이상자)에 

대하여 관리주기에 따른 혈압 측정 및 상담을 한다. 넷째, 환자교육적인 측면에서

는 투약관리 대상자는 3달에 1회씩 보건소(의료원)나 병․의원 방문하고 경계혈압 

이상 환자에 대하여 3달에 1회씩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주민교육적인 측면

에서는 자신의 혈압의 정상여부와 고혈압과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요인 관

계를 알 수 있도록 교육한다. 그외에 대상자 발견과 환자확인을 위한 필수 임상검

사가 있다. 대상자발견은 집단 혈압측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방법은 보건진료원이  

직접 방문 측정하거나 보건진료소 내소자중 40세 이상자 전원 혈압측정을 한다. 

또한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로부터 의뢰된 고혈압 환자는 정상, 고혈압 의심, 경계

성 수축기 고혈압, 확정 고혈압으로 구분하고, 높은 정상(130-139/85-89)이라도 신

기능 장애, 심부전 또는 당뇨가 있으면 처음부터 약물치료를 실시한다. 경계성 수

축기 고혈압, 즉 수축기 140mmHg이상 또는 이완기 90mmHg이상이면서 심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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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심실 비대, 협심증/심근경색, 말초동맥질환), 망막증이 있으면, 처음부터 약물치

료를 한다. 다음으로 환자확인을 위한 필수 임상검사는 보건소(의료원)나 민간의

료기관을 정하여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치료 및 보건관리가 되도록 의뢰체계를 구

축하여 대상자에 따라 필수검사(소변검사-색, 혼탁도 PH-, Protein, Blood, Keton, 

Bilirubin, Urobilinogen), 혈장크레아티닌, 혈장칼륨, EKG)와 선택적검사(혈장나트

륨, 공복시 혈당, 공복시 혈청 콜레스테롤, 공복시 혈장 트리그리세라이드, 혈장뇨

산, 헤모 로빈과 헤마토크리트, 소변배양, Chest P-A, 초음파 심촬 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진료원회(2002)에 의한 지역사회 고혈압 관리는 지역사회 전체 주민, 그중

에서도 40세 이상 주민을 주 관리대상으로하며, 교육 및 홍보사업, 고혈압 조기발

견 사업, 고혈압 등록 관리사업, 고혈압 치료와 추구관리, 정보체계로서 순환모형

을 이룬다고 보았다<그림 1참조>.

그림 1.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관리체계

교육 및 홍보사업

   고혈압 조기 발견 사업 정보체계

고혈압 등록관리 사업

고혈압 치료와 추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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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톨릭대학교의과대학․보건복지부(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향후 역할분담 모델에 의하면 공공보건기관에서는 환자발견과 등

록, 민간의료기관으로 환자의뢰, 추구관리 탈락환자에 대한 파악과 이유 분석후 민

간의료기관에 환류, 교육자료나 통계자료를 민간의료기관에 제공, 지역사회 보건교

육과 홍보로 규정하 고, 민간의료기관에서는 환자발견과 등록, 등록된 환자에 대

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등록환자에 대한 정보를 보건소에 제공, 지역별 고혈압 

보건교육, 보건교육 및 홍보자료의 공동제작 및 보건통계자료 생성에 참여, 표준화

된 치료지침의 공동개발로 규정하 다. 결과적으로 공공보건조직에서는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한 보건교육 및 홍보와 같은 일차예방에 주력해야하고, 민간보건

조직에서는 치료와 관리, 등록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실제 수행한 결과들로는 우선적으로 보

건소체계(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한 고혈압 관리사업 실예로 이 

& 배(1993)는 고혈압관리사업을 사업대상자 파악, 환자발견, 환자평가 및 치료방

침 결정, 치료 및 추구관리, 사업의 조직과 관리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각각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대상자 파악은 사업대상자를 40세 이상 전

원으로 하 고, 환자발견을 위해서는 보건요원들의 가정방문을 통해 혈압을 측정

하거나 보건기관 내원자의 혈압을 측정하 다. 환자평가 및 치료방침 결정단계에

서는 혈압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고혈압의 원인을 조사하고, 표적장기의 

손상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확정 고혈압환자로 밝혀진 사람들은 보건의료원에 기

초검사를 의뢰하 다. 검사일정은 보건요원(진료원)이 농사일정을 고려하여 주민

대표와 협의한 후, 검사대상자에게 사전에 개별적으로 전화나 엽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확정고혈압환자의 최종진단은 내과전문의의 진찰과 임상검사 결과에 근거하

으며, 투약관리여부 역시 전문의가 결정하 다. 의료원에서 확진을 받지 않은 환

자는 3개월마다 가정방문을 하거나 우편이나 전화로 확진을 권유했다. 환자의 치

료 및 추구관리는 고혈압환자에게 일반요법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고, 혈압정도에 

따라 관리주기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환자와 보호자를 교육

하 다. 또한 환자의 치료동기를 높이기위해 보건요원들이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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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사업의 조직과 관리에서는 보건요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동기부여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 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환자의 평생혈압관리를 위해 각 개인

의 정보가 누적되어야 하므로 고혈압정보체계를 개발하 다.

또한 이 & 진(2002)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고혈압 관리사업의 현황을 관리, 기

술, 교육적 측면에서 분석하 다. 결과에 의하면 보건소의 80%정도는 고혈압관리

사업을 방문간호나 건강증진 부서에서 담당하 고, 환자등록사업과 대상자 교육사

업에 주력하 다. 등록관리사업을 하는 보건소는 1/4은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

고, 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운 하는 보건소는 39-47% 다. 환자발견사업은 일

회성 측정기회제공에 그치고 있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의 1/4만이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있었다. 보건소의 교육매체

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며, 119개 보건소에 당 평균 9종이 고, 개발된 자료의 

55.3%는 리프렛이나 책자 으며, 비디오 테잎의 개발도 152건이 다. 그러나 내용

은 주로 고혈압 자체의 설명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매체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기술적인 측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된 사업지침이외 자체 개발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가 18개소가 있었고, 고혈압 관리사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보건소중 지침이 없다고 응답한 곳이 50%이상 이 다.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

는 보건소 간호사의 고혈압 관리활동이 적극적이 으나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는 없었다. 또한 고혈압 관리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도구의 정 도 유

지, 사업활동 평가 등은 현장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연천군의 고혈압관리사업 사례에서는 고혈압관리 사업시의 고려할 사항으로서 

주민들의 고혈압에 대한 질병의 인지개념, 의료이용에 관련된 요인과 행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주민접근 전략이 잘 개발되어 있지 못하므로 정보의 축적을 통

해 주민의 질병의식 변화 방법과 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의 방법론의 필요

성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의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들이 개발되어

야 함을 제시하 다(김용익 등, 1993).

이상의 연구는 보건소체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고,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고

혈압 관리현황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등록된 고혈압환자 수는 평균 약 30

명 정도이고, 등록된 환자의 혈압측정 주기는 연령, 학력,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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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부정기적

으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혈압측정 방법은 내소시의 측정과 가정방문을 

병행하거나, 가정방문만하는 경우가 56.9%를 차지하고, 보건진료소에 오도록 하는 

경우는 41% 다. 보건진료원이 수행하는 고혈압 보건교육의 내용은 식염조절, 약

물복용에 관한 것, 질병에 관한 지식, 체중조절, 음주조절, 흡연조절, 운동요법, 저

지방식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고혈압관리 사업시의 애로사항을 순위별로 

보면 의약품부족, 기동력없음, 불필요한 보고 많음, 임상검사의뢰의 어려움, 보건교

육자료의 부족, 주민이 잘 이용하지 않음, 지식부족, 보건진료소 재정부족, 보건소

의 이해부족 순으로 제시되었다(심정교, 1997).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혈압사업을 수행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학력, 근무경력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인 특성중에서 학력은 추후교육으로 보완이 가능하므로 고혈압사업을 담당

하는 인력에게는 업무수행능력은 물론이고 동기부여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혈압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보체계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이외에도 공공보건조직의 실제 고혈압 관리사업의 

현황조사에 의하면 사업활동 평가가 전무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C. 공공보건조직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

공공보건조직에서 사용한 평가도구로는 건강증진 사업기술지원 평가단(2001)에

서 활용한 구조, 과정, 결과가 포함된 고혈압 관리사업의 평가틀과 서울대학교 간

호대학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평가도구가 있다.

   건강증진 사업기술지원 평가단(2001)에서 평가도구는 <표 3>과 같이 10개

의 역 즉, 사업목표, 기초조사, 사업대상자,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사업여건조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보건교육, 서비스내용, 자체평가로 분류하

다. 각 역별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업목표 역에서는 목표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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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가능성, 양적타당성, 구체성 및 일관성을 포함시켜서 전체 100점 중에서 8점을 

부여하 다. 두 번째, 기초조사 역에서는 조사내용, 대상, 조사과정의 참여도, 결

과의 활용도를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10점을 부여하 다. 세 번째, 사업대상자 역

에서는 대상자의 적절성과 대상자의 관리를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8점 처리하

고, 네 번째,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의 역에서는 담당인력의 적절성, 외부인력의 

활용도를 평가항목으로 하여 12점 부여하 다. 다섯 번째, 시설 및 장비 역에서

는 시설,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다양성, 장비를 포함하 고 8점 처리하 고, 여섯 

번째 사업여건조성 역세서는 지역주민의 접근성, 보건교육자료의 비치, 사업목표

에 부합된 행사개최, 홍보매체활용의 적절성을 평가항목으로 하고 10점 부여하

다. 일곱 번째,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역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부문간 협조를 

포함하여 12점 부여하 다.

표 3. 고혈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평가항목

중분류 평가항목 배점

1. 사업목표

1)사업목표의 적절성

-사업목표에 비해 사업목표가 세부적으로 

타당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2) 사업목표의 계량화(측정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구체적이며 평가 가능?

3)사업목표의 양적 타당성

4)연도별 사업목표제시여부/ 일관성 유지 

    8점

8-7-6-5-0

2. 기초조사

1)조사내용: 사업목표와의 연관성(부합되는 정도)

-고혈압사업에 평가하는 조사내용의 포함정도

-예방(생활습관개선) : 흡연, 음주, 운동, 저염식이

-환자관리: 치료여부, 혈압측정율, 인지율, 순응도

2)조사대상

-조사대상의 타당성: 사업목표와 적절히 맞는

 대상자인가?

-조사대상과 사업대상과의 일치성

3)조사과정의 참여도 : 보건소의 참여정도

4)결과의 활용도 : 사업목표와 사업전략에의         

 이용정도

10점

-조사내용 3-2-1-0

-조사대상 3-2-1-0

-조사과정의 참여도 

2-1-0

-결과의 활용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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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고혈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평가항목

중분류 평가항목 배점

3. 사업     
  대상자

1)대상자의 적절성
-목표와 대상자의 일치여부
   
2)대상자관리
-사업참여자의 양적 적절성
(표적집단대비 참여자의 비율)

8점
-대상자의 적절성 
2-1-0
사업참여자의양적적
절성 2-1-0
-사업대상자에대한 
접근 방법의 
다양성/적절성
2-1-0
-추후관리여부 
2-1-0

4.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1)담당인력 적절성(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전문성: 고혈압관련사업 유경험자/ 교육을 
받았는가? 세부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는가?,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았는가(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평가항목임),
 인원의 적절성: 기준은 전문성있는 담당인력이 
3명이상
-안정성 : 인력교체유무 및1년이내 교체인력 수
2)외부인력의 활용도
-활용유무
-인력의 종류와 사업과의 적절성

12점

-담당인력의 전문성
3-2-1-0
-인원의 적절성 
3-2-1-0
-안정성 2-1-0
-외부인력의 
활용유무2-1-0
-외부인력의 종류와 
사업과의 적절성 
2-1-0

5. 시설 및  
    장비

1)시설
2)지역주민접근성 및 다양성 : 보건소, 시․구청, 
학교등 사업대상집단의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장소
3)장비
-기본장비확보율
-사업과 관련된 확보장비

8점
-시설 4-3-2-1-0
-기본장비화보율 
2-1-0
-사업관련된 
확보장비 2-1-0

6. 사업
여건조성

1)지역주민 접근성
-물리적 : 보건소내 혈압측정공간 및 기구가 
확보되어 있는가?
-사회적 : 고혈압관련 협의회 구성
2)보건교육 자료 비치
-주민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여부
3)사업목표에 부함된 행사 개최
-목표에 입각할 때 적절하고 다양했는지?, 횟수
4)홍보매체활용의 적절성
-다양한 매체의 활용정도 : 지자체 
기존매체(구청소식지, 군보지 등 )활용유무
-대중매체 홍보(일간지, 신문)활용유무
-새로운 매체개발 (홈페이지개발, 
건강소식지제작)활용유무

10점
-지역주민의 
접근성 2-1-0
․물리적 1-0
․사회적 1-0
-보건교육자료비치 
2-1-0
-사업목표에 
부합된 행사개최 
3-2-1-0
․지자체기존매체 
1-0
․대중매체 1-0
․새로운 매체개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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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고혈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평가항목

중분류 평가항목 배점

7. 
지역사회자원
과의 연계

1) 지역주민참여
-참여조직의 다양성 : 기존 조직활용/새로운 
조직구성
-참여의 정도: 단순 참여, 권한의 위임

2)부문간 협조:지역의사회, 행정기관 민간기관
-사업목표에 준한 적절한 협조기관의 확보정도
-협조의 지속성(정지적/일회성/없음)

3)전문가집단의 연계
-자문대학 확보유무
-정가적인 자문회의 여부

12점
-지역주민참여 4점
․참여조직의 
다양성 2-1-0
․참여의 정도 
2-1-0

-부문간 협조 6점
․사업목표에 준한 
적절한 협조기관의 
확보정도 
4-3-2-1-0
제시한기관이외 더 
확보 4점
제시한 기관 다 
확보 3점
제시한 기관중 
2확보 2점
제시한기관중1개 
확보 1점
없음 0점
․협조 지속성
2-1-0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 2점
․자문대학 확보 
1-0
․정기적인 
자문회의 1-0

8. 보건교육

1) 사업목표와의 적절성
-보건교육 주제가 사업목표에 부합된 정도

2)교육대상자의 포괄성 및 다양성
-건강수준별(건강군, 위험군, 환자군)다양한 대상자 
포함정도

3)교육장소의 다양성과 교육의 지속성

-장소: 지역사회에 얼마나 나가서 했는가?
-지속성: 교육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 
졌는가?
4) 교육자의 다양성: 보건소직원과 외부인력의  
활용

12점
-사업목표와의 
적절성 3-2-1-0
-교육대상자의 
포괄성/다양성 
3-2-1-0
-교육장소의 
다양성과 지속성 
4-3-2-1-0
․장소 2-1-0
․지속성 2-1-0
-교육자의 다양성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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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고혈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평가항목

중분류 평가항목 배점

9. 서비스   
  내용

1)적절성
-목표에 적합한 서비스내용인가

-대상자에 적합한 서비스 내용인가?

2)다양성 : 고혈압과 관련된 

직접서비스의 수
-예방을 위한 서비스
-환자발견을 위한 서비스

-관리를 위한 서비스

8점
-적절성 4-3-2-1-0
․목표에 적합한 서비스 
2-1-0
․대상자에 적합한 서비스 

2-1-0
-다양성
․예방/환자발견/관리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서 다양함 
4점
․예방/환자발견/관리 모두 

포함 3점
․예방/환자발견/관리중 
2가지 포함 2점
․예방/환자발견/관리중 
1가지 포함 1점

10. 

자체평가

1)사업수행모니터링 적절성
-모니터링수행여부 정기적인 

모니터링체제
-모니터링과정의 적절성
-보건소 주도하에 외부평가자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실시여부
-결과활용도 : 사업수행에의 반 정도

2)성과평가
-방법: 평가설계상의 적절성(사전사후, 
단면, 안함)
-내용: 생활습관( 흡연, 음주, 운동, 
저염식이),
고혈압관리율, 혈압에 관한 지식 및 

인지, 유병율
-목표달성도: 전문가 판단
-결과의 활용도

12점
-사업수행모니터링적절성 
4점
․모니터링수행여부 2-1-0
․모니터링과정의  적절성 
1-0

․결과의 활용도 1-0
-성과평가 8점
․방법 2-1-0
․내용 4-3-2-1-0
생활습관/고혈압관리율/혈압
관지식 및 인지/유병률 모두 

포함 4점  
생활습관/고혈압관리율/혈압
관련지식 및 인지/유병률 중 
3항목 포함 3점
생활습관/고혈압관리율/혈압
관련지식 및 인지/유병률중 

2항목 포함 2점
생활습관/고혈압관리율/혈압
관련지식 및 인지/유병률중 
1항목 포함 1점
․목표달성도 1-0
․결과의 활용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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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보건교육 역은 사업목표와의 적절성, 교육대상자의 포괄성 및 다

양성, 교육장소의 다양성과 교육의 지속성, 교육자의 다양성을 평가항목으로 하고 

12점을 부여하 다. 아홉번째, 서비스내용 역에서는 내용의 적절성과 다양성을 

포함하여 8점을 부여하 고, 열번째, 자체평가 역에서는 사업수행 모니터링의 적

절성과 성과평과를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여 12점을 부여하 다. <표 3>에 제시된 

평가항목과 가중치를 비교해 본 결과, 보건소에서의 고혈압 관리사업에서 큰 비중

을 두는 역으로는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보건교육, 자

체평가 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2000)에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의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점검표를 제시하고 그에대한 평가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관리사업 점검표는 생략하고, 고혈압에 관련된 관리사업 점검

표만 제시하 다<표 4 참조>. 이러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점검한 결과 군고혈압

관리사업의 문제점 6가지와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즉, 전반적인 관리수준

이 일정하지 않음, 유소견자에 대한 추구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보건지소는 

내소환자 이외에는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개별상담은 실시하고 있으나 상담

내용 및 일정한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자료가 개발되어야 함, 보건진료소 

지역환자관리가 어려움(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장비, 약품 및 기자재 수불 

현황 대체로 양호하나 진료소 지역의 경우 약간 미비하다로 나타났으며 이에대한 

각각의 개선방향은 관리지침 마련이 요구됨, 추구관리 강화 및 다음 점검시 확인 

할 것, 전화, 가정방문을 적극적으로 실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배부함, 투약문제 

해결방안 논의가 필요함, 장비, 약품 및 기자재 수불현황은 차후 점검시 확인 및 

조치해야한다로 제시하 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제시되었던 두가지 평가도구의 장․단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증진 사업기술지원 평가단(2001)에서 제시한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의 평가도구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개발된 평가도구로서 평가의 구조, 과정, 결과를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갖추었으나 고혈압 사업수행

시에 과정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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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2000)에

서 제시한 평가도구는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가 쉽게 평가할 수 있고, 공

공보건조직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는 있으나, 너무 단순화되어 실제 

수행되고 있는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음이 단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평가도구의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수정․보완되어진 평가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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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군고혈압 관리사업 점검표

점검

항목
점검자료 점검지표 점검기준

배

점

계 75

물품

관리

-장비대장

-약품(소모

품)수불대장

관련장비사용 

및 관리실태

혈압계 구비 및 정도 관리

혈압계(  대) - 양호, 불량
7

약품수불 및 관리상태 확인

양호(  ) 보통(  ) 불량(  )
3

월보, 

분기

보

-신규등록/

퇴록환자보

고

-약품 및 

기자재현황

보고

-보고 및 

통계의 신속 

및 정확성

사업통계 및 보고의 신속, 정확성확인

기한내 100%(  ) - 5

기한경과    (  ) - 3

5

고

혈

압

관

리

-사업계획서

-관리대장

-유소견자   

  대장

사업대상자 

파악

등록환자(  명), 유소견자(  명) : 

보건지소는 진료소 환자 모두 파악
7

치료기관, 

조절정도파악

-치료기관별(보건기관, 타 의료기관). 

조절정도(양호, 불량)에 따른 분류

-타 의료기관 이용환자 관리 내용 확인, 

조절정도 및 투약명, 일일용량 등 파악, 

모두 기록, 1가지만 기록

5

2

조절불량환자, 

치료중단자 

파악 및 관리

-등록환자 중 비율(%)

원인 확인 및 전화, 방문 등을 통한 

관리유도

① 2개월 이내 - 7 ② 3개월 이내 - 6  

③ 6개월 이내 - 4

7

위험요인 파악 

및 교정평가

위험요인 기록 및 교정평가

① 기록 및 월별 평가 - 7

② 기록 및 분기별 평가 - 6

③ 기록 - 4

7

유소견자 

추구관리상태

전화, 방문 등을 통한 추구관리 확인

① 2개월 이내 - 7 ② 3개월 이내 - 6

③ 6개월 이내 - 4

7

보건

교육

-관리대장

-교육일지

-교육자료

교육 및 

상담실시 여부

단체교육실시

① 실시(  ) ② 미실시(  )
3

개별상담 실시 및 기록

실시(  ) 미실시(  )
10

교육자료 비치 

및 자료개발 

여부

-교육자료 비치 및 개발자료 여부

교육자료 비치(  ) 미비치(  )

개발자료 있음(  ) 없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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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절차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두가지의 연구방법을 사용하 다.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방법론적 연구방법을 

사용하 고, 개발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기술적 연구방법을 사용하 다.

B. 연구대상

1) 평가도구개발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 문헌고찰과 4개소의 보건진료

소를 임의표출하여 실제 보건진료소에서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 보건진료원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개발된 평가도구는 전문

가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내용타당도를 실시하 다. 

전문가 집단은 각도와 중앙정부기관에서 보건진료소의 행정적인 측면을 담당

하는 5인의 보건진료원 담당자와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원으로 근무중인 

6인 및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해 이론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5인으로 구성하 다. 

2)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

본 연구는 2001년 7월 1일 현재 전국 총 1,849개소의 보건진료소를 모집단으로

하여 비례층화표출법에 의해 700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선정하여 2003년 공공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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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주소록을 통해서 자가보고식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215부를 최

종분석에 이용하 다. 

C. 연구진행과정

   본 연구의 연구진행과정는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진행과정 단계는 예비 평가도구 작성,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  평가도구 개발, 사전조사, 보건진료원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순으로 

각 단계별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구진행과정

   

1단계 : 예비 평가도구 개발

문헌조사, 현장조사,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

2단계 : 내용 타당도 검정

전문가 집단을 통해 검정

3단계 : 평가도구 개발

평가기준을 고려해서 평가도구의 항목 작성

4단계 : 사전조사

평가도구의 언어표현, 배열, 형식의 적절성 확인

5단계 : 보건진료원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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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예비 평가도구 개발

문헌조사, 현지방문을 통한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한 실

태조사, 보건진료원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평가도구의 역 및 문항을 설정하 다.

문헌조사에서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거점보건소기술지원평가단(2001)에서 사

용한 고혈압관리사업에 대한 평가도구, 보건복지부․국민고혈압사업단(2002)에서 

제시한 보건소중심의 평가도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보건복지부(2000)에서 사용

한 평가도구,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2003년 보건진료소 일차보건의료사업에서의 

고혈압사업지침과 보건진료원회(2002)에서 제시한 고혈압관리의 실제를 참조하

다.

현지방문은 총 4개소로 하 으며, 2개소는 고혈압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곳을 전문가에게 추천받아서 현지방문하 다. 나머지 두 개소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당시에 우수했던 직무교육생을 추천받아 현재 근무중인 보건진료소를 

현지방문하여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진행과정을 조사하 다. 

심층면접은 현지방문한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수행하 다.

이상의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예비평가도구을 작성

하 다.

2단계 : 내용타당도 검정

내용타당도 검정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두차례에 걸쳐 내용타당도를 

실시하 다. 

전문가 집단의 구성원은 각도와 중앙정부기관에서 보건진료소의 행정적인 측

면을 담당하는 5인의 보건진료원 담당자와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원으로 

근무중인 6인 및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이론적인 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5인으로 총 16인으로 구성하 다. 선정된 전문가들에게 

고혈압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자가 구성한 예비평가도구의 



- 27 -

역과 항목 , 세부평가항목, 평가점수기준에 따른 문항들에 대한 내용을 배부하고 

역과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점수기준에 따른 문항들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

으며 누락된 역이나 수정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보충해 줄 것을 요구하 다. 

내용타당도 설문지<부록 1 참조>는 두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도구를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각 항목이나 평가항목

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기술할 수 있도록 작성하 다. 두 번째는 평가항목별 평

가점수기준 문항을 제시하여 4점 척도로 하여 매우 타당하다 를 4점, 약간 

타당하다 를 3점, 약간 타당하지 않다 2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 1점으로 한 

질문지를 배부하여 작성을 부탁하 다. 4점 척도의 응답중 3점과 4점의 경우를 

타당하다 항목으로 1점과 2점의 경우를 타당하지 않다 의 항목으로 하여 

ICV(Index of Content Validation)을 산출하여 80%이상의 합의(Lynn, 1986)가 이

루어진 경우만 선정하 다.

평가도구에 대한 배점처리는 연구자가 공공보건기관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

업과 관련된 문헌, 지역사회간호학, 공공보건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부여

한 후에 전문가집단의 합의를 통해 완성되었다. 우선 역과 항목에 대한 배점은 

실무자 5인과 이론과 연구에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5인에게 의뢰하 고, 각각 

부여한 점수에 대해 평균점수로 배점 처리하 다. 이외에 평가항목과 평가점수기

준 문항들에 따른 가중치는 이론과 연구에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5인의 합의를 

통해 배점처리하 다. 

3단계 : 평가도구 개발

예비평가도구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후 평가도구를 개발하 다. 개발된 

평가도구는 자가보고식 설문지 형식으로 자원활용도, 인력교육훈련, 사업수행, 지

역사회자원연계가 포함되는 과정평가 중심으로 하 다. 평가도구의 구성은 고혈압 

예방사업, 고혈압 관리사업, 사업여건조성, 자체평가 4가지 역에 대해 12개 항목, 

4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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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사전조사

구성된 평가도구의 언어표현과 배열, 형식이 적절한지를 알아보기위해 5인의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자료수집은 5인의 보건진료원들과 

직접 면접을 통해 이해하기 힘든 문장과 애매한 질문,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

간을 확인하 다. 평가도구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20분 정도 으며, 응답자의 반

응에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은 수정․보완하 다.

   

5단계 :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구성된 평가도구를 실제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평가하

다<부록 2참조>.

   

D.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예비평가도구개발 과정에서는 문헌고찰, 보건진료소 4개소의 실태조사와 보건

진료원과의 심층면담을 수행하 고, 예비평가도구에 대해 전문가 타당도검정을 실

시하여 최종적으로 평가도구를 완성하 고, 개발된 평가도구를 근거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전국의 보건진료소 1,849개소를 모집단으로하여 비례층화표출법에 의해 

700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선정하여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2003년 3월 13일부터 5

월 13일까지 두달간 실시하 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및 방법은 3단계로 볼 수 있

다. 

1단계 : 2001년 7월 1일 현재 총 1,849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고, 그중에서 6개 

광역시에 68개 진료소(3.7%), 53개 시에 687개 보건진료소(37.2%), 83개군에 1,094

개 보건진료소(59.2%)가 있음을 파악하 다.

2단계 : 본 연구의 대상을 700개 진료소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정하고, 각 계

층의 구성비율로 광역시에서 26개소, 시에서 260개소, 군에서는 414개소 등 총 700

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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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이와 같이 선정된 총 700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에게 반

송봉투를 동봉하여 발송하 고, 이중 회수된 질문지 215개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31%를 보 다. 따라서 회수된 질문지 215개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 다.

E. 자료분석방법

평가도구에 의해 작성된 설문지는 SPSS/PC+ WIN 1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1)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지역의 지역적 특성, 그외에 고혈압 예

방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특성은 빈도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다. 

2) 평가도구에 의한 역별 평가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 백분율을 사용

하 다.

3) 평가점수기준별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수준은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비교

하 다.

4)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 지역적 특성,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기타 특성에 따른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 다.

5)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위해 다변량 회

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 다. 회귀분석시 독립변수 중 불연속 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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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A. 평가도구개발

1)  예비 평가도구 작성

(1) 역 설정과정

문헌조사, 현지방문을 통한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

한 실태조사, 보건진료원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평가도구의 역을 설정하 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기존의 문헌을 분석한 

결과 세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보건소에서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한 

업무분장, 둘째, 보건진료소에서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한 업무분장, 셋

째, 공공보건조직에서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문헌으로 나눌 

수 있었다<표 5참조>.

첫째,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중 보건소와 관련된 것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99)에서 연구된 것으로 환자발견, 환자등록 및 추구관리,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보건인력교육, 사업운  지원 및 평가를 역으로 분류하 고, 보건복지부․국민고

혈압사업단(2002)에서는 주민홍보․교육사업, 환자발견사업, 환자등록 및 관리사업, 

고혈압 위험인자 발견 및 관리사업, 고혈압에 대한 보건인력 교육으로 분류하 다. 

둘째,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한국보건

사회연구원(1993), 서울대간호대학․보건복지부(2000), 보건복지부․국민고혈압사

업단(2002), 보건진료원회(2002), 보건복지부 환자치료지침(2003)에 제시하 다<표 

5참조>. 5개의 연구에서 제시된 역을 통합하면 보건교육(대상자 : 환자, 주민), 

대상자 발견, 관리대상자 등록 및 관리, 환자치료와 관리, 정보체계, 홍보로 분류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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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공보건조직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에 관해서는 보건복지

부․국민고혈압사업단(2002)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로 주민홍보․교육사업, 환자발

견사업, 환자등록 및 관리사업, 고혈압 고위험자 발견 및 관리사업, 고혈압에 대한 

보건인력 교육이 있고, 각각의 평가항목에 배점은 설정하지 않았다. 또한 건강증진

거점보건소기술지원평가단․보건복지부(2001)에서는 사업목표, 기초조사, 사업대상

자,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사업여건조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보건교육, 서비스내용, 자체평가로 분류하여 각각의 평가항목에 배점을 설정한 후 

평가를 실시하 다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보건복지부(2000)에서도 공공

보건기관의 고혈압․당뇨관리를 위한 검검지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평가항목에 배

점을 준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 다..

이상의 공공보건의료조직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문헌 이외에도 

4개의 보건진료소 현지견학 및 보건진료원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역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역은 고혈

압환자 발견사업, 고혈압환자 등록 및 관리, 사업여건조성, 자체평가, 기록 및 관리

로 분류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문헌고찰과 현지실태조사 및 보건진료원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4개

의 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고혈압환자 예방사업, 고혈압환자 관리사업, 사업

여건조성, 자체평가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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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공공보건조직의 고혈압사업의 업무분장 평가와 관련된 문헌.

분류 연구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역

보건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에 관한 업무분장

한국보건산업진흥

원(1999)

1. 환자발견  2. 환자등록 및 추구관리

3.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4. 보건인력교육

5. 사업운  지원 및 평가

국민고혈압사업단

․보건복지부

(2002)

1.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력에 고혈압의 임상지식 및 수

기교육  2. 고혈압환자 1차 치료

3. 중증, 합병증 고혈압환자의뢰  4.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의뢰된 환자 접수  5. 필요한 임상검사의 실시  

6. 검사결과의 판정  7. 검사결과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 

회송  8. 의뢰된 중증환자의 추구관리 및 교육  

9. 생활요법 관리/교육

10. 예산 및 행정적지원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관한

  업무분장

한국보건사회연구

원(1993)

1. 관리대상자 등록 및 관리  2. 환자발견 및 등록

3. 환자치료와 관리  4. 교육

서울대간호대학․

보건복지부

(2000)

1. 보건교육  2. 고혈압관리

3. 물품관리  4. 월보, 분기보

보건진료원회

(2002)

1. 교육 및 홍보  2. 고혈압 조기발견사업

3. 고혈압 등록관리사업

4. 고혈압치료 및 추구관리  5. 정보체계

보건복지부환자치

료지침(2003)

1. 사업대상자 전원을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대상자의 변

동상태 파악

2. 대상자 발견 및 등록  3. 치료 및 추구관리

4. 환자교육  5. 주민교육  6. 대상자 발견

국민고혈압사업단

․보건복지부

(2002)

1. 환자발견  2. 등록관리  3. 확진을 위한 이학적 검사, 

임상검사의뢰  4. 경증환자의 치료

5. 주민보건교육  6.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위험요인평가  

7. 가정방문을 통한 추구관리

8. 생활요법관리/교육

보건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 사

업 평가

건강증진거점보건

소기술지원평가단

․보건복지부

(2001)

1. 사업목표  2. 기초조사

3. 사업대상자  4.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5. 시설 및 장비  6. 사업여건조성

7.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8. 보건교육

9. 서비스내용  10. 자체평가

국민고혈압사업단

․보건복지부

(2002)

1.주민홍보․교육사업  2. 환자발견사업

3. 환자등록 및 관리사업  4. 고혈압위험인자 발견 및 관

리사업  5. 고혈압에 대한 보건인력교육

서울대간호대학․

보건복지부

(2000)

1. 보건교육  2. 고혈압관리

3. 물품관리  4. 월보․분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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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 및 세부평가항목 설정과정

역은 고혈압환자 예방, 고혈압환자 관리, 사업여건조성, 자체평가로 분류되었

고, 역별 항목과 세부평가항목은 문헌조사와 현지방문 및 심층면담을 통해서  

설정하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혈압환자 예방은 건강군과 고위

험군을 대상으로 보건교육과 고혈압환자 조기발견이 항목으로 포함되었고, 고혈압

환자 관리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고혈압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 고혈압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 교육 및 상담이 포함되었다. 사업여건조성은 지역주민의 접근성, 보

건교육자료비치, 홍보가 항목으로 포함되었고, 자체평가는 사전평가, 중간평가, 결

과평가가 항목에 포함되었다.

각 역에 따른 항목과 세부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고혈압환자 예방사업에서의 항목은 보건교육과 고혈압환자 조기발견이며 보건

교육의 세부평가항목은 10항목으로 교육내용 선정, 교육내용, 교육수행 전략, 교육

계획(교육횟수), 교육자의 능력, 교육매체, 교육방법, 교육장소, 교육시간, 교육자료

가 제시되었다. 다른 항목으로 고혈압환자 조기발견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6항목

으로 조기발견의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즉, 기존자료, 집단혈압측정, 내소자의 혈압

측정, 가정방문, 지역사회의 여러 인적자원, 기타방법(자발적으로 신고, 타 의료기

관에서 의뢰하는 경우)으로 분류하 다.

고혈압환자 관리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고혈압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 고혈

압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 교육 및 상담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고혈압환자 등

록 및 관리사업 항목은 8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대상자등록 및 자료보관, 대상자

의 종류에 따른 등록 및 관리, 고혈압 관리수첩 발급, 환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전

산프로그램 사용여부, 구축된 전산프로그램의 활용도, 의뢰서 발급여부, 회신서 확

인 및 구비, 연계체계 구축여부(민간의료기관)를 포함하 고, 두 번째, 고혈압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는 4개의 평가항목으로 생활요법, 약물에 대한 지적능력, 지속적

인 투약관리, 합병증예방을 위한 임상적검사 시기를 관리, 미치료자에 대한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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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 다. 생활요법에 포함되는 내용은 6개로 금연, 절주, 비만, 식이, 운동, 스트

레스 등 심리적 요인이 포함하 다. 세 번째 항목인 교육 및 상담은 생활요법, 약

물요법, 합병증관리, 가족과 주돌봄자 교육을 포함하 다.

사업여건조성 역에서의 항목은 3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항목은 지역주민

의 접근성으로 세부평가항목은 물리적환경과 사회적환경을 포함하 고, 두 번째 

항목은 보건교육자료 비치로 세부평가항목은 교육자료의 접근용이도를 포함하

다. 세 번째 항목으로는 홍보가 포함되고 세부평가문항은 홍보매체활용을 포함시

켰다.

자체평가 역에서는 항목으로 사전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가 포함되었고, 사

전평가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은 고혈압환자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를 위해 사전

평가 유무를 포함시켰고, 중간평가는 사업수행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과

정 중에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세부평가항목을 포함하 다. 사업

결과평가는 3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즉 사업목표 달성여부 측정, 보건진

료원 측면에서의 평가, 지역주민 측면에서의 평가로 구분하 다.

결론적으로 예비평가도구에 포함된 역은 4개, 항목 12개, 세부평가항목 42개

로 구성되었다<표 6참조>.

평가 역별로 평가점수기준은 지역사회에서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하

는데 있어서의 참고서적(지역사회간호학, 2002;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2000; Jones, 

D.W., & Hall, J.E., 2002; WHO, 1999: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1999: JNC, 2003)과 <표 5>에 제시된 문헌들을 통해 평가점수기준별 가

중치를 부여하 다.

2) 내용타당도 검정

내용타당도용 설문지는 두가지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설문지는 고혈압 예방 

및 관리 사업의 평가도구를 요약해서 제시하고, 각 항목이나 평가항목에 추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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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내용을 기술할 수 있도록 작성하 다. 두 번째 설문지는 항목별 세부평가항

목과 평가점수기준 문항들을 제시하여 4점 척도로 하여 매우 타당하다 를 4점, 

약간 타당하다 를 3점, 약간 타당하지 않다 2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 1점

으로 한 질문지를 배부하여 작성을 부탁하 다.  

첫 번째 설문에 대한 결과를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집단인 보건진료

소사업과 관련된 중앙정부나 도 혹은 군차원에서의 행정담당자 5인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고혈압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보건진료원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구축(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망)하는 것을 강조하

다. 각 역별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고혈압 예방사업 역의 

보건교육 항목에서는 세부평가항목으로 교육평가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 다. 둘째, 

고혈압 관리사업 역에서는 고혈압환자 치료에서의 가족의 역할의 증가에 따른 

가족구성원이나 주돌봄자의 지지정도를 강조하 고, 고혈압 약품사용에 있어서 기

존 진료소 약품에 내성이 생긴 경우는 의사처방에 따라 치료약품 변경이 가능하

므로 의사처방 미발급자에 대한 관리항목 추가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셋째, 사업

여건조성 역에서는 지역주민의 접근성 항목의 세부평가항목에 환자의 경제적 

환경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보건교육자료 비치 항목에서는 교육내용의 이

해도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아야 함을 강조하 다. 넷째, 자체평가 역에서는 제안된 

것이 없었다.

실무자집단에서 지적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고혈압환자 예방사업중 보

건교육에서의 교육평가가 추가될 것을 제시하 고, 고혈압환자 조기발견에서는 고

혈압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기적인 관찰과 혈압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하

다. 고혈압환자 관리사업 역의 고혈압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 항목에서는 등록 

및 관리차원에서 복용약물과 치료기관, 치료기관 연락처 등의 기록과 회신서와 관

련되어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또한 고혈압환자 치료 및 추구관

리 항목에서는 임상적 검사항목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 다. 사업여건조성과 

자체평가 역에서는 제안된 사항이 없었다.

대학교수 집단의 내용타당도 결과에 의하면 고혈압 예방사업 역에서 보건교

육 항목에서의 세부평가항목에 교육평가가 추가되어야 함과 교육수행전략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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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선정이 중복되므로 수정을 제안하 다. 고혈압 관리사업 역에서는 고혈압환

자 치료 및 추구관리 항목에서는 혈압관리가 추가되어야 함을 제안하 다.

두 번째 설문지의 결과는 각각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기준에 대한 

문항들에 대해 3점이상의 점수를 80%이상의 전문가가 합의한 평가점수기준 문항

들만을 선정하 다. 1차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역은 4개로 예비평가도구와 차

이가 없었다. 각 역별로 수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역인 고

혈압환자 예방사업에서는 보건교육 항목에서 세부평가항목으로 기존의 10개의 세

부평가항목중 교육수행전략을 삭제하고 교육평가를 추가하 다. 고혈압환자 조기

발견 항목에서는 세부평가항목에 변화가 없었다. 두 번째 역인 고혈압환자 관리

사업 역에서는 첫 번째 항목인 고혈압환자등록 및 관리사업에서는 예비평가도

구와 변화가 없으며, 두 번째 항목인 고혈압환자치료 및 추구관리에서는 혈압관리

가 추가되었다. 세 번째 항목인 교육 및 상담에서도 예비평가도구의 내용과 차이

가 없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역인 사업여건조성과 자체평가도 기존의 내용과 차

이가 없었다. 

1차적으로 수정․보완된 자료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2차적인 내용타당도 

검증을 하 다. 2차적인 내용타당도 검정단계에서는 1차적인 내용타당도에서 나온

결과를 수정한 자료와 역, 항목,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점수기준 문항들에 가중치

를 부여하여 전문가타당도 검정을 시도하 다. 

2차적 내용타당도에서 수정․보완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혈압환자 

예방사업, 고혈압환자 관리사업 역에서는 환자라고 말을 삭제하고 고혈압 예방

사업, 고혈압 관리사업으로 설정하 다. 첫 번째 역인 고혈압 예방사업에서도 보

건교육 항목에서 기존에 교육내용 선정이라는 용어를 교육실시배경으로 용어를 

바꾸었으며, 교육매체는 교육매체구비로 수정하 다. 또한 기존에 교육시간 선정이

라는 세부평가항목이 교육장소와 중복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삭제하 다. 따라서 

기존에 보건교육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평가항목이 10개에서 8개로 감소하 다. 고

혈압환자 조기발견 항목은 기존에 기타항목으로 세부평가항목에 자발적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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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 의료기관에서 의뢰하는 경우를 지역사회의 여러자원으로부터 환자발견하는 

항목으로 합일화시키고, 고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 주기적인 관찰과 혈압관

리를 통해 환자발견하는 것을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 다. 

결과적으로 고혈압 예방사업 역에 포함되는 항목은 2개로써 보건교육과 고

혈압 환자조기발견이 있고, 보건교육에는 8개, 고혈압환자 조기발견은 6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고혈압 관리사업중 고혈압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 항목에서는 기존의 평가도구

와 차이가 없다. 교육 및 상담 항목은 기존에 생활요법, 약물요법, 합병증관리, 가

족과 주돌봄자 교육이 세부평가항목이던 것을 고혈압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 항목

의 세부평가항목과 중복되므로 교육대상자와 교육내용으로 수정하 다. 고혈압환

자 치료 및 추구관리 항목에서는 합병증 관리를 합병증 증상확인과 합병증 발견

을 위한 임상검사 의뢰여부로 분류하 다. 

사업여건조성 역에서는 보건교육자료 비치 항목을 기존에 교육자료의 접근

용이도에서 비치된 자료의 종류를 세부평가문항으로 추가하 다. 

자체평가 역에서는 기존에 사전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로 구성되었던 것을 

사업계획서 수립을 추가하여 4개의 항목으로 수정하 다.

2차 내용타당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평가도구는 4개의 역으로 고혈압 

예방사업, 고혈압 관리사업, 사업여건조성, 자체평가로 구성되었고, 항목은 12개 항

목으로 보건교육, 고혈압환자 조기발견, 고혈압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 교육 및 상

담, 고혈압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 지역주민의 접근성, 보건교육자료 비치, 홍보, 

사업계획서 수립, 사전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로 구성하 다. 각 항목에 따른 세

부평가항목은 41개로 구성되었다<표 6참조>. 

또한 2차 내용타당도에서 평가기준 항목에 따른 가중치와 각 역, 항목, 세부

평가항목에 배점을 주었다. 전문가 집단에서 총 100점 만점으로 하여 4개 역 과 

12개 항목에 배점을 부여했다. 전문가들이 부여한 역과 항목의 평균값을 계산하

여 각 역 및 항목에 배점을 부여하 다<표 7참조>. 또한 각 평가기준에 대한 

가중치부여는 이론과 연구, 실무에 경험이 풍부한 5인의 전문가집단의 합의를 통

해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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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항목별,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은 표 7에 제시하 고, 평가점수기준이 포

함된 완성된 평가도구는 표 8에 제시하 다. 

표 6. 세부평가항목의 수정과정

역

항

목
예비 세부평가항목

1차 타당도후의 

세부평가항목
완성된 세부평가항목

고

혈

압 

예

방 

사

업

보

건

교

육

교육내용 선정   교육내용 선정 교육실시 배경

  교육내용 교육내용교육내용

교육수행 전략*

교육계획(교육횟수)   교육계획(교육횟수) 교육횟수**

교육자의 능력   교육자의 능력 교육자의 능력

교육매체   교육매체 교육매체구입*

교육방법   교육방법 교육방법

교육장소   교육장소 교육장소

교육시간   교육시간*

교육자료   교육자료*

  교육평가*** 교육평가 실시여부**

고

혈

압 

환

자 

조

기

발

견

기존자료를 통해 

환자발견

  기존자료를 통해 

환자발견
기존자료를 통해 환자발견

집단혈압측정을 통해 

환자발견

  집단혈압측정을 통해 

환자발견
집단혈압측정을 통해 환자발견

내소자의 혈압측정을 

통한 환자발견

  내소자의 혈압측정을 

통해 환자발견

내소자의 혈압측정을 통한 

환자발견

가정방문을 통해 

환자발견

  가정방문을 통해 

환자 발견
가정방문을 통해 환자발견

지역사회의 여러 

인적자원을 통해 

환자발견

  지역사회의 여러 

인적자원을 통해 환자 

발견 지역사회의 여러 인적자원을 

통해 환자 발견**기  타(자발적으로 

신고, 타 의료기관에서 

의뢰)

기타(자발적으로 신고,

  타 의료기관에서 

의뢰)*

고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 주기적인 관찰과 

혈압관리를 통해 환자발견***

*    삭제된 평가문항

**   수정된 평가문항

***  추가된 평가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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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세부평가항목의 수정과정

역
항목 예비 세부평가항목

1차 타당도후의 

세부평가항목
완성된 세부평가항목

고

혈

압 

관

리

사

업

고혈

압환

자등

록 및 

관리

사업

  대상자등록 및 자료보관 대상자등록 및 자료보관
고혈압환자등록을 위

한 전용기록지 유무

  대상자의 종류에 따른 

등록 및 관리

대상자의 종류에 따른 

등록 및 관리

대상자의 종류에 따른 

등록 및 관리

  고혈압 관리수첩 발급 고혈압 관리수첩 발급
고혈압 관리수첩 발급

유무

  환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사용여부

환자등록 및 관리를 위

한 전산프로그램 사용여

부

환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사

용여부

  구축된 전산프로그램의 

활용도

구축된 전산프로그램의 

활용도

구축된 전산프로그램

의 활용도

  의뢰서 발급여부 의뢰서 발급여부 의뢰서 발급여부

  회신서 확인 및 구비 회신서 확인 및 구비 회신서 확인 및 구비

  연계체계 

구축여부(민간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여부(민간

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여부(민

간의료기관)

고혈

압환

자치

료 및 

추구

관리

생활요법(금연, 절주, 비만, 

식이, 운동, 스트레스 등 

심인적 요인)

생활요법(금연, 절주, 비

만, 식이, 운동, 스트레

스 등 심인적 요인)

생활요법의 수행여부 

확인

  약물에 대한 지적능력*

  지속적인 투약관리 지속적인 투약관리 투약관리**

  합병증예방을 위한 

임상적 검사시기를 관리

합병증예방을 위한 임상

적 검사시기를 관리

합병증 증상확인***

합병증 발견을 위한 

임상검사의뢰 여부**

  미치료자에 대한 관리  미치료자에 대한 관리 미치료자에 대한 관리

혈압관리***

교육 

및 

상담

  생활요법 생활요법

교육내용**  약물요법 약물요법

  합병증관리 합병증관리

  가족과 주돌봄자 교육 가족과 주돌봄자 교육 교육대상자**

*    삭제된 평가문항

**   수정된 평가문항

***  추가된 평가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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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세부평가항목의 수정과정

역
항목 예비 세부평가항목

1차타당도후 

세부평가항목

완성된 

세부평가항목

사

업

여

건

조

성

지역주민의 접근성
물리적환경 물리적환경 물리적환경

사회적환경 사회적환경 사회적환경

보건교육자료 비치
교육자료의 접근 

용이도

교육자료의 접근 

용이도

교육자료의 접근 

용이도

비치된 자료의 종

류

홍 보 홍보매체활용 홍보매체활용
다양한 홍보매체활

용

자

체

평

가

사업계획서수립***
사업계획서 수립여

부***

사전평가 사전평가 사전평가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업과정중에 모니

터링

사업과정중에 모니

터링

사업과정중에 모니

터링

사업결과평가

목표달성여부측정 목표달성여부측정 목표달성여부측정

보건진료원측면에

서의 평가

보건진료원측면에

서의 평가

보건진료원측면에

서의 평가

지역주민측면에서

의 평가

지역주민측면에서

의 평가

지역주민측면에서

의 평가

*    삭제된 평가문항

**   수정된 평가문항

***  추가된 평가문항

표 11에서 역별, 항목별,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살펴보면 고혈압 예방사업 

역은 35점을 부여하고 그중에서도 보건교육 항목은 20점, 고혈압환자 조기발견

은 15점을 부여하 다. 고혈압 관리사업 역은 40점을 부여하 고, 그중에서 고혈

압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은 15점, 교육 및 상담은 10점, 고혈압환자 치료 및 추구

관리는 15점을 부여하 다. 사업여건조성은 10점으로 이중에서 지역주민의 접근성

은 4점, 보건교육자료 비치는 4점, 홍보는 2점을 부여하 다. 자체평가 역은 15

점으로 이중에서 사업계획서 수립은 1점, 사전평가 4점, 중간평가 4점, 결과평가 6

점으로 하 다<표 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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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역별, 항목별, 세부평가항목별 배점 

역
배

점
항목

배

점
세부평가항목

배

점

고 혈

압 

예 방

사업

35

보건교육 20

교육실시배경 2

교육내용 6

교육횟수 2

교육자의 능력 2

교육매체구비 2

교육방법 2

교육장소 2

교육평가실시여부 2

고혈압환자 

조기발견
15

기존에 기초조사한 자료를 통해 환자발견 2

집단혈압측정을 통해 환자발견 3

내소자의 혈압측정을 통해 환자발견 3

가정방문시 혈압측정을 통해 환자발견 3

고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 주기적인 관찰과 혈압관리를 통해 환자

발견
2

지역사회의 여러자원으로부터 환자발견 2

고 혈

압 

관 리

사업

40

고혈압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

15

고혈압환자 등록을 위한 전용기록지 유무 1

대상자의 종류에 따른 등록 및 관리 3

고혈압관리수첩 발급유무 2

환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사용여부 1

구축된 전산프로그램의 활용도 2

의뢰서 발급여부 2

회신서 확인 및 구비 2

연계체계 구축여부 2

교육 및 

상담
10

교육대상자 4

교육내용 6

고혈압환자 

치료 및 추

구관리

15

생활요법의 수행여부 확인 3

투약관리 3

혈압관리 3

합병증 증상확인 2

합병증 발견을 위한 임상검사의뢰여부 1

미치료자에 대한 관리 3

사 업

여 건

조성

10

지역주민의 

접근성
4

물리적환경 2

사회적환경 2

보건교육자

료 비치
4

교육자료의 접근용이도 2

비치된 자료의 종류 2

홍보 2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2

자 체

평가
15

사업계획서 

수립
1 사업계획서 수립여부 1

사전평가 4 고혈압예방 및 관리사업의 목표설정을 위한 사전평가실시 4

중간평가 4
사업수행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과정중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4

결과평가 6

사업목표달성여부 측정 2

보건진료원측면의 사업결과 평가 2

지역주민 측면에서의 사업결과 평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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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평가도구 개발

이상 2회에 걸친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정을 거쳐 수정, 보완된 4개 역, 12개 

항목, 41개 세부평가항목 및 124개 평가점수기준들을 내용으로한 평가도구가 개발

되었다<표 8참조>. 

표 8.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도구

역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 평가점수기준 배점

1. 
고혈
압
예방
사업
/ 

35점

1.1
보건
교육
/

20점

  교육실시배경/2점

-대상자의 요구와 공공보건기관이나 정부차원
의 정책에 근거해서 교육내용을 선정한다.

2점

-대상자의 요구(지역진단 등 조사결과자료에 
근거하여)에 의하여 정한다.

1점

-공공보건기관이나 정부차원의 정책에 근거해
서 교육내용을 선정한다.

1점

-보건진료원이 자체적으로 정한다. 0점

  교육내용/6점

-고혈압의 정의

-7-9개실시(6점)
-4-6개실시(4점)
-1-3개실시(2점)
-미실시(0점)

-고혈압의 원인 및 증상, 진단

-고혈압의 합병증

-식이)

-운동

-금연

-절주

-체중조절

-스트레스 관리

  교육횟수/2점

-4회/년 실시한다. 2점

-1-3회/년 실시한다. 1점

-미실시 0점

  교육자의 능력/2점

-고혈압에 대한 지식 및 생활요법에 대해 자신
있게 교육할 수 있다.

2점

-고혈압 질환에 대한 지식은 자신이 있으나 생
활요법은 자신이 없다.

1점

-고혈압 질환에 대한 지식은 자신이 없으나 생
활요법은 자신이 있다.

1점

-고혈압 질환과 생활요법 모두 자신이 없다. 0점

  교육매체구비/2점

-비디오, 
-3개이상구비 (2점)
-1-2개구비(1점)
-미구비(0점)

-슬라이드,

-카세트

-구비되어 있는 매체가 없다.

  교육방법/2점

-강의와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다. 2점

-강의만 한다. 1점

-시청각 매체만 활용한다. 1점

-미실시 0점

  교육장소/2점

-보건진료소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다. 2점

-지역사회 자원(예:가정집,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등)에서만 실시한다.

1점

-보건진료소에서만 실시한다. 1점

-미실시 0점

  교육평가실시여부
   /2점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2점

-평가하지 않는다.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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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계속.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도구

역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 평가점수기준 배점

1.

고

혈

압 

예

방

사

업

/35

점

1.2

고혈

압환

자 

조기

발견

/15

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존에 기초조사한 자  

  료를 통해 환자발견/2점

-예 2점

-아니오 0점

  집단혈압측정을 통해   

  환자발견/3점

-예 3점

-아니오 0점

  내소자의혈압측정을 

  통해 환자발견/3점 

-모든 내소자의 혈압을 측정한다. 3점

-내소자 중 40세 이상은 필수적으로 

혈압을 측정한다.
3점

-내소자중 진료하러 온 환자만 혈압을  

 측정한다.
2점

-내소자중 내소자가 혈압측정을 원하

는 경우만 혈압을 측정한다.
1점

-내소자의 혈압을 측정하지 않는다. 0점

  가정방문시에 혈압측정  

  을 통해 환자 발견

  /3점

        

-가정방문시 만나는 모든 주민은 필수  

 적으로 혈압을 측정한다.
3점

-가정방문시 만나는 주민중 40세 이상  

 주민은 필수적으로 혈압을 측정한다.
3점

-진료 및 간호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모든환자(예:당뇨, 관절염등)는 혈압을 

측정한다.

2점

-보건진료원이 혈압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민의 혈압을 측정한다.
1점

-가정방문시 혈압을 측정하지 않는다. 0점

  고위험인자를 갖고 있  

  는 경우에 주기적인 관  

  찰과 혈압관리를 통해  

  환자발견/2점

-예 2점

-아니오 0점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  

  으로부터 환자 발견/2점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통해 -4개이상

  (2점)

-1-3개

  (1점)

-전혀없다

  (0점)

-민간의료기관를 통해

-마을건강원을 통해

-지역주민을 통해

-가족을 통해

-환자본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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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계속.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도구

역

항

목

세부평가항목/배

점
평가점수기준 배점

2.

고

혈

압 

관

리

사

업

/ 4 0  

 점

2 . 1 

고

혈

압

환

자

등

록 

관

리

사

업

/ 1 5  

 점

고혈압환자등록  

을 위한 전용기  

록지유무/1점

-고혈압환자만을 위한 전용기록지를 사용한다. 1점

-고혈압환자만을 위한 전용기록지는 없다. 0점

대상자의 종류에 

따른 등록 및 관 

리/3점

-타기관에서 관리하는 지역내 모든 고혈압환자를 등

록및 관리한다.
3점

-모든 고혈압환자(혈압수치가 높고 조직손상까지 온 

경우)를 등록 및 관리한다.
3점

-혈압만을 기준으로하여 위험군과 고혈압환자(1,2,3기

까지)를 등록 및 관리한다. 
2점

-경증고혈압환자만 등록 및 관리한다. 1점

-고혈압환자만을 위한 등록 및 관리는 실시하지 않는

다.
0점

고혈압 관리수첩 

발급유무/2점

-보건진료소에 등록된 모든 고혈압환자에게 고혈압관

리수첩을 발급한다.
2점

-모든 환자에게 배부하지 않고 보건진료원이 선별하

여 고혈압관리수첩을 발급한다.
1점

-고혈압관리수첩을 발급하지 않는다. 0점

환자등록 및 관

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사용여  

부/1점 

-사용한다. 1점

-사용하지 않는다. 0점

구축된 전산프로  

그램의 활용도

/2점

-환자치료 및 추구관리하는데 활용한다. -3개(2점)

-1-2개(1점)

-미활용(0점)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미치료자를 색출할 수 있다.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월보를 작성한다.

의뢰서 발급여부  

/2점

-진료 혹은 검사를 의뢰하던간에 모든 의뢰환자는 반

드시 의뢰서를 발급한다.
2점

-의뢰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발급한다. 1점

-의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의뢰기관에 직접 전화한다. 0점

-의뢰서를 발급하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는다. 0점

회신서 확인 

및 구비/2점

-회신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회신서를 해당 환자 기록

지(챠트)에 보관한다.
2점

-환자가 회신서를 가져올 경우에만 회신서를 해당환

자 기록지(챠트)에 보관한다.
0점

-(회신서가 없고)보건진료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

기관에 전화로 확인한다.
0점

연계체계 

구축여부/2점

-공식적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한 의료기관이 있다.(자

문이나 지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연계체계

를 의미함)

2점

-비공식적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한 의료기관이 있다. 1점

-연계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않았다.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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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계속.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도구

역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 평가점수기준 배점

  2.2

 교육 

및 상담

/10점

교육대상자/4점

-고혈압환자와 그 가족(주돌봄자)대상으

로 교육실시했다.
4

-고혈압환자만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

다.
2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0

교육내용/6점

고혈압의 정의

-7-9개실시(6점)

-4-6개실시(4점)

-1-3개실시(2점)

-미실시(0점)

고혈압의 원인, 증상, 진단

고혈압의 치료 및 합병증

식이

운동

금연

절주

체중조절

스트레스 관리

2. 

고혈

압 

관리

사업

/40점

2.3 

고혈압환

자치료 

및 

추구관리

/15점

 생활요법의수행여부

 확인/3점

식이

-5개이상확인(3점)

-3-4개(2점)

-1-2개(1점)

-미확인(0점)

운동

금연

절주

체중조절

스트레스관리

   투약관리/3점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복약 

및 부작용여부를 확인한다.
3점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복약

여부만 확인한다.
2점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부작

용여부만 확인한다.
2점

-가끔씩 복약 및 부작용여부를 확인한다. 1점

-전혀 복약 및 부작용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0점

  혈압관리/3점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혈압상태를 

확인한다.
3점

-가끔 혈압상태를 확인한다. 1점

-전혀 혈압상태를 확인하지 않는다. 0점

  합병증증상확인/2점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합병증 증

상을 확인한다.
2점

-가끔 합병증 증상을 확인한다. 1점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0점

 합병증발견을 위한

 임상검사의뢰/1점

-모든 환자의 검사내용과 검사일을 메모

하고 있다가 해당되는 환자에게 알려주

고 의뢰한다.

1점

-전혀 의뢰하지 않는다. 0점

  미치료자에 대한

  관리/3점

-매월 미치료자를 색출(파악)하고 조치를 

취한다.
3점

-매월 미치료자를 색출(파악)한다. 2점

-가끔 미치료자 색출(파악) 및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2점

-가끔 미치료자 색출(파악)만 한다. 1점

-미치료자를 파악하지 않는다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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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계속.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도구

역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 평가점수기준 배점

3. 

사업여

건조성

/10점

3.1 

지역주

민의 

접근성

/4점

  물리적환경/2점

-지역사회내(마을회관 등) 혹은 보건진료

소의 대기실에 혈압측정기가 있다.
2점

-지역사회내(마을회관 등) 혹은 보건진료

소의 대기실에 혈압측정기가 없다.
0점

  사회적환경/2점

-고혈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 협의회

의 역할이 있다.
2점

-운 협의회의 역할이 없다. 0점

3.2 

보건교

육자료 

비치

/4점

  교육자료의 

  접근용이도/2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고

혈압환자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보건교육

자료를 비치한다.

2점

-보건진료소내와 주민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장소에 보건교육자료가 비치되

어 있지 않다.

0점

  비치된 자료 종류

  /2점

팜플렛
2개이상(2점)

1개(1점)

미비치(0점)

책자

포스터

없다

3.3 

홍보

/2점

  다양한 홍보매체활용  

  /2점

반상회
2개이상(2점)

1개(1점)

미활용(0점)

마을회관의 방송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게시판이용

없다

4. 

자체평

가

/15점

4.1

사업계

획서 

수립

/1점

  사업계획서 수립여부  

  /1점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년초나 년말에 고

혈압환자 예방 및 관리사업계획서를 수립

한다.

1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않는다. 0점

4.2

사전평

가

/4점

  고혈압 예방 및 관리  

  사업의 목표설정을   

  위해 사전평가 실시  

  /4점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평가를 위한 기

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4점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 0점

4.3

중간평

가

/4점

  사업수행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  

  과정 중에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수행  

  /4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4점

-부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점

-전혀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다. 0점

4.4

결과평

가

/6점

  사업목표달성

  여부평가/2점
-사업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한다.

3개(6점)

2개(4점)

1개(2점)

미평가(0점)

  보건진료원(provider)  

  측면에서 평가/2점

-보건진료원 자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다.

  지 역 사 회 주 민        

  (consumer)측면에서  

  의 사업결과 평가

  /2점

-지역주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아무평가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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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

1) 일반적 특성

(1)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결혼유

무, 교육수준, 근무경력, 가족과의 동거여부를 알아보았다<표 9 참조>. 

보건진료원의 평균연령은 43세 고, 나이범위는 27세에서 65세까지 다. 연령대

별로 빈도를 살펴보면, 41-50세가 51.4%로 가장 많았고, 31-40세사이가 39.2%로 

그다음을 차지함으로써 31-50세까지가 90.6%를 차지하 다. 성별은 1명만 남성이

고 214명이 여성이 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90.9%이고,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75.1%를 나타내었다. 교육수준은 간호대 3년제 졸업이 62.2%로 가장 많았고, 

28.2%는 4년제를 졸업하 고 그외에 대학원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도 7.0% 

다. 보건진료원으로의 근무경력은 16-20년사이가 46.6%로 가장 많고, 11-15년이 

20.7%로 11년에서 20년사이가 67.3%를 차지하 고, 21년이상의 근무경력자도 

11.1%를 나타냈다.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75.1% 고 떨어져 있는 경우도 24.9%

를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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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

                                                           (N=215)

  변수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최대-최소)

  연령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5(2.4)

83(39.2)

109(51.4)

13(6.1)

2(.9)

42.64±6.04

(27-65세)

  

  성별
남

여

1(1.0)

214(99.0)

  결혼유무 기혼

미혼

기타

190(90.9)

14(6.7)

5(2.4)

  교육수준 3년제

4년제

기타

130(62.2)

59(28.2)

20(9.6)

  근무 경력 6개월-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13(6.3)

32(15.4)

43(20.7)

97(46.6)

23(11.1)

177개월±63.25

(6-353개월)

  가족과의 동거여부 동거

비동거

157(75.1)

52(24.9)

* 무응답제외

(2) 지역적 특성

조사대상지역의 일반적 특성은 <표10>과 같다. 대상 보건진료소의 소재지는 

충청남도가 19.5%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16.7%, 경상북도 15.8%,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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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충청북도 9.3%, 경상남도 7.4%, 강원도 7.0%, 광역시 5.6%, 경기도 5.6%, 제

주도 3.3% 순이 다. 생업별 지리적 특성은 농촌인 곳이 76.7%이고, 어촌이 15.1%

이라고 응답하 다. 

보건진료소의 행정적 관할인구는 501-1000명사이가 44.2%이고, 1001-1500명사

이가 23.6%이며, 500명이하가 20.2%이고 1501명이상이 12.2% 다. 전체적인 관할

인구의 범위는 96-5,641명으로 평균 973명이 다.. 실제적 관할인구의 범위는 76명

에서 4,320명까지이고, 501-1000명이 53.4%이고, 500명이하가 25.2%, 1001-1500명

이 14.1%, 1,501명이상이 7.3%를 나타내었다.

관내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면 성인기(20-39세) 비율이 평균 26.8% 고 중년기

(40-64세) 비율은 평균 39.3%, 노년기(65세 이상) 비율은 26.7%를 차지하 다. 노

인단독가구수는 21-40가구가 32.3%이고 20가구이하가 26.9% 다. 의료보호 대상

가구수는 20가구 미만이 48.1%로 가장 많았다.

보건진료원이 담당하고 있는 리는 4개이하가 65.3%이고 9개이상도 4.2% 다. 

담당하고 있는 자연부락수는 6-10부락이 43.9%이고, 5부락이하가 31.8% 다. 마을 

건강원수는 4-6명이 44.1%, 7-9명이 29.1%, 3명이하가 19.7%. 10명이상이 7.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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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조사대상지역의 지역적 특성

                                                                   (N=215)

  변수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최소-최대)

  소재지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도

12(5.6)

12(5.6)

15(7.0)

42(19.5)

20(9.3)

36(16.7)

21(9.8)

16(7.4)

34(15.8)

7(3.3)

  생업별 지리적 특성 농촌

어촌

기타

122(76.7)

24(15.1)

13(8.2)

  행정적 관할인구 500명 이하

501-1000명

1001-1500명

1501-2000명

2001명 이상

42(20.2)

92(44.2)

49(23.6)

13(6.3)

12(5.8)

973.22±668.82

(96-5641명)

  실제적 관할인구 500명 이하

501-1000명

1001-1500명

1501-2000명

2001명 이상

52(25.2)

110(53.4)

29(14.1)

7(3.4)

8(3.9)

831.24±532.19

(76-4320명)

  관내 연령별 인구구조

  성인기 비율

  (20-39세)

25%이하

26-50%

51-75%

49(29.2)

110(65.5)

9(5.4)

26.84±15.43

  중년기 비율

  (40-64세)

25%이하

26-50%

51-75%

3(1.9)

113(70.2)

45(28.0)

39.28±12.31

* 무응답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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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계속. 조사대상지역의 지역적 특성

                                                                   (N=215)

 변수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최소-최대)

노년기 비율

(65세 이상)

25%이하

26-50%

51-75%

86(50.6)

79(46.5)

5(2.9)

26.68±9.83

노인단독가구수 20가구 이하

21-40가구

41-60가구

61가구 이상

54(26.9)

65(32.3)

33(16.4)

49(24.4)

46.62±48.20

(3-422가구)

의료보호 대상가구수 20가구 미만

21-40가구

41-60가구

61가구 이상

99(48.1)

70(34.0)

27(13.1)

10(4.9)

26.41±18.81

(2-110가구)

담당하고 있는 리수 4개리 이하

5-8개리

9개리 이상

139(65.3)

65(30.5)

9(4.2)

4.11±2.28

(1-13리)

담당하고 있는 

자연부락수
5부락 이하

6-10부락

11-15부락

16부락 이상

63(31.8)

87(43.9)

31(15.7)

17(8.6)

8.32±5.31

(1-33부락)

마을 건강원수 3명 이하

4-6명

7-9명

10명 이상

42(19.7)

94(44.1)

62(29.1)

15(7.0)

5.86±2.89

(0-21명)

* 무응답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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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특성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보건진료소의 실

제관할인구수에 따른 월평균 혈압측정 비율, 고혈압등록자 비율, 월평균 방문가구

비율, 월평균 고혈압 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가구비율, 실제관할인구수에 따른 월평

균 내소자 비율, 내소하는 수중에서 혈압으로 내소하는 비율, 운 협의회의 역할유

무, 운 협의회에서의 고혈압관련 사업대두유무, 마을건강원의 도움정도, 보건진료

원자신의 수행능력정도, 보건지소와의 협조체계정도를 조사하 다<표 11 참조>.

보건진료소의 실제관할인구수에 따른 월평균 혈압측정자 비율은 평균 25.4%

고 고혈압 등록자 비율은 평균 6.1% 다. 보건진료소의 월평균 방문가구 비율은 

7.9% 고 이중에서 고혈압 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가구 비율은 42.4% 다. 월평균 

내소자 비율은 평균 42.8% 고 이중에서 혈압으로 인해 내소하는 경우는 평균 

15.6% 다.

보건진료소에서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 협의회에서

의 역할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15.7% 고, 운 협의회에서 고혈압관련 사업이 대

두 되었었다고 응답한 곳은 27.6% 다. 마을건강원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 곳이 

52.7% 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보건지소와의 협조체계 정도는 잘되는 

편이 43.3%이고, 잘되지 않는 경우가 56.6%를 차지하 다. 이외에도 보건진료원자

신이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수행능력정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76.2%, 그저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23.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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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기타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특성

                                                                  (N=215)

  변수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월평균 혈압측정자 비율 25%이하

26-50%

51-75%

107(59.8)

58(32.4)

14(7.8)

25.35±20.33

  

  고혈압 등록자 비율 0-10%

11-20%

179(90.9)

18(9.1)
6.08±3.43

  월평균 방문가구 비율 0-20%

21-40%

41-60%

190(92.7)

13(6.3)

2(1.0)

7.89±7.93

  월평균 고혈압 관리를

  위한 방문가구 비율
25%이하

26-50%

51-75%

31(18.3)

82(48.5)

56(33.1)

42.42±26.81

  월평균 내소자 비율 25%이하

26-50%

51-75%

36(22.8)

79(50.0)

43(27.2)

42.84±26.81

  월평균 혈압내소자 비율
0-20%

21-40%

41-60%

153(71.2)

50(24.0)

5(2.4)

15.62±10.58

  운 협의회의 역할 유무
있다.

없다

33(15.7)

177(84.3)

  운 협의회에서의 고혈압

  관련사업 대두 유무

있다.

없다.

59(27.6)

155(72.4)

  마을건강원의 도움정도

아주 도움됨

다소 도움됨

별로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20(9.4)

92(43.3)

83(39.0)

18(8.5)

  수행능력정도
충분하다

그저그렇다.

160(76.2)

50(23.8)

  보건지소와의 협조체계

  정도

매우 잘된다.

다소 잘되는 편임

별로 잘되지 않음

전혀 잘되지 않음

25(12.0)

66(31.4)

85(40.5)

34(16.2)

* 무응답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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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도구에 의한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역별 평가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전국 215개소의 보건진료소

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평가한 결과는 <표 12>과 같다.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은 4개 역으로 고혈압 예방사업, 

고혈압 관리사업. 사업여건조성, 자체평가로 나누었다. 역별로 보면 고혈압 예방

사업은 평균 23.44±4.59/35점(67.0%), 고혈압 관리사업은 평균 28.81±4.35/40점

(72.0%), 사업여건조성은 평균 4.29±1.81/10점(42.9%), 자체평가는 평균 5.10±

3.68/15점(34.0%)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은 평균 61.65

±10.67/100점(61.6%)를 나타냈다. 또한 순위별로 보면 고혈압 관리사업, 고혈압 

예방사업, 사업여건조성, 자체평가 순으로 72.0%, 67.0%, 42.9%, 34.0%로 수행하고 

있었다. 

표 12.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역별  평가 

(N=215)

역(만점) 범위 평균±표준편차 백분율(%)*

고혈압 예방사업(35) 5-35 23.44±4.59 67.0

고혈압 관리사업(40) 15-39 28.81±4.35 72.0

사업여건조성(10) 0-10 4.29±1.81 42.9

자체평가(15) 0-15 5.10±3.68 34.0

총점(100) 36-90 61.65±10.67 61.7

* 각 역에서 차지하는 평균값을 비율로 환산한 값

(2)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항목별 평가

   고혈압 예방사업은 보건교육과 고혈압환자 조기발견이 항목으로 포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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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은 평균 14.85±2.40/20점(74.3%), 고혈압환자 조기발견은 평균 8.59±

3.26/15점(57.3%)를 나타냈다. 고혈압 관리사업은 고혈압환자 등록관리사업, 교육 

및 상담, 고혈압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 항목이 포함된다. 고혈압환자 등록관리사업

은 평균 7.80±2.86/15점(52.0%), 교육 및 상담은 평균 8.59±1.54/10점(85.9%), 고

혈압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는 평균 12.42±1.82/15점(82.8%)를 나타냈다. 사업여건

조성에 포함되는 항목은 지역주민의 접근성, 보건교육자료 비치, 홍보가 있다. 지

역주민의 접근성은 평균 .94±1.22/4점(23.5%), 보건교육자료 비치는 평균 2.43±

1.10/4점(60.0%), 홍보는 .93±.50/2점(46.5%) 다. 자체평가는 사업계획서 수립, 사

전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가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사업계획서수립은 평균 .70

±.46/1점(70%), 사전평가는 평균 1.60±1.97/4점(40%), 중간평가는 평균 1.22±

1.46/4점(30.5%), 결과평가는 평균 1.58±1.21/6점(26.3%)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고혈압 예방사업에서는 보건교육이 74.3%로 높게 나타났고, 고혈압

관리사업은 교육 및 상담, 고혈압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 각각이 80%이상을 나타

냈다. 사업여건조성은 보건교육 비치가 60%로 높게 나타났고, 자체평가는 사업계

획서 수립이 70.0%이고 사전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가 40%이하로 나타났다<표 

13참조>.

표 13.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항목별 평가   

(N=215)

역 항목(만점) 범위 평균±표준편차 백분율(%)*

고 혈 압 

예방사업

보건교육(20) 0-20 14.85±2.40 74.3

고혈압환자 조기발견(15) 2-15 8.59±3.26 57.3

고 혈 압 

관리사업

고혈압환자 등록 관리사업(15) 1-14 7.80±2.86 52.0

교육 및 상담(10) 0-10 8.59±1.54 85.9

고혈압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15) 6-15 12.42±1.82 82.8

사업여건

조성

지역주민의 접근성(4) 0-4 .94±1.22 23.5

보건교육자료 비치(4) 0-4 2.43±1.10 60.0

홍보(2) 0-1 .93±.50 46.5

자체평가

사업계획서 수립(1) 0-1 .70±.46 70.0

사전평가(4) 0-4 1.60±1.97 40.0

중간평가(4) 0-4 1.22±1.46 30.5

결과평가(6) 0-6 1.58±1.21 26.3

* 각 항목에서 차지하는 평균값을 비율로 환산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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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수준별 평가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결과를 평균값±표준편차를 기준으로하여 세개

의 수준(상위그룹, 중위그룹, 하위그룹)으로 분류하 다. 상위그룹은 72점에서 90

점 사이에 포함되는 그룹으로 36개소가 포함되었고, 중위그룹은 52점에서 71점 사

이로 139개소가 포함되었다. 하위그룹은 36-51점 사이로써 40개소가 포함되었다<

표 14 참조>.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수준 중에서 각 역에 따른 상위그룹과 하위그

룹을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고혈압 예방사업 역을 살펴보면 보건교육시에 교육내용을 선정

할때에는 대상자의 요구나 공공보건기관이나 정부차원의 정책에 근거해서 교육내

용을 선정하는 경우가 하위그룹은 41.7%인데 비해 상위그룹은 77.5%를 차지하

고, 보건진료원이 교육내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하위그룹은 58.3%로 높

았고, 상위그룹에서도 22.5%를 보 다. 교육내용 측면에서는 상위그룹의 경우에는 

9개의 주제중에서 7개이상을 모두 교육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하위그룹에

서는 69.4%만이 7개이상을 교육내용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교육을 실시하는 횟수

는 상위그룹에서는 100%가 1년에 4회이상을 실시하는 반면, 하위그룹에서는 

63.9%가 년간 4회 교육을 실시하 고, 36.1%는 년간 1-3회 정도 실시하 다. 보건

교육자의 능력면에서 상위그룹에서는  고혈압에 대한 지식 또는 생활요법에 대해

서 자신있게 교육할 수 있다고 100%가 응답하 고 하위그룹에서는 88.9%에서 자

신있다고 응답하 고, 11.1%는 자신이 없다고 응답하 다. 교육매체에서 상위그룹

에서는 52.5%가 3개이상을 구비하 고, 1-2개가 45.0%, 전혀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2.5%(1개소) 다. 하위그룹에서는 교육매체를 3개이상 구비한 곳이 11.2% 

1-2개 구비한 곳이 75.0%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13.9%(5개소) 다. 교육

방법에서는 강의와 시청각 매체를 같이 활용하는 곳이 상위그룹에서는 85% 고 

하위그룹에서는 22.2% 다. 교육장소는 보건진료소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경

우가 상위그룹에서는 97.5% 고, 하위그룹에서는 22.2% 다. 보건교육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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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상위그룹에서 47.5%가 실시하 고, 하위그룹에서는 11.1%가 실시하 다.

고혈압 예방사업 역중에서 고혈압환자 조기발견하는 방법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존에 기초조사한 자료를 통해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상위그룹에는 

57.5%이고 하위그룹에서는 8.3% 다. 집단으로 혈압측정을 해서 발견할 경우는 

상위그룹에서 67.5%이고 하위그룹에서는 16.7% 다. 내소자의 혈압측정을 통해 

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전체 내소자들이나 40세 이상의 내소자를 대상으로 혈압

을 측정하는 경우가 상위그룹에서 97.5% 고, 하위그룹에서는 75.0%를 나타냈다. 

내소자가 고혈압으로인해 진료하러 온 경우만 혈압을 측정하는 경우가 상위그룹

에서는 2.5%(1개소) 고, 하위그룹은 5.6% 다. 또한 하위그룹에서는 내소자가 혈

압을 측정하기 원하는 경우에만 혈압을 측정하는 경우도 13.9%를 차지하 고 내

소자의 혈압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도 5.6% 다. 가정방문시에 혈압측정을 하는 경

우에도 대상자가 가정방문시 만나는 모든 주민이나 4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가 상위그룹에서는 87.5% 고 하위그룹에서는 58.3% 다. 가정방문시에 

혈압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가 상위그룹에서는 2.5%(1개소), 하위그룹에서는 11.1%

가 응답하 다. 고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 주기적인 관찰과 혈압관리를 통해

서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는 상위그룹에서 62.5% 고 하위그룹에서는 19.4% 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환자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1개이상의 자원을 통해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상위그룹에서는 87.5%이고 하위그룹에서는 33.3% 다. 

지역사회자원으로부터 환자발견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위그룹에서 22.5%, 하위그

룹에서는 66.7%를 차지하 다.

고혈압 관리사업 역중에서 고혈압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에서는 고혈압환자 

등록을 위한 전용기록지가 있는 경우가 상위그룹에서는 57.5% 고, 하위그룹은 

33.3% 다. 지역내의 모든 고혈압 환자를 등록 및 관리하는 경우가 상위그룹에서

는 92.5% 고 하위그룹에서는 52.8% 다. 혈압만을 기준으로하여 위험군과 고혈

압환자를 등록 및 관리하는 경우가 상위그룹에서는 2.5%이고 하위그룹에서는 

22.2% 다. 경증고혈압환자만 관리하는 경우는 상위그룹에서 5.0%, 하위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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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다. 고혈압관리수첩을 모든 고혈압환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는 상위그룹 

47.5%, 하위그룹 5.6% 다. 고혈압 관리수첩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는 상위그룹 

12.5%, 하위그룹 55.6%를 나타냈다. 또한 환자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전산프로그

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위그룹은 90%이고 하위그룹은 36.1% 다. 전산프로그램

을 사용하는 보건진료소 중에서도 활용도 면에서 3가지 이상의 활용도를 보이는 

곳은 상위그룹이 57.3%, 하위그룹이 2.8% 고 자주 활용을 안하는 경우도 상위그

룹에서는 10%, 하위그룹에서는 63.9%를 보 다. 고혈압환자를 의뢰할 경우에 반

드시 의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상위그룹에서 50.0%, 하위그룹에서는 11.1% 다. 

회신서의 경우도 반드시 확인하고 회신서를 해당환자의 기록지에 보관하는 경우

가 상위그룹에서 42.5%, 하위그룹에서는 13.9% 다. 환자가 회신서를 가져올 경우

에만 기록지에 보관할 경우가 상위그룹이 57.5%이고, 하위그룹이 86.1% 다. 또한 

공식적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한 의료기관이 있는 곳은 상위그룹에서 32.5% 고 하

위그룹에서는 8.3% 다. 연계체계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곳도 상위그룹에서는 

22.5% 고 하위그룹에서는 58.3% 다.

고혈압 관리사업 역중에서 교육 및 상담에서 교육대상자를 고혈압환자와 그 

가족(주 돌봄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상위그룹에서는 95.0% 고 

하위그룹에서는 33.3% 다. 하위그룹에서는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

지 않는다고 응답한 곳도 2.8%(1개소) 다. 교육내용은 고혈압과 관련된 9개의 주

제중에서 7개 이상의 주제를 다루는 곳이 상위그룹에서는 80.0% 고 하위그룹에

서는 57.1% 다. 

고혈압 관리사업 역중에서 고혈압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 항목은 6개 생활요

법 중에서 5개 이상의 생활요법의 수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상위그룹에서는 

62.5% 고, 하위그룹에서는 11.1% 다. 하위그룹에서는 생활요법의 수행여부를 확

인하지 않는 경우도 2.8%(1개소) 있었다. 투약관리면에서는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부작용이나 복약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상위그룹에서는 97.5%, 하위

그룹에서는 83.3% 다. 혈압관리면에서는 상위그룹에서는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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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100%, 하위그룹에서는 88.9%가 응답하 다. 매번 합병증증상을 확인하는 경

우가 상위그룹이 87.5%, 하위그룹은 33.3% 다. 합병증 발견을 위해서 임상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상위그룹에서 90%, 하위그룹에서는 52.8% 다. 미치료자에 대해

서는 매월 색출하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상위그룹은 62.5%, 하위그룹은 25.0%

다.

사업여건조성 역중에서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위한 물리적 환경으로서 

지역사회내 혹은 보건진료소의 대기실에 혈압측정기를 배치한 경우가 상위그룹에

서는 45%, 하위그룹은 16.7% 다. 사회적환경으로는 고혈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 협의회의 역할이 있는 경우가 상위그룹에서 37.5%, 하위그룹에서는 5.6%로 

응답하 다.

보건교육자료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자료를 비치하는 경우

가 상위그룹에서 65%, 하위그룹에서는 11.1% 다. 비치된 자료종류는 3종류 중에

서 2개이상은 상위그룹에 97.5%, 하위그룹에는 50% 고, 비치된 자료가 없는 경

우가 하위그룹에서 8.3% 있었다. 사업에 대한 홍보는 3개중에서 2개이상을 활용하

는 경우가 상위그룹에서 22.5% 고, 하위그룹에서는 한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가 80.6%이고, 상위그룹에서는 70.0% 다. 홍보매체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상위

그룹이 7.5%이고 하위그룹이 19.4 다. 

자체평가 역에서는 사업을 수행하기 전인 년초와 년말에 사업계획서를 수립

하는 경우가 상위그룹에서는 95.0%, 하위그룹에서는 41.7% 다. 또한 사전평가를 

위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곳은 상위그룹에서 90.0%, 하위그룹에서는 8.3%

다.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곳은 상위그룹에서 45.0% 다. 하위그룹에서는 부정기

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이 5.6%, 상위그룹에서는 42.5%로 응답하 다. 이외에도 

전혀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곳이 상위그룹에서 12.5%, 하위그룹에서 94.4%를 

나타냈다. 결과평가에서는 3가지 측면에 대한 평가중에서 3개를 모두 평가하는 곳

은 상위그룹에서 7.5% 고 하위그룹에서는 한가지를 평가하는 곳이 44.4%, 평가

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하위그룹에서는 55.6% 고, 상위그룹에서는 12.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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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평가점수기준별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수준 비교

(N=215)

역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점수기준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수준

하(36-51점) 중(52-71점) 상(72-90점)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1. 

고혈

압

예방

사업

1.1

보건

교육

 교육실시

   배경

-대상자의 요구와 공공보건기관이나 정부

차원의 정책에 근거해서 교육내용을 선정

한다.

2(5.6) 13(9.4) 9(22.5)

-대상자의 요구(지역진단 등 조사결과자료

에 근거하여)에 의하여 정한다.
13(36.1) 62(44.6) 22(55.0)

-공공보건기관이나 정부차원의 정책에 근

거해서 교육내용을 선정한다.

-보건진료원이 자체적으로 정한다. 21(58.3) 64(46.0) 9(22.5)

 교육내용

-고혈압의 정의
7-9개실시 25(69.4) 128(92.1) 40(100)

-고혈압의 원인 및 증상, 진단

-고혈압의 합병증
4-6개실시 11(30.6) 7(5.0)-식이

-운동

1-3개실시 4(2.9)

-금연

-절주

-체중조절

-스트레스 관리

 교육횟수
-4회/년 실시한다. 23(63.9) 125(89.9) 40(100)

-1-3회/년 실시한다. 13(36.1) 14(10.1)

 교육자의  

   능력

-고혈압에 대한 지식 및 생활요법에 대해 

자신있게 교육할 수 있다.
13(36.1) 76(54.7) 34(85.0)

-고혈압 질환에 대한 지식은 자신이 있으

나 생활요법은 자신이 없다.
19(52.8) 58(41.7) 6(15.0)

-고혈압 질환에 대한 지식은 자신이 없으

나 생활요법은 자신이 있다.

-고혈압 질환과 생활요법 모두 자신이 없

다.
4(11.1) 5(3.6)

 교육매체

   구비

-비디오, -3개이상

 구비 
4(11.2) 46(33.1) 21(52.5)

-슬라이드

-1-2개구

비
27(75) 78(56.1) 18(45)

-카세트

-미구비 5(13.9) 15(10.8) 1(2.5)

 교육방법

-강의와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다. 8(22.2) 75(54.0) 34(85.0)

-강의만 한다.
27(75.0) 64(46.0) 6(15.0)

-시청각 매체만 활용한다.

-미실시 1(2.8)

 교육장소

-보건진료소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다. 8(22.2) 122(87.8) 39(97.5)

-지역사회 자원(예:가정집, 마을회관, 경로

당, 학교 등)에서만 실시한다. 28(77.8) 17(12.2) 1(2.5)

-보건진료소에서만 실시한다.

 교육평가

 실시여부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4(11.1) 22(15.8) 19(47.5)

-평가하지 않는다. 32(88.9) 117(84.2) 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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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계속. 평가점수기준별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수준 비교

 (N=215)

역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점수기준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수준

하(36-51점) 중(52-71점) 상(72-90점)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1.

고혈

압 

예방

사업

1.2

고혈

압환

자 

조기

발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존

에 기초조사한자

료를 통해 환자

발견

-예 3(8.3) 40(28.8) 23(57.5)

-아니오 33(91.7) 99(71.2) 17(42.5)

 집단혈압측정을  

 통해 환자발견

-예 6(16.7) 54(38.8) 27(67.5)

-아니오 30(83.3) 85(61.2) 13(32.5)

 내소자의 혈압  

측정을 통해 환

자발견 

-모든 내소자의 혈압을 측정한다.

27(75.0) 128(92.1) 39(97.5)-내소자 중 40세 이상은 필수적으

로 혈압을 측정한다.

-내소자중 진료하러 온 환자만 혈

압을 측정한다.
2(5.6) 5(3.6) 1(2.5)

-내소자중 내소자가 혈압측정을 원

하는 경우만 혈압을 측정한다.
5(13.9) 4(2.9)

-내소자의 혈압을 측정하지 않는다. 2(5.6)

 가정 방 문 시 에 

혈압측정을 통

해 환자 발견

        

-가정방문시 만나는 모든 주민은 

필수적으로 혈압을 측정한다.

21(58.3) 93(66.9) 35(87.5)-가정방문시 만나는 주민중 40세 

이상 주민은 필수적으로 혈압을 측

정한다.

-진료 및 간호를 목적으로 방문하

는 모든 환자(예:당뇨, 관절염등)는 

혈압을 측정한다.

5(13.9) 13(9.4) 3(7.5)

-보건진료원이 혈압측정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주민의 혈압을 측정

한다.

6(16.7) 18(12.9) 1(2.5)

-가정방문시 혈압을 측정하지 않는

다.
4(11.1) 15(10.8) 1(2.5)

 고위 험 인 자 를 

갖고 있는 경우

에 주기적인 관

찰과 혈압관리

를 통해 환자발

견

-예 7(19.4) 65(46.8) 25(62.5)

-아니오 29(80.6) 74(53.2) 15(37.5)

 지역사회의 

여러자원으로부

터 환자 발견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통해 - 4 개

이상
16(11.5) 17(42.5)

-민간의료기관를 통해

-마을건강원을 통해 -1 - 3

개
12(33.3) 48(34.5) 14(35.0)

-지역주민을 통해

-전혀  

 없다
24(66.7) 75(54.0) 9(22.5)-가족을 통해

-환자본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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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계속. 평가점수기준별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수준 비교

 (N=215)

역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점수기준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수준

하(36-51점) 중(52-71점) 상(72-90점)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2.

고

혈

압 

관

리

사

업

 2 . 1 

고 혈

압 환

자

등 록 

관 리

사업

  고혈압환자  

  등록을위한  

  전용기록지

  사용유무

-고혈압환자만을 위한 전용기록지를 사

용한다.
12(33.3) 48(34.5) 23(57.5)

-고혈압환자만을 위한 전용기록지는 없다. 24(66.7) 91(65.5) 17(42.5)

  대 상 자 의   

  종류에 따  

  른 등록 및  

  관리

  

-타기관에서 관리하는 지역내 모든 고혈

압환자를 등록 및 관리한다.
19(52.8) 89(64.0) 37(92.5)

-모든 고혈압환자(혈압수치가 높고 조직

손상까지 온 경우)를 등록 및 관리한다.

-혈압만을 기준으로하여 위험군과 고혈

압환자(1,2,3기까지)를 등록 및 관리한다. 
8(22.2) 32(23.0) 1(2.5)

-경증고혈압환자만 등록 및 관리한다. 9(25.0) 18(12.9) 2(5.0)

  고혈압 

  관리수첩 

  발급유무

-보건진료소에 등록된 모든 고혈압환자

에게 고혈압 관리수첩을 발급한다.
2(5.6) 39(28.1) 19(47.5)

-모든 환자에게 배부하지 않고 보건진료원

이 선별하여 고혈압관리수첩을 발급한다.
14(38.9) 44(31.7) 16(40.0)

-고혈압관리수첩을 발급하지 않는다. 20(55.6) 56(40.3) 5(12.5)

  환 자 등 록   

  및 관리를  

  위한 전산  

  프 로 그 램   

  사용여부 

-사용한다. 13(36.1) 98(70.5) 36(90.0)

-사용하지 않는다. 23(63.9) 41(29.5) 4(10.0)

  구축된 

  전산프로그  

  램의 활용  

  도

-환자치료 및 추구관리하는데 

활용한다.
-3개 1(2.8) 35(25.2) 23(57.5)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미치료

자를 색출 할 수 있다.
-1-2개 12(33.3) 64(46.0) 13(32.5)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월

보를 작성한다.
-미활용 23(63.9) 40(28.8) 4(10.0)

  의뢰서 

  발급여부

-진료 혹은 검사를 의뢰하던간에 모든 

의뢰환자는 반드시 의뢰서를 발급한다.
4(11.1) 22(15.8) 20(50.0)

-의뢰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만 발급한다.
15(41.7) 88(63.3) 16(40.0)

-의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의뢰기관에 직

접 전화한다.
17(47.2) 29(20.9) 4(10.0)

  회신서 

확인 및 구비

-회신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회신서를 해

당 환자 기록지(챠트)에 보관한다.
5(13.9) 25(18.0) 17(42.5)

-환자가 회신서를 가져올 경우에만 회신

서를 해당환자 기록지(챠트)에 보관한다.
31(86.1) 114(82.0) 23(57.5)

  연 계 체 계   

  구축여부

-공식적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한 의료기

관이 있다.(자문이나 지원의 내용이 구체

적으로 명문화된 연계체계를 의미함)

3(8.3) 43(30.9) 13(32.5)

-비공식적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한 의료

기관이 있다.
12(33.3) 44(31.7) 18(45.0)

-연계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않았다. 21(58.3) 52(37.4) 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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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계속. 평가점수기준별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수준 비교

  (N=215)

역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점수기준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수준

하(36-51점) 중(52-71점) 상(72-90점)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2.2 

교육 및 

상담

교육

대상자

-고혈압환자와 그 가족(주돌봄자)대상으로 

교육실시했다.
12(33.3) 97(69.8) 38(95.0)

-고혈압환자만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23(63.9) 42(30.2) 2(5.0)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1(2.8)

교육내용

고혈압의 정의

-7-9개실시 20(57.16) 93(66.9) 32(80.0)고혈압의 원인, 증상, 진단

고혈압의 치료 및 합병증

식이

-4-6개실시 13(37.1) 38(27.3) 8(20.0)운동

금연

절주

-1-3개실시 2(5.7) 8(5.8)체중조절

스트레스관리

2. 

고혈

압 

관리

사업

2.3 

고혈압

환자치

료 및 

추구관

리

생활요법

의 수행여

부 확인

식이 -5개이상 

  확인
4(11.1) 49(35.3) 25(62.5)

운동

-3-4개 29(80.6) 86(61.9) 15(37.5)금연

절주 -1-2개 2(5.6) 4(2.9)

체중조절
-미확인 1(2.8)

스트레스관리

   투약

   관리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복약 

및 부작용여부를 확인한다.
21(58.3) 108(77.7) 33(82.5)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복약여

부만 확인한다.
9(25.0) 21(15.1) 6(15.0)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부작용

여부만 확인한다.

-가끔씩 복약 및 부작용여부를 확인한다. 6(16.7) 10(7.2) 33(82.5)

 혈압관리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혈압상태를 

확인한다.
32(88.9) 135(97.1) 40(100)

-가끔 혈압상태를 확인한다. 4(11.1) 4(2.9)

  합병증

 증상확인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합병증 증상

을 확인한다.
12(33.3) 80(57.6) 35(87.5)

-가끔 합병증 증상을 확인한다. 20(55.6) 54(38.8) 5(12.5)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4(11.1) 5(3.6)

 합병증발

견을 위

한 임상

검사의뢰

-모든 환자의 검사내용과 검사일을 메모

하고 있다가 해당되는 환자에게 알려주고 

의뢰한다.

19(52.8) 100(71.9) 36(90.0)

-전혀 의뢰하지 않는다. 17(47.2) 39(28.1) 4(10.0)

 미치료자

에 대한 

관리

-매월 미치료자를 색출(파악)하고 조치를 

취한다.
9(25.0) 46(33.3) 25(62.5)

-매월 미치료자를 색출(파악)한다.

13(36.1) 79(57.2) 13(32.5)-가끔 미치료자 색출(파악) 및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가끔 미치료자 색출(파악)만 한다. 12(33.3) 11(8.0) 2(5.0)

-미치료자를 파악하지 않는다 2(5.6)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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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15)

역 항목 평가항목 평가점수기준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수준

하(36-51점) 중(52-71점) 상(72-90점)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3. 

사업여건

조성

3.1

지역주

민의 

접근성

  물리적환경

-지역사회내(마을회관 등) 혹은 

보건진료소의 대기실에 혈압측

정기가 있다.

6(16.7) 45(32.4) 18(45.0)

-지역사회내(마을회관 등) 혹은 

보건진료소의 대기실에 혈압측

정기가 없다.

30(83.3) 94(67.6) 22(55.0)

  사회적환경

-고혈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 협의회의 역할이 있다.
2(5.6) 15(10.8) 15(37.5)

-운 협의회의 역할이 없다. 34(94.4) 124(89.2) 25(62.5)

3.2 

보건교

육자료 

비치

  교육자료의 접근 

     용이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고혈압환자 예방 및 관

리와 관련된 보건교육 자료를 

비치한다.

4(11.1) 37(26.6) 26(65.0)

-보건진료소내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건교

육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32(88.9) 102(73.4) 14(35.0)

  비치된 자료 종류

팜플렛
2개이상 18(50.0) 118(84.9) 39(97.5)

책자

포스터
1개 15(41.7) 21(15.1) 1(2.5)

미비치 3(8.3)

3.3 

홍 보
  다양한 

  홍보매체활용

반상회 2개이상 10(7.2) 9(22.5)
마을회관의 방송

1개 29(80.6) 104(74.8) 28(70.0)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게시판이용 미활용 7(19.4) 25(18.0) 3(7.5)

4. 자체

평가

4.1 

사업계획

서 수립

  사업계획서 

  수립여부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년초나 

년말에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

업계획서를 수립한다.

15(41.7) 97(69.8) 38(95.0)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않는다. 21(58.3) 42(30.2) 2(5.0)

4.2

사전

평가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목표설

정을 위해 사전평가

실시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평가

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3(8.3) 47(33.8) 36(90.0)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

다.
33(91.7) 92(66.2) 4(10.0)

4.3

중간

평가

  사업수행의 적절

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과정 중에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 

수행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
14(10.1) 18(45)

-부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한다
2(5.6) 49(35.3) 17(42.5)

-전혀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

는다.
34(94.4) 76(54.7) 5(12.5)

결과

평가

  사업목표달성여부, 

보건진료원(provider)

측면이나    지역사

회주민(consumer)

측면에서의 사업결

과  평가실시

-사업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한다.
3개 3(7.5)

2개 4(2.9) 8(20.0)
-보건진료원 자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다.
1개 16(44.4) 97(69.8) 24(60.0)

-지역주민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한다.
미평가 20(55.6) 38(27.3) 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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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율적인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방안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결과를 통계학적 기준에 근거해서 그룹내에서 

60%이하는 낮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61-79%는 중간정도, 80%이상은 높은 사

업효과를 거둔 것으로 간주하 다. 이에 근거해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각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혈압 예방사업에서의 보건교육 항목에서는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이 모두 중

간이상의 사업효과를 이룬 항목들로는 교육내용, 교육횟수, 교육자의 능력으로 나

타났고, 상위그룹에서는 중간이나 높은 효과를 보 으나 하위그룹에서는 낮은 효

과를 보인 것은 교육실시 배경, 교육장소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그룹이나 상위그룹

에서 사업효과가 낮은 항목으로는 교육매체로서 보건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매체가 3종류 이상이 되지 않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한 후에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 다. 

고혈압환자 조기발견 항목에서는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이 모두 중간이상을 보

인 세부평가항목은 내소자의 혈압측정을 통해서 환자를 발견하는 것이 고, 상위

그룹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위그룹에서는 저조한 성과를 보

인 세부평가항목은 집단혈압 측정을 통해 환자를 발견하거나 가정방문시에 혈압

측정을 통해서 환자를 발견하는 방법, 고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 주기적인 

관찰과 혈압관리를 통해 환자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그룹에서 저

조한 성과를 나타낸 것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존에 기초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환자를 발견하거나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으로부터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해당

되었다.

고혈압 관리사업 역중에서 고혈압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에서는 상위그룹은 

중간이나 높은 성과를 보 으나 하위그룹에서는 낮은 성과를 보인 세부평가항목

으로는 대상자의 종류에 따른 등록 및 관리와 환자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전산프

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그룹에서 낮은 성과를 보인 것은 고혈압 

환자를 위한 전용기록지를 사용하는 것과 고혈압관리수첩을 사용하는 것, 전산프

로그램의 활용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3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의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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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하는 것, 회신서를 확인하고 구비하는 것, 민간의료기관과의 공식적인 연계체

계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세부항목에서는 낮은 성과를 보 다.

고혈압 관리사업 역에서의 교육 및 상담항목에서는 교육대상자나 교육내용

에서 상위그룹에서 중간이상이나 높은 성과를 보 으나 하위그룹에서는 낮은 성

과를 보 다. 고혈압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 항목에서는 상위그룹에서는 중간이상

이나 높은 성과를 보 으나 하위그룹에서는 낮은 성과를 보인 세부평가항목으로

는 생활요법의 수행여부 확인, 투약관리, 합병증 증상확인, 합병증 발견을 위한 임

상검사 의뢰, 미치료자에 대한 관리 역이 해당되었다. 두그룹에서 성과가 높은 

세부평가항목은 혈압관리로 나타났다.

사업여건조성 역중에서 지역주민의 접근성 항목에서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

적 환경은 상위그룹이나 하위그룹이 저조한 성과를 보 다. 보건교육자료비치 항

목에서는 교육자료의 접근 용이도나 비치된 자료의 종류에서 상위그룹은 중간이

상의 성과를 하위그룹은 낮은 성과를 보 다. 홍보면에서는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이 저조하 다. 

자체평가 역중에서 사업계획서 수립항목은 상위그룹은 중간이상의 성과를 

보 고 하위그룹은 낮은 성과를 보 다. 사전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면에서도 

상위그룹은 높은 성과를, 하위그룹은 낮은 성과를 보 다. 중간평가나 결과평가 항

목은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이 모두 저조한 성과를 보 다.

이상의 평가를 종합하면 세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상

위그룹과 하위그룹이 모두 높은 성과를 거둔 경우, 두 번째 유형은 두 그룹이 모

두 낮은 성과를 보인 경우, 세 번째 유형은 상위그룹은 중간이상의 성과를 보 으

나 하위그룹은 낮은 성과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위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으로 밝혀진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개

선이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유형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개선방안과 하드

웨어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표 15 참조><표 16 참조>.

표 14에서는 상위그룹의 평가점수는 중간이상이고 하위그룹의 점수는 낮게 나

온 평가내용들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우선적으로 하드웨



- 67 -

어 측면에서의 접근방안이 요구되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역내의 모든 고혈

압 환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 사업여건조성을 위해서 보건진료소나 지역사회

내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비치, 사업에 대한 계획서 수립을 들 수 있다. 이중에

서 보건진료소에서의 고혈압 등록 및 관리대상자의 기준이나 사업에 대한 계획서 

수립은 중앙기관에서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고혈압 사업수행을 위한 일괄적인 

지침안에 포함시켜 제시한다면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중앙

기관, 공공보건기관, 협력대학, 타 관련기관 등에서 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건진료

소에 배포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조치를 취해 준다면 효율적인 사업진행에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제시한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측면은 전혀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하드웨

어 측면이 좀더 강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요구

되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외부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보건

진료원 자신이 스스로 동기화되어서 개선 가능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의 경우는 교육기관이나 타 공공보건기관에서의 협조를 통해 보수교육, 직무교육, 

재직무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교육내용안에 지역사회진단 및 자원개발․활용, 전산

프로그램 활용 방법, 고혈압관리를 위한 전략, 사업평가방법에 대한 교육내용이 포

함되어야 하면 실시한다하더라도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능력에 따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인 동기화에 대한 방안은 첫 번째인 교육을 통해서

도 실현될 수 있겠지만, 이외에도 보건진료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5에 의하면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점수가 모두 낮게 나온 내용들을 제시

하 다. 이중에서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은 구비하고 있는 교

육매체나 고혈압환자만을 위한 전용기록지, 의뢰서와 회신서, 지역사회내에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나 보건진료소 대기실에 혈압측정기 구비, 사업결과평가가 포

함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들로는 표 14와 유사하지만 우선적으로 중앙기관에

서는 최일선의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진료소에 가장 먼저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매

체와 기기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민간의료기관과의 공식적인 연계망을 구축하

여 보건진료소에서의 의뢰서와 회신서를 교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체계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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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사업평가와 관련된 개선방안으로는 보건진료소의 사업

에 대한 실적평가시에 실제적인 사업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인 항목안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으로 포함된 것은 보건교육실시에 따른 평가, 고혈압 관리수첩 발급, 운 협의

회의 역할, 사업중간의 평가와 결과평가가 포함되었고 이러한 내용도 표 1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것과 스스로가 동기화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부

분적으로 해결가능하고 근본적으로는 스스로가 동기화 될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

의 내․외적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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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평가내용별 개선방안

   (상위그룹의 평가점수는 중간이상, 하위그룹의 점수는 낮은 경우)

평가내용

소프트

웨어 

측면*

하드웨

어측면

**

-보건교육을 선정할 때에는 대상자의 요구 혹은 공공보건기관, 정부차

원의 정책에 근거해서 결정한다.
○

-보건교육장소는 보건진료소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다. ○

-고혈압환자를 조기발견하기위해 집단으로 혈압을 측정하거나, 가정방

문시에 혈압을 측정, 고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인 관찰

과 혈압관리를 통해 환자를 조기발견한다.

○

-지역내의 모든 고혈압환자를 등록 및 관리한다. ○ ○

-환자등록 및 관리를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고혈압환자와 그가족(주돌봄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고혈압환자와 그가족(주돌봄자)을 대상으로 교육시에는 다양한 고혈

압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한다.
○

-환자가 생활요법(식이, 운동, 금연, 절주, 체중조절, 스트레스관리)을 

수행하는지 확인한다(3개이상) 
○

-치료 및 추구관리시마다 매번 복약과 부작용 여부, 합병증 증상를 확

인한다.
○

-모든환자의 검사내용과 검사일을 기록하고 있다가 해당되는 환자에게 

합병증발견을 위해 임상검사일을 알려주고 의뢰한다.
○

-월마다 미치료자를 파악하거나 조치를 취한다. ○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고혈압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비치한다.
○

-비치된 자료의 종류(팜플렛, 책자, 포스터)중에서 2개 이상을 보유하

고 있다.
○ ○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계획서를 수립한다. ○ ○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

* 소프크웨어 측면 : 구조적, 행정적, 조직적 측면
** 하드웨어 측면 : 내용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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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평가내용별 개선방안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점수가 모두 낮은 경우)

평가내용
소프트웨

어측면

하드웨어

측면

-보건교육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매체(비디오, 슬라이드, 카세트)

중에서 3개이상을 구비하고 있다.
○

-보건교육실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

-고혈압환자를 조기발견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기초조사한 자료   

를 근거로 하거나, 지역사회 여러자원(공공보건기관, 민간의료기관, 

마을건강원, 지역주민, 가족, 환자본인)을 활용한다.

○

-고혈압환자만을 위한 전용기록지를 보유하고 있다. ○

-등록된 모든 고혈압환자에게 고혈압관리수첩을 발급한다. ○

-구축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월보를 작성하거나, 환자치료 및 

추구관리 혹은 미치료자를 색출하는데 활용한다.
○

-진료 혹은 검사를 의뢰할 시에는 반드시 의뢰서를 발급한다. ○ ○

-회신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한다. ○ ○

-민간의료기관과 공식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 다. ○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나 보건진료소 대기실에 혈압측정기

가 있다.
○

-고혈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 협의회의 역할이 있다. ○

-고혈압사업수행시에 다양한 홍보매체(반상회, 마을회관의 방송, 게

시판)중에서 2개이상을 이용한다.
○

-사업수행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과정중에 정기적인 모니

터링을 실시한다.
○

-사업의 결과평가로서 사업목표달성여부, 보건진료원측면, 지역사회

주민측면에서의 평가를 실시한다.
○ ○

* 소프크웨어 측면 : 구조적, 행정적, 조직적 측면
** 하드웨어 측면 : 내용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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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향을 미치  

      는 요인 

1) 일반적 특성과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차이분석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위해 우선적으로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지역의 지역적특성, 기타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사업에 향

을 미칠수 있는 특성들과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차이를 살펴본 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온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결정적인 요인을 

살펴보았다.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과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변수는 없으나 교육수준(F=2.782. p=.064)에서 3년제와 4년제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7참조>. 조사대상 지역의 특성은 소재지

(F=3.645, p=.000)와 노년기 비율(F=3.563, p=.031)에 따라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

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18참조>. 기타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변수들과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관계에서는 월

평균 혈압측정 인구비율(F=2.878, p=.059), 월평균 고혈압 관리를 위한 방문가구 

비율(F=4.562, p=.012), 월 평균 혈압내소자 비율(F=3.553, p=.030), 운 협의회의 

역할유무(F=23.95, p=.000), 운 협의회에서의 고혈압 관련사업 대두 유무

(F=47.109, p=.000), 마을건강원의 도움정도(F=13.561, p=.000), 업무수행능력 정도

(F=7.853, p=.000), 보건지소와의 협조정도(F=3.63, p=.014)에 따라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1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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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혈압 예방과 관리사업의 효과 차이 

(N=215)

  변수 구분 N Mean SD F P

  연령 20-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5

83

109

13

2

53.40

62.42

61.29

64.62

52

3.21

11.03

10.40

11.86

1.41

1.558 .187

  

  성별
남

여

1

211

73.00

61.60

․

10.66
1.139 .287

  결혼유무 기혼

미혼

기타

14

190

5

59.00

61.75

66.20

7.35

10.72

18.40

.881 .416

  교육수준 3년제

4년제

기타

130

59

20

60.32

63.90

63.90

10.44

10.79

11.56

2.782 .064

  근무 경력 6개월-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13

32

43

97

23

59.54

63.78

60.77

61.92

61.13

13.25

11.93

10.89

10.13

10.51

.530 .714

  가족과의 동거여부 동거

비동거

158

51

61.96

60.76

10.63

11.15
.478 .490

* 무응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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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지역적특성에 따른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효과차이

(N=215)

  변수 구분 N Mean SD F P

  소재지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도

12

12

15

42

20

36

21

16

34

7

62.83

68.33

62.87

61.38

71.15

58.39

60.81

57.25

58.88

62.86

9.92

10.57

9.28

9.02

11.26

10.38

11.18

10.20

10.47

7.11

3.645 .000**

  생업별 지리적 특성 농촌

어촌

기타

24

122

13

60.50

61.22

62.69

11.56

10.44

7.76

.186 .830

  행정적 관할인구 500명 이하

501-1000명

1001-1500명

1501-2000명

2001명 이상

42

92

49

13

12

62.07

60.75

61.94

61.15

65.83

11.30

11.24

10.54

6.69

9.77

.642 .633

  실제적 관할인구 500명 이하

501-1000명

1001-1500명

1501-2000명

2001명 이상

52

110

29

7

8

60.48

61.66

62.14

62.86

63.63

12.11

10.45

11.59

6.82

5.66

.249 .910

  관내 연령별 

  인구구조

 성인기 비율

  (20-39세)

25%이하

26-50%

51-75%

49

110

9

60.90

61.86

65.11

11.88

10.15

8.22

.617 .541

 중년기 비율

  (40-64세)

25%이하

26-50%

51-75%

3

113

45

67.33

62.68

61.04

13.80

10.34

11.60

.706 .495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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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계속. 지역적특성에 따른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효과차이

(N=215)

 변수 구분 N Mean SD F P

노년기 비율

(65세이상)

25%이하

26-50%

51-75%

86

79

5

63.33

61.38

51.20

10.27

10.52

8.93

3.563 .031*

노인단독가구수 20가구 이하

21-40가구

41-60가구

61가구 이상

54

65

33

49

61.87

62.02

59.12

61.82

10.96

10.33

10.91

10.35

.640 .590

의료보호 대상가구수 20가구 미만

21-40가구

41-60가구

61가구 이상

99

70

27

10

62.36

61.26

59.63

59.20

11.05

10.94

10.10

9.94

.638 .591

담당하고 있는 리수 4개리 이하

5-8개리

9개리 이상

139

65

9

61.56

62.23

57.78

10.40

11.47

9.60

.687 .504

담당하고 있는 

자연부락수

5부락 이하

6-10부락

11-15부락

16부락 이상

63

87

31

17

60.38

62.20

64.16

58.29

11.93

9.59

10.04

9.89

1.559 .201

마을 건강원수 3명 이하

4-6명

7-9명

10명 이상

42

94

62

15

59.38

61.80

62.77

61.80

11.51

11.01

10.35

7.09

.863 .461

  * p<.05, ** p<.001

     * 무응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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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기타 특성에 따른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효과 차이

(N=215)

  변수 구분 N Mean SD F P
  월평균 혈압측정 인구비율 25%이하

26-50%
51-75%

107
58
14

60.03
63.53
65.21

10.39
11.62
9.48

2.878 .059*

  

  고혈압 등록 대상자 비율
0-10%
11-20%

179
18

61.07
63.56

10.63
12.58

1.125 .290

  월평균 방문가구 비율
0-20%
21-40%
41-60%

190
13
2

61.47
64.08
62.00

10.73
10.81
11.31

.359 .699

  월평균 고혈압 관리를
     위한 방문가구 비율 25%이하

26-50%
51-75%

31
82
56

56.19
62.45
62.93

10.53
10.64
11.13

4.562 .012*

  월평균 내소자 비율 25%이하
26-50%
51-75%

36
79
43

63.19
61.62
63.21

11.74
10.50
10.50

.425 .655

  월평균 혈압내소자 비율
0-20%
21-40%
41-60%

153
50
5

60.54
65.06
59.00

10.93
10.11
4.30

3.553 .030*

  운 협의회의 역할 유무
있다.
없다

33
177

69.70
60.27

11.29
9.95

23.95 .000**

  운 협의회에서의 
고혈압관련사업 대두 유무

있다.
없다.

59
155

69.05
58.99

9.62
9.57

47.109 .000**

 마을건강원의 도움정도

아주 도움됨
다소 도움됨
별로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19
92
83
19

70.53
64.36
58.19
55.16

10.94
11.04
8.23
9.35

13.561 .000**

 수행능력정도

매우충분하다
조금있다.
그저그렇다.
전혀없다.

23
136
49
1

67.17
62.58
57.16
36.0

12.18
10.34
8.83
.

7.853 .000**

 보건지소와의 협조정도

매우 잘된다.
다소 잘되는 편임
별로 잘되지 않음
전혀 잘되지 않음

25
65
85
34

65.96
63.46
59.15
61.65

9.15
10.35
10.40
12.00

3.63 .014*

* p<.05, ** p<.001

* 무응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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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결정요인 모델에서는 보건진료원의 일반

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 조사대상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 기타 보건진료소

에서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향을 미칠수 있는 변수들이 포함되었는데, 보건

진료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에서는 교육수준이며, 조사대상지역의 지역적 특

성과 관련된 변수는 소재지와 노년기 인구비율을 포함하 다. 또한 기타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월평균 혈압측정 인구비율, 월

평균 고혈압 관리를 위한 방문가구 비율,  월평균 고혈압 내소자 인구비율, 보건지소와

의 협조체계정도, 보건진료원자신의 업무수행능력 정도, 운 위원회의 역할유무와 운

위원회에서의 고혈압관련사업 대두 유무, 마을건강원의 도움정도이다. 이러한 변수

들로 구성된 모델의  R값은 0.5605이며, 모델 적정성에 대한 통계검정결과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결정요인 모

델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결과에 의하면 월평균 혈압측정 인구비율, 월평균 고혈압 관리를 위한 방문가구비

율, 월평균 고혈압 내소자 인구비율이 높을수록 고혈압 사업이 효과적임을 볼 수 있다. 

보건지소와의 협조체계 정도에서는 협조가 잘 될수록 고혈압 사업에 효과적이 고, 자

신의  업무수행능력 정도가 있다고 느낄때 고혈압 사업에 효과적이 다. 또한 운 협의

회의 역할이 있는 경우에 고혈압 사업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운 협의회에서의 고혈압 

관련사업이  대두된 경우에는 고혈압 사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왔다. 마을건강원의 도움정도는 도움정도가 높을수록 고혈압사업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광역시를 기준으로 

하 을 때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가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이 높게 나타

났고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간호대 3년제 졸업에 비해 4년제 졸업인 경우가 사업의 효과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운 협의회에서 고혈압과 관련된 사업이 대두된 적이 있는 경우와 마을건강원

의 도움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고혈압 사업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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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결과

(N=215)

  변수 구분 추정치. t Sig

상수 50.08121 7.09 <.0001

노년기(65세이상)인구비율 -1.93291 -0.94 0.3520

월평균 혈압측정 인구비율 1.34259 0.85 0.3999

월평균 고혈압 관리를 위한 방문가구 비율 1.16499 0.78 0.4357

월평균 고혈압 내소자 인구비율 0.97564 0.41 0.6802

보건지소와의 협조체계 정도

매우 잘됨

다소 잘되는 편임

별로 잘되지 않음

전혀 안됨

0.03708

0.71521

-2.89270

  -

0.01

0.231

-0.96

  -

0.9917

0.8226

0.3378

  -

  

자신의 업무수행능력 정도
있다.

없다.

3.00455

  -

1.27

  -

0.2088

  -

운 협의회의 역할 

유무

있다.

없다.

1.93831

  -

0.70

  -

0.4838

  -

운 협의회에서의 고혈압관련사업 

대두 유무

있다.

없다.

7.09561

  -

2.93

  -

0.0046**

  -

마을건강원의 도움정도

아주 도움됨

다소 도움됨

별로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6.85812

8.24108

3.45500

  -

1.25

2.26

1.00

  -

0.2137

0.0269*

0.3216

  -

소재지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도

  -

6.08016

-1.06580

0.34887

5.04228

-5.26397

-4.16278

-4.79340

-3.10376

3.77533

  -

1.01

-0.17

0.08

0.95

-1.10

-0.83

-0.73

-0.71

0.62

  -

0.3157

0.8619

0.9362

0.3456

0.2731

0.4087

0.4675

0.4804

0.5392

교육수준 3년제

4년제

기타

  -

3.63440

-7.97815

  -

1.67

-0.77

  -

0.0985

0.4409

 

* p<.05, ** p<.001

R-Square=0.5605, F=3.88(p<.0001)

-:기준변수로는 보건지소와의 협조체계에서는 전혀안됨,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정도, 운

위원회의 역할 유무와 운 위원회에서의 고혈압관련사업 대두 유무는 없다를 기준으로 하

고, 마을건강원의 도움정도는 전혀 도움안됨, 소재지는 광역시, 교육수준은 간호대 3년제 

졸업을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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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A. 평가도구개발

보건진료소는 우리나라의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곳이다. 일차보건의료란 포

괄적인 접근으로 질병예방, 진료, 재활과 건강증진을 포함하며, 세계보건기구가 규

정한 일차보건의료의 내용 혹은 사업요소로는 질병예방과 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지역적 풍토병의 예방 및 관리, 감염성질환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가족계획을 포

함한 모자보건, 필수의약품공급, 적절한 양공급 및 식량공급의 촉진, 통상질병의 

관리 및 부상의 처치와 안전한 식수공급을 포함한 기본적인 환경위생의 8가지 사

업(WHO, 1978)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발족된 것이 보건

진료소라 할 수 있다. 물론 발족될 당시에 설정되었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

하다. 하지만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적․의료적 환경에 따른 주민의 건강요구도

를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있는 농․어촌지역의 장․

노년층화 현상과 높은 만성질환의 유병율을 근거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요

구도를 전망했을 때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유지․증진을 위

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공공보건조직에서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평

가도구는 건강증진거점보건소 기술지원평가단(2001)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보건

복지부(2000)에서 개발한 것이 있으나, 보건진료소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된 평

가도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수행중인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서 기존의 문헌고찰, 현장

조사, 보건진료원과의 심층면담을 통해서 실제 보건진료소에서 진행중인 사업위주

로 하여 평가도구를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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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발된 도구와 기존에 개발된 평가도구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건강증진거점보건소 기술지원평가단(2001)에서 개발된 평가도구는 중분류로 사

업목표, 기초조사, 사업대상자,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사업여건조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보건교육, 서비스 내용, 자체평가 등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평가도구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개발하 기 때문에 내용중에 보건진료소

와는 관련성이 적은 역들도 있다. 문헌고찰에서 보았듯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서는 차이가 있다. 보건진료소는 공공보건조직내에

서 리단위에 설치된 곳으로서 농어촌지역의 가장 취약한 지역에 설립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비해서 제

한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보건소는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담당하

는 부서가 분리되어 여러 인력이 하나의 사업에 접근가능하다. 그러나 보건진료소

에는 보건전문인력으로서 보건진료원만이 유일하게 근무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즉, 보건진료소는 일차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곳으로 고혈압

사업 이외에도 농특법에 제시된 보건진료원의 역할을 다양하게 수행해야 한다. 따

라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부분만이 포함된 평가도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도구로는 고혈압 예방사업에 보건교육과 고혈

압환자 조기발견을 항목으로 구성하고, 고혈압 관리사업에서는 고혈압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 고혈압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 교육 및 상담을 포함하 다. 그외에 

고혈압 예방이나 관리사업을 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여건조성과 자체평가를 역으

로 하고 사업여건조성의 항목으로는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보건교육자료 비치와 

홍보를 포함하 고 자체평가에는 사업계획서, 사전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로 구

성하 다. 

기존에 개발된 평가도구와는 역, 항목, 평가항목 뿐만 아니라 평가점수기준에

서의 배점 또한 차이가 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던 평가도구에서는 서비

스 내용보다 사업여건 조성에 가중치를 높게 주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업여건 

조성보다는 서비스의 내용인 고혈압 예방이나 관리사업에 높은 가중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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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건소에서는 중요시되지만 보건진료소에는 해당되지 않는 인력확보 및 교

육훈련 등은 삭제하 다. 

또다른 평가도구로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보건복지부(2000)에서 개발한 고혈

압과 당뇨병 관리사업을 동시에 평가하는 틀로 구성된 것이 있다. 역별로 보면 

고혈압관리, 보건교육, 물품관리, 월보․분기보로 구성되었다. 고혈압 관리 역에

서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업대상자 파악, 치료기관, 조절정도 파악, 

조절불량환자, 치료중단자 파악 및 관리, 위험요인 파악 및 교정평가, 유소견자 추

구관리상태 파악을 구체적인 점검지표로 보았다. 제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혈

압 관리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접근하 으나, 고혈압의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접

근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다른 역으로 분류한 보건교육 역에서 단체

교육을 실시하 지만 구체적으로 건강군이 대상인지 환자군이 대상인지가 명확하

지가 않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건강군과 고위험군을 위한 고혈압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보건교육과 현재 환자군을 대상으로한 보건교육으로는 교육 및 상담

으로 분류시킴으로서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분명히 구별하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도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보건진료소의 근무환경을 반 하여 개발한 것이므로 현장에서의 실용가

능성이 높을 수 있다. 둘째, 평가점수기준별 문항에 따른 점수가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 있어 누구나가 쉽게 접근가능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평가는 과정중심의 

평가이기 때문에 실제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지표로써 

사용될 수가 있다

반면, 개발된 평가도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역이나 항목, 세부평가

항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근거로한 평가도구개발에 치중하다보니 현장에

서 수행이 거의 미비한 사업여건조성이나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항목들이 충분하

지가 않다. 그에반해, 평가점수기준별 문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있어서는 이론

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고혈압과 관련된 이론과 연구에 경험이 풍

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로 반 하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역, 항목, 세

부평가항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무현장도 중요하지만 이론과 실무의 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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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여 개발하 으면 한다. 또한 평가점수기준에 대한 각 문항들에 대한 가중치

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한 타당도검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B.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

보건진료원의 일반적특성이나 지역적특성에 관해서는 1993년 전국의 보건진료

소 2,038개소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1993)의 연구와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234

개소의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고혈압 관리현황을 조사한 연구(심정교, 1997)를 

중심으로 해서 본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심(1997)의 연구에 의하면 보건진료원의 연

령은 30-39세가 58.1%로 가장 많았고, 이(1993)의 연구에 의하면 30대가 30%, 20

대가 20.4%, 50대가 7.7%순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40대가 51.4%로 가장 

높았고, 30대 39.2%, 50대 6.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연구가 시행된 시점이 

각각 10년과 6년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로서 이(199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결혼상태는 이(1993)에 의하면 기혼이 86.7%, 미혼 13.4%

이 고, 본 연구에서는 기혼 90.9%, 미혼 6.7%로 미혼인 경우는 비율이 감소하

는데, 이는 1998년이후로 장학간호사가 사라진 결과 미혼인 보건진료원들이 배출

되지 않는 것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정도는 이(1993)의 연구에서

는 3년제가 82%, 4년제가 3.6%, 기타가 14.3% 고 본 연구는 3년제 62.2%, 4년제 

28.2%, 기타 9.6%로 대학원이상의 학력소지자도 3.0%를 나타냈다. 기존의 연구보

다 학력수준이 월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근무경력은 이(1993)의 연구에서는 

43-63개월이 28.7%, 23-43개월 22%, 64-83개월 20%, 104개월 이상이 1%를 나타

냈고, 심(1997)의 연구에 의하면 132-180개월이 50.5%를 차지하 다. 본 연구에서

는 192-240개월이 46.6%, 132-180개월이 20.7%, 72-120개월이 15.4%, 252개월이 

11.1%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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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으로 행정적 관할인구수는 이(2000)에 의한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

과를 비교하면 501-1000명이 46.6% 44.2%, 1001-1500명 24.1% 23.6%, 500명 이하

가 14.5% 20.2%, 1501-2000명 87.% 6.3%, 2001명 이상이 6.1% 5.8%로 유사한 결

과를 나타냈다. 실제적 관할인구도 이(2000)에 의한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비

교하면 501-1000명이 51.0% 53.4%, 500명 이하가 21.1% 25.2%, 1001-1500명 

17.5% 14.1%, 1501-2000명 6.7% 3.4%, 2001명 이상이 3.8% 3.9%로 전수를 대상

으로 한 것이나 본 연구나 결과가 유사하 다.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이(2000  

)에 의하면 25.6%, 김(2002)에 의하면 23.2% 고, 본 연구에서도 약 26.7%로 높게 

나타났다. 이(2000)의 연구에 의하면 평균 노인의 단독가구수는 41가구 이상이 

38.5% 21-40가구는 33.6%, 20가구 이하가 27.9%를 보 다. 본 연구는 40.8%, 

32.3%, 26.9%로 41가구가 기존연구에 비해 높아졌음을 알수 있다. 40세 이상 장년

층의 비율은 이(2000)에서는 59.6% 고, 본 연구는 39.3%로 나타났다. 담당하고 

있는 리수는 이(2000)의 연구에 의하면 4개이하가 54.7%, 5-8개리가 37.9%, 9개이

상이 7.4%를 보 고, 본 연구는 65.3%, 30.5%, 4.2%를 보임으로써 담당하고 있는 

리수가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마을건강원의 수는 이(1993)의 연구에서는 4-6명인 

경우가 49.3%, 7-9명이 28.2% 고, 본 연구에서는 4-6명이 44%, 7-9명이 29%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마을건강원의 수는 변함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마을건

강원의 협조정도를 비교한 결과 이(1993)의 연구에서는 보통이다가 61.9%, 협조적

인 경우가 20.1%이고 불만인 경우가 12.0%를 보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도움됨이 53%,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47.5% 다. 

이상의 일반적특성이나 지역적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종합하면 보건진료원의 

일반적특성은 약 10년전의 특성과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차이를 보인 것은 보건

진료원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진 것이 고, 지역적 특성에서는 노인인구비율이 높아

진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평가도구에 의한 현장평가결과들을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건

강증진 거점보건소 기술지원 평가단․보건복지부(2001)에서의 6개의 보건소를 대

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서울대학교간호대학․보건복지부(2000)에서는 11개의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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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소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본 연구에서 215개소의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물론 평가 역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비교 

가능한 부분만을 비교해본다면 우선 역이 유사한 보건교육을 보면 보건소에서

의 보건교육은 85%는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74%로 보건소 보다는 다소 낮

게 나왔다. 이는 평가대상인 보건소는 고혈압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는 곳으

로서 보건소자체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동기화가 이미 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가점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여건조성 역

은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경우 87%가 수행중이 지만 본 연구에서는 43%로 저조

한 성적을 보 다. 이는 공공보건조직들간의 역할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보건조직중 보건소는 홍보와 여건조성에 주력하지만 보건진료소는 

사업여건조성보다는 실제사업에 주력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건강증진거점보건소기술지원 평가단․보건복지부(2001)에서 시행한 자체평

가 역에서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결과가 73%로 높게 나왔으나, 이&진(2002)

의 143개의 보건소를 대상으로한 결과에서는 사업활동 평가 등은 현장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 다. 이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시범사업을 

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이미 대상지역이 동기화된 곳이기 때문에 평가

점수가 다소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후자의 연구결과가 좀더 타당성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자체평가 결과는 34%로 저조한 상태를 보 다. 

본 연구의 고혈압 관리 역에서는 서울대간호대학․보건복지부(2000)에서 11개

의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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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기존의 연구들과의  평가결과 비교

평가 역

건강증진거점보

건소기술지원 

평가단․보건복지

부(2001)

서울대간호대학․

보건복지부(2000)
본 연구

점수/만점 백분율* 점수/만점 백분율* 점수/만점 백분율*

사업목표 6.2/8 77

기초조사 8.6/10 88

사업대상 6.5/8 81

인력확보/교육훈련 9.2/12 76

시설 및 장비 6.8/8 85 8.3/10 80

사업여건조성 8.7/10 87 4.3/10 43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9.0/12 75

보건교육 10.2/12 85 14.8/20 74

서비스내용 6/8 75

자체평가 8.7/12 73 5.1/15 34

고혈압예방 23/35 67

고혈압관리 28.8/40 72 29/40 72

보고,통계 5/5 100

 

* 각 역에서 차지하는 점수를 비율로 환산한 값

 

이외에도 전국 242개의 보건소중 143개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고혈압 관리사업

의 현황분석을 시행한 이&진(2002)의 연구에 의하면 관리적측면, 교육적측면, 기

술적측면으로 나누어서 결과를 제시하 다. 관리적측면에서 보건소는 방문간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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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부서에서 고혈압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주로 환자등록사업과 대상자 교육

사업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등록관리사업을 하는 보건소는 1/4이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 고, 타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운 하는 보건소는 39%-47%라고 하 다. 

또한 환자발견사업은 일회성 특정기회제공에 그치고 있다고 제시하 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보건진료소는 69%로 보건소보다 높게 나타

났고, 타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보건진료소가 44.5%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교육적측면에서는 교육매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었으며 보건소당 평균 9종이

나 되었고 55.3%가 리프렛이나 책자이고 비디오 테잎의 개발도 152건이나 있었다. 

그러나 교육내용은 주로 고혈압자체의 설명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매체의 평가나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에서 개발되어있는 매체를 

사용하므로 매체에 있어서는 보건소와 비교할 필요가 없고, 이&진(2002)연구에서

는 매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건교육후의 평가로

서 교육후 평가는 20.5%로 보건교육 항목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기술적측

면에서는 고혈압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 고혈압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보건소는 없었고 도구의 정 도 유지, 사업 활동 평가

는 현장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

과를 보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세그룹(상위, 

중위, 하위그룹)으로 나누어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소프트웨어 측면과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이와 유사하게 

보건진료소에서의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송(2001)의 건강증진사업 활성

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즉 보수교육, 자원봉사자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수립, 보건

진료원의 업무지침 및 실적보고 수정, 개발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매체 및 장비 

보급, 근무환경개선, 통합된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제시하 다. 이는 본 

연구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의 개선방안에 포함되는 내용들과 중복되었다. 

본 연구에서 세그룹으로 분류한 이유는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이 모두 중간수준

의 사업결과를 나타낸 평가내용은 상관없으나, 상위그룹에서는 중간이상을 하위그

룹에서는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경우는 하위그룹의 점수를 상위그룹으로 끌어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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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평가내용

에 대해서는 좀더 주의를 기울여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본 연구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에서의 제한점은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수준 즉, 상위, 하위, 중위그룹을 결정하는 분류기준이 절대적인 기준

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향을 미치

는 요인을 조사하 고,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이(1993)의 연구가 있다. 이(1993)의 

보건진료원의 근무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에서는 근무활동에 모성보건, 

유아보건, 가족계획, 결핵관리, 진료업무, 상담, 보건교육을 포함하여 각각의 업

무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령은 모자보건사업에 통계

적으로 유의성을 보 으며, 교육정도와 대표의료기관수는 보건교육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결혼여부는 진료실적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만족도는 가족계획실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상담과 보건교육은 개인적 특성이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고, 모자보건, 

유아보건, 가족계획, 진료 등은 지역적 특성이 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교육수준, 지역

적 특성으로는 소재지와 노년기 인구비율에 따라 고혈압 사업에 향을 미쳤고, 

그외에 고혈압 사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운 협의회에서의 고혈압 관련

사업이 대두되었는지와 마을건강원의 도움정도, 보건진료원자신의 업무수행 능력

정도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1993)의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고혈

압 관리사업도 보건교육이나 상담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동기화가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1993)의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던 직업만족도나 교육정도등 보건진료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사업

성과가 나타남은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마을건강원의 도움정도

나 보건지소와의 협조체계정도는 본 연구에서만 새롭게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 밝혀졌다. 이는 보건진료원은 단순의료인력이라기보다는 지역전체의 발전과 개

발을 궁극적목적으로 하며 주민의 운 협의회와의 긴 한 연계를 가지고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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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지역사회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지역사회 전문간호사임을 확인시켜준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성패의 관건은 지역사회참여, 즉 

보건진료소 운 협의회나 마을건강원을 어떻게 사업에 참여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열쇠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C.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도구는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과 관련된 기존문헌은 물론이고 현장조사에서 실제 하고 있는 업무와 보건진료원

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보건진료소의 현실성을 반 한 평가

도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을 통한 내용타당성 조사를 거친 도구로 현

장적용시 결과에 대한 신뢰를 가질수 있다고 판단된다. 

간호실무 측면에서는 보건진료소에서의 환경을 반 하여 개발된 평가도구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표준지침

으로도 사용가능하고 보건진료원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평가 역,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점수기준별 문항에 점수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보건진료원

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수행에 있어서 보건진료원들간의 수준에 따른 

사업수행의 차이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보건진료원들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

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평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기화 할 수 있는 계

기가 되며 제시된 항목의 검토를 통한 사업수립계획 및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도구는 전산화시스템을 활용할 때 객관적인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호연구 측면에서는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진료소에서 사용가능한 고

혈압 및 관리사업의 평가도구개발에 기여하 으며, 이러한 평가도구를 통해 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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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료소간의 비교․분석 및 평가할 수 있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건강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어 체계적인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수

행할 수 있게 하므로 연구결과에 근거한 간호연구(evidence based nursing 

research)를 가능하게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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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평가할 수 있

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평가도구를 통해 현행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예비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 문헌고찰, 현지방문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 으며 

소요된 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3월 13일까지 으며, 예비평가도구를 

통해 내용타당도 검정 및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평가도구를 개발하 다. 개발된 평

가도구는 2001년 7월 1일 현재 1,849개소의 보건진료소를 모집단으로 비례층화표

출법에 의해 700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선정하여 자가보고식 우편설문조사를 3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두달간 실시하 고, 총 215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PC+를 WIN 1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헌고찰, 현지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해 구성된 예비평가도

구는 4개 역, 12개 항목, 세부평가항목 42개, 평가점수기준 문항들 108개로 구성

되었으나 전문가 내용타당도를 통해 4개 역, 12개 항목, 세부평가항목 41개, 평

가점수기준 항목들 124개로 평가도구가 구성되었다.

2. 평가도구에 배점처리는 전문가의 타당도 검정을 통해 총 100점 만점에서 



- 90 -

역별로 고혈압 예방사업 35점, 고혈압 관리사업 40점, 사업여건조성 10점, 자체평

가 15점으로 구성되었다. 항목별로는 보건교육 20점, 고혈압 조기발견 15점, 고혈

압환자 등록관리사업 15점, 교육 및 상담 10점, 고혈압환자치료 및 추구관리 15점, 

지역주민의 접근성 4점, 보건교육자료비치 4점, 홍보 2점, 사업계획서 수립 1점, 사

전평가 4점, 중간평가 4점, 결과평가 6점으로 구성되었다.     

3. 역별 평가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예방사업은 평균 23.44±4.49/35점(67%), 

고혈압 관리사업은 평균 28.81±4.35/40점(72%), 사업여건조성은 평균 4.29±

1.81/10점(42.9%), 자체평가는 5.10±3.68/15점(34%)로 총점은 평균 61.65±

10.67/100점(61.7%)를 나타냈다.

4.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통계학적 기준에 의해 상위, 중위, 하위그룹으로 

나누어서 세부평가항목면에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비교․분석하 다. 상위그룹

에서는 중간이상의 효과를 나타냈으나 하위그룹에서는 낮은 효과를 보인 것은 고

혈압 예방사업 역중에서 보건교육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교육실시배경과 교육

장소로 나타났고, 고혈압 조기발견 항목으로는 집단혈압을 통해 환자를 조기발견

하거나 가정방문시에 혈압을 측정해서 환자를 발견하는 방법, 고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 주기적인 관찰과 혈압관리를 통해 환자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나타났

다. 

고혈압 관리 역중에서는 대상자의 종류에 따른 등록 및 관리와 환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상담 항목은 교

육대상자나 교육내용이 포함되었고, 고혈압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 항목에서는 생

활요법의 수행여부를 확인, 투약관리, 합병증 증상확인, 합병증 발견을 위한 임상

검사 의뢰, 미치료자에 대한 관리가 포함된다. 

사업여건조성 역에서는 보건교육자료비치 항목에서의 교육자료의 접근 용이

도나 비치된 자료의 종류가 포함되었다.

자체평가 역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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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에서 고혈압 사업이 모두 저조한 결과를 보인 세부평가

항목은 고혈압 예방사업 역중에서 보건교육 항목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교육매

체가 3개이하로 저조하 고, 보건교육시에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혈압환자 조기발견 항목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존에 기초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환자를 발견하거나 지역사회의 여러자원으로부터 환자를 발견하는 

것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관리사업 역중에서 고혈압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에서는 고혈압환자

를 위한 전용기록지를 사용하는 것과 고혈압관리수첩을 사용하는 것, 전산프로그

램의 활용도, 의뢰서 발급, 회신서 확인 및 구비, 민간의료기관과의 공식적인 연계

체계 구축하는 것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여건조성 역에서는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조성에서 두그룹이 저조한 결과를 보 고, 고혈압 사업을 위한 홍보면

에서도 저조하 다.

자체평가 역중에서는 중간평가와 결과평가면에서 두그룹이 낮은 점수를 보

다.

6.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결과에 의해 세그룹으로 나누었고, 그중에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비교․분석하 다. 분석결과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모두에

서 점수가 낮게 나온 평가내용들과 상위그룹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보 으나 하위

그룹은 낮은 점수를 보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을 제시하 다. 하드웨어 측면은 정부에서의 구조적, 행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한 것이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보건진료소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나누어서 각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 다.

7.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건진료

원의 일반적특성, 지역적특성, 기타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사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들과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특성에서는 

교육수준이 3년제에 비해서 4년제를 졸업한 경우가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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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p<.064). 지역적특성에서는 지역별로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기타 보건진료

소의 사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것은 월평

균 혈압측정 인구비율(p<.059), 월평균 고혈압 관리를 위한 방문가구 비율

(p<.012), 월평균 혈압내소자 비율(p<.030), 운 협의회의 역할 유무(p<.000), 운

협의회에서의 고혈압관련사업 대두 유무(p<.000), 마을건강원의 도움정도(p<.000), 

보건진료원의 업무수행능력정도(p<.000), 보건지소와의 협조정도(p<.014)로 나타났

다.  

8.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운 협의회에서 고혈

압관련사업이 거론되었던 경우, 마을건강원이 고혈압 사업에 도움이 될 수록 고혈

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도구의 현장 적용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통해 결정요인으로 판명된 것을 강화 혹은 개선함으로써 보건진료소에서의 효과

적인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 제언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평가도구를 개발하다보니 실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여건조성이나 자체평가 역에서의 자료가 충

분하지가 않았다. 현장조사 장소를 확대하여서 관찰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항목이

나 세부평가항목들이 제시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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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도구중 평가점수기준 문항들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론과 연

구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하 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실무자 집단을 충

분하게 포함하여 가중치 부여를 함으로써 좀더 실용적인 평가도구를 개발하길 제

언한다.

3. 본 연구는 평가의 유형중에서 과정중심의 평가를 실시하 으나 추후연구에

서는 구조와 결과평가를 포함한 평가도구를 개발하 으면 한다.

4. 역별 평가결과에 의하면 고혈압 관리 역에서는 70%이상으로 양호하다

고 볼 수 있으나 고혈압 예방 역에서는 67%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관리부분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도 

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의 보건진료소의 주요역할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이 될 

것이므로 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업여건조성 역에서도 43%로 

저조한 점수를 나타냈고, 자체평가는 34%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 다. 이는 보건

진료소만이 아닌 공공보건조직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수교육을 통해서 사

업여건조성과 자체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5.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결과에 의해 사업효과 수준을 세그룹으로 

제시하고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이 모두 낮은 점수를 나타낸 평가내용과 상위그룹

은 중간이상 하위그룹은 낮은 점수를 보인 것만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에서 제시하 다. 추후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

웨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전략 등을 제시하 으면 한다.

6.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밝혀진 운 협의회

에서의 고혈압 사업에 대한 역할 유무와 고혈압관련사업 대두 유무, 마을건강원의 

도움정도는 지역사회주민의 참여가 사업성패의 관건임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즉, 보건진료원의 역할중 하나인 지역사회주민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잘 반 해 준다. 이외에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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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요인으로서 보건진료원자신의 업무수행 능력정도에 따라 사업에 큰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나 도차원에서 그들의 업무수행 능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한가지 사업에 대한 일시적인 교육이 아닌 계속적으로 연결되면서 

심화될 수 있는 보수교육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7. 개발된 평가도구를 기초로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전산화

시스템으로 구현되었으면 한다.

8. 공공보건기관에서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

가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효과적인 고혈압 사업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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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문가타당도용 설문지

보건진료소의 고혈압환자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진료소의 내소자 중 상당수가 고혈압환자이기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 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통해 예비 고혈압환자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도구를 작성하 습니다. 작성된 예비 평가도구는 고혈압환자 예방, 고혈압환자 관

리, 사업여건조성, 자체평가로 4가지 역으로 분류됩니다. 고혈압환자 예방은 건강군

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교육과 고혈압환자 조기발견이 포함되고, 고혈압환자 관

리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고혈압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 고혈압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 

교육 및 상담이 포함됩니다. 그 외 사업여건조성과 자체평가는 고혈압환자 예방과 관

리사업에 공통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역으로 간주하 습니다.

   본 연구의 평가도구를 가지고 설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작성된 평가문항의 타당

성 정도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각 평가문항이 타당한지는 그 정도에 따라 매우 타당하다 , 약간 타당하다 , 

약간 타당하지 않다 , 전혀 타당하지 않다 로 분류하 으니 해당하는 칸에 V표 

해주시고 1쪽에서 3쪽은 전체 평가도구를 요약한 부분으로써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

시는 항목이나 세부항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설문지에서는 평가항목에 대

해 응답자가 예  혹은 아니오 로 응답하도록 작성할 것이며 기타에는 응답자의 

견해를 서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건진료소의 고혈압환자 예방과 관리사업에 전문가이신 선생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응답은 3월8일(토요일)까지 전자우편(kwon1314@hanmail.net)으로 보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 3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권명순 올림

                                                       지도 교수 : 조 원 정

             연락처 : 02-2207-9749, 016-816-6206, E-mail : kwon1314@hanmail.net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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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항목 세부평가항목

1. 고혈압 

환자 

예방사업

보건교육

  교육내용 선정

  교육내용

  교육수행 전략

  교육계획(교육횟수)

  교육자의 능력

  교육매체

  교육방법

  교육장소

  교육시간

  교육자료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나 

세부항목

고혈압 환자 

조기발견

  기존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조사한 

자료를 통해 환자발견

  집단혈압측정을 통해 환자발견

  내소자의 혈압측정을 통해 환자발견

  가정방문시에 혈압측정을 통해 환자 발견

  지역사회의 여러 인적자원으로부터 환자 

발견

  자발적으로 신고

  타 의료기관에서 의뢰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나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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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항목 세부평가항목

2. 고혈압

  환자

 관리사업

고혈압환자등록 및 

관리사업

  대상자등록 및 자료보관

  대상자의 종류에 따른 등록 및 관리

  고혈압 관리수첩 발금

  환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사용여부

  구축된 전산프로그램의 활용도

  의뢰서 발급여부

  회신서 확인 및 구비

  연계체계 구축여부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나 세부항목

고혈압환자치료 및 

추구관리

  위험요인 확인

  금연

  절주

  비만

  식이

  운동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

  약물에 대한 지적능력

  지속적인 투약관리

  합병증예방을 위한 임상적 검사시기를 관리

  미치료자에 대한 관리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나 세부항목

교육 및 상담

  생활요법

  약물요법

  합병증관리

  가족과 주돌봄자 교육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나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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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항목 세부평가항목

3. 사업여건

조성

지역주민의 접근성
  물리적환경

  사회적환경

보건교육자료 비치   교육자료의 접근 용이도

홍 보   홍보매체활용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나 세부항목

보건진료소의 고혈압환자 예방 및 관리사업 평가도구

역 항목 세부평가항목

4. 자체평가

사전평가
  고혈압환자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를 

위해 사전평가 실시

중간평가
  사업수행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과정 중에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수행

사업결과평가

  목표달성여부 측정

  보건진료원 측면에서의 평가

  지역주민 측면에서의 평가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나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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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환자 예방사업(대상자 : 건강군, 고위험군)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점수기준 문항들

매우

타당

하다

약간

타당

하다

약간 

타당

하지

않다

전혀

타당

하지

않다

1. 보건

  교육

1.1. 교육내용 선정

1.1.1. 대상자의 요구에 대한 기초조사에 근거해서 보건교육내용을 선정한다.

1.1.2. 공공보건기관이나 정부차원의 정책에 근거해서 보건교육내용을 선정한다.

1.1.3. 대상자의 요구에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보건교육내용을 선정한다

1.2. 교육 내용

1.2.1. 고혈압의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한다.

☞ 한다면 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요(__혈압의 정의, ___고혈압의 정의, ___분류기준,

   ___고혈압의 원인 및 위험요인, ___고혈압의 증상, ___병리, ___측정 및 진단, ___검사, ___고혈압의 합병증, 

   ___기타(                                                                                        )

1.2.2. 생활습관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한다. 

   * 아래의 내용 중에서 수행하고 있는 내용에 모두 v로 표시해 주십시요.

    1.2.2.1. 금연 : ___흡연으로 야기되는 질병, ___금연의 장점, ___금연방법, 

                 ___기타(                                                                              )

    1.2.2.2. 절주 :___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향, ___음주가 고혈압환자의 심장혈관에 미치는 위험, ___절주방법,  

                 ___기타(                                                                              )

    1.2.2.3. 비만 : ___정상 체중유지의 중요성, ___체중유지를 위한 실천방법, ___비만도 계산방법,

                  ___기타(                                                                             )

    1.2.2.4. 식이 : ___일반적인 염분섭취와 고혈압의 관련성, ___염분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___식염의 양 계산법, ___일반적인 지방섭취와 고혈압의 관련성, 

                  ___지방섭취를 줄이는 방법,___기타(                                                    )

    1.2.2.5. 운동 : ___운동의 필요성과 효과, ___운동의 방법, ___노동과 운동의 차이, ___운동시 주의할 점, 

                  ___기타(                                                                             )

    1.2.2.6. 스트레스 : ___스트레스 유발요인, ___스트레스가 혈압에 미치는 향, ___스트레스 극복방법,

                      ___기타(                                                                         )

1.3. 교육수행 전략

1.3.1. 기초조사에 근거해서 대상자들의 요구, 문제, 관심에 따른 맞춤식 보건교육을 수행한다.

1.3.2. 공공보건기관이나 정부차원의 정책에 따라 보건교육을 수행한다.

1.3.3. 보건진료원이 임의적으로 보건교육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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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환자 예방사업(대상자 : 건강군, 고위험군)

항목 평가항목 평가점수기준 문항들

매우

타당

하다

약간

타당

하다

약간

타당

하지

않다

전혀

타당

하지

않다

1. 보건  

  교육

1.4. 교육계획

   (교육횟수)

1.4.1. 집단교육을 계획대로 수행한다.

☞수행한다면 횟수는?___4회이상/1년, ___2-3회/1년, ___1회/년, ___기타(                              )

1.4.2. 집단교육을 상황에 따라 실시한다.

1.5. 교육자의

     능력

1.5.1. 고혈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5.2. 생활습관개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5.3. 고혈압과 생활습관개선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는데 자신있다.

☞자신이 없다면 어떤 측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6. 교육매체

1.6.1. 보건진료소내에 교육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있는 것에 V표 해주십시요.___비디오, ___OHP, ___슬라이드, ___쾌도, ___빔프로젝터, 

                                         ___기타(                                              )

1.7. 교육방법 
1.7.1. 강의만을 한다.

1.7.2. 강의와 시청각매체를 활용한다.

1.7.3. 강의없이 시청각매체(예:비디오)만을 활용한다..

1.8. 교육장소 
1.8.1. 보건진료소내에서만 실시한다.

1.8.2. 보건진료소 이외의 지역사회주민이 이용하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등을 사용한다. 

1.9. 교육시간 1.9.1. 주민들의 의견수렴 하에 교육시간을 결정한다.

1.10.교육자료

1.10.1.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보내온 교육자료를 사용한다. 

1.10.2. 고혈압과 관련된 인쇄매체나 책자를 활용한다.

☞주로 활용하는 책자는?___보건진료원회에서 발간 된 책자, ___고혈압학회지, ___대한간호학회지, 

  ___지역사회간호학회지, ___한국보건학회지, __농촌의학회지, ___기타(                               )  

1.10.2. 고혈압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수집을 위해 인터넷에서 자료검색을 한다.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

1.10.3. 본인이 개발한 교육자료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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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환자 예방사업(대상자 : 건강군, 고위험군)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점수기준 문항들

매우

타당

하다

약간

타당

하다

약간

타당

하지

않다

전혀

타당

하지

않다

2. 

고혈압환자 

조기발견

2.1. 기존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한 자료를 통해 환자    

  발견

2.1.1. 기초조사자료(가정건강기록부나 타기록양식 등)자료에서 고혈압위험요인(흡연, 당뇨, 연령, 

성별 및 폐경유무, 가족력 등)과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여 고혈압환자를 발견한다.

2.2. 집단 혈압측정을 통해 환자      

    발견

2.2.1. 혈압측정을 위한 이벤트나 행사를 시행한다.(예:보건교육에 참여자들에게 혈압측정을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됨)

2.2.2. 전주민이 2년에 한번은 혈압측정을 할 수 있도록 집단 혈압측정 계획을 세운다.

2.3. 내소자의 혈압측정을 통해 

    환자발견

2.3.1. 모든 내소자의 혈압을 측정한다.

2.3.2. 내소자중 40세 이상만 혈압을 측정한다.

2.3.3. 내소자중 고혈압 환자인 경우만 혈압을 측정한다.

2.3.4. 내소자가 원하는 경우만 혈압을 측정한다. 

2.4. 가정방문시에 혈압측정을 통해   

   환자발견

2.4.1. 가정방문의 목적이 혈압측정이 아닌 경우에도 방문한 가정의 모든 가구원들의 혈압을 

측정한다.

2.4.2. 가정방문의 목적이 혈압측정이 아닌 경우에도 방문한 가정의 40세 이상인 가구원의 혈압을 

측정한다.

2.4.3. 고혈압환자의 관리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환자와 그의 가족중 40세 이상 가구원의 혈압을 

측정한다.

2.5. 지역사회의 여러 인적자원

 가족, 사회복지사, 마을건강원, 

지역사회주민 등)으로부터 환자발견

2.5.1. 마을건강원을 통해 환자를 발견한다.

2.5.2. 가족, 사회복지사, 지역사회주민을 통해 환자를 발견한다.

2.6. 자발적으로 신고 2.6.1. 타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치료받으러 내소하여 발견한다.

2.7. 타의료기관에서 의뢰

2.7.1. 타의료기관에서 의뢰한다.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가요? ___민간의료기관, ___보건소, 

   ___보건지소, ___보건의료원, ___지방공사 의료원, ___다른 보건진료소,

   ___기타(                                                           )

※ 귀하께서는 고혈압환자 예방사업 수행시 보건교육과 고혈압환자 조기발견사업 두가지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십니까?(백분율로 기록해 주십시오)

       (예제 : A의 경우 : 보건교육40%, 고혈압환자 조기발견 60%,  

              B의 경우 : 보건교육 80%, 고혈압환자 조기발견 20% 등)

        보건교육_______%,   고혈압환자 조기발견 ________%.

※ 보건진료소에서의 고혈압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위의 두가지 이외에 다른 역이 있으면 기입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10 -

고혈압환자 관리사업(대상자 : 환자군)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점수기준 문항들

매우

타당

하다

약간

타당

하다

약간

타당

하지

않다

전혀

타당

하지

않다

1. 

고혈압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

1.1. 대상자 등록 및 

    자료보관
1.1.1. 일반진료기록지가 아닌 고혈압환자관리만을 위한 기록지가 있다.

1.2. 대상자의 종류에 따른  

    등록 및 관리

1.2.1. 위험군과 환자군을 모두 등록하여 차별화된 관리를 한다.

1.2.2. 타기관에서 치료관리하는 지역내 모든 고혈압환자를 등록 및 관리한다.

1.2.3. 보건진료소에서 약물을 관리하는 고혈압환자만 등록 및 관리한다.

1.2.4. 대상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혈압을 확인한 경우는 고혈압관리 등록 기록지에 등록하고  

      관리한다.

1.3. 고혈압 관리수첩 발급

1.3.1. 위험군과 환자군에게 고혈압 관리수첩을 발급한다

1.3.2. 관내 모든 고혈압환자군에게 고혈압 관리수첩을 발급한다.

1.3.3. 보건진료소에서 직접 투약하는 고혈압환자에게만 고혈압 관리수첩을 발급한다. 

1.3.4. 고혈압 관리수첩을 사용하지 않는다.

1.4. 환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사용여부

1.4.1. 고혈압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고있다면종류는?(                                                     )

1.5. 구축된 전산프로그램   

    활용

1.5.1.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미치료자를 색출하고 있다. 

1.5.2.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월보를 작성한다.

1.6. 의뢰서 발급여부

1.6.1.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뢰서를 발급한다.

1.6.2. 경우에 따라 의뢰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의뢰하기도 한다.

1.6.3. 의뢰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이용한다.

      구체적인의뢰방법:(                                                             )

1.7. 회신서 확인 및 구비
1.7.1 회신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비한다.

1.7.2. 환자가 가져오는 경우만 확인하고 구비한다.

1.8. 연계체계 구축 여부
1.8.1.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1.8.2. 연계․의뢰기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화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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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환자 관리사업(대상자 : 환자군)

항목 세부세부항목 평가점수기준 문항들

매우

타당

하다

약간

타당

하다

약간

타당

하지

않다

전혀

타당

하지

않다

2. 

고혈압환

자 치료 

및 

추구관리

2.1. 위험요인 확인

2.1.1. 고혈압의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확인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예:고혈압위험요인평가지등

2.2. 금연

2.2.1. 방문때 마다 흡연여부를 확인한다.

2.2.2. 교육한 대로 실천하는지 확인한다.

☞아니오일 경우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

2.3 절주

2.3.1. 방문때 마다 절주여부를 확인한다.

2.3.2. 교육한 대로 실천하는지 확인한다.

☞아니오일 경우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

2.4. 비만

2.4.1. 방문때 마다 체중을 측정한다.

2.4.2. 교육한 대로 실천하는지 확인한다.

☞아니오일 경우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

2.5. 식이

2.5.1. 방문때 마다 저염분과 저지방식이룰 하는지 확인한다.

2.5.2. 교육한 대로 실천하는지 확인한다.

☞아니오일 경우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

2.6. 운동

2.6.1. 방문때 마다 1회 30분이상, 주3회이상 운동을 하는지 확인한다.

2.6.2. 교육한 대로 실천하는지 확인한다.

☞아니오일 경우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

2.7.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
2.7.1. 방문때 마다 스트레스될 만한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2.7.2. 교육한 대로 실천하는지 확인한다.

☞아니오일 경우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

2.8. 약물에 대한 지적 능력

2.8.1. 고혈압에 쓰이는 약물에 대한 교육을 1년이내에 받았다. 

2.8.2. 약물에 관한 정보를 얻기위해 대중매체/인쇄매체를 활용한다.

☞활용할 경우 주로 이용하는 대중매체/인쇄매체는?(                                          )

2.8.3. 귀하가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 자신있게 설명 할 수 있다.

2.9. 지속적인 투약관리
2.9.1. 대상자의 복약여부를 확인한다.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

2.10. 합병증예방을 위한 임상적 

검사시기를 관리(심전도, 안저검사, 

흉부X선 촬 , 혈액, 뇨검사 등)

2.10.1. 환자에게 합병증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2.10.2. 보건진료소에서 합병증예방을 위해 1회/6개월 검진을 의뢰한다.

2.10.3. 합병증 검진결과를 확인하고 기록․보관한다.

2.11. 미치료자에 대한 관리

2.11.1. 미치료자의 관리를 한다.

☞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

예:전화, 가정방문, 인적자원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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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환자 관리사업(대상자 : 환자군)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점수기준 문항들

매우

타당

하다

약간

타당

하다

약간

타당

하지

않다

전혀

타당

하지

않다.

3. 교육 

및 상담

3.1. 생활요법

3.1.1. 고혈압의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한다.

☞ 한다면 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요(___혈압의 정의, ___고혈압의 정의, ___분류기준, 

   ___고혈압의 원인 및 위험요인, ___고혈압의 증상, ___병리, ___측정 및 진단, 검사, ___고혈압의 합병증 소개,

   ___기타(                                                                                                )

3.1.2. 생활습관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한다. 

    * 아래의 내용 중에서 수행하고 있는 내용에 모두 v로 표시해 주십시요.

    3.1.2.1. 금연 : ___흡연으로 야기되는 질병, ___금연의 장점, ___금연방법, ___기타(                          )    

 

    3.1.2.2. 절주 : ___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향, ___음주가 고혈압환자의 심장혈관에 미치는 위험, ___절주방법, 

                  ___ 기타(                                                                                )

    3.1.2.3. 비만 : ___정상 체중유지의 중요성, ___체중유지를 위한 실천방법, ___비만도 계산방법,

                  ___기타(                                                                                 )

    3.1.2.4. 식이 : ___일반적인 염분섭취와 고혈압의 관련성, ___염분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___식염의 양 계산법 

                  ___일반적인 지방섭취와 고혈압의 관련성, ___지방섭취를 줄이는 방법,

                  ___기타(                                                                                  )

    3.1.2.5. 운동 : ___운동의 필요성과 효과, ___운동의 방법, ___노동과 운동의 차이, ___운동시 주의할 점, 

                  ___고혈압환자에게 유익한 운동방법과 강도, ___기타(                                         )

    3.2.2.6. 스트레스 : ___스트레스 유발요인, ___스트레스가 혈압에 미치는 향, ___스트레스 극복방법,

                      ___구체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예:심호흡법), ___기타(                                      )

3.2. 약물요법 3.2.1. 투약시 약물에 대한 용법 및 부작용에 대해 교육한다.

3.3.합병증관리 3.3.1. 고혈압 합병증 예방과 관리에 대해 교육한다.

3.4.가족과

 주돌봄자교육

3.4.1. 가족과 주돌봄자에게 고혈압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교육 및 상담을 한다.

☞ 교육내용은?___혈압측정법과 기록법, ___생활요법, ___약물복용시 주의점, ___기타(                             )

※귀하께서는 고혈압 관리사업인 고혈압환자 등록관리, 고혈압환자 치료뫄 추구관리, 교육 및 상담 세가지 중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십니까?(백분율로 기록하여 주십시오)

       (예제:A의 경우 : 고혈압환자 등록관리30%, 고혈압환자치료와 추구관리 30%, 교육 및 상담  40%

            B의 경우 :  고혈압환자 등록관리20%, 고혈압환자 치료와 추구관리 40%, 교육 및 상담  40%)

        고혈압환자 등록관리_______%,   고혈압환자 치료와 추구관리________%.   교육 및 상담_____%

※보건진료소에서의 고혈압환자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위의 세가지 역 이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기입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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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여건조성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점수기준 문항들

매우

타당

하다

약간

타당

하다

약간

타당

하지

않다

전혀

타당

하지

않다

1. 지역주민의 접근성

1.1. 물리적환경
1.1.1. 보건진료소내에 혈압측정공간과 혈압기구가 확보되어 있다.

1.1.2. 방문간호사업을 위한 가정방문시에는 항상 혈압계를 소지한다.

1.2. 사회적환경

1.2.1. 운 협의회에서 고혈압환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협의 안건으로 제시된 적이   

      있다.

1.2.2. 고혈압환자 예방 및 관리사업 수행시 마을건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면 어떤 역할이 중요한가?(                                          )

2. 보건교육자료 비치
2.1. 교육자료의 접근    

    용이도

2.1.1. 보건진료소 내의 대기실에 고혈압환자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보건교육자료가 비치

     되어 있다.

2.1.2.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혹은 용이하게 볼수 있는) 있는 장소(마을회관, 경로당, 

버스정류장, 학교 등)에 고혈압환자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보건교육자료가 비치되어 있다.

3. 홍보 3.1. 홍보매체활용

3.1.1. 보건진료소에서의 고혈압예방 및 관리사업을 주민들에게 홍보한다.

☞홍보한다면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___반상회보, ___지역신문, 

___지역정보지, ___인터넷 홈페이지, ___건강소식지, ___기타(                   )

자체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점수기준 문항들

매우

타당

하다

약간

타당

하다

약간

타당

하지

않다

전혀

타당

하지

않다

1. 사전조사
1.1. 고혈압환자 예방 및 관리사업    

  의 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실시

1.1.1. 고혈압환자 예방 및 관리를 하기전에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생활습관/유병율 

등)를 실시한다.

2. 중간평가

2.1. 사업수행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과정 중에도 계속적     

 으로 모티터링 수행

2.1.1. 사업진행과정 중에 문제점이나 잇점을 기록해서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한다.

3. 사업결과

   평가

3.1. 목표달성여부 측정

3.1.1. 사업초에 계획한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한다.(예:생활습관/고혈압관리율/혈압관련 지식 

및 인지/유병율, 합병증 발생율 등)

3.1.2. 사업내용 및 수행전략에 대해 평가한다.

3.2. 보건진료원 측면에서의 평가 3.2.1. 보건진료원 측면에서의 사업결과를 평가한다.(예:업무수행능력 등)

3.3. 지역주민 측면에서의 평가 3.3.1. 지역주민측면에서의 사업결과를 평가한다.(예 : 지역주민의 만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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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보건진료원용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권 명순입니다. 저의 지도교수는 조원정교수이

시고요.

 “보건진료소에서의 고혈압관리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인사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사는 현재의 보건진료소의 고혈압관리사업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기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고혈압관리사업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진료원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한 설문지입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꼼꼼히 작성하시어 주시면 귀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

다. 또한 본 조사는 통계처리되고, 보건진료소의 고혈압관리사업을 활성화하는 연

구자료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의견이 우리 나라 보건진료소의 고혈압관리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동봉한 봉투에 넣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말까지 선생님의 작성하신 설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3월

     권  명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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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생님께서 실시하시고 계시는 고혈압에 관련된 집단보건교육에 대해서 질문하

겠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해주십시오. 질문항목에 따라서 2개이상의 ∨를 하시

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교육내용 선정

     □① 대상자(피교육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지역진단 등 조사결과자료에 근거하여 교육내용을 정하는 경우 포함)

     □② 정부(보건복지부)나 보건소의 정책(혹은 지시)에 따라 교육내용을 정한다

     □③ 보건진료원이 자체적으로 정한다

  2. 교육내용

     □① 고혈압의 일반적인 지식만을 교육한다.

     □② 고혈압의 위험요인인 생활습관개선에 관련된 내용만 교육한다

     □③ ①,②를 모두 실시한다

   2.1 선생님께서 고혈압의 일반적인 지식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요?

     □① 혈압에 관련된 내용

     □② 고혈압의 정의

     □③ 고혈압의 원인 및 증상, 진단

     □④ 고혈압의 합병증

     □⑤ 고혈압의 예방

     □⑥ 기타                 

   2.2 고혈압의 위험요인인 생활습관개선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요?

     □① 식이 (염분섭취에 관련하여) 

     □② 식이 (지방섭취에 관련하여)

     □③ 식이 (염분 및 지방섭취에 관련하여)

     □④ 식이 (기타: 내용을 기술하여주십시오:                              )

     □⑤ 운동 (운동의 필요성만)

     □⑥ 운동 (운동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실천방법까지 제시)

     □⑦ 금연 (금연의 필요성만)

     □⑧ 금연 (금연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금연방법까지 제시)

     □⑨ 절주 (절주의 필요성만)

     □⑩ 절주 (절주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절주의 방법까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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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비만 (비만과 고혈압과의 관계만)

     □⑫ 비만 (비만과 고혈압과의 관계 및 체중조절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

     □⑬ 스트레스(스트레스와 고혈압과의 관계만)

     □⑭ 스트레스(스트레스와 고혈압과의 관계 및 스트레스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까  

           지 제시)

  3. 교육장소 

     □① 보건진료소에서만 실시

     □② 지역사회 자원(예: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등)에서만 실시

     □③ ①, ② 모두 해당

          ※ ③일 경우 백분율로 표시한다면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경우        %,

               지역사회 자원에서 하는 경우     %

  4. 교육시간 선정 

     □① 보건진료원이 결정한다

     □② 지역주민 혹은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①, ② 모두 해당

          ※ ③일 경우 백분율로 표시한다면

               보건진료원이 결정              %

               지역주민 혹은 대표와 협의      %

  5. 교육회수 (2002년의 경우)

     □① 1년에 4회이상 실시

     □② 1년에 2-3회 실시

     □③ 1년에 1회만 실시

  6. 교육방법

     □① 강의만 실시

     □② 시청각매체만 활용

     □③ ①, ② 모두 활용

      ※ 시청각매체활용의 경우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체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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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선생님께서는 고혈압환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혈압측정외 고혈압위험요인평가  

     지 등을 활용하시는지요?

     □① 규정된 서식(예: 고혈압위험요인 평가지)를 활용한다

     □② 구두로만 사정한다

     □③ 아무 것도 실시하지 않는다

  8. 기타

    8.1 보유하고 있는 교육장비

       □① 비디오  □② 슬라이드 프로젝터   □③카세트   □④ 기타        

    8.2 교육 자료 확보 방법

       □① 보건소에서 배부받음           □② 보건진료원회에서 배부받음   

       □③ 보건진료소에서 교육자료 구입  □④ 인터넷, 학회지 등의 자료 활용

       □⑤ 보건진료원 본인이 직접 개발한다

      ※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십니까?

         (사이트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3 교육자의 능력 (보건진료원 자신에 대한)

       □① 고혈압에 대한 지식 및 생활요법에 대해 자신있게 교육할 수 있다

       □② 고혈압 질환에 대한 기본지식은 자신이 있으나 생활요법에 대해서는 자신  

             이 없다

       □③ 고혈압 질환에 대한 기본지식은 자신이 없으나 생활요법에 대해서는 자신  

             이 있다

       □④ 고혈압 질환에 대한 기본지식 및 생활요법 모두 자신이 없다

     8.3.1 ②,③,④에 응답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고혈압에 대한 지식 및 생활요법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역  

       은 무엇입니까?

        □① 혈압에 관련             □② 고혈압의 정의, 증상, 진단

        □③ 고혈압 치료 및 합병증   □④ 고혈압의 예방

        □⑤ 생활요법(   식이,      운동,      금연,      절주,       비만,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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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다음은 선생님께서 고혈압환자를 어떻게 발견하시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

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해주십시오. 질문항목에 따라서 2개이상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1. 선생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고혈압환자를 발견하십니까?

     □① 기존 자료(예: 지역진단, 가정건강기록부 등)을 통하여 환자 발견

     □② 집단보건교육, 지역행사,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혈압측정을 통해 환자발견

     □③ 보건진료소 내소자의 혈압측정을 통해 환자 발견

             모든 내소자는 필수적으로 혈압측정

             내소자중 40세이상만 필수적으로 혈압측정

             내소자중 진료하러 온 환자만 혈압측정

             내소자중 내소자가 혈압측정을 원하는 경우 혈압측정

     □④ 가정방문시 혈압측정을 통해 환자발견

             가정방문시 만나는 모든 주민은 필수적으로 혈압측정

             가정방문시 만나는 주민중 40세이상 주민만 필수적으로 혈압측정

             진료 및 간호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모든 환자(예: 당뇨, 관절염 등)는 

              혈압측정

             보건진료원이 혈압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민의 혈압측정

     □⑤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및 일반자원으로부터 의뢰받음

             보건소, 보건지소로부터 의뢰받음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음

             마을건강원으로부터 의뢰받음

             지역주민으로부터 의뢰받음

             환자본인이 직접 찾아온다

             기타 (구체적:                         )        

Ⅲ. 다음은 고혈압환자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선생님네 보건진료소에서는 고혈압환자를 등록하실 때 사용하는 기록지는 어떤 것인  

   지요?

     □① 일반환자 진료기록지를 사용

     □② 일반환자 진료기록지가 아닌 고혈압환자만을 위한 전용 기록지를 사용

     □③ 기타 :                         



- 119 -

  2. 선생님네 보건진료소에서는 고혈압환자로 등록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① 혈압만을 기준하여 위험군과 고혈압환자(1,2,3기까지) 

     □② 모든 고혈압환자(혈압수치이외의 다른 위험인자에 의해 고혈압환자로 판  

          정된 경우를 말함)

     □③ 경증 고혈압환자만

     □④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관리)하고 있는 모든 고혈압환자까지

  ※ ①,②,③의 경우의 고혈압환자는 보건진료소에서 직접 투약하고 관리하는 환자만을 의미함

    

  3. 선생님네 보건진료소에서는 고혈압관리수첩을 배부하시는지요?

     □① 보건진료소에 등록된 모든 고혈압환자에게 고혈압관리수첩을 배부

     □② 모든 환자에게 배부하지 않고 보건진료원이 선별하여 고혈압관리수첩  

          을 배부

     □③ 고혈압관리수첩을 발급하지 않는다

     □④ 기타 :                         

  4. 선생님네 보건진료소에서는 고혈압환자 등록 및 관리를 하시는데 전산프로그  

    램을 활용하시는지요?

     □①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다

     □②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다

     4.1 ①에 응답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활용하고 계시는 전산프로그램은 어디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까?

          □① 포스데이타에서 개발한 전산프로그램

          □② 보건진료원협회에서 개발한 전산프로그램

          □③ 기타 :                         

    

         선생님께서는 전산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요? 

          □① 치료중단자(미치료자)를 색출한다

          □② 고혈압관리사업 월보를 작성한다

          □③ 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하는데 활용한다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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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생님께서는 등록된 고혈압환자를 타 보건의료기관에 의뢰하실 경우 의뢰서  

     를 발급하시는지요?  

          □① 진료 혹은 검사를 의뢰하던간에 모든 의뢰환자는 반드시 의뢰서를 발급한다

           □②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발급한다

          □③ 의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의뢰기관에 적접 전화한다

          □④ 의뢰서를 발급하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는다

  6. 선생님께서는 의뢰서를 발급하신 후에 회신서를 확인하시는지요?

          □① 회신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회선서를 해당 환자 기록지(챠트)에 보관한다

          □② (회신서가 없고)보건진료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기관에 전화로  

              확인한다

           □③ 환자가 회신서를 가져올 경우에만 회신서를 해당환자 기록지(챠트)에    

               보관한다

          □④ 기타                     

  7. 선생님께서 고혈압환자를 관리하시는데 전문적인 자문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한 보건의료기관이 있으신지요?

          □① 공식적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한 의료기관이 있다

                (자문이나 지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연계체계를 의미함)

          □② 비공식적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한 의료기관이 있다

           □③ 연계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않았다.

Ⅳ. 다음은  등록된  고혈압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해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2개이상의 ∨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복약상태 확인

       □①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복약여부만 확인

       □②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부작용 여부만 확인

       □③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복약 및 부작용 여부 확인

       □④ 가끔씩 복약 및 부작용 여부 확인

       □⑤ 전혀 복약 및 부작용여부 확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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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증 증상 확인

       □①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합병증 증상 확인

       □② 가끔 합병증 증상 확인

       □③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3. 합병증발견을 위한 임상검사 의뢰

       □① 모든 환자의 검사내용과 검사일을 메모(기억)하고 있다가 해당되는 환자에게   

           알려주고 의뢰한다

       □② 일부 환자의 경우에만 검사내용과 검사일을 기억하여 알려주고 의뢰한다

       □③ 전혀 의뢰하지 않는다

   4. 식이(염분)

      □①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섭취정도만 확인

      □②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섭취정도 확인 및 확인결과에 의거 

           교육실시

      □③ 가끔 섭취정도만 확인

      □④ 가끔 섭취정도 확인 및 확인결과에 의거 교육실시

      □⑤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

   5. 식이(지방식)

      □①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섭취정도만 확인

      □②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섭취정도 확인 및 확인결과에 의거 

           교육실시

      □③ 가끔 섭취정도만 확인

      □④ 가끔 섭취정도 확인 및 확인결과에 의거 교육실시

      □⑤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

   6. 운동

      □①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운동실시여부만 확인

      □②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운동실시여부 확인 및 확인결과에 의거  

            교육실시

      □③ 가끔 운동실시여부만 확인

      □④ 가끔 운동실시여부 및 확인결과에 의거 교육실시

      □⑤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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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흡연

      □①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흡연여부도만 확인

      □②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흡연여부 확인 및 확인결과에 의거 

           교육실시

      □③ 가끔 흡연여부만 확인

      □④ 가끔 흡연여부 확인 및 확인결과에 의거 교육실시

      □⑤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

   8. 음주

      □①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음주여부만 확인

      □②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음주여부 확인 및 확인결과에 의거 

           교육실시

      □③ 가끔 음주여부만 확인

      □④ 가끔 음주여부 확인 및 확인결과에 의거 교육실시

      □⑤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

   9. 체중측정

      □①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체중만 측정

      □②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체중측정 및 측정결과에 의거 교육실시

      □③ 가끔 체중측정만 확인

      □④ 가끔 체중측정 및 측정결과에 의거 교육실시

      □⑤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

  10. 스트레스

      □①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스트레스여부만 확인

      □② 치료 및 추구관리할 때마다 매번 스트레스여부 확인 및 확인결과에 의거  

           교육실시

      □③ 가끔 스트레스여부만 확인

      □④ 가끔 스트레스 여부 확인 및 확인결과에 의거 교육실시

      □⑤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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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등록된 고혈압환자중 미치료자에 대한 관리

      □① 매월 미치료자를 색출(파악)만 한다

      □② 매월 미치료자를 색출(파악)하고 조치를 취한다

      □③ 가끔 미치료자를 색출(파악)만 한다

      □④ 가끔 미치료자 색출(파악) 및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⑤ 미치료자를 파악하지 않는다

   11.1 ②, ③, ④로 응답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조치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가정방문 □② 전화  □③ 엽서발송   □④ 기타                 

  12. 작년 2002년 1년동안에 고혈압환자대상 교육실시여부

      □① 고혈압환자 및 그 가족(주 돌봄자)대상으로 교육실시

      □② 고혈압환자만 대상으로 교육실시

      □③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12.1 ①로 응답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① 혈압에 관련             □② 고혈압의 정의, 증상, 진단

         □③ 고혈압 치료 및 합병증   □④ 고혈압의 예방

         □⑤ 생활요법(    식이,      운동,      금연,      절주,       비만,      스트레스)

         □⑥ 기타                 

Ⅴ. 다음은  사업을  위한  분위기조성(여건조성) 및  홍보, 사업평가 등에  관한  질문

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해주십시오. 질문에 따라서 2개이상 ∨를 하실 경우가 있을 수 있

습니다.

   1. 선생님네 보건진료소의 대기실에는 혈압측정기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보건진료원만이 측정할 수 있는 혈압측정기구가 있다.

  

   2. 선생님께서 방문간호사업을 위한 가정방문시에 혈압계를 가지고 가십니까?

      □① 가정방문시에는 항상 준비해서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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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방문시에만 준비해서 가져간다.

      □③ 준비하지 않는다.

         

   3. 선생님네 보건진료소의 대기실에는 고혈압에 관련된 교육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① 팜프렛, 책자, 포스터 등이 비치되어 있다.

      □② 팜프렛만 비치되어 있다.

      □③ 책자만 비치되어 있다.

      □④ 포스타만 비치되어있다.

      □⑤ 아무 교육자료도 비치되어 있지 않다

   

   4. 선생님네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내의 마을회관 혹은 경로당 등에 고혈압에 관  

      련된 교육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① 비치되어 있다

      □② 비치되어 있지 않다

   5. 보건진료소운 협의회에서 고혈압에 관련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된 적이 있었는지요?

      □① 있었다

      □② 없었다

   6. 고혈압예방 및 관리사업 수행시 운 협의회의 역할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의 경우라면 어떤 부분에서 역할을 합니까?(                        )  

  

   7. 선생님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혈압환자 예방 및 관리사업을 홍보하는데 있어  

     서의 마을건강원의 도움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도움됨

      □② 다소 도움됨

      □③ 별로 도움 안됨

      □④ 전혀 도움 안됨

     ※ ①②일 경우 마을건강원이 어느 부분에서 사업홍보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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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선생님께서 고혈압에 관련된 사업(혈압측정, 환자발견, 교육 등)을 지역주  

        민들에게 홍보할 경우 어떻게 하는지요?

      □① 반상회를 활용

      □② 마을회관의 방송을 활용

      □③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게시판에 게시

      □④ 기타                     

   9. 선생님께서는 선생님네 보건진료소 지역의 고혈압사업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를 확보하고 계시는지요?  (예: 고혈압의 유병률, 고혈압과 관련된 건강생활  

     실천률 등 파악)

      □① 기초자료 확보함

      □② 기초자료 확보하지 않음

   10. 선생님께서는 고혈압관리사업을 수행하면서 중간 중간 사업수행에 대한 모  

      니터링을 하고 계시는지요?

      □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② 부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③ 전혀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11. 선생님께서는 고혈압관리사업의 결과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① 사업목표(계획) 달성여부 측정

      □② 보건진료원 본인에 대한 평가 (사업수행내용, 수행방법, 업무수행능력 등)

      □③ 지역주민에 대한 평가 (참여도,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④ 아무 평가도 하지 않았다

Ⅵ. 다음은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는  질문들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해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2개이상의 ∨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선생님께서는 보건진료소에서의 고혈압관리사업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

는 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요

      □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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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고혈압환자 발견사업

      □③ 고혈압환자 등록 관리(치료 및 추구관리)

      □④ 고혈압환자대상 교육

      □⑤ 기타                

     

  2. 만약에 앞으로 선생님에게 고혈압에 관련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역의 교육을 받고 싶으신지요?  2개만 골라보세요

      □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② 고혈압환자 발견사업

      □③ 고혈압환자 등록 관리(치료 및 추구관리)

      □④ 고혈압환자대상 교육

      □⑤ 기타                     

  3. 선생님께서는 2002년도에 고혈압관리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①의 경우라면 교육기관___________  교육명_____________________

  4. 선생님네 지역의 고혈압예방 및 관리사업 수행시 보건지소와의 협조체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된다.                        □② 다소 잘되는 편이다 

     □③ 별로 잘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잘되지 않는다

  5. 선생님께서는 고혈압예방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조금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없다.           □⑤ 전혀 없다.

     ※③,④,⑤의 경우라면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Ⅶ.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보건진료소가 소재하고 있는 주소지는? 

   __________ 도___________시 ___________군 ____________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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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이(만 연령)는?   _______  세 

  3. 성별? □① 남   □② 여

  4.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

  5. 가족과 동거 여부?   □① 동거       □② 비동거 

  6. 교육정도?

     □① 3년제 □② 4년제 □③ 학사편입인 과정 □④ 대학원졸(석사, 박사)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

  7. 대학졸업 후 직무교육 이외에 이수한 교육과정?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

     □① 보건간호사과정 □② 조산사과정 □③ 양호교사 □④ 가정간호사 

     □⑤ 정신간호사     □⑥ 마취간호사 □⑦ 기타____________________ 

  8. 소지하고 있는 면허 및 자격 종류?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 

     □① 보건간호사 □② 조산사 □③ 양호교사 □④ 가정간호사 □⑤ 정신간호사 

     □⑥ 마취간호사 □⑦ 사회복지사 □⑧ 보육사 □⑨ 기타__________________

  9. 보건진료원으로서의 근무경력? ____________년 ___________개월

                         

  10. 보건진료소 출퇴근 현황

    □① 보건진료소 거주 □② 관할지역내 출퇴근 □③ 관할지역 외에서 출퇴근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

Ⅷ. 다음은  대상지역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근무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해당하는 부분에 0표 해주세요.

    □① 시지역(과거부터 시 던 지역)

    □② 시지역(과거에는 군단위 으나 행정개편으로 인해 시로 승격된 경우)

    □③ 어촌지역(주민들의 생업이 주로 어업인 경우)

    □④ 농촌지역(주민들의 생업이 주로 농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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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적 관할 인구수와 실제적인 관할 인구수는?

    ① 행정적 관할 인구수? (            ) 명

    ② 실제적 관할 인구수? (            ) 명

  

  3. 관내 연령층에 따른 인구수는?

   

연령층 인구수 연령층 인구수

유아(0-4세) 성인기(20-39세)

아동기(5-9세) 중년기(40-64세)

청소년기(10-19세) 노인기(65세 이상) 
 

  4. 의료보호 대상 가구수는?   ____________ 가구 

  5. 노인단독 가구수(독거노인 포함됨)는 ?    _____________ 가구 

  6. 현재 담당하고 있는 행정적 리수는? (      ) 개, 자연부락 수는? (       )개 

  7. 관할 지역의 마을건강원의 수는?  __________명

  

  8. 월평균 혈압측정 인원은? ______________명, 

    이 중에서 가장 많을 때_______명, 가장 적을 때_______-명

  9. 보건진료소에서 관리하는 고혈압등록 대상자 수는?___________명

                                                  

  10. 월 평균 방문 가구 수는 몇 가구입니까?   (             ) 가구 

   이중에서 고혈압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가구 수는? (           )가구

  11. 월 평균 내소자 수는?  (             ) 명

   이중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내소자 수는?  (            )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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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Hypertens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Programs in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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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effective evaluation tool for 

evaluation of hypertens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programs in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posts, and to evaluate the hypertens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programs of current community health posts and through this 

evaluation, identify related factors

   The preliminary evaluation tool was developed from the results of a 

literature review, field visits, and th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The preliminary evaluation tool was verified twice by 

specialists in the field. The completed evaluation tool was a self reported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during the period from October 1, 2002 to March 13, 

2003, and the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using SPSS program, version 11. 

Analysis was done with 215 questionnaire, which represent fully completed 

questionnaires returned from a random sample of 700 nurses in community 

health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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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evaluation tool for evaluation of hypertens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programs in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posts is composed of 4 

categories, 12 items and 41 evaluation details.

2. The weighted values given to the 4 categories were as follows. Hypertension 

prevention program 35, hypertension management program 40,  composition of 

conditions for program 10, self-evaluation 15. The weighted values totaled 100.

3. The average score for the total questionnaire was 61.65±10.67. The average 

score for hypertension prevention was 23.44±4.49, for hypertension 

management, 28.81±4.35, for composition of conditions for program, 4.29±1.81 

and self-evaluation, 5.10±3.68.

4. The factors which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hypertens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programs in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posts were degree of 

support from community health workers and discussion of the hypertension 

program in working committees

   In conclusion, the application of this evaluation tool allows the practitioner 

to carry out an effective program by using evaluation outcomes to plan, 

organize, direct and control the quality of the progra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 Hypertens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programs,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post, Evaluation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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