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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늦게 시작한 이 캠퍼스의 생활을 마감하고 또 다른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진리를 접할 때 마다 타이타닉호가 탐색하고 있던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나만 찾은 것 같은 흥분과 설레임이 가득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출산, 육아를 위해 잠시 접어두었던 나의 꿈의 

보따리는 이미 1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새천년의 시작은 되었지만 낡고 

퇴색되어 다시 펼쳤을 때는 이미 많은 시행착오와 뒤뚱거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넘어졌다고 망설일 때마다 그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한다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주신 박노례 교수님, 김성실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늘 반겨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선뜻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신 김의숙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입학 때부터 졸업하기까지 전공지도와 

논문지도를 해주신 이정렬교수님, 애정어린 마음으로 늘 자상하게 

지도하여 주신 고일선 교수님 그리고 재미없는 논문을 몇번씩이고 마다 

않고 읽어주며 꼼꼼히 지도해 주신 오의금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학기 내내 학교에 가는 날이면 아이들을 돌봐주시며 여러 가지를 

보살펴주신 시누이 김동화님과 시댁어른들, 그리고 늘 나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신 친정어머니를 비롯한 친정의 가족들, 그 외에도 나의 사회적, 

가족적 지지가 되어 주시는 선후배, 친구, 동료 모든 분들께 드린 것보다 

받아 쥐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음을 느끼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자기 

발전을 꾀하는 것이 돌려드리는 길이라고 여기며 온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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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많은 시간동안 엄마의 빈자리를 표나지 않게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잘해준 상훈이, 기훈이에게 대견함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만학으로 꿈을 키워가는 아내를, 곁에서 조개의 진주를 키우듯 

아낌없는 사랑과 모든 지지를 보내준 남편 김동호님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작은 논문을 바칩니다. 

 

 

 

 

2003.  6 

 

이   인   숙 사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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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고혈압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간호중재로 선행 

연구되어졌던 여러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고혈압환자를 위한 효과적 간호중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상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간호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분석대상 논문은 198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국내 

간호사에 의해 연구되어진 고혈압관리 프로그램 중 실험연구이면서 

간호중재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된 학위논문 10편과 학술지 논문 18편 총 

28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문헌검색을 통해 수집된 논문은 분석틀에 맞추어 저자, 발표연도, 

대상자수, 대상자특성, 간호중재 방법 및 내용, 효과측정지표, 그리고 

프로그램별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분포에서 1984년 이전에는 단 한편의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95년대부터 간호중재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 43%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 연구대상자는 임상실무에서의 고혈압자보다 지역사회의 고혈압자가 

월등히 많았으며 보건소 고혈압자와 사업장 고혈압자가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고혈압 정도는 1단계고혈압 (수축기압 140-159mmHG/ 

이완기압 90-99mmHG)인 연구가 15편(50%)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 

자수는 21- 40명의 대상자 크기를 연구한 논문이 9편으로 가장 

많았다. 

3) 고혈압관리 중재 방법에서 고혈압관리 프로그램 제공기간은 5-9주 가 

가장 많았고 (11편, 39%)  간호중재 제공횟수는 월 4-8회가 (15편, 

53%)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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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를 1회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0-60분이 대부분 

이었으나 이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 연구도 8편(29%)이었다. 

  

4) 고혈압관리 간호중재 내용은 건강행태를 위한 관리중심의 간호 중재가 

18편(64%)이었으며 이완요법 및 보완요법 중심의 중재프로 그램은 

10(36%)편이었다.  

 건강행태를 위한 관리 중심의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내용은 건강행위 

및 지식을 증진시켜 스스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중재방법으로써, 주로 자가간호증진, 건강행위 이행, 환자역할행위 

이행, 자기효능, 지식, 태도 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완요법 및 보완요법 중심의 프로그램은 혈압하강을 목적으로 한 

복식 이완훈련, 단전호흡술, 추마요법, 자가발반사요법, 사상체질식이, 

요가프로 그램, 경락마사지, 밸런스테이핑 요법이 주어졌다. 

5) 고혈압관리 프로그램의 간호중재 효과 측정 지표는 생리적 지표, 

심리적 지표, 건강행태관련 지표 등 3가지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생리적지표로는 혈압, 체중, 혈액수치가 포함되었고 그 중에서 

혈압측정이 28편 중 모두 포함하여 가장 많았다.  또한 심리적 지표 

효과측정으로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 수면장애, 안위, 포함되었고, 

건강행위 및 지식(건강행태)으로는 자기효능에 대한 측정이 가장 많은 

11편이었고, 자가간호수행이 10편이었다. 그 외에도 역할행위이행, 

건강신념, 지지(정서적, 사회적, 가족), 지식, 태도 등이 측정되었다.  

 

6) 고혈압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 효과 분석 결과, 생리적 지표 중   

혈압하강은 긍정적 효과가 월등히 많았으나 체중이나 콜레스테롤은 

무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더 많았고 중성지방, 알도스테론, 

에피네피린, 노어에피네피린, 지단백, 심박수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와 무효과가 각각 50%씩이었다. 

 심리적지표에서 스트레스는 단전호흡법의 경우만 긍정적 효과가 

있었고 건강신념, 건강통제위, 피로도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건강통제위에서 우연 통제위는 오히려 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부정적 효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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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행태관련 측정에서는 자기효능은 긍정적 효과가 8편으로 73%이고 

무효과가 3편이었다.  자가간호수행과 환자역할행위이행은 긍정적 

효과가 월등히 많았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단전호흡술과 가정방문 및 개별접촉을 통해 

실시한 건강교육이 고혈압지식 및 성인병태도와 자기건강관리 그리고 

질병상태 개선(혈압의 변화)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요법이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역할행위이행을 증가시키고 금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기효능 증진 운동 프로그램이 

혈압을 감소시키고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며 심폐기능을 증진시키고 

운동에 대한 자기효능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므로 이러한 프로 

그램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고혈압환자의 건강관리를 비롯한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간호중재 전략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완요법이나 보완요법 등을 병합한 혈압조절의 간호중재가 

개발된 통합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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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90년부터 만성퇴행성 질환이 국민의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계속되는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와 식생활의 서구화, 

소금섭취가 높은 전통적인 식습관, 스트레스의 증가, 운동부족, 높은 

흡연율과 음주율은 앞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중 유병율이 가장 높은 질환이 바로 고혈압으로 1996년 WHO의 

보고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성인에서의 고혈압 유병율은 약 20%로서 

가장 흔한 심혈관계 질환이다.  우리나라 성인 고혈압 유병율도 

15~20%정도로 세계의 평균적인 수준이며 (경북대학교 의학연구소 등, 

1998) 2010년 고혈압 유병률을 27.3%로 추정하고 있다. (서일, 2000)  

 

고혈압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인해 높은 사망률과 불구를 유발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절요법을 잘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고혈압은 유병률 뿐만 아니라 사망률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하다. 

1999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 중 뇌혈관질환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뇌혈관질환의 주 위험요소인 고혈압이 이들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됨에 따라 고혈압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일순, 1995)  

 

고혈압은 근로자의 직업병 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고혈압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산업보건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논문을 분석한 장원기(1999)의 연구에서도 

고혈압관리 프로그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강증진 분야에서 고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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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고혈압사업단’을 

발족하고 고혈압관리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진들의 고혈압관련 연구 및 관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의학적 처치뿐만 아니라 생활습관의 교정을 

통해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투약 

등을 통해 높은 혈압수준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혈압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변화시키는 일차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심혈관계질환 

위험요인 감소 프로그램은 가장 적은 비용과 위험감소로 고혈압환자에게 

충분한 이득을 가져 다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고혈압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선행 연구되어졌던 간호연구들을 

살펴보면 고혈압 환자의 자가간호 증진을 위한 연구로 건강계약 (이향련, 

1985), 자기조절(self – regulation)과 자기효능(self – efficacy) 개념이 

자가간호이론과 함께 적용되어 자가간호행위증진을 위한 연구 (최부옥등, 

1989; 박영임등, 1994, 2000) 가 있었고 개별접촉교육을 통해 고혈압 

지식과 태도, 자가건강관리에 대한 연구와(김명순외, 1995) 자기효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이영휘, 1995; 유수정 등, 2001; 정혜선 등, 2002; 

이홍자, 2002), 사회적 지지를 통해 환자역할행위 이행을 하게 하는 

연구(박오장, 1997)등이 있다. 

그 외에도 정서적 지지와(채현주, 1985) 행동변화단계이론과 생태학적 

모형을 적용한 고혈압관리(정혜선, 2002)프로그램이 있다. 

 

이와 같이 관리중심의 간호와 더불어 최근에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약물요법과 병용하여 혈압의 하강이나 혈압조절을 유도할 수 있는 

간호중재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점진적 근육이완요법(김정자, 1990)은, 

근육긴장과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보완요법인 바이오 피드백 

(노유자등, 1993) 훈련을 통해 혈압하강과 혈중치를 하강시키는 연구와 

단전호흡술로(김남초, 1993)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연구, 기공체조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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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997)로 혈압하강은 물론 혈중치와 심폐기능을, 복식이완 호흡훈련 

(유수정 등, 2001)을 통해 스트레스관리, 자가간호행위,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외에도 추마요법(김남선, 2000), 자가발반사요법(차남현, 2002) 요가 

프로그램(박형숙등, 2002), 경락마사지(채정숙, 1999), 사상체 질식이 

(전은영, 2002) 등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적용된 고혈압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간호중재로 여러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이었는지 분석 검증함 

으로써 고혈압환자를 위한 효과적 간호중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상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간호전략 수립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함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혈압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추후 효과적인 고혈압관리를 위한 간호중재 수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게재 논문 특성을 파악한다. 

2) 고혈압관리 프로그램의 간호중재 내용을 파악한다. 

3) 고혈압관리 프로그램의 제공방법을 분석한다. 

4) 고혈압관리 프로그램의 간호중재 효과를 분석한다. 
 

 

3. 용어정의 

 

1) 고혈압 

 

이론적 정의: 본태성 고혈압을 말하며 다른 질병에 의해 이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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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고혈압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승압기전에 의해 

세동맥 수축, 혈압상승, 혈관병변이 초래된 경우로 다음과 같다.  

( American Joint National Committee, 2003). 

 

♦ 정상혈압: 수축기압 120mmHG,   이완기압이 80mmHG        

  ♦ 고혈압전단계 (prehypertension) : 수축기 혈압이120-139mmHG, 

                                 이완기 혈압이 80- 89mmHG 

♦ 1단계 고혈압 : 수축기압140-159mmHG, 이완기압이 90-99mmHG 

♦ 2단계고혈압: 수축기압 160mmHG이상, 이완기압 100mmHG 

                이상이다.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미국합동전문위원회 JNC(American 

   Joint National Committee, 2003.5)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어느    

한쪽의 혈압이 더 높은 단계에 속하면 더 높은 단계 쪽으로 

   분류한다. 

 

 

2) 간호중재 

 

이론적정의:  간호사가 환자/대상자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상에서의 판단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수행하는 처지 

직접간호와 간접간호를 포함한다. 간호사가 주도한 처치, 의사가 

주도한 처치를 포함한 (McCloskey & Bulechek, 1996,p.xvii) 

간호행동(action), 간호활동(activity), 간호처치(treatment), 치료적 

간호(theraputic), 간호처방(order), 간호수행(imple mentation)  

등을 말한다.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환자 관리를 위해 제공된 간호행동, 

간호처치, 치료적 간호, 간호처방, 간호수행을 포함한 고혈압관리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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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문헌고찰) 

 

 

1. 고혈압의 특징 

 

최근의 여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고혈압의 유병률이 

성인에서 15-20%정도로 추정되는데 40대 이후 즉 중년층 이상에서 가장 

많아 성인병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질환으로 뇌출혈, 심장병, 신장병 등을 

합병증으로 초래하여 가장 높은 치사율을 보이므로 매우 중요한 

건강문제이다. 

 

혈압이란 심장에서 혈액을 몸의 각 부분으로 내보내기 위해 심장이 

수축 또는 이완할 때 동맥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말하며 고혈압은 이 

압력이 여러 원인에 의해 병적으로 높아진 상태라 할 수 있다.  

고혈압은 크게 본태성 고혈압과 이차성 고혈압으로 나뉜다. 본태성 

고혈압은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원인 질환없이 나타나는 혈압상승으로 

고혈압 환자의 90%를 차지하며 혈관수축을 일으키는 개체의 여러가지 내, 

외적 인자의 복합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차성 고혈압은 각종 신장질환, 심혈행장애, 항이뇨 

호르몬인 aldosterone의 과다분비, Cushing 증후군, Norepinephrine과 

epinephrine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부신종양 등에 의해 혈압이 상승되는 

것을 말한다. 

전체 고혈압 환자의 약 10%를 차지하며 2차성 고혈압이 의심될 

때에는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아 보아야 한다.  

 

고혈압은 그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발생한 고혈압 환자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고혈압환자의 거의 반수 이상이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내거나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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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혈압을 진단 받은 후 계속 치료 받는 경우는 20%에 불과하며 

65%이상의 환자들이 한두번 의료기관을 방문하다가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일단 발생하면 완치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조절만이 최선의 방법이라 여겨지고 있다. (김귀분, 1998) 

많은 임상전문가들에 의해 추천되고 있는 고혈압 관리의 방법은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스트레스 관리, 금연, 체중조절 등이며 이러한 

관리방법 중 어느 한가지 요소도 간과됨이 없이 통합관리 될 때 비로소 

성공적인 고혈압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고혈압에 대한 

자가관리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은 고혈압 

환자들이 스스로 치료적 섭생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시켜 왔다.   

그리고 한국인 혈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20대에 성인 혈압으로 고정된 후 나이 듦과 더불어 남녀 

평균 혈압이 상승되는데 어느 연령층에서나 남자의 수축기 및 확장기 

평균혈압이 여자보다 높은 것은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다. 그러나 

남녀 간의 평균혈압이 교차하여 역전하는 현상이 외국에서는 40세 이후에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남녀간의 차이의 폭이 좁아져 

왔으나 최근에는 점점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김일순 (1955)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완기 고혈압의 발생이 수축기 고혈압보다 2~3배 

정도 많은 것도 특징이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비교에서는 도시주민의 

평균혈압이 농어촌 주민보다 높은 것도 주목할 만하며 또한 정신적 

근로자의 평균 혈압이 육체적 근로자보다 높은 점등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고혈압 발생에 중요한 인자가 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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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혈압의 위험요인들  

 

고혈압의 원인이나 유발에 관계되는 위험요인들은 매우 많지만 현재 

널리 인정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전적 요인: 문헌에 의하면 양친이 모두 고혈압이면 그 자녀의 

50%정도는 고혈압이 되고 양친 중 한쪽이 고혈압이면 자녀의 약 25~ 

30%가 고혈압이 된다는 통계가 있다. 또 고혈압은 30대후반 이후의 

나이가 든 연령층에서 주로 발병되는데 젊은층에서도 유전적 요인으로 

별다른 이유없이 고혈압이 되는 수가 있다.  

 

연령 : 연령이 많아질수록 평균혈압이 상승하며 고혈압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은 국내외의 관찰에서 공통된 점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도 연장되어 1997년 현재 평균수명이 남자 70.6세, 여자 

78.1세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노령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령인구의 증가는 고혈압의 유병률을 높이는데 

주요요인이 된다. 

 

체중과다: 일반적으로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이 

상승하고 비만일수록 고혈압 발생률이 높으며 체중과 신장의 상관지수가 

혈압과 관계가 있다.  

 

염분섭취: 한국인의 염분섭취량은 외국의 기준치나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최근 한국인의 1일 염분섭취량을 보면 대략 15 ~ 

20gm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인의 1일 5gm 이하와 일본인의 

10gm이하의 섭취량보다 훨씬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  

 

혈청지질의 증가: 한국인의 혈청 cholesterol, triglyceride, phoshpolipid 

등의 lipoprotein치는 아직은 낮고 고혈압 환자에서도 구미인에 비하면 

낮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 발표된 보고에서 정상대조군과 

  - 7 - 



비교하면 고혈압군의 혈청지질치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담배, 술, 커피: 담배는 순환기계통에 매우 해롭다는 것이 사실이다. 

담배연기 속에 들어있는 일산화탄소 가스가 동맥경화증의 유발요인의 

하나이고 담배 속에 들어 있는 nicotin은 부신피질을 자극하여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 아드레날린은 혈압상승 물질이다.  

술이 고혈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 지지 않았으나 

술은 alcohol 그 자체가 바로 고칼로리 식품이다. 따라서 “칼로리” 

조절이란 측면에서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 커피는 caffein이 심장을 

자극하여 혈압을 상승시킨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스트레스(stress): 격변하는 사회에서 경쟁적 과로로 현대인에게는 

나날이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부신 피질 “호르몬”의 

방출량이 늘어나고 부신피질 “호르몬”에는 아드레날린이란 혈압상승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드레날린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으로 혈압에 

영향을 끼친다.  여기에 교감신경까지 흥분시키는 작용으로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유발시킨다.  

 

기타 위험 요인들 : 체질, 기후, 직업, 정신적 갈등, 성격 type, 과로 

운동부족, 생활양식, 제반 환경여건 등의 요인들이 있다.  

 

 

3. 고혈압 관리지침 

 

1) 국민 고혈압단(NHC, National Hypertension Center) 관리 지침 

 

혈압의 치료는 단순한 혈압의 감소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혈압을 감소시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이며, 동맥경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동맥경화의 위험인자인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을 동시에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을 고혈압 관리의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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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일 때에는 체중, 식염섭취, 음주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증가함으로서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약물요법들은 약물요법을 쓰게 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므로 고혈압 환자는 약물요법을 받는 경우에도 잘못된 

생활습관을 다음과 같이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금 연 

흡연 자체로 혈압이 오른다. 보통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약 15분간 

혈압이 자기의 원래 혈압보다 5mmHG에서 10mmHG정도 오른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회복된다. 경증 고혈압자 가운데 금연만으로도 혈압이 

조절되는 사람도 있다. 흡연은 또 고혈압의 중요한 합병증인 동맥경화증의 

독립적 위험인자로서 결국 심혈관 질환이나 중풍(뇌졸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고혈압과 서로 돕는 관계에 있다. 

 

염분조절 

염분의 섭취가 많을수록 혈압이 높아지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으므로 짠 음식을 피해야 한다. 우리 나라 사람은 1인당 하루 15-20g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양이다. 고혈압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선 하루에 10g이하로 줄여야 한다. 

 

음주조절 

과도한 음주는 고혈압을 악화시키므로 삼가 해야 한다. 마실 때에는 

소량의 음주가 바람직하고 절대로 매일 마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운동조절 

운동은 그 자체로 혈압을 낮추고 긴장을 완화시키며 우울증을 개선하여 

고혈압치료에 유리하므로 합병증이 없다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걷기, 체조, 산책, 줄넘기, 계단 오르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이 

좋으며 비교적 낮은 강도로(운동을 한 후 심한 피로를 느끼면 좋지 않다.) 

하루 30-60분씩, 매일 하는 것 보다는 일주일에 4-5일 정도 하는 것이 

좋다. 역기와 같은 중량 운동이나 빨리 달리기처럼 일시에 많은 힘을 쓰는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해롭다. 만약 혈압이 조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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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다른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표준 체중을 유지 

비만하다면 체중조절을 해야 한다. 몸이 비대하면 몸 전체에 보내야 할 

혈액의 양이 많아지고 그만큼 심장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기 타 

식상활에서 동물성 지방질, 당분의 섭취를 최소화해야 하고 스트레스를 

줄인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므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누적된 과로와 급격한 감정의 변화는 뇌졸중이나 심장의 이상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피해야 한다.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를 할 때, 또는 추운 날 갑작스럽게 외출을 하면 

급격한 온도의 변화에 의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과도한 성행위나 

심한 음주 및 커피 등 자극성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변비를 피해야 한다.  변비는 혈압을 악화시키고 배변을 하려고 힘을 줄 

때 급격한 혈압의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2) 미국고혈압 합동위원회(JNC, American Joint National  

 Committee) 관리지침 

 

미국 심장병학회의 고혈압 합동위원회(JNC)는 혈압을 정상 (120/80 

mmHg미만), 전단계고혈압(120-139/80-89mmHg), 고혈압(140/90 mmHg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해 제 7차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보건당국이 정상 혈압 기준을 낮췄다. 지금까지 혈압의 최적치는 

120/80mmHg였으며 130/85까지는 정상이었다. 그 이상은 경계치로서 

경계 대상이었다. 하지만 새 지침에 따르면 혈압은 120/80이하 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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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다.  

120~139/80~90은 고혈압 전단계 환자(prehypertensive)라는 범주로 

새롭게 분류된다. 고혈압은 기존대로 140/90이상일 경우이다.  

이에 따라 미국내 120~139/80~90에 해당하는 약 4500만명의 ‘정상’ 

혈압인들이 고혈압 전단계 환자로 분류돼 치료 관리 대상이 된다.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의 목표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유병률과 사망률을 

줄이는데 있다. 이 목표는 혈압치를 140/90mmHg 이하로 유지하거나 

견딜 수 있다면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이며, 동시에 심혈관 질환의 개선 

가능한 위험인자들을 조절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혈압치를 낮추는 것은 특히 뇌졸중을 예방하고 신기능을 유지하며 

심부전의 진행을 막거나 지연시키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목표는 

생활양식의 개선 또는 약물요법을 병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생활양식의 개선  

생활양식의 개선으로 고혈압의 예방 가능성이 제시되며,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유효한 것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심혈관 위험인자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환자들에게 이러한 

생활양식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며, 특히 고지혈증이나 

당뇨병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들을 추가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것 만으로는 고혈압 관리에 부족할지 모르나, 적극적인 

실시로 고혈압치료제의 수와 용량을 줄일 수 있다.  

 

고혈압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생활양식의 개선 

∙ 과체중시 체중 감량 

∙ 절주 : 1일 에탄올 30㎖ 이내(여자와 체중이 적은 사람 : 15㎖)  

∙ 유산소 운동 : 거의 매일 30-45분 

∙ 저염식 : 1일 식염 6g 이내  

∙ 식사를 통한 적정량의 칼륨 섭취  

∙ 식사를 통한 적정량의 칼슘과 마그네슘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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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 식사를 통한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 섭취 감소 

 

체중 감량  

체중을 4.5㎏ 정도만 줄이더라도 과체중 고혈압 환자의 대부분에서 

혈압이 감소한다. 이들에서 체중 감량은 병행하는 약물요법의 강압효과를 

증강시키고,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 병존하고 있는 심혈관계 

위험인자들을 현저하게 줄여준다. 따라서 바람직한 체중을 초과한 모든 

고혈압 환자들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도 섭취 칼로리의 제한과 신체 

활동 증가를 포함하는 자기자신에게 맞는 감량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실시해야 한다.  

식욕억제제는 대부분 혈압을 올릴 수 있으며, 어떤 것은 심장판막 질환과 

폐동맥 고혈압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절주  

지나친 음주는 고혈압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강압요법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또한 뇌졸중의 위험인자이기도 하다.  

알코올 함유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하루 허용량을 에탄올로 30㎖(예를 

들면 맥주 720㎖, 포도주 300㎖, 위스키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여자들은 남자들 보다 더 에탄올을 잘 흡수하고 체중이 덜 나가는 

사람은 무거운 사람보다 알코올에 대한 감수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섭취량을 하루에 15㎖로 제한해야 한다. 그 정도의 양으로는 혈압이 

오르지 않으며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위험성도 낮추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음을 하던 환자가 갑자기 금주하게 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나, 음주량을 줄인 후 수일 이내에 제자리로 돌아간다.  

 

신체활동  

중간 정도의 신체적 적합성을 달성하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체중 감소와 기능적인 건강상태를 항진시켜 주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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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함께 전체적인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정상 

혈압이지만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보다 적극적이고 신체 상태가 

좋은 동료에 비해서 고혈압이 발생될 위험성이 20-50% 높다.  

중등도의 신체활동(최대 산소소비량의 40-60%), 예컨대 거의 1주일 내내 

매일 30-45분 빠르게 걷는 것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다.  

 

저염식이  

임상연구를 통해 1일 4.5-6.0g의 저염식이 수주 또는 수년간에 걸쳐 

혈압을 낮추어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효과는 고령자와 고혈압 

환자에게서 보다 현저하였다.  

또한 중등도의 저염식이 고혈압치료제의 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이뇨제로 

인한 칼륨의 소실을 감소시키고 좌심실 비대를 퇴축시키며, 칼슘의 뇨 

배설을 줄임으로써 골다공증과 신장결석을 예방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칼륨 섭취  

식사를 통한 다량의 칼륨 섭취는 고혈압의 발증을 예방하고 고혈압 

환자의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칼륨의 섭취부족은 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신선한 과일과 야채 등 식품의 형태로 적정량의 칼륨(1일 50-90 

mmol)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이뇨제 복용 중 저칼륨혈증이 생기면 칼륨함유 식염대용제, 칼륨보급물, 

칼륨보존성 이뇨제 등으로 칼륨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칼륨혈증에 예민한 사람, 즉 신부전, ACE저해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복용중인 환자는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칼슘 / 마그네슘 섭취  

칼슘이나 마그네슘 섭취량이 낮으면 혈압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섭취 증가의 효과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기타 식이성 인자  

고지혈증은 관상동맥질환의 중요한 독립 위험인자이므로 식이요법 및 

필요한 경우 약물요법을 보조적으로 실시. 카페인은 혈압을 급격히 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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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으나 저항성이 신속하게 생기며, 카페인 섭취와 혈압 상승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 식사를 통한 단백질 섭취의 증가가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으나 확정적인 증거는 없다.  

 

이완 및 biofeedback  

정서적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나, 이완요법 및 

biofeedback의 효과는 불분명하다.  

 

금연  

흡연은 심혈관 질환의 강력한 위험인자이므로 어떤 형태의 담배라도 

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흡연 시마다 유의한 혈압상승이 있으며, 흡연을 

계속하는 사람은 고혈압치료제를 사용하더라도 심혈관 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금연으로 얻을 수 있는 심혈관계의 이득은 전 

연령군에서 1년 이내에 볼 수 있다.  

모든 수단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금연하도록 권고되어야 하며, 금연 보조 

제에 들어있는 소량의 니코틴은 혈압을 올리지 않으므로 보조적으로 

추천할 만하다.  

위험성이 높은 군에서는 생활양식 개선의 실시를 이유로 약물요법의 

개시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약물요법  

약물요법 개시의 결정에는 몇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혈압의 

상승 정도, 표적장기 손상의 유무, 임상적 심혈관질환 및 기타 위험인자의 

유무 등이다. 약물요법의 효과는 약물에 의한 혈압강하는 심혈관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명백하게 감소시킨다. 이러한 방어효과는 뇌졸중, 

관상동맥 event, 심부전, 신질환의 진전, 중증 고혈압으로의 진행 및 전체 

사망률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의 경우 관상동맥질환의 감소는 보다 

유의성 있게 나타난다.  

 

미국심장폐혈액연구소(NHLBI)가 작성한 정상 혈압에 관한 새 지침은 

동맥손상이 지금까지 정상으로 여겨졌던 혈압, 이를 테면 115/7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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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며 20/10씩 증가할 때마다 심장질환에 따른 사망 위험성을 

배가시킨다.(JAMA, 2003)  

혈압이 나이와 비례해 점증하며 55세에 혈압이 정상인 사람이 결국 

고혈압을 앓을 확률이 90%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혈압기준을 하향조정, 

관리할 경우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과 심장질환, 신부전 등을 각각 

35~40%, 20~25%, 50%이상씩 줄이고 치매, 인식장애, 실명 등도 방지할 

수 있다.  

 

고혈압은 세계적으로는 약 10억명, 미국내에서는 5000만명, 즉 성인 

4명 중 1명이 앓고 있으나 그 중 3명당 1명만이 치료를 받고있고 한해 

70만명 이상의 사인이 되고 있다 

 

미국 고혈압합동위원회가 고혈압으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집중 관리가 필요하여 고혈압 환자의 분류기준을 보다 확대한 

것은 국내의 경우도 물론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고혈압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현재는 전인구의 25%정도가 고혈압 

환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고혈압 위험군이 그 배로 

증가하게 되므로 혈압이 정상으로 여겨졌던 사람들도 철저한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국민고혈압 사업단, 이해영)  

 

 

4. 고혈압환자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고혈압 환자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질병 자체에 대한 지식부족과 고혈압 자가 간호 행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를 게을리 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고정된 생활습관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절요법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자가간호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생활조절을 

유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재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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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관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이 고려되고,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참여와 책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건강증진 행위 실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고혈압의 위험 

요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사회 심리적 

요인, 식이, 음주, 육체적 활동량, 비만도 등의 일상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고혈압 치료를 위해 제일 먼저 수행되어 야 하는 

것이 생활 습관의 변화로, 체중을 줄이고 적당량의 음주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 및 금연 등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국민고혈압 사업단, 2001) 

 

고혈압 환자의 간호중재는 개인이 갖고 있는 건강인식과 관련된 신념, 

가치 및 행동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기꺼이  실천할 수 있게 동력이 부여되고  실천하는데  있어 갈등과 

마찰이  빚어지는 많은 변수들을  파악하여  자기관리  할 수 있는  

묘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련된 지식의 변화가 자가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자가간호를 증진시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중재방법은 

환자교육 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환자교육 내용에 포함할 때 행위변화가 효과적으로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교육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면서 행위조절을 유도하는 

중재방법을 포함시킨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지속적인 

행위변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자기조절 프로그램은 고혈압지식, 자가간호법, 혈압 자가측정, 자가간호 

수행 기록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매일 혈압측정과 자가간호기록을 

하여 혈압수준과 자가간호행위를 감시,판단, 반응하는 조절과정에 의해 

자가간호가 증진되도록 구성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이다. 

 

자기조절 이외에도 고혈압 환자 및 만성병환자에게 교육적 중재방법 

(이영휘, 1995), 사회적 지지요법(박오장, 1997,1990: 최부옥 외 4인, 

1989) 등으로 환자의 역할행위 이행을 높이는 방법이 다수 연구되었다. 

또한 박오장(1997)은 순환기 내과 외래에 등록되어 고혈압 치료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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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상자에게 사회적 지지요법의 효과를 실험한 결과 지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의 이행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금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지지가 고혈압환자의 혈압을 변화시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경과에 따른 두 집단의 혈압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각 시기별 

집단간의 혈압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시간경과에 따라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혈압이 하강하는 경향이었으나 유의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계약으로 고혈압환자의 혈압이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큰 변화를 나타냈다는 이향련(1985)의 연구결과, 

고혈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군에서 혈압조절이 잘 되었다는  

최부옥 등(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요법의 효과가 혈압에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향련(1985)은 고혈압자를 대상으로 건강계약을 실시한 연구에서 

건강계약을 한 실험군이 계약을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건강행위 이행 

정도가 높아지고 혈압이 낮아짐을 확인하고 건강계약이 대상자의 건강행위 

이행과 혈압조절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또한 여주연(1980)은 고혈압 환자의 환자역할 이행정도와 건강통제위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내적 건강통제위일수록 역할 이행정도가 높았고, 

반면에 다른 관련 요인인 민감성, 심각성, 장애성, 유익성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반면에 본태성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이행과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연구(이영휘, 1985)는 건강관심점수가 높을수록, 

민감성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건강통제위가 높을수록, 우연 건강통제위가 

낮을수록 고혈압 치료이행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고혈압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에 관한 연구에서(최영희, 1980) 

지시이행에 영향하는 주요변인으로 유익성이 가장 높은 23.6%를, 그 

다음이 장애성과 심각성이 추가되어 28.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본태성 고혈압증은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양상이라고도 

하고 환경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한 만성 응급 반응이라는 보는 등 

스트레스가 본태성 고혈압증 발생의 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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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보고되고 있다(이평숙, 1995).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정신 의학적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들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신체화, 강박증, 불안, 공포, 우울 등의 증상이 혈압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태성 고혈압은 스트레스에 대한 

비특이성 적응 증후군의 이탈에서 오는 하나의 적응 질환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정신적 긴장은 스트레스원이 되어 혈압의 이상 상승에 

관련된다고 하였다. (윤희웅, 1994) 

 

자기조절 프로그램 수행 후 자가간호의 유의한 증진과 혈압조절의 

효과가 여러 기전에 의해 설명되었다.(박영임,1994: 1995) 이는 

기본교육에 의하여 고혈압 지식과 자가간호사항을 습득하고 관련행위를 

실천하게 되는 학습효과와 반복적 자기조절 과정에 의한 행위조절, 

자기효능의 강화가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해석된다. 또한 자기조절 

과정과 자기 효능감이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을 것으로도 기대되어 

자기조절을 통하여 자가간호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성취감의 경험은 

자기효능의 증진을 보다 강화시켜 주기도 하고 자기효능감 증진이 

자가조절을 더 잘하도록 동기화시켜 줄 수도 있다. 

 

자기효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생활습관을 바꾸는 건강행위에 효과적이며, 

특히 고혈압 환자의 자기효능을 강화시킴으로서 혈압 관리를 위한 

건강행위를 지속하여 건강행위를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박영임, 

1994; 이영휘, 1995).  

건강관련 행위의 중재 프로그램이 자기효능을 증진시키고 자기효능이 

증가되면 건강행위의 변화와 유지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옥, 유재순, 권인각, 김혜원, 이은옥,1994) 

자기효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성취경험, 대리경험, 설득을 사용한 경우 

고혈압 노인들의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유수정, 2000), 언어적 설득을 사용하여 자기 효능을 강화한 

박영임(1994)의 연구에서도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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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을 통한 자가간호수행이나 환자역할이행에 대한 연구, 자가 

간호를 강화할 수 있는 자기효능 이외에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통 

의학이나 민간요법에 대한 의존이 매우 강하다.  서양의학의 도입으로 

점차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해왔지만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약물 및 비약물 요법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완요법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의학계의 관심과 검증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김남초(1994)는 고혈압자에게 어떤 간호중재를 하면 혈압이 저하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우리나라 고유의 이완술의 방법인 단전호흡술을 

혈압저하 방법으로 개발하였다. 단전호흡술을 경험적 탐색을 통해 이론적 

근거하에 우리문화에 맞게 개발한 점은 많은 노력을 한 연구로 보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향련, 1997) 

  

Thermal biofeedback 훈련이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혈압과 혈중 

호르몬 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혈압하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복식호흡, 단전호흡,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의 자율훈련, 바이오 

피드백 훈련 등의 이완훈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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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에서 고혈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간호중재에 대한 

그 효과를 측정하여 발표된 실험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논문은 198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논문으로 실험연구논문이면서 고혈압관리 프로그램 간호중재 

효과에 대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선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혈압’, ‘1980 ~ 2002년’, ‘학술지’, ‘학위논문’을 각각의 검색어로 

보건연구정보센터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검색하였으며 제목을 보고 고혈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효과’ 또는 

‘미치는영향’ 에 관련된 논문을 선정 후 논문의 결론부분의 결과에서 

간호중재 효과에 대한 논문을 선택하였다.  

2) 보건연구정보센터(www.richis.org)와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www.riss 

4u.net)에 게재되어 있는 학술지 연구논문 중 원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대한간호협회 자료실에서 원문을 수집하였다. 

3) 연구논문의 quality assess를 위하여 간호학관련 학회이면서 학술지 

투고 규정과 심사규정이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4) 선정된 논문은 대한간호학회지8편, 산업간호학회지1편, 성인간호 학회 

지 4편, 간호학탐구 1편, 한국보건간호학회지1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3편 등 학회지게재 논문 총 18편과, 학위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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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검색 시스템과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관, 간호협회 자료실, 

국회 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간호학과 

전공자가 연구한 논문만을 선정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9편, 

간호협회에서 1편, 국회 도서관에서 1편을 수집하여 고혈압관리 

프로그램으로 간호중재 효과에 대한 10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총 

28편을 수집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총 28편의 논문에 나타난 

고혈압관리 프로그램의 간호중재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수행연도, 

대상자들의 특성, 고혈압관리 프로그램의 제공방법과 구체적인 간호중재 

내용을 비대체 요법과 대체 요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간호중재 

효과 확인 분석을 프로그램별로 실시하였다. 각 분석에 사용된 통계기법은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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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분석 논문의 특성 

 

1) 게재 연도별 분포  

 

1980년부터 2002년까지 22년 동안 발표된 고혈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중 국내 간호사에 의해 연구되어졌고 간호중재 관련 연구이면서 

임상실험연구 총 28편을 5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1> 

1984년 이전에는 고혈압관리 간호중재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관리 간호중재 연구는1985년부터 진행되기 시작하여 

1989년까지 3편(11%)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부터 고혈압 

관리 간호중재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4년까지 4편(14%)을 

비롯하여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총 16편의 연구로 현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 2000년 이후부터 2002년까지 불과 3년 만에 12편(43%)의 

연구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고혈압관리 간호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성화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1> 게재논문의 연도별 분포.                                    N=28 

연도 실수 백분율(%) 

1980  ~  1984 0 0% 

1985  ~  1989 3  11% 

1990  ~  1994 4 14% 

1995  ~  1999 9 32% 

2000  ~  2002 12  43% 

 계                               2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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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설계 유형 

 

총 28편 게재논문의 연구설계는 모두 유사실험연구 이었으며 이중 

16편 (57%)이 비동등 대조군 전후시차설계이고 11편(39%)은 전후시계열 

단일군 설계가 이용되었으며 1편(4%)은 비동등 대조군 종단적 연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연구대상자 분포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논문에서 대상자는 임상의 고혈압자와 

지역사회의 고혈압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지역사회 고혈압자는 성인, 

노인, 사업장, 보건소 고혈압자로 구분하였고, 임상고혈압자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로 나누었다. 지역사회의 고혈압자들을 상대로 연구된 논문이 

25편(89%)으로 임상실무에서 연구된 논문보다 많았다. 

지역사회 고혈압자는 보건소 고혈압자가 8편(29%)으로 가장 많았고 재가 

성인고혈압자가 7편(25%)으로 파악되었다. 산업간호 대상자인 사업장 

고혈압자도 6편(21%)이었다. <표 2> 

 

연구논문에 포함된 연구대상자들의 고혈압정도는 JNC (American Joint 

National Committee, 2003.5) 고혈압 분류기준에 따랐으며 정상혈압이 

대상자인 경우는 없었고, 고혈압 전단계(hypertention)인 (130~139 

mmHG, 80~89mmHG)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 연구가 7편(25%)이고 

1단계 고혈압인 140~159mmHG, 90~99  

mm HG) 범위가 가장 많은 15편(50%)이었다. 

2단계고혈압(수축기압 160mmHG이상, 이완기압 100~109mmHG 이상)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연구한 논문도   4편(18%)이었다. 

연구 대상자 크기는 21~40명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연구한 논문이 

9편(32%)으로 가장 많았고 41-60과 61-80명도 각각 6편(21%)이었으며  

80명 이상은  4편(15%)이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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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게재논문의 연구대상자 특성 

영역  세부항목 실 수 (%) 

분류 

 

 

 

 

 

 

 

 

 

고혈압 

정도 

 

 

 

 

크기 

임상 

 

소계 

지역사회 

 

 

 

 

소계 

 

정상 

고혈압전단계 

1단계 고혈압 

2단계 고혈압 

 

 

 

고혈압 외래 환자 

고혈압 입원환자 

 

보건소 고혈압환자 

사업장 근로자 

성인 고혈압환자 

재가 노인 고혈압환자 

중년 여성  고혈압환자 

 

 

< 120,       < 80 

120-139,   80-89 

140~159,    90~99 

≥ 160       ≥ 100 

기타 

 

≤20 

21-40 

41-60 

61-80 

80≤ 

2  (7 %) 

1  (4 %) 

3 (11 %) 

8 (29 %) 

6 (21 %) 

7 (25 %) 

3 (10 %) 

1  (4 %) 

25 (89 %) 

 

0 (0 %) 

7 (25 %) 

15 (50 %) 

4 (18 %) 

2 (7 %) 

 

3 (11 %) 

9 (32 %) 

6 (21 %) 

6 (21 %) 

4 (15 %) 

 

 

 

2. 고혈압관리 간호중재 내용 분석 

  

간호중재 내용 분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족한 국민고혈압사업단(NHC, 

National Hypertension Center)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분석 

하였다. 국민고혈압 사업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혈압관리 내용을 보면 

혈압측정, 체중조절, 운동요법, 식이조절, 생활습관, 스트레스조절, 

약물요법, 그리고 대체의학으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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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관리 프로그램에서 중재한 내용을 보면 혈압조절을 중재한 

프로그램이 가장 많아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재하였고 체중조절은 17개 

(61%)의 프로그램에서 중재하여 혈압조절 다음으로 많았다. 운동요법과 

생활양식개선, 약물복용이행에 대한 중재는 비슷한 15 – 14개의 프로그램 

에서 다루었고 보완요법과 스트레스 조절에 대한 내용이 가장 적은 

8편(29%)으로 나타났다. 약물요법에 대한 중재는 주로 처방 된 약물 

복용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환자역할이행에 대한 것뿐 

이었다. 운동요법이나 식이조절에 대한 중재도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내용인데 자기효능 증진 운동프로그램과 사상체질식이 등 각각 

1개씩의 프로그램에서만 중재하였다.  <표 3> 

 

 본 연구에서 대상 논문의 간호중재 내용을 건강행태를 위한 관리중심의 

중재 프로그램과 이완요법 및 보완요법을 활용한 중재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보면 건강행태를 위한 관리중심의 프로그램이 18편(64 %)이었으며 

이완요법 및 보완요법을 활용한 중재 프로그램은 10편(36 %)이었다.   

 

 

1) 건강행태를 위한 관리중심의 간호중재 내용 분석 

 

건강행태를 위한 관리중심 프로그램의 내용은 건강행위 및 지식,태도를 

증진시켜 스스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중재 방법으로  주로  

자가간호증진, 건강행위이행, 환자역할행위 이행, 자기효능  및 지식, 태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가간호를 증진시키는 중재방법으로 환자교육이 

있으며, 자가간호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은 건강계약, 자기조절 프로 

그램 2편, 정서적지지요법, 개별 접촉 교육이 있었고 환자 역할행위 이행 

증진은 고혈압관리 프로그램과 사회적 지지요법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은 

자가간호 이행의 중요한 변수로 효능기대증진프로그램 4편과 운동프로 

그램, 행동변화단계이론과 생태학적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분석 

되었다. <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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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1> 건강행태를 위한 관리중심의 간호중재 내용 분석 

프로그램명 논문명1) 1 2 3 4 5 6 7 8 9 

자가간호증진을 위한 

건강계약 
11 * * * * * * *  * 

고혈압관리프로그램 12 * * * *     * 

자기조절 프로그램 15 * *   *   *  

효능기대증진프로그램 6 * * *  *    * 

자가간호증진을 위한 

Slides / Tape프로그램 
17 * * * * * *   * 

개별접촉 교육 8 * * * *     * 

사회적 지지요법 19 * * * * *    * 

자기조절프로그램 21 * * * * *   * * 

자기효능증진프로그램 23 * * * * *    * 

자기효능증진프로그램 26 * * * * * *    

정서적 지지요법 1 * * *      * 

이완술 2 *         

Thermal Biofeedback  

훈련 (점진적근육이완 

요법병용) 

13 *       *  

점진적 근육이완요법 7 *         

효능기대증진프로그램 3 * * * * * *   * 

지지간호 + 건강계약 5 * * * * *    * 

자기효능증진 

운동프로그램 
10 * *   *   *  

행동변화단계이론+생태

학적모형 
9 * * * * *    * 

1) 부록: 분석대상논문 목록 참조    1:혈압측정    2:체중조절    3:운동요법    4:식이조절

 5:생활양식개선    6:스트레스조절    7.:대체요법    8: 혈액수치측정    9: 약물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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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완요법 및 보완요법 중심의 간호중재 내용 분석 

 

본 연구의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8편을 차지하고 있는 이완요법 및 

보완요법을 활용한 고혈압관리 중재 프로그램은 단전호흡술, 추마요법, 

자가발반사요법, 사상체질식이, 요가 프로그램, 경락마사지, 밸런스테이핑 

요법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혈압하강을 기대하였고 생리적지표 확인을 

위해 에피네피린(epinepine), 노르에피네피린(norepinepine), 콜레스테롤 

(cholesterole), 혈중지질과 비만도 측정이 있었고 심리적 지표확인으로는 

스트레스 관리 및 안위증진 등이 있다. 그 외에 이완술과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이 있었다. <표 3-2> 

 

 

표3-2> 이완요법 및 보완요법 중심의 간호중재 내용 분석 

프로그램명 논문명1) 1 2 3 4 5 6 7 8 9 

복식이완훈련과 

자가간호교육 
6 * * * * * *   * 

복식호흡 이완훈련 22 *  * *   * 

단전호흡술 14 *   * * *  

자가발반사요법 25 *     * * *  

요가프로그램 28 *    * *  

경락마사지 4 *    *   

기공체조프로그램 20 *    * *  

사상체질식이 (유산소 

운동과 저염식이 병용) 
27 * * * *   * *  

밸런스테이핑요법 8 *    *   

추마요법 24 *      * *  

1) 부록: 분석대상논문 목록 참조    1:혈압측정     2:체중조절     3:운동요법     4.:식이조절 

 5:생활양식개선    6:스트레스조절    7:대체요법    8: 혈액수치측정    9: 약물요법  

 

  - 27 - 



3. 고혈압관리 간호중재 제공 방법 분석 

 

 

간호중재 제공을 위한 도구로 강의식 교육 방법이 가장 많았고 소책자 

제공, 시청각 자료, 전화 coach, 개인면담, 등 이었다. 

고혈압관리 간호중재 제공방법으로는 간호중재 제공 기간, 횟수, 1회 

제공시간, 등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4> 과 같다. 

 

고혈압 관리를 위한 각각의 간호중재 제공방법은 기간이나 횟수, 1회 

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총 제공기간은 

5주~ 9주가 11편(39%)으로 가장 많았으며 4개월 ~ 6개월 동안 제공한 

연구논문도 7편(25%)이었다. 간호중재 제공 횟수는 월 4-8회가 가장 많은 

15편(53%)이었고 1-2회 제공된 연구논문도 7편(25%)이었다. 간호중재 

제공회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논문은 3편(11%)이었다.  간호중재를 1회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0분~60분이 가장 많은 9편(32%)이고, 

10~20분 제공한 연구논문과 30분 ~40분 제공한 논문이 각각 5편 

(18%)과 6편(21%)으로 비슷하였으나 중재제공시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논문도 8편(29%)나 되었다.  제공된 프로그램을 관리중심과 이완요법 및 

보완요법으로 분류해 보면 관리중심의 프로그램이 18편(64%)이고, 이완 

및 보완요법이 10편(36%)이었다. <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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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간호중재 제공 방법 분석 

분   류 세부항목 실수 (%) 

          

중재기간 

 

 

 

중재 횟수 

(월/당) 

 

 

 

중재 제공시간 

 

 

 

 

 

간호 중재 분류 

 

2주 ~ 4주 

5주~ 9주 

4개월 ~ 6개월 

 

1-2회 

4-8회 

12회이상 

언급없음 

 

10 ~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언급없음 

 

 

건강행태를 위한  

관리 중심의 간호중재 

 

이완요법 및 보완요법 

중심의 간호중재 

 

10 (36 %) 

11 (39 %) 

7 (25 %) 

 

7 (25 %) 

15 (53 %) 

3 (11 %) 

3 (11 %) 

 

5 (18 %) 

6 (21 %) 

9 (32 %) 

8 (29%) 

 

 

18 (64 %) 

 

 

10 (36 %) 

 

 

 

 

프로그램별 간호중재 제공 방법을 보면 2~4주 기간동안 중재를 제공한 

프로그램은 고혈압관리 프로그램(분석논문 목록 12)과 효능기대증진 프로 

그램(분석논문 목록 26), 효능기대증진프로그램(분석논문 목록16) , 정서적 

지지요법,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을 병용한   Thermal Biofeedback 훈련 

그리고 복식호흡이완훈련과 자가간호교육을 통합한  프로그램 등이 있었고  

5주~9주동안 중재를 제공한 프로그램은 자가조절 프로그램 (분석 

논문목록 17), 자기조절프로그램(분석논문목록 15), 지지간호, 자기효능 

증진운동프로그램(분석논문 목록 10), 단전호흡술, 자가발반사요법, 요가 

프로그램, 기공체조프로그램 , 사상체질식이(유산소운동과 저염식이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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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테이핑요법, 추마요법이었다.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중재를 제공한 프로그램은 자가간호를 위한 

건강계약과 자가간호증진을 위한 Slides/Tape프로그램, 개별접촉 교육, 

사회적 지지요법 자기효능 증진프로그램(분석논문목록 26)과 행동변화 

단계 이론과 생태학적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이다 

제공횟수에 있어서 가장 많은 4~8회 제공한 프로그램은 자기조절프로 

그램(분석논문목록 15), 효능기대증진 프로그램 (분석논문목록 16) 자기 

효능증진프로그램(분석논문 목록 23), 정서적 지지요법, 점진적 근육이완 

요법, 복식호흡 이완훈련, 단전호흡술, 경락마사지, 기공체조프로그램, 

밸런스 테이핑 요법이었고 월 12회 이상 제공한 프로그램은 자기효능 

증진 운동프로그램, 자가발반사요법, 요가프로그램이다. 

  

월 1- 2회 제공한 프로그램은 사회적 지지요법과 자기효능증진 프로 

그램(분석논문목록 26), 행동변화단계이론과 생태학적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났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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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프로그램별 간호중재 제공 방법 분석  

프로그램명 

분석 

논문 

목록 

중재 

기간 

중재회수 

(회/주) 

제공 

시간 

간호 

중재 

분류* 

자가간호증진을 위한 건강계약 11 6개월 5회 - 1 

고혈압관리프로그램 12 4주   1 

자기조절 프로그램(박,홍) 15 9주 1회 - 1 

효능기대증진프로그램(이) 16 4주 1회 30분 1 

자가간호증진을 위한 

Slides / Tape프로그램 
17 2개월  20분 1 

개별접촉 교육 18 
12개

월 
9회/12개월 - 1 

사회적 지지요법 19 6개월 1회/1개월 20~25분 1 

자기조절프로그램 (박,전) 21 9주 6회/9주 60분 1 

자기효능증진프로그램 

(유,송,이) 
23 4주 2회 50분 1 

자기효능증진프로그램(정,윤,전) 26 4개월 1회/2주 - 1 

정서적 지지요법 1 4주 1회 40-60분 1 

이완술 2 3주 7회 - 1 

Thermal Biofeedback  

훈련(점진적근육이완요법병용) 
13 4주 2회 20분 1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조) 7 4주간 2회 15분 1 

효능기대증진프로그램(오) 3 3주 1회 10-20분 1 

지지간호 5 6주 1회 - 1 

자기효능증진 운동프로그램 10 8주 3회 50-60분 1 

행동변화단계이론+생태학적모형 9 18주 1회/2주 - 1 

복식호흡이완훈련과 가간호교욱  6 4주 2회 50분 1 

복식호흡 이완훈련 22 4주 2회 50분 1 

단전호흡술 14 8주 2회 30분 2 

자가발반사요법 25 8주 3회 55분 2 

요가프로그램 28 8주 3회 60분 2 

경락마사지 4 2주 2회 - 2 

기공체조프로그램 20 6주 2회 30분 2 

사상체질식이(유산소운동과 저염식이 

병용) 
27 8주 

4-5일 

/주 
30-40분 2 

밸런스테이핑요법 8 7주 2회 48시간유지 2 

추마요법 24 8주 1회 10~15분 2 

*  1)관리중심의 간호중재      2) 이완요법 및 보완요법 중심의 간호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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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중재 효과 분석  

  

1) 효과 측정 지표 분석 

 

고혈압관리 프로그램의 간호중재 효과측정을 위한 항목 및 빈도는 <표 

6>과 같다. 주로 생리적 지표, 심리적 지표, 그리고 건강행태(건강행위 및 

지식, 태도) 등의 3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평가항목은 생리적 지표로는 혈압, 체중, 혈액수치 등이 측정 

되었고, 심리적 지표로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 수면장애, 안위, 건강신념, 

자기효능, 지지(정서적, 사회적, 가족) 그리고 건강행태지표로 건강행위 및 

지식,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가간호수행, 지식, 태도 등이 측정되었다.  

간호중재 효과 측정에 있어서 생리적 지표 측정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혈압하강여부에 대한 측정은 연구로 총 28편의 논문 중 4편을 

제외한 24편의 연구에서 측정하였다.  혈중 hormone level 측정은 16편의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측정은 11편의 연구에서 체중은 

8편의 연구에서 측정하였다.  

 

심리적 지표 측정이 가장 적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이 3편이었다.    

건강행태 측정지표는 자기효능에 대한 측정이 11편으로 가장 많았고 

자가간호수행에 대한 측정이 10편(9%), 역할행위 이행이 5편(5%)의 

논문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표 6> 

그외에도 2편의 논문에서는 단지 혈압하강 여부에 대한 1가지 항목만을 

평가하였고 혈압관리를 잘하기 위한 효율적인 고혈압 관리프로그램보다는 

단지 자기효능 또는 자가간호수행, 환자역할이행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고 이를 위해 몆 가지 지표만을 측정하였다. 생리적지표, 

심리적 지표, 건강행태측정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프로그램은 없었고 이완 

요법 및 보완요법을 제외한 프로그램에서 건강행태 측정을 위한 프로 

그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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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간호중재 효과 측정 지표 분포  

분    류 지      표 실수¹› (백분율) 

생리적 지표 

 

 

 

 

 

 

심리적 지표 

 

 

 

 

건강행태 

(건강행위 

및 지식, 

태도) 

혈압/심박수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율,  

혈중지방 (cholesterole/중성지방) 

hormone level (aldostetone, 

epinepirine, norepinepirine, cortisol, 지단백) 

산소섭취량, 환기량 

 

스트레스 

안위, 피로도, 불안, 우울, 수면장애 

지지(정서적, 사회적, 가족), 생활만족도 

 

 

환자역할행위 이행 

자가간호수행 

지식/ 태도 

 자기효능  

건강신념 

건강통제위 

생활양식 

25      (89 %) 

8       (29%) 

11      (39%) 

16      (57%) 

 

2       (7%) 

 

3       (11%) 

1,1,1,1,1  (4%) 

2 , 2     (7%) 

 

 

5       (18%) 

10      (36%) 

5       (18%) 

11      (39%) 

2       (7%) 

2       (7%) 

2       (7%) 

  계 111   

¹›중복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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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혈압 프로그램 간호중재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제공된 고혈압 프로그램 간호중재 효과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경우는 긍정적 효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경우는 무효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실험군보다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부정적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생리적 지표 중 혈압하강은 긍정적 효과가 월등히 많았으나 체중이나 

콜레스테롤은 무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더 많았고, 중성지방, 알도스테론, 

에피네피린, 노어에피네피린, 지단백, 심박수는 긍정적 효과와 무효과가 

50%씩으로 분석되었다. 

심리적 지표에서 자기효능은 긍정적 효과가 8편(73%)이고, 무효과가 

3편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건강신념, 건강통제위, 피로도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건강통제위에서 우연 통제위는 오히려 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부정적 효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에서는 자가간호수행과 환자역할 행위 이행 등 긍정적 효과가 

월등히 많았다.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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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간호중재 효과 분석                                    (N= 28) 

¹›중복표기 

실    수¹›  (%) 
분   류 지         표 N 긍정적  

효과 
무효과 

부정적  

효과 

생리적 

지표 

 

 

 

 

 

 

심리적 

지표 

 

 

 

 

건강행태 

(건강 

행위 및 

지식, 

태도) 

혈압 /심박수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율 

cholesterole/ 중성지방 

hormone level(cortisol, 

aldostetone, epinepirine, 

norepinepirine, 지단백) 

 산소섭취량, 환기량 

 

스트레스 

안위, 불안, 우울, 수면장애 

 피로도 

지지(정서적, 사회적, 가족), 

‘생활만족도 

 

자기효능  

건강신념 

건강통제위 

환자역할행위 이행 

자가간호수행 

지식/태도 

기호식품 

26 

8 

11 

11 

 

2 

 

 

3 

4 

1 

4 

 

 

11 

2 

2 

5 

10 

5 

2 

22(85%) 

2(25%) 

5(45%) 

6(55%) 

 

1(50%) 

 

 

0 

1,1,1,1(100) 

0 

2(50%) 

 

 

8(73%) 

0 

0 

4(75%) 

7(70%) 

5 (100%) 

2 (100%) 

4(15%) 

6(75%) 

6(55%) 

5(45%) 

 

1(50%) 

 

 

3 (100%) 

0,0,0,0 

1(100%) 

2(50%) 

 

 

3(26%) 

2 (100%) 

1(50%) 

1(25%) 

3(30%) 

0 

0 

0 

0 

0 

0 

 

0 

 

 

0 

0,0,0,0 

0 

0 

 

 

0 

0 

1(5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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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 간호중재 효과를 보면 생리적지표에서 혈압하강 효과는 총 

28편의 연구중 사회적 지지와, 자기조절 프로그램(분석논문목록 21), 

지지간호를 제외하고 모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에서는 자기조절프로그램(박, 전분석논문목록 21), 행동변화단계 

이론 + 생태학적 모형이 긍정적 효과를, 사회적 지지요법과 자기조절 

프로그램(분석논문목록 21), 지지간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무효과로 나타났다. 

혈중치에서도 콜레스테롤 저하에는 자기효능증진 운동프로그램, 요가프로 

그램, 추마요법에서 긍정적 효과를 자기조절프로그램(분석논문목록 15) 

자가발반사요법, 사상체질식이, 자기조절프로그램(분석논문목록 21)에서는 

무효과로 나타났다. 

 

심리적 지표 측정을 한 프로그램은 복식이완훈련과 자가간호교육, 

복식이완훈련, 이완술, 단전호흡술, 자가발반사요법, 요가프로그램, 경락 

마사지, 기공체조프로그램 이었다.  

심리적 지표중 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는 총 8편의 연구 중 단전호흡술 

만이 긍정적 효과를 보인고, 복식이완훈련 연구2편과 자가발반사요법에서 

는 무효과로 나타났다. 정서상태 측정은 자가발반사요법에서 우울은 

긍정적 효과로 나타난 반면, 불안은 무효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에서 자가간호수행을 측정한 연구는 10편의 연구 중 자기효능 

증진프로그램(분석논문목록 23), 정서적 지지요법, 복식이완훈련 + 자가 

간호교육에서는 무효과로 자기조절 프로그램(분석논문목록 15), 효능기대 

증진 프로그램 (분석논문목록 16), 개별접촉교육, 사회적 지지요법등에서 

긍정적 효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 효과는 자기조절프로그램(분석논문목록 15), 효능기대증진 

프로 그램(분석논문목록 16)등을 비롯하여 자기효능기대증진 프로그램 

4편중 1편만이 무효과이고 긍정적효과로 나타났으며 기공체조프로그램 

에서도 자기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신념을 측정한 연구는 정서적 지지요법으로 효과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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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통제위를 측정한 연구는 자기조절프로그램(분석논문목록 21)으로 

내적통제위와 외적 통제위는 무효과로, 우연통제위는 실험군보다 대조군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부정적 효과로 나타났다. 

환자역할행위 이행 측정에서는 무효과는 없이 모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났으며 태도, 지식측정에서는 개별접촉프로그램과 정서적 지지요법, 

자기조절프로그램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고 무효과로 나타난 프로그램은 

없었다.  <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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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프로그램별 간호중재 효과분석 

영역 프로그램명 분  류 측정지표 
긍정적 

효과 

무 

효과 

부정적 

효과 

건강 

계약 

건강행태지표 

생리적지표 

역할행위 이행 

혈압하강 

* 

* 
  

고혈압관리 

프로그램 

건강행태지표 

생리적 지표 

역할행위이행 

혈압하강 

* 

* 
  

사회적 

지지 

요법 

건강행태지표 

건강행태지표 

건강행태지표 

생리적 지표 

생리적 지표 

역할행위 이행 

기호식품(음주, 

흡연) 

체중 

혈압 

* 

* 

 

 

 

 

 

* 

* 

* 

 

환 

자 

역 

할 

행 

위 

이 

행 

지지 

간호 

건강행태지표 

생리적 지표 

생리적 지표 

역할행위이행 

혈압 

체중 

 

* 

* 

* 

 

자기 

조절 

프로그램 

1 

건강행태지표 

건강행태지표 

생리적 지표 

생리적 지표 

고혈압지식 

자기효능,자가간호수행 

혈압, 체중 

콜레스테롤치 

 

* 

* 

* 

 

 

 

 

 

 

 

* 

 

 

 

자기 

조절 

프로그램 

2 

건강행태지표 

건강행태지표 

건강행태지표 

생리적 지표 

생리적 지표 

생리적 지표 

건강행태지표 

건강행태지표 

건강행태지표 

 

고혈압지식 

자기효능 

자가간호수행  

혈압 

체중 

혈중콜레스테롤치 

건강통제위 (내,외적 

통제위, 우연통제위) 

지각된 유익성, 장애성 

 

 

* 

 

* 

 

 

 

 

 

 

 

 

 

* 

 

* 

* 

* 

* 

 

* 

 

 

 

 

 

 

 

 

 

* 

 

자 

가 

간 

호 

수 

행 

개별접촉 

교육 

건강행태지표 

건강행태지표 

건강행태지표 

생리적 지표 

고혈압지식 

성인병태도 

자기건강관리 

혈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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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프로그램별 간호중재 효과분석 계속 

영역 프로그램명 
측정지표 

분류 
측정지표 

긍정적 

효과 

무 

효과 

부정적 

효과 

자

가

간

호

수

행 

정서적  

지지요법 

건강행태지표 

건강행태지표 

 

건강행태지표 

 

자가간호행위이행 

건강신념(지각된  

민감성, 심각성, 

지각된 

이익성,장애성  

지식 정도 

 

 

 

 

* 

 

* 

* 

 

 

 

 

 

 

 

 

자가간호증진을 

위한Slides / 

ape프로그램 

건강행태지표 

건강행태지표 

자기효능 

자가간호수행 

* 

* 
  

효능기대증진 

프로그램 

건강행태지표 

건강행태지표 

자기효능 

자가간호수행 

* 

*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 2 

건강행태지표 

건강행태지표 

생리적 지표 

자기효능감 

자가관리 수행 

혈압 

* 

* 

*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 1 

생리적지표 

건강행태지표 

건강행태지표 

혈압(수축기압,  

이완 기압) 

자가간호행위 

자기효능감 

* 

 

 

 

 

 

* 

* 

 

자기효능증진 

운동프로그램 

생리적지표 

생리적 지표 

생리적지표 

생리적 지표 

건강행태지표 

혈압 

혈청콜레스테롤 

산소섭취량, 환기량 

심박수 

자기효능 

* 

* 

* 

* 

* 

  

행동변화 

단계이론 + 

생태학적  

모형 

생리적지표 

건강행태지표 

생리적지표 

건강행태지표 

건강행태지표 

건강행태지표 

자기효능감 

저염식이, 운동 

혈압, 체중 

혈압약복용 

기호식품(절연, 

절주, 커피) 

지지(가족, 

사업주인식, 

직장동료지지) 

* 

* 

* 

* 

* 

 

* 

 

  

자 

 

기 

 

효 

 

능 

효능기대증진 

프로그램 3 

건강행태지표 

건강행태지표 

생리적지표 

자기효능 

자가간호행위 

혈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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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프로그램별 간호중재 효과분석 계속 

영역 프로그램명 
측정지표 

분류 
측정지표 

긍정적 

효과 

무 

효과 

부정적 

효과 

복식이완 

훈련과 

자가간호 

교육 

생리적 지표 

심리적 지표 

건강행태지표 

건강행태지표 

혈압 

스트레스 

자가간호행위 

자기효능감 

* 

 

 

 

 

* 

* 

* 

 

사상체질식이 

(유산소운동과 

저염식이 병용) 

생리적지표 

생리적지표 

생리적지표 

 

혈압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율 

중성지방,총콜레스테롤 

* 

 

 

 

 

* 

* 

* 

 

이완술 

심리적지표 

심리적지표 

생리적지표 

수면장애 

불안 

혈압 

* 

* 

* 

  

Thermal 

Biofeedback  

훈련 (점진적 

근육 이완요법 

병용) 

생리적지표 

생리적지표 

생리적지표 

혈압 

혈중 aldosterone 

cortisol 

* 

* 

 

 

 

* 

 

점진적 

근육이완요법2 
생리적지표 혈압 *   

추마요법 

생리적지표 

생리적지표 

생리적지표 

생리적지표 

혈압하강 

혈중 에피네피린, 

노어에피네피린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 

 

* 

* 

 

 

밸런스테이핑 

요법 
생리적지표 혈압하강 *   

이 

완 

요 

법 

 

및 

 

보 

완 

 

요 

법 

복식이완훈련 
생리적지표 

심리적지표 

혈압하강 

스트레스조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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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프로그램별 간호중재 효과분석 계속 

영역 프로그램명 
측정지표 

분류 
측정지표 

긍정적 

효과 

무 

효과 

부정적 

효과 

단전 

호흡술 

생리적지표 

심리적지표 

생리적지표 

생리적지표 

혈압하강 

스트레스 

혈중호르몬(cortisol, 

aldosterone) 

* 

* 

* 

 

 

 

 

* 

 

자가 

발반사 

요법 

생리적지표 

생리적지표 

생리적지표 

심리적지표 

심리적지표 

심리적지표 

심리적지표 

혈압 

혈중지질농도(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저밀도지단백) 

정서상태(우울, 불안) 

직무스트레스 

피로도 

 

* 

 

 

* 

 

 

 

 

* 

* 

 

* 

* 

* 

 

요가 

프로그램 

생리적지표 

생리적지표 

생리적지표 

생리적지표 

심리적지표 

혈압 

혈중콜레스테롤,저밀도 

지단백,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노인의 생활만족도 

 

* 

* 

* 

 

* 

 

 

 

 

* 

 

경락 

마사지 

생리적지표 

심리적지표 

혈압하강 

안위증진(두통, 견비통) 

 

* 

* 

  

이 

 

완 

 

요 

 

법 

 

및 

 

보 

 

완 

 

요 

 

법 

기공체조 

프로그램 

생리적지표 

생리적지표 

생리적지표 

생리적지표 

생리적지표 

생리적지표 

건강행태지표 

심리적지표 

혈압 

맥박 

최대노력폐활량, 

초시노력호기량 

혈중에피네피린, 

노르에피네피린, 코티졸 

자기효능성, 

생활만족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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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고혈압 대상자에 대한 간호계의 연구는 어떤 방법으로 조절요법을 잘 

이행하게 하여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할 것인가에 그 목적이 있고 고혈압 

환자의 궁극적 목적은 혈압조절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연구되어진 

결과들을 상대로 고혈압관리의 간호중재 내용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 고혈압 프로그램별로 나타나는 효과측정지표에 대해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고혈압관리 프로그램에서 간호중재 연구가 이루어진 연도별 분포를 

보면 1884년 이전에는 단 한편의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1990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3년 동안 총 28편의 연구 중 

12편(43%)이 이루어졌다.    

이는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과 국민 고혈압 사업단 출발 등의 고혈압 

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의 활성화가 이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며 

질병양상이 급성전염병에서 만성질환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임상과 지역사회로 구분하였는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5편인 89%로 월등히 많았다. 지역사회 대상자중에서도 보건소 

고혈압환자와 사업장근로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고혈압 관리에 있어서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논문들에 나타난 

대상자들의 고혈압 심각성정도는 고혈압 전단계와 고혈압 І 단계가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뇌심혈관계 질환은 1995년 이전에는 별도의 직업병으로 분류되지 

않을 정도로 그 발생이 미미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직업병자로 분류를 

하게 될 만큼 발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가차원에서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성인들 대부분이 직업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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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혈압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1996년도에 발생한 전체 직업병자 

1,529명중 16.5%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직업병자였으며 

1997년에는 그 보다 더 증가한 24.1%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판정을 받아 1998년에는 33.9%에 이르는 직업병자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해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 직업병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1999년에는 

전체 직업병자 중 41.3%, 2000년에는 48.8%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판정받았다.(노동부, 각년도) 

 

고혈압에 대한 접근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대별 될 수 있는데 

하나는 혈압관리 차원의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이완요법이나 보완요법 

등을 통한 혈압조절을 위한 간호중재이다. 

 

본 연구에서 관리중심의 접근개념으로 자가간호증진을 위한 

자기조절프로그램이나 자기효능, 환자역할이행을 위한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지지요법 프로그램들을 들수 있다. 

고혈압 환자들이 자가관리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고혈압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별개임이 

확인되면서 지식을 행동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중재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고 (박오장 등, 1988) 이영휘(1995)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자기효능 증진 프로그램을 고혈압환자들에게 적용하여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향련(1985)의 연구에서는 

자가간호증진을 위한 건강계약이 고혈압환자의 건강이행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건강계약이 고혈압환자를 위한 유용한 간호중재의 한 방법임을 

입증하였다. 

 

자기조절 프로그램은 고혈압지식, 자가간호법, 혈압 자가측정, 

자가간호수행 기록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매일 혈압측정과 

자가간호기록을 하여 혈압수준과 자가간호행위를 감시, 판단, 반응하는 

조절과정에 의해 자가간호가 증진되도록 구성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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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 프로그램 수행 후 자가간호의 유의한 증진과 혈압조절의 

효과가 여러 기전에 의해 설명되었다. (박영임,1994: 1995) 이는 

기본교육에 의하여 고혈압 지식과 자가간호사항을 습득하고 관련행위를 

실천하게 되는 학습효과와 반복적 자기조절 과정에 의한 행위조절, 

자기효능의 강화가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해석된다. 또한 자기조절 

과정과 자기 효능감이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을 것으로도 기대되어 

자기조절을 통하여 자가간호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성취감의 경험은 

자기효능의 증진을 보다 강화시켜 주기도 하고 자기효능감 증진이 

자가조절을 더 잘하도록 동기화시켜 줄 수도 있다. 

자기조절이외에도 고혈압 환자 및 만성병환자에게 교육적 중재방법(이영휘, 

1995), 사회적 지지요법(박오장, 1997,1990: 최부옥외 4인, 1989) 등으로 

환자의 역할행위 이행을 높이는 방법이 다수 연구되었다. 또한 

박오장(1997)은 순환기 내과 외래에 등록되어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사회적 지지요법의 효과를 실험한 결과 지지요법을 받은 

실험군의 이행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금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지지가 고혈압환자의 혈압을 변화시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경과에 따른 두 집단의 혈압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각 시기별 

집단간의 혈압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시간경과에 따라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혈압이 하강하는 경향이었으나 유의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계약으로 고혈압환자의 혈압이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큰 변화를 나타냈다는 이향련(1985)의 연구결과, 

고혈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후 실험군에서 혈압조절이 잘 되었다는 

최부옥등(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요법의 효과가 혈압에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약물 및 

비약물요법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질병의 경과와 치료의 원리 및 

제한점에 대한 자세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보완요법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의학계의 관심과 검증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양의학의 도입으로 점차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해왔지만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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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통의학이나 민간요법에 대한 의존이 매우 강하다.   

김남초(1994)는 고혈압자에게 어떤 간호중재를 하면 혈압이 저하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우리나라 고유의 이완술의 방법인 단전호흡술을 

혈압저하 방법으로 개발하였다. 단전호흡술을 경험적 탐색을 통해 이론적 

근거하에 우리문화에 맞게 개발한 점은 많을 노력을 한 연구로 보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Thermal biofeedback 훈련이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혈압과 혈중 

호르몬 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혈압하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에도 복식호흡, 단전호흡,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의 자율훈련, 

바아오피드백, 등의 이완훈련이 있다.  

 

본연구에서 2편의 논문에서는 단지 혈압하강 여부에 대한 1가지 

항목만을 평가하였다. 또한 혈압관리를 잘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완성된 

고혈압 관리프로그램이기 보다는 단지 자기효능 또는 자가간호수행, 

환자역할이행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거나 이완요법 및 

보완요법의 효과 측정을 위해 단지 몆가지 지표만을 측정하였다. 

생리적지표, 심리적 지표, 건강행태측정등 국민 고혈압 사업단이나 

미국고혈압합동위원회에서 제시한 관리지침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따라서 고혈압관리를 위한 환자접근은 약물요법과 일반요법을 환자 

스스로 일상에서 꾸준히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간호와 

자율신경의 자가조절능력을 강화시킴으로서 심신을 이완시키고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혈압이나 동통, 스트레스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간호중재 모색의 접근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각 고혈압관리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하여 고혈압 교육을 위한 개별접촉(가정방문 또는 전화coach), 

자기효능 증진 운동프로그램, 스트레스관리를 위한 단전호흡술, 내적 

통제위 대상자에 대한 자기조절 책임의 강화를 위한 자기조절프로그램 및 

사회적 지지를 통한 장애성의 감소를 도모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혈압조절의 효과는 물론 보다 나은 고혈압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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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고혈압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측정한 선행 

실험연구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시행된 간호중재 내용 및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분석대상 논문은 198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국내 간호사에 의해 연구되어진 고혈압관리 프로그램 중에서 

실험연구를 간호중재에 관한 내용으로 학위논문 10편과 학술지 논문 18편 

총 28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문헌검색을 통해 분석논문의 목록을 작성한 후 분석틀에 맞추어 저자, 

발표연도, 대상자수, 대상자특성, 간호중재 방법 및 내용, 효과측정지표, 

그리고 프로그램별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분포에서 1984년 이전에는 단 한편의 연구도 이루어지 않    

았으며 1995년대부터 간호중재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 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 12편인 43%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 연구대상자는 임상에서의 고혈압자보다 지역사회의 고혈압자가 월등히 

많았으며 지역사회 고혈압 자 중에서도 보건소 고혈압환자와 사업장 

고혈압 환자가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고혈압 정도를 보면 1단계고혈압 

(수축기압140-159mmHG/이완기압 90-99mmHG) 대상자 연구가 15 

편(50%)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수는 21- 40명에 해당하는 대상자 

크기를 연구한 논문이 9편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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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에서 연구설계는 비동등 대조군 전후시차설계가 16편(57%) 

이고 전후 시계열 단일군 설계가 11편(39%)이었다. 

 

4) 고혈압관리 중재 방법에서 고혈압관리 프로그램 제공기간은 5-9주가 

가장 많은 11편(39%)이고 간호중재 제공횟수는 월 4-8회가 가장 

많은 15편(53%)이었다.  

간호중재를 1회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0-60분이 가장 많았고 

언급되지 않은 연구도 8편(29%)이었다. 

  

5) 고혈압관리 간호중재 내용은 건강행태을 위한 관리중심의 프로그램이 

18편(64%)이었으며 이완요법 및 보완요법 중심의 중재프로그램은 

10(36%)편이었다.  

건강행태를 위한 관리 중심의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내용은 건강행위 

및 지식을 증진시켜 스스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중재방법으로써 주로 자가간호증진, 건강행위 이행, 환자역할행위 이행, 

자기효능, 지식, 태도 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완요법 및 보완요법 중심의 프로그램은 혈압하강을 목적을 한 

복식이완훈련, 단전호흡술, 추마요법, 자가발반사요법, 사상체질식이, 

요가프로그램, 경락마사지, 밸런스테이핑요법이 주어졌다. 

 

6)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의 간호중재 효과 측정 지표는 생리적 지표, 

심리적 지표, 건강행태관련 지표 등 3가지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생리적지표로는 혈압, 체중, 혈액수치가 측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혈압하강을 위한 혈압측정이 28편중 24모두 포함하여 가장 많았다. 

또한 심리적 지표 효과측정으로는 스트레스, 불안,우울, 수면장애, 

안위, 지지(정서적, 사회적, 가족)로 나타났다. 

건강행위 및 지식(건강행태)으로는 자기효능에 대한 측정이 가장 많은 

11편(39%)이었고 자가간호수행도 10편(9%)이었다. 그 외에도 역할 

행위이행, 건강신념, 지식, 태도 등이 측정되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 효과 분석 결과 생리적 지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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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하강은 긍정적 효과가 월등히 많았으나 체중이나 콜레스테롤은 

무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더 많았으며 중성지방, 알도스테론, 에피네피린, 

노어에피네피린, 지단백, 심박수는 긍정적 효과와 무효과가 각각 

50%씩이었다. 

심리적지표에서 스트레스는 단전호흡의 경우만 긍정적 효과가 있었고 

건강신념, 건강통제위, 피로도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건강통제위에서 우연 

통제위는 오히려 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부정적 효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관련 측정에서는 자기효능은 긍정적 효과가 8편으로 73%이고 

무효과가 3편이었다.  자가간호수행과 환자역할행위이행이 긍정적 효과가 

월등히 많았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단전호흡술과 가정방문 및 개별접촉을 통해 

실시한 건강교육이 고혈압지식 및 성인병태도와 자기건강관리 그리고 

질병상태 개선(혈압의 변화)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요법이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역할행위이행을 증가시키고 금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기효능 증진 운동 프로그램이 

혈압을 감소시키고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며 심폐기능을 증진시키고 

운동에 대한 자기효능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고혈압환자의 건강관리를 비롯한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간호중재전략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2. 제언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프로그램명도 달랐고 내용분석도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없어서 각 프로그램별 연구자가 스스로 내용에 대해 개발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관리지침대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가간호수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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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역할이행 등의 개념을 볼 때 용어통일 등의 정리가 되어야만 할 

것이며 실무에서나 연구에서 건강행태를 위한 관리중심의 간호중재나 

보완요법 중심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론적 기틀이나 근거 없이 

수행되어지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효과분석이 어려웠다. 

따라서 관리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아 

관리지침에 의거한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보완요법의 경우 대개 혈압하강이라든지 한 두개의 효과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보완요법만으로 구성되기 보다는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한 근거와 

관리중심의 이론이 함께 잘 조화되어 통합된 프로그램이 되어져야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분석대상 연구논문에서 연구대상자들이 노인이나 사업장 근로자, 

중년기 여성 등에 국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2) 프로그램의 비용 효과적인 면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추후연구에서 

다루어져야겠다. 

3)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자기효능감, 건강증진 행위 유형을 고려한 

포괄적인 스트레스 증상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4) 혈압관리 차원의 건강행태를 위한 관리중심의 간호중재에 이완요법이나 

대체요법 등이 첨가된 혈압조절의 간호중재가 잘 조화되어 통합된 

프로그램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5) 본 연구는 국내 간호연구에 국한된 것이므로 국제적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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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측정지표별, 프로그램별 효과분석 

분류 
세부 

항목 
긍정적효과 무효과 

부정적 

효과 

혈압 28편중 우측의 무효과  

3편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전수 25편 

사회적 지지요법,  

자기조절프로그램 

(박,전)지지간호 

 

체중 자기조절프로그램(박,전) 

행동변화단계이론 

+생태학적모형 

사회적 지지요법  

자기조절프로그램(박,전) 

지지간호 

 

혈중치 Aldosterone-점진적근육이완

요법 

콜레스테롤-자기효능증진 

운동프로그램, 요가프로그램,  

추마요법 cortisol- 

단전호흡술, 

기공체조프로그램 

epinephrine, 

norepinephrie-기공체조 

프로그램 

콜레스테롤-자기조절프로그

램 

(박,홍), 자가발반사요법,  

사상체질식이 

자기조절프로그램(박,전) 

cortisol- 점진적 

근육이완요법 

aldosterone-단전호흡술 

중성지방- 자가발반사요법 

 

환기량 

(심폐기능) 

 기공체조프로그램  

맥박수  기공체조프로그램  

생
리
적
지
수 

체질량 

지수 

 사상체질식이  

스트레스 단전호흡술 복식이완훈련+자가간호교육 

복식이완훈련, 

자가발반사요법 

 심
리
적 

지
수 

안위 이완술(불안) 

자가발반사요법(우울) 

경락맛사지(두통,견비통) 

자가발반사요법(불안, 

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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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측정지표별 프로그램별 효과분석 계속 

분

류 
세부항목 긍정적효과 무효과 

부정적 

효과 

자기효능 자기조절프로그램(박,홍) 

효능기대증진프로그램(이) 

자가간호증진을 위한  

Slides/Tape 프로그램 

자기효능증진프로그램(정,윤, 전) 

효능기대증진프로그램(오) 

자기효능증진 운동프로그램 

행동변화단계+생태학적모형 

기공체조프로그램 

사회적 지지요법 

자기효능증진프로그램 

(유,송,이) 

 

건강신념  정서적지지요법  

건강통제

위 
 

자기조절프로그램(박,

전) 

좌동(박,

전) 

자가 

간호수행 

자기조절프로그램(박,홍) 

효능기대증진프로그램(이) 

자가간호증진을 위한 Slides/Tape 

프로그램 

개별접촉교육, 사회적 지지요법,  

자기효능증진프로그램(정,윤, 전) 

효능기대증진 프로그램(오) 

자기효능증진프로그램 

(유,송,이) 

정서적 지지요법 

복식이완훈련과  

자가간호교육  

 

환자역할 

행위이행 

건강계약, 사회적 지지요법,  

고혈압관리프로그램, 

행동변화단계이론+생태학적모형 

지지간호  

기호식품 사회적 지지요법(금연), 

행동변화단계이론+생태학적모형 

사회적 지지요법(음주)  

태도 개별접촉교육   

건
강
행
태 (

건
강
행
위 

및 

지
식,

태
도) 

지식 자기조절프로그램(박,홍) 

개별접촉교육, 

정서적 지지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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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고혈압관리 프로그램 연구논문 요약 

프로그램명 
저자 

(연도) 
대상자 종속/독립변수 연구결과 

자가간호를 

위한  

건강계약 

이향련 

(1987) 

연령이 30-70세 

이하. 1단계  

고혈압자 

건강행위이행/ 

건강계약 

건강행위이행정도가 

높아진다. 

혈압하강효과 

체중변화없음 

고혈압관리 

프로그램 

최부옥외 

3인(198

9) 

보건진료소  

1단계 고혈압자 

환자역할행위이행/ 

고혈압관리프로그램 

환자역할행위이행증진 

혈압하강효과 

점진적 

근육이완 

요법을  

병용한 

Thermal 

iofeedback 

훈련 

노유자, 

김희승 

(1993) 

30-60세 이하. 

1단계 고혈압자 

혈압,혈중치 농도/ 

점진적 근육이완요법 

병용한 Thermal  

biofeedback 훈련 

혈압하강효과 

혈중치 농도 유의한  

변화없다 

단전 

호흡술 

김남초 

(1994) 

59세 이하 

2단계  

고혈압자 

스트레스, 혈압 및 

혈중치 농도/ 

단전호흡술 

스트레스는 통계적 

유의 하다. 

자기조절 

프로그램 

박영임외 

1인 

(1994) 

본태성 고혈압 

진단 받은 후 

약물을 복용 하지 

않거나  

중단한지 1개월  

이상 된 2단계  

고혈압자 

자가간호증진 

(고혈압지식, 자기효능) 

/자기조절프로그램 

고혈압지식, 자가간호수행,  

생리적 지표,  체중감소, 

장애성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효능기대증진 

프로그램 

이영휘 

(1995) 

심혈관센터 

외래방문환자 

건강통제위성격, 지식,  

자기효능, 자가간호  

행위정도/효능기대 

증진프로그램 

자가효능점수와  

자가간호행위 유의함. 

자기조절 

프로그램 

박영임 

(1995) 

고혈압 진단 후  

약물복용하지  

않거나 투약을 

중단한지 1개월 

이상 된 2단계  

고혈압자 

생리적 지표, 자기효능, 

자가간호/ 

자기조절프로그램 

생리적 지표변화, 자가간호 

증진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라 유의하다. 

자기효능과 가족지지의  

지각, 사전 자기효능과  

장애성 지각 과의 관게는 

정적관계 

Slide/Tape 

프로그램 

이영휘 

(1995) 

대학병원  

외래방문환자 

자기효능, 

자가간호행위/ 

Slide/Tape프로그램 

자기효능점수와 자가간호 

행위에 유의하다. 

개별접촉 

교육 

김명순외 

1명 

(1995) 

보건소 내자 중  

의료보호대상자나 

저소득지역 거주   

고혈압 환자 

고혈압환자의 지식, 

태도,  

자기건강관리 이행 및  

혈압변화/개별접촉교육 

고혈압지식, 성인병 태도에 

대한 유익성, 

자기건강관리중 식이와 

약물복용, 혈압감소에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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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고혈압관리 프로그램 연구논문  요약 계속 

프로그램명 
저자 

(연도) 
대상자 종속/독립변수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 

박오장 

(1997) 

순환기내과 

에서 

고혈압  

진단 받은 

30세 이상  

성인환자 

고혈압 환자의  

역할행위이행/ 

사회적 지지 

역할행위 이행과  

흡연중단에 유의하다. 

기공체조 

프로그램 

이명숙

외1명 

(1997) 

40-65세  

1,2기  

고혈압환자 

생리적지수,  

심리적지수/ 

기공체조 

혈압감소, 혈중  

에피네피린, 노에피네피린, 

코티졸감소, 자기효능성과  

생활만족도 에 유의하다. 

복식호흡 유수정

외 1명 

(2001) 

60세 이상  

재가노인 

혈압 및 스트레스 

반응/복식호흡  

이완훈련 

혈압감소와 스트레스반응 

 유의하다. 

자기효능 

증진 교육 

프로그램 

유수정

외 2명 

(2001) 

60세 이상  

재가노인 

자기효능감, 

자가간호행위 

및 혈압/자기효능증진 

교육프로그램 

혈압감소, 자기효능감 

유의 

추마요법 김남선 

(2000) 

40-65세  

1기  

고혈압자 

혈압하강에 미치는 효과 

(혈압, 혈중 에피네피린, 

혈청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추마요법 

혈압감소, 혈중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농도  

유의하게감소-유산소운동

과  

유사한 운동효과 

자가 

발반사 

요법 

차남현 

(2002) 

고혈압 

근로자 

주관적 증상, 혈압,  

혈중지질농도, 생리적 

변화, 

정서상태, 직무스트레스,  

피로도/자가발반사요법 

혈압은 유의하게 하강,  

우울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 총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저밀도 지단백, 상태불안,  

직무스트레스, 피로도는  

시간진행에 따른 유의한 

차이. 

자기효능 

증진 

프로그램 

정혜선

외 2명 

(2002) 

고혈압 

근로자 

고혈압 생활양식개선, 

자기효능/자기효능  

증진 프로그램 

생활양식 개선과 

고혈압 감소에 유의하다. 

사상체질 

식이 

전은영 

(2002) 

35-65세 

1,2기  

고혈압환자 

혈압, 비만도, 혈중지질 

/사상체질식이 

혈압감소 유의, 비만도와 

혈중지질저하는 부분적  

지지 

정서적 

지지 

채현주 

(1985) 

16-59세  

2기  

고혈압환자 

자가간호행위이행/ 

정서적 지지 

질병에 대한 지식정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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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고혈압관리 프로그램 연구논문 요약 계속 

프로그램명 
저자 

(연도) 
대상자 종속/독립변수 연구결과 

복식호흡 

이완훈련과 

자가간호교육 

유수정 

(1999) 

고혈압 진단 후  

보건소에서 추후  

관리를 받거나  

노인대학에 재학 

중인 60세 이상  

재가노인 

혈압, 자기효능감,  

자가간호행위, 주관적  

스트레스 반응, 

생활사건/복식호흡이완 

훈련과 자가간호교육 

혈압감소 

요가 

프로그램 

박형숙

외 

2명 

(2002) 

65세 이상 

1기  

고혈압 환자 

혈압하강/요가 

프로그램 

혈압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중성지방감소에 

유의하다, 2주째부터 효과,  

생만족도 상승. 

점진적 

근육이완요법 

조수정 

(2001) 

4회측정 평균 

혈압이 1기  

고혈압 45-60세  

기혼중년여성 

혈압하강/근육이완요법 혈압감소 

밸런스 

테이핑 

요법 

차혜경 

(2002)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  

15명 

혈압하강/ 

밸런스테이핑요법 

혈압감소 

행동변화 

단계별+ 

생태학적 모형 

정혜선 

(2002) 

1, 2기  

고혈압  

근로자 

자가효능감,  

자가관리수정행동,  

사회적 지지의 변화, 

혈압/행동변화단계이론

+ 

생태학적 모형 

통합접근 시도한  

그룹에서 혈압감소,  

자기효능감, 자가관리 수행,  

사회적 지지변화에 있어  

유의하다. 

이완술 김정자 

(1990) 

60세이상  

노인으로 

불안노인, 

수면장애노인, 

고혈압노인. 

불안, 수면장애,  

혈압하강/이완술 

이완술시간 경과될수록 불안,  

수면장애, 고혈압정도가  

유의하게 완화. 

효능기대증진 

프로그램 

오윤정 

(1997) 

1,2기  

고혈압환자 

자기효능과 자가 

간호행위/ 

효능기대증진  

프로그램 

자기효능과 자가간호 

행위증진, 혈압감소 

경락마사지 채정숙 

(1999) 

본태성 고혈압  

환자 

혈압하강/ 

경락 마사지 

혈압하강, 두통, 견비 

통등의 안위증진. 

지지간호 나금숙 

(1998) 

약물복용중인 

고혈압환자 

고혈압환자의 역할행위 

이행에 미치는 효과/ 

지지간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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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terature Review Study for the Nursing  
Interven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Hypertension Management Programs 
 

                                

 

 

Rhie, In Sook 
Dept. of Commnuity Health Nursi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Academic Advisor Prof. Lee, Jeong Lyeol, R.N., Ph.D) 

 

The propose of this research is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s for the 

hypertensive patients and I collect basic data for practical nursing 

strategy on community and clinics by analyzing previous researches on 

comprehensive nursing intervention. 

 

I have analyzed 28 Korean articles on nursing intervention of HTN 

control program regarding experimental design, performed by Korean 

nurses and published from Jan. 1980 to Dec. 2002.  I made the list of 

articles and analyzed author, published year, number and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methods and contents of nursing interven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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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each program according to analyzing tool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re was no single research before 1984, the research on nursing 

intervention started from 1995 and it increases explosively.  There 

were 12 researches performed 43% out of from 2000 the entire to 

2003 researches.  

 

2) In the aspect of study population, community-based patients are much 

more than clinic-based patients, and most of the former are from 

public health centers and work places. 

15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atient with grade I HTN(systolic BP 

140-159/diastolic BP 90-99), and 9 studies have analyzed 21-40 

patients. 

 

3) In the aspect of HTN intervention, 11 studies have offered HTN 

control program of 5-9 weeks, and 15 studies have offered 4-8 

interventions every month. 

The most common length of intervention was 50-60minutes, but 8 

studies did not indicate the length of intervention. 

 

4) In the aspect of content of intervention, 18 studies showed programs 

focused on management for health behavior, and 10 studies showed 

programs focused on relaxation and alternative therapy. 

Programs focused on management means intervention methods enable 

to continuously care through increase of health-related behavior and 

knowledge and can be summarized as self-care promotion, health 

behavior performance, patient-role performance, self-efficiency, and 

increment of knowledge and attitude.  

Programs focused on relaxation and alternative therapy include 

abdominal relaxation training, abdominal respiration, chiroprac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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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foot Reflexology, Sasang Constitutional Diet, Yoga Program,        

Gyeong-lag Massage, Balancetaping Therapy, Chu-Ma therapy. 

 

5) The effect of intervention was estimated with physiologic, 

psychological, and health-related behavior parameters. As physiologic 

parameters BP, body weight, and leve1 of hormone in blood were 

estimated and BP was estimated in 24 studies, which covers 86% of all. 

As psychological parameters stress, anxiety, depression, sleep 

disturbance, well-being, health-belief, support(emotional, social, 

family), and self-effect were most commonly estimated 

parameter(estimated in  11 studies). 

As health-related behavior parameters, self-nursing(most commonly 

estimated-10 studies), Compliance with Sick- Role Behaviors, 

knowledge, and attitude are estimated. 

6) The results from analysis on effect of nursing intervention for HTN 

control are as follows ; among physiologic parameters, BP decrement 

showed positive results in most studies, but body weight and 

cholesterol showed more negative results than positive results. TG, 

aldosterone, epinephrine, norepinephrine, lipoprotein, heart rate 

showed positive results in 14 studies and negative results in other 14 

studies. 

Among psychological parameters, self-efficiency showed positive 

results in 8 studies(73%), and no effect in 3 studies. Stress showed 

positive results only in abdominal respiration. There is no effect on 

health belief, health locus of control, fatigue degree.  

Chance locus of control in health locus of control comes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in control group rather than 

experimental group. 

Among health-related behavior parameters, self-nursing and 

Compliance with Sick- Role Behaviors showed positive results in mos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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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ominal respiration for stress control and health education through 

home visit and individual contact were effective in improvement of 

hypertension knowledge, attitude for chronic disease, and disease 

status(change in blood pressure). Social support from nurses can 

increase patient role performance and can help quitting smoking.  Also 

self-efficiency promotion exercise program was proved to be able to 

decrease blood pressure, lower serum cholesterol, improve 

cardiopulmonary function and amend self-efficiency for exercise.  So if 

these programs can be integrated as one program, it could be adopted as 

a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strategy which can improve health 

promotion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such as hypertension 

 

I recommend further researches those can facilitate performance of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which were proven to be effective, 

researches on program that can integrate control-focused nursing 

intervention with relaxation and alternative therapy-focused nursing 

intervention for BP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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