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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를 한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 개발 효과

본 연구는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가 생활습 개선을 포함하여 지속 으

로 스스로 질병을 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해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

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은 Falk-Rafael (2001)의 임 워먼트 어링

모델(Model of empowered caring)을 토 로 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하 고 문가와

환자의 내용 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쳐 확정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 제공 기간은 총 24주로 이는 생리학 지표의 변화를 효과 으로 측정

할 수 있으며 본 로그램의 효과 지속 여부를 평가하기에 한 기간이다. 로그

램의 내용은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의 생활습 운동, 신체활동, 식이

습 의 개선과 치료 유지를 한 약물 이행 증진에 을 두었다. 로그램을 제공

하는 방법은 개별 소집단 교육, 리 렛 우편발송, 소책자 제공, 화상담, 미니포켓

자가 기록, 미니포켓 모니터링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24주 동안 월 1회 총7회에

걸쳐 용하는 것이었다.

로그램의 효과 평가는 경기도 소재 1개 학병원에 내원하고 있는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를 상으로 진행되었다. 비동등성 조군 후 설계를 이용한 유

사 실험 연구로 연구 상자는 연구의 선정기 에 합당한 상에 해 우선 으로 의

무기록을 통해 환자를 선별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 월요일과 화요일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는 실험군에 배정하고 수요일과 요일에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는 조

군에 배정하 다. 2015년 3월 2일부터 2015년 11월 23일까지 실험군에게 24주 동안

총 7회의 로그램을 제공하 고 조군에게는 실험군의 재가 완료된 후 원하는 사

람에게 로그램을 제공하 다.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해 실험군과 조군에 사 조사, 사후조사로 재 3

개월, 재 6개월에 자가 리 행 로 신체 활동 정도, 식이습 , 약물 이행정도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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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자가 리 역량,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신체계측과 액검사 등의 생리

지표에 해서 평가하 다. 이 액검사는 사 조사와 사후 조사로 재 6개월에만

평가하 다.

수집된 자료는 SAS 9.0.0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 처리되었으며 상자의 동질성

검정을 해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 다.

성별과 환자 종류를 보정한 후 Linear mixed model, GEE cumulative logit model,

Regression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정하 다.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본 연구에서 수립한 가설 4가

지, 즉 가설1.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자가

리 행 가 향상될 것이다’, 가설2.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자가 리 역량 수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3.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

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수가 증가할 것이다‘. 가

설4.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생리 지표가

향상될 것이다‘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생활습 개선 신체활동은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개선 폭이 컸으나 재 제공 후 3개월에는 증가하다가 6개월에는 다시

감소하 다. 그리고 치료 유지를 반 하는 약물 이행은 재 시작 3개월이 지날 때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약물 복용 이행이 높아질 정도가 1.056배 높았고 재시작 6

개월이 지날 때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약물 복용 이행이 높아질 정도가 1.566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 제공 6개월에 상자의 신체 활동이 감소하는데 이 활동을 지속 유지

시키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 상자의 신체 활동 유지를 지속시킬 수 있

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한 약물 복용 이행도를 높이기 해서 지속 으로 약물

복용 이행도를 높이는 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핵심되는 말 : 사증후군, 고 압,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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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1. 연구의 필요성

심 계 질환은 세계 으로 가장 요한 사망원인이 되고 있으며(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1) 미국에서는 매년 사망 환자 3명 한명이 심 계 질환

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o et al., 2014). 우리나라에서도 심 계 질환

의 발생률이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사망률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은 2002년 36.9명에서 2012년 52.5명으로 약 42.4%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Statistics Korea, 2012b).

심 계 질환의 험요인은 크게 수정 가능하지 않은 요인과 수정 가능한 요인으

로 나눠진다. 수정 가능하지 않은 요인에는 성별, 가족력, 연령 등이 포함되며 실제

재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심 계 질환의 험요인 수정 가능한 요

인은 생활습 험요인으로 여기에는 흡연, 부 한 식이, 부족한 신체활동, 과도한

알코올 섭취, 스트 스 등이 포함된다(Batacan et al., 2015). 생활습 험요인은 실

제로 심 계 질환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Mozaffarian,

Wilson, & Kannel, 2008) 생활습 개선요법을 통해 심 계 질환 련 사망률을 약

20% 에서 40% 까지 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Yoon et al., 2014). 특히 생활

습 개선요법은 고 압과 사증후군에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여러 연구결과들에서

보고되었다(Artinian et al., 2010; Jeong et al., 2006; Kim, 2012a; Kim, 2013a; Lee,

2009; Lee, 2010; Lynch, Liebman, Ventrelle, Avery, & Richardson, 2014; Oh et al.,

2010).

우리나라 고 압 유병률은 2007년 24.6%에서 2013년 27.3%로 2.7% 증가하 고 성

별로 살펴보면 남성 26.9%에서 32.4%로 5.5%, 여성 21.8%에서 22.2%로 0.4% 증가하

여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a). 한 고 압의 리 정도를 평가하기 한 고 압의 미인지

율과 미치료율은 2013년 각각 34.7%, 38.5%이고 남성 2명 1명, 여성 4명 1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고 압의 미인지, 미치료가 높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b). 실제 고 압의 치료를 유지하는 정도인 치료 유지율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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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23.4% (Lee, 2006)에서 62.0% (Sung, & Lee, 2008)로 다양했고 우리나라 고

압 환자의 62%가 생활습 개선 요법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고 압 환자는 압이 상

승할수록 심 계 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 압을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Kjeldsen, Naditch-Brule, Perlini, Zidek, & Farsang, 2008). 따라서 고

압 환자가 정 압 수 을 유지하고 치료 유지율을 지속 으로 증가시키기 해

생활습 험요인을 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우리나라의 사증후군 유병률은 국민 건강 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8년 24.9%

에서 2007년 31.3%까지 증가되었다(Lim et al., 2011). 한 사증후군과 련이 높은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은 2001년 8.6%에서 2012년 9.0% 최근 10년간 0.4% 증가하

고 고콜 스테롤 증은 2005년 8.0%에서 2012년 14.5%로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Statistics Korea, 2012a). 사증후군은 복부비만, 상승된 압, 상승된 당 는

당뇨 치료 인 경우, 높은 성지방 수치, 낮은 고 도 콜 스테롤 수치 등의 5가지

의학 상태 어도 3개 이상이 존재하는 상태로 (Alberti et al., 2009) 실제 당뇨

유병률에도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심 계 질환의 발생 험(Kaur, 2014) 사망

한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ung et al., 200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Yonsei University, 2006). 특히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는 복합

만성질환으로 단일 질환보다 높은 심 계 험요인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고 압 환자에서 사증후군의 발생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3배에서 6배까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jeldsen et al., 2008). 따라서 이들 상자들에게는 보다 철

한 생활습 험요인의 리를 통해 심 계 질환의 발생 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한 WHO (2002)는 심 계 질환에 한 방 수단으로 불건

강 식이와 신체 비활동성을 이는 생활습 개선을 새로운 국제 건강 정책으로 강

조하고 있다.

생활습 개선요법은 상자 스스로 본인의 질병을 인지하고 습 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이를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이를 해 생활습 개선요법

에 상자 스스로 참여하고 리하도록 하기 한 자가 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건

강 리 제공자인 간호사는 이를 한 교육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

다. 실제 생활습 개선요법에 한 재 자가 리에 해 고 압이나 사증후군,

당뇨와 같은 단일 질환을 가진 환자를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Bosworth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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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Choo, & Kim. 2011; Hyun, 2009; Kang, Kang, & Jeong, 2014; Oh et al.,

2010). 그리고 보건소 보건 진료소, 건강검진센터, 산업장 등의 지역사회에서 연구

가 이루어졌으며(Bosworth et al., 2011; Fukumoto et al., 2011; Gi, & Kim, 2012;

Kim, 2013a; Nanri et al., 2012; Oh et al., 2010; Zhang, 2011) 재 제공기간은 4주에

서부터 24개월로 다양하 다(Bosworth et al., 2009; Gi, & Park, 2012; Jeong et al.,

2006; Kang, 2014; Kim et al., 2014; Zhang, 2011). 재 로그램 내용에는 운동, 신

체활동, 식이, 주, 연, 스트 스 리, 체 리 등 다양한 내용(Bosworth et al.,

2011; Jeong et al., 2006; Kang et al., 2014; Lee, 2010; Park, 2014; Zhang, 2011)이

포함되었고 재 로그램 제공 방법도 개별 그룹교육, 화상담, 건강검진, 자가

기록, 기타 등(Fukumoto et al., 2011; Kim, 2013a; Kim et al., 2014; Oh et al., 2010;

Park, 2014)으로 다양하 다.

따라서 고 압과 같은 단일 질환보다는 심 계 질환 발생 험이 높은 복합 질환

인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를 상으로 치료 유지율을 지속 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병원에서 환자의 생활습 을 개선하면서 자가 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

는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 가설

본 연구는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가 생활습 개선을 포함하여 지속 으

로 스스로 질병을 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로그램을 개발하여 로그램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한 구체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를 한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개발한다.

2.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를 한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를 평가하기 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자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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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가 향상될 것이다.

⦁부가설 1-1.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신체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부가설 1-2.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열량, 염, 지방 식이 수가 증가할 것이다.

⦁부가설 1-3.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약물 이행 정도가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자가 리

역량 수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간호사-

환자 상호작용 수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4.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생리

지표가 향상될 것이다.

⦁부가설 4-1.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수축기 이완기 압, 맥박, 체 , 복부둘 , 체질량 지수가

감소할 것이다.

⦁부가설 4-2.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공복 당, 총콜 스테롤, 성지방,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수치

는 감소하고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수치는 증가할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1) 자가 리 행

자가 리 행 란 간호 상자가 자신의 생명, 건강 안녕을 해 스스로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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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유지 증진 활동(Orem, 1980)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자가 건강을 유지

하고 증진하기 한 신체활동, 식이습 조 , 약물 이행 증진 활동으로 International

Activity Questionnaire-Short Form, Eating Habit Confidence Survey, Morisky

Medication Adherence Scale을 통해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2) 자가 리 역량

자가 리 역량은 개인의 삶,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기 한 자가 리 활동이나 건강

증진 행 들을 수행하기 한 개인의 능력으로 삶의 반을 통해서 발 되는 것이라

고 정의된다(Orem, 1995). 본 연구에서는 자가 리 활동을 수행하기 한 개인의 능

력으로 Sousa 등 (2010)이 개정한 Appraisal of Self-care Agency Scale-Revised

(ASAS-R)를 Kim (2012b)이 한국어로 변역한 도구를 통해 얻은 수를 의미한다.

3)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간호사-환자 상호작용은 간호제공을 통해 상자의 치료 결과와 안녕을 추구하고

자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Haugan, Hunssen, & Moksnes, 2013). 본 연구에서는 간호

제공에 한 상자의 만족도로 Haugan 등(2013)이 개발한 nurse-patient interaction

scale을 이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 6 -

Ⅱ. 문헌고찰

1. 고 압과 사증후군 환자의 건강 련 문제

고 압이 조기에 진단되지 않고 히 치료되지 않는다면 심근경색, 뇌졸 , 신부

,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수축기 압이 2 mmHg 이상 증가하면 허 성 심장 질

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험성은 7% 증가하며 뇌졸 으로 인한 사망률의 험성은

10%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Lewington et al., 2002). 그러나 반 로 압을

잘 조 하게 되면 뇌졸 의 38%, 심장질환의 16%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Blood Pressure Lowering Treatment Trialists' Collaboration et al., 2008).

효과 으로 압을 리하기 해서 특히 항고 압 약물 복용의 요성뿐만 아니라

압 조 을 향상시키기 한 비 약물 재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eventh

Report of the Joint National Committee on the Preventi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Pressure). 실제 체 감소, 식이 개선, 운동량 증가,

분노 스트 스 조 등과 같은 생활습 개선과 같은 비 약물 재가 압 조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inset & Gerin, 2008).

사증후군은 복부비만, 상승된 압, 상승된 당 는 당뇨 치료 인 경우, 높은

성지방 수치, 낮은 고 도 콜 스테롤 수치 등의 5가지 의학 상태 어도 3개

이상이 존재하는 상태로(Alberti et al., 2009) 당뇨의 유병률에도 향을 미친다. 사

증후군을 동반한 경우 심지어 재 임상 으로 심 계 질환이나 당뇨의 증거가 없

는 경우에도 심 계 질환과 련된 사망률과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NCEP): Expert Panel on Detec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Cholesterol in Adults, 2002). 특히 고 압 환자에서 사증

후군의 발생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3배에서 6배까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jeldsen et al., 2008).

고 압과 사증후군 환자의 건강 련 문제는 첫째, 고 압과 사증후군이 하

게 리되지 않으면 심부 , 신부 , 말 질환, 심증, 심근경색, 뇌졸 등과 같

은 심 계 질환의 발생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둘째, 고 압과 사증후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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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리가 요구되는 만성질환으로 이로 인한 높은 의료비 지출 문제를 가져오

게 된다. 셋째, 상자들은 생활 습 변화를 해 장기 인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야

하고 이로 인한 피로감 우울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개인의 생활습 은

개인에 국한되어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 련 문제를 방하기 해서는 이들 질환을 지속 으로 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고 압과 사증후군 환자의 자가 리 역량

자가 리 역량은 개인의 삶,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기 한 자가 리 활동이나 건강

증진 행 들을 수행하기 한 개인의 능력으로 삶의 반을 통해서 발 되는 것이다

(Orem, 1995). Orem (1995)의 자가 리 결핍 이론에 의하면 자가 리는 개인의 삶,

건강, 발 , 안녕을 유지하기 해 개개인이 스스로 수행하거나 수행해야만 하는 인간

의 조 기능으로 일정한 시간 안에 반드시 습득되어져야 하며 의도 이고 지속 으

로 수행되어져야만 한다. 개인이 자가 리를 하는데 있어서 건강과 련되거나 건강

리와 련되어 있는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 경우에 자가 리 결핍이 발생하게

된다.

자가 리 결핍이 발생한 경우 상자의 자가 리가 유지되도록 하기 해 간호 제

공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간호 제공자의 개입정도는 자가 리의 결핍정도에

따라 보상체계, 부분 보상체계, 지지 -교육 체계가 있다. 보상체계

(wholly compensatory system)에서는 간호 제공자의 인 활동만 존재하게 되며

간호 제공자는 환자를 지지하고 보호해 필요가 있다. 부분 보상체계(partly

compensatory system)에서 간호 제공자는 상자의 요구에 따라서 보조 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간호 제공자의 활동 역이 환자의 활동 역보다 넓다. 지지 -교육

체계(supportive-educative system)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자가 리를 달성할 수 있

으며 간호 제공자는 상자의 자가 리 역량을 개발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지지 -교육 체계에서 상자 스스로 자가 리를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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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자가 리 역량을 강화하여 상자의 최 역량을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런데 Orem(1995)의 이론에서는 상자의 자가 리에 한 최 역량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자의 최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는 모델이 Falk-Rafael

(2001)의 임 워먼트 어링 모델(Model of empowered caring)이다. 임 워먼트 어

링 모델은 자가 리 역량을 최 역량으로 이끌어주는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가

리 역량 강화는 개인의 문화 가치와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간호사-환자

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간호사-환자 계를 바탕으로 상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

지식, 기술, 극 참여를 유도하여 최 역량을 달성하게 된다. 상자가 가진 최

역량을 더욱 진 시켜 수 있는 방안이 간호사-환자의 계를 잘 수립하고 간호사

가 상자를 옹호해주면서 상자의 지식과 기술을 개발시키면서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자의 최 역량이 형성되어 궁극 으로 자아의 변화, 행 의

변화, 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자아의 변화에는 자신감 는 자아 존 감이 증

가하고 계의 변화에는 가족과 친구 는 건강 리 제공자들과의 계 변화가 있으

며 행동의 변화에는 자기 옹호와 보다 건강한 목표 지향 인 선택 등이 포함된다. 이

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Fig 1).

Fig1. Model of Empowered Caring (Falk-Rafae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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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압과 사증후군 환자를 상으로 자가 리 역량을 증진시키기 하여 재

로그램을 제공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 고 압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보건소 보건 진료소에서 진행된 연구가 가장 많았고(Bosworth et al., 2009;

Bosworth et al., 2011; Choo, & Kim, 2011; Jeong et al., 2006; Lynch et al., 2014;

Zhang et al., 2011) 그 외에 병원(Lee, 2009), 산업장(Gi, & Park, 2012) 검진센터

(Tonstad et al., 2007), 싱홈(Park et al., 2013) 등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부분의 연구가 고 압 환자의 자가 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이를

한 로그램 내용은 걷기, 맨손체조, 가벼운 신체 활동(Gi, & Park, 2012; Jeong et

al., 2006; Lee, 2009)과 다양한 식이 내용으로 염, 지방 식이, 야채와 과일 섭취

권장 등이 포함되었다(Bosworth et al., 2009; Gi, & Park, 2012; Jeong et al., 2006;

Tonstad et al., 2007). 그 외에도 약물이행(Choo, & Kim, 2011; Jeong et al., 2006;

Lee, 2009; Zhang et al., 2011)과 주(Gi, & Park, 2012; Jeong et al., 2006; Park et

al., 2013; Zhang et al., 2011), 연(Bosworth et al., 2009; Gi, & Park, 2012; Jeong

et al., 2006; Park et al., 2013; Zhang et al., 2011), 스트 스 리(Gi, & Park, 2012;

Jeong et al., 2006; Park et al., 2013), 체 감량(Bosworth et al., 2009; Park et al.,

2013; Tonstad et al., 2007)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 다.

로그램 결과를 측정하기 해 신체 계측으로 수축기 이완기 압(Bosworth et

al., 2009; Choo, & Kim, 2011; Jeong et al., 2006; Lee, 2009; Lynch et al., 2014

Zhang et al., 2011), 체지량 지수(Gi, & Park, 2012; Jeong et al., 2006; Lee, 2009;

Tonstad et al., 2007)가 사용되었고 자가 리 능력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해 자

가 리 행 (Choo, & Kim, 2011; Gi, & Park, 2012; Lee, 2009; Park et al., 2013;

Zhang et al., 2011), 자기 효능감(Gi, & Park, 2012; Park et al., 2013), 지식(Gi, &

Park, 2012; Jeong et al., 2006) 등을 측정하 다.

사증후군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건소(Hyun, 2009; Kim 2013; Kim et al.,

2014; Oh et al., 2010), 건강검진센터(Fukumoto et al., 2011; Kim, 2012a; Lee, 2010),

병원(Bosak et al., 2010; Hikmat, & Appel, 2014; Park, 2014), 산업장(Kang et al.,

2014; Nanri et al., 2012) 등에서 재가 제공되었다. 재의 내용은 생활습 개선

(Kim, 2012a; Kim 2013; Lee, 2010; Nanri et al., 2012; Oh et al., 2010) 는 생활습

개선에 한 자가 리 내용(Fukumoto et al., 2011; Hyun, 2009; Park, 2014)을 포

함하고 있었다. 재의 효과를 측정하기 해 수축기 이완기 압과 체질량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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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kumoto et al., 2011; Hyun, 2009; Kim 2013; Nanri et al., 2012; Oh et al., 2010;

Park, 2014), 복부둘 체 (Hyun, 2009; Nanri et al., 2012; Oh et al., 2010; Park,

2014), 체지방률(Park, 2014) 등 신체 계측변수가 사용되었고 공복 당(Fukumoto et

al., 2011; Hyun, 2009; Kim 2013; Kim et al, 2014; Park, 2014) 당화 색소

(Hikmat, & Appel, 2014; Kim et al, 2014), 콜 스테롤(Bosak et al., 2010; Fukumoto

et al., 2011; Hikmat, & Appel, 2014; Hyun, 2009; Kim 2013; Kim et al., 2014; Lee,

2010; Park, 2014) 수치 등의 액검사 결과를 사용하 다. 한 생활습 개선 효과를

측정하기 해 삶의 질(Hyun, 2009; Oh et al., 2010; Park, 2014), 자기 효능감(Bosak

et al., 2010; Fukumoto et al., 2011; Hyun, 2009; Kim, 2012a; Kim et al., 2014), 자가

리 행 (Hyun, 2009; Kim et al., 2014). 자기 조 정도(Fukumoto et al., 2011;

Kim, 2012a)를 측정하 고 실제 생활습 개선의 효과를 객 으로 측정하기 해 식

이 습 변화(Hikmat, & Appel, 2014; Kim, 2012a; Lee, 2010; Nanri et al., 2012), 신

체 활동 정도(Bosak et al., 2010), 체 조 정도(Lee, 2010; Nanri et al., 2012)를 측

정하 다.

고 압과 사증후군을 동반한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두 편을 찾아 볼 수 있

었는데 Chang 등(2012)의 연구에서는 간호사 주도 임 워먼트 략의 효과를 알아보

고자 보건소에서 재 로그램이 제공되었다. 로그램 내용에는 좌식 행동 이기,

에어로빅 근육강화 운동, 유연성 운동, DASH(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식이, 연, 주, 스트 스 리, 약물 이행 등이 포함되었다. 결과 측

정을 해 수축기 이완기 압, 복부둘 등의 신체 계측과 공복 당, 성지방,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수치 등의 액검사를 사용하 다. 한 자가 리 행 정

도, 신체 활동 정도, 임 워먼트 정도를 측정하 다.

Cicero 등(2009)의 연구는 병원에서 재 로그램이 제공되었고 재 내용에는 경

보, 천천히 조깅하기 등의 운동과 AHA(American Heart Association)식이 내용이 포

함되었으며 식이 내용에는 정수 의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섭취 권장과 염 식

이, 섬유소 섭취, 콜 스테롤 식품 섭취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결과 측정을 해

수축기 이완기 압, 체질량 지수, 체 , 복부둘 등의 신체 계측 변수가 사용되

었고 액검사로 공복 당, 성지방,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hsCRP, 호모시스테

인, 피 리노겐, PAI-1, MMP2, MMP-2a, MMP9, MMP-9a 등을 사용하 다.

요약하면 고 압을 상으로 한 연구는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시행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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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으나 사증후군을 상으로 한 연구는 보건소, 병원, 건강검진센터, 산업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로그램의 내용에는 고 압과 사증후군 환자를

상으로 하는 경우 모두 운동 는 신체활동, 식이, 연, 주 등의 자가 리 행

향상을 통한 생활습 개선과 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로그램의 효과 측정

에 있어서는 고 압을 상으로 하는 연구보다 사증후군을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신체 계측 변수 액검사 결과들이 사용되었다. 한 고 압을 상

으로 하는 경우 자가 리 행 와 지식 등의 구체 인 자가 리 능력 변화를 측정한

반면 사증후군을 상으로 하는 경우 삶의 질, 자기 효능감 등을 측정하고자 하

다. 따라서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에게 생활습 개선뿐만 아니라 치료 유

지를 리할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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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 기틀

본 연구의 개념 기틀은 Falk-Rafael (2001)의 임 워먼트 어링 모델(Model of

empowered caring)을 근거로 하여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의 자가 리 역

량 강화를 한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용되었다.

환자의 자가 리 역량을 최 역량으로 증진시키기 해서 간호사-환자 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다. 환자가 최 역량을 달성하기 해서

는 인식(Awareness), 극 인 참여(Active participation), 지식(Knowledge), 기술

(Skills) 등이 통합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재 제공방법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

이 통합 으로 용되도록 하 다. 그래서 재제공 방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방법

인 개별교육, 소집단 교육, 자가 기록이외에 소책자 제공, 화상담, 자가기록 모니터

링과 개별상담을 포함하 다. 자가 리 역량 강화가 진되도록 하기 해서는 지식

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운동, 신체활동, 식이 습 등의 생활

습 개선과 치료 유지 증진을 한 약물 이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 다. 상자의 최

역량 달성을 통해 결과 으로 자아의 변화, 행동의 변화, 계를 변화를 측정하고

자 하 다. 구체 으로 자아의 변화를 측정하기 해 자가 리 역량을 포함하 고

계의 변화를 측정하기 해 간호사에 한 환자의 만족도를 이용하 다. 행동의 변화

를 측정하기 해 자가 리 행 와 생리 지표를 측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개념 기틀은 Fig 2와 같다.

Fig 2. Conceptual framework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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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를 한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

을 개발하기 한 방법론 연구와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한 비동등성 조

군 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 연구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진행 차

본 연구는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를 한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개발하는 첫 번째 단계와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두 번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 개발

(1) 문헌 고찰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의 세부내용을 도출하기 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의 자료를 검색하 다. 국내 자료는 RISS의 상세 검색을 통해 ‘고 압’ 그리고 ‘자가’

라는 키워드로 논문을 검색하 고 학 논문 17편, 국내 학술지 논문 16편으로 총 35

편이 검색되었고 이 5편의 논문을 검토하 다. 한 ‘ 사증후군과 재’라는 키워

드로 논문을 검색한 결과 학 논문 66편, 국내 학술지 논문 32편으로 총 98편이 검

색되었고 이 5편의 논문을 검토하 다. 국외 자료의 경우 PUBMED를 통해

‘nursing intervention for self-care and self-management with hypertension으로 검

색했을 때 총 64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이 고 압과 련된 5편의 논문을 검토하

다. 한 ’nursing intervention with metabolic syndrome'으로 검색했을 때 총 62편

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이 사증후군과 련된 논문 7편을 검토하 고 사증후군

과 고 압이 동반된 논문 2편을 검토하여 최종 으로 총 24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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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 다. 본 연구가 고 압과 사증후군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 압 단계 환

자나 비만 성인, 일반성인, 폐경여성, 당뇨를 동반한 경우 등은 제외하 다. 한 본

연구는 자가 리 는 자가 리 행 와 련된 로그램을 개발하기 한 연구로 단

순 운동 로그램이나 체 감량 로그램, 식이교육 등의 로그램은 제외하 다.

(2) 개발된 로그램의 내용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한 타당도 검증

은 문가와 사용자인 환자에게 실시하 다. 문가에 의한 내용 타당도 검증은 고

압 사증후군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는 심장 문의 3명, 간호사 3명, 간호학과

교수 3명을 상으로 검증하 고 각 문항에 해 3 이상의 수에 80%이상 합의한

내용을 선정하 다(Lynn, 1986). 사용자에 의한 내용 타당도 검증은 경기도 소재 1개

학병원 심장 센터에서 고 압 는 사증후군으로 진료 인 환자 본 연구

에 참여하지 않은 3명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자가 상자에게 자가 리 역량 강

화 로그램 개발 목 과 의의 등을 설명하고 상자에게 사용될 로그램의 내용

미니포켓의 내용에 해 검증하 다. 상자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 인

여유를 주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 다.

2)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 효과 평가

(1) 연구 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1개 학병원에 내원하고 있는 고 압 환자로 사증후군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자 수는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Cohen(1992)의 표본 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 수 계산 로그램인 G 워 로그램 3.1.2를 사용하여 유의수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40(medium effect size)의 Repeated measured ANOVA를 시행할 경우 총

표본 수는 64명으로 하 다.

본 연구가 심장 센터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들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해 실험군은 월요일과 화요일 외래를 방문하는 상자로 하고

조군은 수요일과 요일에 외래를 방문하는 상자로 다음의 선정 기 과 제외 기

을 고려하여 선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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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 >

① 만 19세 이상

② 수축기 압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압 90mmHg 이상인 환자로

본태성 고 압으로 진단받고 항고 압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③ 사증후군으로 아래의 5가지 상태 3개 이상을 가지는 경우

∙ 압 ≥130/85mmHg 는 재 항고 압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성지방 수치 ≥150mg/mL

∙ 복부둘 가 남성 ≥90cm 그리고 여성 ≥80cm

∙ 공복 당 수치 ≥100mg/dl 는 재 경구용 당강하제를 복용 인 경우

∙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수치가 남성 ≤40mg/dl 그리고 여성 ≤50mg/dl

<제외기 >

① 이차성 고 압을 가진 상자

② 고 압으로 인한 임상 합병증이 있는 경우

-뇌 질환(뇌출 , 뇌경색), 상동맥 동맥질환(PCI, CABG, valve OP),

말 질환(stent삽입 행증(claudification) 증상 동반), 심부 , 신장질환

(CKD, chronic kidney disease)으로 복막이나 액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③ 임신부

④ 재 고콜 스테롤 증으로 오메가 3나 fibrate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2) 실험처치

본 연구는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를 상으로 24주 동안 월 1회씩 총 7

회의 로그램을 제공하 다. 재 시기 별 재 내용과 재 방법을 구체 으로 살

펴보면 연구 등록일에 교육 자료를 통한 소그룹 교육을 통해 고 압과 사증후군에

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 다. 한 자가 리 행 의 이해를 돕기 해 염, 지방,

탄수화물 식이 내용과 7515 순환운동, 신체활동으로 걷기와 식후 좌식행도 하기,

자가 압 측정, 약물 복용에 한 내용을 개별교육을 통해 제공하 다. 이때 미니포

켓을 제공하 고 미니포켓 자가 기록 방법을 교육하 다. 4주에는 자가 리 행 를

유지하도록 하기 해 자가 압 측정 순서 주의 사항과 약물 복용과 련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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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리 렛 우편 발송을 통해 제공하 다. 8주에는 화 상담을 통해 제공된 교육

내용에 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자가 리 행 의 실천 황을 악하기 해

압 측정 실천, 하루 종일 걸은 총 걸음 수 기록하기, 식후 움직이기 실천, 7515 순환

운동 실천, 식이로 염분 섭취 제한, 불포화 지방산 양질의 탄수화물 섭취 실천 정

도를 미니포켓 자가 기록을 통해 확인하 다. 한 화 상담을 통해 치료 유지를 지

속하도록 하기 해 병원 방문의 요성을 교육하고 외래 방문 일정에 해 재공지

하 다. 12주에는 병원을 방문하 고 개별 상담과 미니포켓 모니터링을 통해 자가

리 행 실천 황을 악하 으며 구체 인 내용으로는 자가 압 측정 실천, 하루

종일 걸은 총 걸음 수 기록하기, 식후 움직이기 실천, 7515 순환운동 실천, 식이로 염

분 섭취제한, 불포화 지방산 양질의 탄수화물 섭취 실천 정도를 확인하 다. 16주

에는 자가 리 행 를 유지하도록 하기 해 간단한 요리 방법 운동과 신체 활동

에 한 간단 소개 내용을 리 렛 우편 발송을 통해 제공하 다. 20주에는 화 상담

을 통해 제공된 교육 내용에 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자가 리 행 의 실천

황을 악하기 해 압 측정 실천, 하루 종일 걸은 총 걸음 수 기록하기, 식후 움직

이기 실천, 7515 순환운동 실천, 식이로 염분 섭취 제한, 불포화 지방산 양질의 탄

수화물 섭취 실천 정도를 미니포켓 자가 기록을 통해 확인하 다. 한 화 상담을

통해 치료 유지를 지속하도록 하기 해 병원 방문의 요성을 교육하고 외래 방문

일정에 해 재공지 하 다. 24주에는 병원을 방문하 고 개별 상담과 미니포켓 모니

터링을 통해 자가 리 행 실천 황을 악하 으며 구체 인 내용으로는 자가

압 측정 실천, 하루 종일 걸은 총 걸음 수 기록하기, 식후 움직이기 실천, 7515 순환

운동 실천, 식이로 염분 섭취제한, 불포화 지방산 양질의 탄수화물 섭취 실천 정도

를 확인하 다. 구체 인 실험처지 내용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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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회차
시기 재내용 재방법(시간)

1차 등록일

1) 질환에 한 이해

-고 압과 사증후군

2) 자가 리 행 이해

-식이( 염, 지방, 탄수화물)

-운동(7515 순환운동)

-신체활동(걷기, 식후 좌식행동 하기)

-자가 압 측정

-약물 복용

소집단 교육(15분)

*소책자 만보기

제공

3) 자가 리 행 실천 방법

-자가 압 측정과 실천 방법

-하루 종일 걸은 총 걸음 수 기록 방법

-식후 움직이기 실천 방법

-7515 순환운동 실천 방법

-염분섭취제한, 불포화지방산섭취, 양질의 탄

수화물섭취 실천 방법

개별교육: 미니포켓

자가 기록

방법(10분)

*미니포켓 제공

2차 4주

1) 자가 리 행 유지

-자가 압 측정 순서 주의사항

-약물 복용과 련된 주의사항

리 렛

발송

(우편)

미니포켓

자가

기록(매일)

3차 8주

1) 교육 내용에 한 Q & A

화상담

(10-20분)

미니포켓

자가

기록(매일)

2) 자가 리 행 실천 황 악

-자가 압 측정 실천

-하루 종일 걸은 총 걸음 수 기록하기

-식후 움직이기 실천

-7515 순환운동 실천

-염분섭취 제한, 불포화지방산섭취, 양질의

탄수화물섭취 실천

3) 치료유지

-외래 방문 일정에 한 재공지 정기 병

원 방문에 한 요성 교육

Table 1.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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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회차
시기 재내용 재방법(시간)

4차 12주

1) 자가 리 행 실천 황 악

-자가 압 측정 실천

-하루 종일 걸은 총 걸음 수 기록하기

-식후 움직이기 실천

-7515 순환운동 실천

-염분섭취제한, 불포화지방산섭취, 양질의 탄

수화물섭취 실천

개별상담과

미니포켓

모니터링

(15분)

미니포켓

자가

기록(매일)

5차 16주

1) 자가 리 행 유지

-식이(간단요리 소개)

-운동 신체활동 간단 소개

리 렛

발송

(우편)

미니포켓

자가

기록(매일)

6차 20주

1) 교육 내용에 한 Q & A

화상담

(10-20분)

미니포켓

자가

기록(매일)

2) 자가 리 행 실천 황 악

-자가 압 측정 실천

-하루 종일 걸은 총 걸음 수 기록하기

-식후 움직이기 실천

-7515 순환운동 실천

-염분섭취 제한, 불포화지방산섭취, 양질의

탄수화물섭취 실천

3) 치료유지

-외래 방문 일정에 한 재공지 정기 병

원 방문에 한 요성 교육

7차 24주

1) 자가 리 행 실천 황 악

-자가 압 측정 실천

-하루 종일 걸은 총 걸음 수 기록하기

-식후 움직이기 실천

-7515 순환운동 실천

-염분섭취제한, 불포화지방산섭취, 양질의 탄

수화물섭취 실천

개별상담과

미니포켓

모니터링

(15분)

미니포켓

자가

기록(매일)

Table 1. Intervention(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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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① 자가 리 행

자가 리 행 는 신체 활동, 식이 습 , 약물 이행 정도를 통해서 측정하 다.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신체활동을 측정하기 해 Craig 등(2003)이 개발한 International Activity

Questionnaire-Short Form을 이용 하 다. 본 도구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간호학과 교수 2명의 자문을 받아 도구를 수정, 보완하 다. 본 도구는 총 7문항

으로 구성되며 지난 한주 동안의 활동 정도에 해서 묻고 있다. 과격한 신체

활동은 8METs, 보통 정도의 신체 활동은 4METs, 보통 속도로 걷는 것은

3.3METs, 앉아 있는 것은 1METs로 보고 기간(duration) x 일주일 동안의 빈도

(frequency per week) x METs를 통해 MET-minutes per week 값을 산출하

다. 도구 개발 당시 criterion validity는 약 80% 다.

⦁식습 (Eating Habit)

식이 습 을 측정하기 해 Sallis (1996)가 개발한 Eating Habits Confidence

Survey를 사용하 다. 본 도구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간호학과 교수 2명의

자문을 받아 도구를 수정, 보완하 다. 본 도구는 4개 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5 Likert 척도이다. 4개의 역은 원래 로 돌아가려는 경향(sticking

to it), 열량(reducing calories), 염(reducing salt), 그리고 지방(reducing

fat)으로 구성되며 각 역은 5개의 문항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역인

열량, 염 지방과 련된 15문항만을 이용하 다. 측정은 1 ‘ 그 지

않다’, 5 ‘항상 그 다’로 측정되며 열량, 염, 지방 각 역의 수 범

는 5~25 이며 총 수 범 는 15~7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열량, 염과

지방 식이를 잘 따른 것으로 본다. Decker & Dennis (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ɑ=.8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62이었다.

⦁약물이행(Medication Adherence)

약물 이행 정도를 측정하기 해 Lee 등(2013)이 한 로 번역한 Morisky

medication adherence scale의 8항목을 사용하 다(Morisky, Green & Le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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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측정 총 8문항 7문항은 와 아니오로 측정하여 는 1 , 아니오는

0 으로, 마지막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0은 1, 1은 0.25, 2은 0.75, 3은 0.75,

4는 0으로 계산한다. 총 0~8 의 수 범 를 가지며 수가 6 미만인 경우

이행도 낮음(low adherence), 6 이상 8 미만인 경우 이행도 보통(medium

adherence), 8 이상인 경우 이행도 높음(high adherence)으로 구분된다.

Lee 등(2013c)의 연구에서 Cronbach's ɑ=.83이었고 sensitivity와 specificity는

각각 93%, 5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67이었다.

②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간호사-환자 상호작용은 간호사에 한 환자의 만족도로 측정하 는데 Haugan

등(2013)이 개발한 nurse-patient interaction scale을 이용하 다. 본 도구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간호학과 교수 2명의 자문을 받아 도구를 수정, 보완하 다.

본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며 1개의 역코딩 문항이 포함 되어있다. 10

likert 척도로 1 ( 그 지 않다)에서 10 (아주 그 다)의 범 를 가지며

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ɑ=.91

이었고 composite reliability=0.82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91이었다.

③ 자가 리 역량

자가 리 역량을 측정하기 해서 Sousa 등 (2010)이 개정한 Appraisal of

Self-care Agency Scale-Revised (ASAS-R)를 Kim (2012b)이 한국어로 변역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며 4개의 역코딩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1 ‘ 그 지 않다’, 5 은 ‘매우 그 다‘로 측정하며 수의

범 는 15 에서 75 이며 수가 높을수록 자가 리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ɑ=.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79이었다.

④ 생리 지표

⦁ 압 맥박

압이란 신에 액을 보내는 동맥 의 압이고 좌심실이 심박마다 액을 동

맥계에 보낼 때 힘의 표 이며 주로 동맥 벽에 작용하는 힘을 압력으로 표

시 한 것으로 수축기와 이완기의 압력이다(Lee, 2002). 본 연구에서는 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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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907, 일본)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압과 맥박은 10분의 안정

을 취한 후 상자에게 한 커 사이즈를 선택해서 2분 간격으로 3번 측정

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하 다.

⦁신장, 체 체질량지수

신장과 체 은 측정기계(Jenix DS-103, 한국)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란 성인의 비만 측정을 해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비만 정 지표로 체 (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 값(Sigma

Theta Tau Lambda, 2003)을 의미한다.

⦁복부둘

복부둘 란 장골능 최상단 부 와 늑골의 최하단 부 간 지 의 둘 를

측정한 신체 계측치이다(WHO, 2000). 본 연구에서는 자(MK-316테일러,

한국)를 이용하여 상자의 배꼽기 에서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공복 당 콜 스테롤 수치

공복 당 콜 스테롤 수치는 공복 채 을 시행하여 그 결과 값을 얻었다.

검사항목별 수치의 상범 는 공복 당(FBS) 70-110mg/dL, 총콜 스테롤(TC)

120-220mg/dL, 성지방(TG) 40-194mg/dL, 고 도 콜 스테롤(HDL)

40-75mg/dL, 도 콜 스테롤(LDL) 0-130mg/dL이다.

(4) 자료수집 기간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

본 연구는 연구 상자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기 해 연구 진행 기 의 임상연구

윤리심의 원회(IRB)의 승인을(IRB No. 2014-313) 받은 후 로그램 운 과 자료수집

이 이루어졌다. 연구의 선정기 에 합당한 상에 해 우선 으로 의무기록을 통해

환자를 선별하 다. 선별한 환자를 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실험군과

조군으로 분류하 다. 모든 연구 참여자는 연구 동의서 내용에 해 설명을 듣고 서

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 다.

연구 동의서에는 연구 목 차와 더불어 연구 참여에 따른 험과 이익에

해서 상세히 설명하 다. 한 연구 참여는 자발 으로 이루어지며 원치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과 수집된 자료는 학술 인 목 으로만 사용되고 익명

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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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의 경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날 생리 지표 신장, 체 , 복부둘 , 압

맥박을 측정하고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채 검사를 통해 공복 당, 총콜 스

테롤, 성지방,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도 지단백 콜 스테롤 검사 결과를

수집하 다. 한 자가 리 행 ,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자가 리 역량에 해 설문

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재를 제공하기 시작하 다. 실험군에게 재 제공 3개

월에 병원을 방문하 을 때 생리 지표 신장, 체 , 복부둘 , 압 맥박을 측

정하 고 자가 리 행 ,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자가 리 역량에 해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재가 종료되는 6개월 시 에도 실험군이 병원을 방문하 을 때

생리 지표 신장, 체 , 복부둘 , 압 맥박을 측정하 고 자가 리 행 , 간

호사-환자 상호작용, 자가 리 역량에 해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한 8

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채 을 시행하여 공복 당, 총콜 스테롤, 성지방,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도 지단백 콜 스테롤 검사결과를 수집하 다.

조군의 경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날 생리 지표 신장, 체 , 복부둘 , 압

맥박을 측정하고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채 검사를 통해 공복 당, 총콜 스

테롤, 성지방,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도 지단백 콜 스테롤 검사 결과를

수집하 다. 한 자가 리 행 ,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자가 리 역량에 해 설문

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3개월에 병원을 방문하 을 때 생리 지표 신장,

체 , 복부둘 , 압 맥박을 측정하 고 자가 리 행 ,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자

가 리 역량에 해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6개월에 병원을 방문하 을 때 생리 지표 신장, 체 , 복부둘 , 압 맥박

을 측정하 고 자가 리 행 ,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자가 리 역량에 해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한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채 을 시행하여 공복 당,

총콜 스테롤, 성지방,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도 지단백 콜 스테롤 검사

결과를 수집하 다. 실험군의 재가 완료된 후 원하는 상자에게 실험군에게 제공

된 재를 제공하 다. 구체 인 자료 수집과정은 Fig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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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pr(Yij≦c) 〓β0+β1(groupi)+β2(timej)+β3(groupi x timej)+β4(M1-group)

  +β5(sex)+β6(pt)1-pr(Yij≦c)

Fig 3. Flow of data collection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0.0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 처리되었으며 구체 인 통계분

석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로 나타냈다.

2) 실험군과 조군의 독립성 평가를 해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 다.

3) 가설 검정을 하기 해 성별과 환자 종류를 보정한 후 Linear Mixed Model,

GEE Cumulative logit Model,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 다.

*통계에 사용된 구체 인 수식은 다음과 같다.

<Linear Mixed Model>-Unstructured type

Yij= β_0+β_1 group+β_2 time+β_3 group*time+β_4 (yi0)+β_5 sex+β_6 PT+ε_ij

<GEE Cumulative logit Model>

<Regression Model>

Di=Yi2-Yio

Di =β0+β1(group)+β2(sex)+β3(pt)+β4(baseline value)+ε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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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의 개발

1) 선행 연구 분석결과

(1) 선행연구의 로그램 제공 상, 장소, 제공기간 횟수 분석 결과

고 압 환자를 상으로 로그램을 제공한 연구는 10편(Bosworth et al., 2009;

Bosworth et al., 2011; Choo, & Kim, 2011; Gi, & Park, 2012; Jeonog et al., 2006;

Lee, 2009; Lynch et al., 2014; Park et al., 2013; Tonstad et al., 2007; Zhang, 2011)

이었고 사증후군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12편(Bosak et al., 2010; Fukumoto et

al., 2011; Hyun, 2009; Hikmat, & Appel, 2014; Kim, 2012a; Kim, 2013a; Kim et al.,

2014; Kang et al., 2014; Lee, 2010; Nanri et al., 2012; Oh et al., 2010; Park, 2014)이

었으며 사증후군을 가진 고 압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2편이었다(Cicero et

al., 2009; Chang et al., 2012). 따라서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를 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단일 질환을 가진 환자를 상으로 수행된 연구보다 었다. 로그램

이 제공된 실무 역이 보건소 보건 진료소인 연구는 11편(Bosworth et al., 2009;

Bosworth et al., 2011; Choo, & Kim, 2011; Chang et al., 2012; Hyun, 2009; Jeong

et al., 2006; Kim, 2013a; Kim et al., 2014; Lynch et al., 2014; Oh et al., 2010;

Zhang, 2011)이었고 건강 검진센터에서 시행된 연구는 4편이었다(Fukumoto et al.,

2011; Kim, 2012a; Lee, 2010; Tonstad et al., 2007). 산업장에서 시행된 연구가 3편

(Gi, & Kim, 2012; Kang et al., 2014; Nanri et al., 2012), 병원에서 시행된 연구가 5

편(Bosak et al., 2010; Cicero et al., 2009; Hikmat, & Appel, 2014; Lee, 2009; Park,

2014), 싱홈에서 시행된 연구가 1편(Park et al, 2013)이었다. 따라서 병원보다는 보

건소 보건진료소에서 시행된 연구가 많았다.

로그램 제공 기간은 4주에서 24개월로 다양하 으나 24주가 용된 연구가 8편

(Bosworth et al., 2011; Jeong et al., 2006; Kim, 2013a; Lee, 2010; Lynch et al.,

2014; Nanri et al., 2012; Oh et al., 2010; Tonstad et al., 2007)으로 가장 많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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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8주 동안 로그램을 제공한 연구가 6편(Choo, & Kim, 2011; Chang et al.,

2012; Hikmat, & Appel, 2014; Kim et al., 2014; Kang et al., 2014; Park et al.,

2013)이었다. 12주 동안 로그램을 제공한 연구가 5편(Gi, & Kim, 2012; Hyun,

2009; Kim, 2012a; Park, 2014; Zhang, 2011)이었고 6주 동안 로그램을 제공한 연

구가 1편(Bosak et al., 2010), 4주 동안 로그램을 제공한 연구가 1편(Lee, 2009)이

었다. 20주 동안 로그램을 제공한 연구가 1편(Cicero et al., 2009), 24개월 동안

로그램을 제공한 연구가 1편(Bosworth et al., 2009), 22주와 44주 동안 로그램을

제공한 연구가 1편(Fukumoto et al., 2011)이었다. 따라서 로그램 제공 기간은 24

주가 가장 많았다. 로그램 제공 횟수의 경우 주 3회, 주 1회, 월 1회, 격월로 진행되

는 등 다양하 으나 로그램 제공기간이 12주 미만인 경우에는 주 1회인 연구가 4편

(Chang et al., 2012; Hikmat, & Appel, 2014; Kim et al., 2014; Park et al., 2013)으로

가장 많았고 주 2회인 연구가 1편(Lee, 2009), 2주에 1회를 제공한 연구가 1편(Choo,

& Kim, 2011)이었다. 그 외에도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시간만큼 로그램을 제

공한 연구가 2편(Bosak et al., 2010; Kang et al., 2014)이었다. 로그램 제공기간이

12주인 경우에는 주 1회인 연구가 5편(Gi, & Kim, 2012; Hyun, 2009; Kim, 2012a;

Park, 2014; Zhang, 2011)으로 가장 많았고 로그램 제공 기간이 24주 이상인 경우에

는 월 1회인 연구가 3편(Fukumoto et al., 2011; Nanri et al., 2012; Tonstad et al.,

2007)으로 가장 많았고 월 2회인 연구가 2편(Kim, 2013a; Lee, 2010), 주 3회를 제공

한 연구가 1편(Jeong et al., 2006), 주 2회를 제공한 연구가 1편(Oh et al., 2010), 주 1

회를 제공한 연구가 1편(Cicero et al., 2009), 2주 1회를 제공한 연구가 1편(Lynch et

al., 2014), 3주에 1회를 제공한 연구가 1편(Bosworth et al., 2011), 2달에 1회를 제공

한 연구가 1편(Bosworth et al., 2009)이었다. 따라서 로그램 제공기간이 12주 미만

과 12주인 경우에는 주 1회인 연구가 가장 많았고 로그램 제공 기간이 24주 이상인

경우에는 월 1회가 가장 많았다. 자세한 결과 분석 내용은 부록 1과 같다.

(2) 선행 연구의 로그램 제공방법 분석 결과

로그램 제공 방법은 개별교육, 그룹교육, 개별상담, 화상담, 건강검진, 소책자

는 핸드북, 리 렛, 토의, 자가 기록 등이었다. 그룹 교육을 사용하여 로그램을 제공

한 연구가 16편(Cicero et al., 2009; Choo, & Kim, 2011; Chang et al., 2012;

Fukumoto et al., 2011; Gi, & Kim, 2012; Hyun, 2009; Hikmat, & Appel, 2014;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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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6; Kim, 2012a; Lee, 2009; Lee, 2010; Lynch et al., 2014; Oh et al., 2010;

Park et al., 2013; Park, 2014; Zhang, 2011)으로 가장 많았다. 개별교육을 사용하여

로그램을 제공한 연구가 9편(Bosak et al., 2010; Cicero et al., 2009; Choo, & Kim,

2011; Jeong et al., 2006; Kim, 2013a; Kang et al., 2014; Lee, 2010; Park, 2014;

Tonstad et al., 2007)이었다. 개별 상담을 사용하여 로그램을 제공한 연구가 14편

(Choo, & Kim, 2011; Fukumoto et al., 2011; Gi, & Kim, 2012; Hyun, 2009; Kim,

2012a; Kim, 2013a; Kim et al., 2014; Lee, 2010; Lynch et al., 2014; Nanri et al.,

2012; Oh et al., 2010; Park et al., 2013; Park, 2014; Tonstad et al., 2007)이었고

화상담을 사용하여 로그램을 제공한 연구가 9편(Bosworth et al., 2009; Bosworth

et al., 2011; Hyun, 2009; Kim, 2013a; Kim et al., 2014; Lee, 2009; Lee, 2010;

Lynch et al., 2014; Zhang, 2011)이었다. 한 상자에게 자가 기록을 하게 한 연구

가 14편(Bosworth et al., 2009; Choo, & Kim, 2011; Gi, & Kim, 2012; Hyun, 2009;

Kim, 2012a; Kim, 2013a; Kang et al., 2014; Lee, 2009; Lee, 2010; Lynch et al., 2014

Nanri et al., 2012; Oh et al., 2010; Park et al., 2013; Park, 2014)이었다. 그 외에도

건강 검진을 사용하여 로그램을 제공한 연구가 3편(Kim, 2013a; Lee, 2010; Park,

2014), 소책자 는 핸드북을 제공한 연구가 5편(Gi, & Kim, 2012; Kim, 2012a; Lee,

2009; Lee, 2010; Oh et al., 2010), 리 렛을 제공한 연구가 5편(Bosak et al., 2010;

Chang et al., 2012; Kim, 2012a; Lee, 2010; Nanri et al., 2012), 토의를 제공한 연구가

5편(Bosak et al., 2010; Chang et al., 2012; Gi, & Kim, 2012; Park, 2014; Zhang,

2011)이었다. 따라서 로그램 제공 방법으로 주로 사용한 것은 그룹교육, 개별상담,

화상담, 개별교육, 자가 기록이었다. 그런데 이 로그램 제공방법을 1가지만 제공

한 연구는 없었고 모든 연구가 2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부분의 연구

에서 자가 기록을 사용하 다. 그리고 로그램 제공방법으로 개별교육, 그룹교육, 개

별상담, 화상담, 건강검진, 소책자 는 핸드북, 리 렛, 자가 기록의 8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한 연구는 1편(Lee, 2010)이었다. 자세한 결과 분석 내용은 부록 2과 같다.

(3) 선행 연구의 로그램 내용 분석 결과

로그램의 내용은 크게 운동 는 신체활동, 식이, 주 는 주, 연, 스트 스

리, 약물 이행, 체 감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식이를 로그램 내용으로 한 연구가 22편(Bosworth et al., 2009; Bosworth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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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Cicero et al., 2009; Chang et al., 2012; Fukumoto et al., 2011; Gi, & Kim,

2012; Hyun, 2009; Hikmat, & Appel, 2014; Jeong et al., 2006; Kim, 2012a; Kim,

2013a; Kim et al., 2014; Kang et al., 2014; Lee, 2009; Lee, 2010; Lynch et al.,

2014; Nanri et al., 2012; Oh et al., 2010; Park et al., 2013; Park, 2014; Tonstad et

al., 2007; Zhang, 201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운동 는 신체활동을 로그램

내용으로 한 연구가 21편(Bosworth et al., 2009; Bosak et al., 2010; Bosworth et

al., 2011; Cicero et al., 2009; Chang et al., 2012; Fukumoto et al., 2011; Gi & Kim,

2012; Hyun, 2009; Jeong et al., 2006; Kim, 2013a; Kim et al., 2014; Kang et al.,

2014; Lee, 2009; Lee, 2010; Lynch et al, 2014; Nanri et al., 2012; Oh et al, 2010;

Park et al., 2013; Park, 2014; Tonstad et al., 2007; Zhang, 2011)이었다. 주 는

주를 로그램 내용으로 한 연구가 10편(Bosworth et al., 2009; Bosworth et al.,

2011; Chang et al., 2012; Gi, & Kim, 2012; Jeong et al., 2006; Kang et al., 2014;

Nanri et al., 2012 Park, 2014; Tonstad et al., 2007; Zhang, 2011), 연을 로그램

내용으로 한 연구가 9편(Bosworth et al., 2009; Chang et al., 2012; Gi, & Kim,

2012; Jeong et al., 2006; Kim et al., 2014; Kang et al., 2014; Park, 2014; Tonstad

et al., 2007; Zhang, 2011), 스트 스 리를 로그램 내용으로 한 연구가 7편

(Chang et al., 2012; Gi, & Kim, 2012; Jeong et al., 2006; Kang et al., 2014; Park

et al., 2013; Park, 2014; Zhang, 2011), 약물 이행을 로그램 내용으로 한 연구가 7

편(Bosworth et al., 2011; Chang et al., 2012; Gi, & Kim, 2012; Jeong et al., 2006;

Lee, 2009; Park et al., 2013; Zhang, 2011), 체 감량을 로그램 내용으로 한 연구

가 5편(Bosworth et al., 2009; Bosworth et al., 2011; Jeong et al., 2006; Park, 2014;

Tonstad et al., 2007)이었다. 그 외에도 건강 계약을 로그램 내용으로 한 연구가 1

편(Hyun, 2009), 녹차 요법을 로그램 내용으로 한 연구가 1편(Jeong et al., 2006),

건강 실천 선서식 염도측정을 로그램 내용으로 한 연구가 1편(Lee, 2009), 행동

이행 서약서를 로그램 내용으로 한 연구가 1편(Zhang, 2011)이었다. 따라서 식이

주 는 주에 한 내용과 운동 는 신체활동이 로그램 내용으로 가장 많

았고 이들 내용 1개만 제공되기도 했고 2개 이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제공되기

도 하 다. 자세한 결과 분석 내용은 부록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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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 연구의 로그램 효과 분석 결과

로그램의 효과 측정은 크게 신체 계측, 액학 검사 결과, 사회 심리 변수

등의 역으로 나 어진다.

신체 계측에서는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을 측정한 연구가 각각 21편(Bosworth

et al., 2009; Choo, & Kim, 2011; Chang et al., 2012; Cicero et al., 2012; Fukumoto

et al., 2011; Gi, & Kim, 2012; Hyun, 2009; Hikmat, & Appel, 2014; Jeong et al.,

2006; Kim, 2013a; Kim et al., 2014; Kang et al., 2014; Lee, 2009; Lee, 2010; Lynch

et al., 2014; Nanri et al., 2012; Oh et al., 2010; Park et al., 2013; Park, 2014;

Tonstad et al., 2007; Zhang, 2011)으로 가장 많았고 체질량 지수를 측정한 연구가 11

편(Cicero et al., 2012; Fukumoto et al., 2011; Gi, & Kim, 2012; Hyun, 2009; Jeong

et al., 2006; Kim, 2013a; Lee, 2009; Nanri et al., 2012; Oh et al., 2010; Park, 2014;

Tonstad et al., 2007)이었다. 복부둘 를 측정한 연구가 12편(Chang et al., 2012;

Cicero et al., 2012; Hyun, 2009; Kim, 2013a; Park, 2014; Kim et al., 2014; Kang et

al., 2014; Lee, 2009; Lee, 2010; Nanri et al., 2012; Oh et al., 2010; Tonstad et al.,

2007), 체 을 측정한 연구가 7편(Cicero et al., 2012; Hyun, 2009; Lynch et al., 2014;

Nanri et al., 2012; Oh et al., 2010; Park, 2014; Tonstad et al., 2007)이었다. 그 외에

도 엉덩이 둘 와 심박동수를 측정한 연구 1편(Tonstad et al., 2007), 체지방률을 측

정한 연구 1편(Park, 2014), 체지방량을 측정한 연구가 1편(Hyun, 2009)이었다.

액학 검사 결과에서는 성지방과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을 측정한 연구가

15편(Bosak et al., 2010; Cicero et al., 2012; Chang et al., 2012; Fukumoto et al.,

2011; Gi, & Kim, 2012; Hyun, 2009; Jeong et al., 2006; Kim, 2013a; Kim et al.,

2014; Kang et al., 2014; Lee, 2010; Nanri et al., 2012; Oh et al., 2010; Park, 2014;

Tonstad et al., 2007)으로 가장 많았고 공복 당을 측정한 연구가 11편(Chang et al.,

2012; Cicero et al., 2012; Fukumoto et al., 2011; Hyun, 2009; Kim, 2013a; Kim et

al., 2014; Kang et al., 2014; Nanri et al., 2012; Oh et al., 2010; Park, 2014; Tonstad

et al., 2007)이었다. 총콜 스테롤을 측정한 연구가 6편(Fukumoto et al., 2011; Gi, &

Kim, 2012; Jeong et al., 2006; Lee, 2010; Nanri et al., 2012; Tonstad et al., 2007),

도 지단백 콜 스테롤을 측정한 연구가 5편(Bosak et al., 2010; Gi, & Kim, 2012;

Hyun, 2009; Jeong et al., 2006; Lee, 2010), 당화 색소를 측정한 연구가 4편(Kim et

al., 2014; Lynch et al., 2014; Nanri et al., 2012; Tonstad et al., 2007)이었다.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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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non- HDL을 측정한 연구 1편(Bosak et al., 2010), 인슐린 항성을 측정한 연구

1편(Oh et al., 2010), 코티졸을 측정한 연구 1편(Gi, & Kim, 2012), hsCRP를 측정한

연구 2편(Cicero et al., 2012; Nanri et al., 2012), 호모시스테인과 피 리노겐을 측정

한 연구 2편(Cicero et al., 2012; Tonstad et al., 2007)이었고 Cicero 등(2012)의 연구

에서는 PAI-1, MMP2, MMP-2a, MMP9, MMP-9a 등을 측정하 다.

사회 심리 변수에서는 자가 리 행 를 측정한 연구가 8편(Bosak et al., 2010;

Choo, & Kim, 2011; Chang et al., 2012; Gi, & Kim, 2012; Hyun, 2009; Kim et al.,

2014; Lee, 2009; Park et al., 2013; Zhang, 201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기 효

능감을 측정한 연구가 7편(Gi, & Kim, 2012; Hyun, 2009; Kim, 2012a; Kim et al.,

2014; Park et al., 2013; Park, 2014)으로 많았다. 자기 조 을 측정을 측정한 연구가

3편(Jeong et al., 2006; Kim, 2012a; Park, 2014), 삶의 질을 측정한 연구가 3편(Hyun,

2009; Oh et al., 2010; Park, 2014), 지식을 측정한 연구가 4편(Gi, & Kim, 2012;

Jeong et al., 2006; Kim, 2012a; Lynch et al., 2014)이었다. 식이 습 을 측정한 연구

4편(Hikmat, & Appel, 2014; Kim, 2012a; Lee, 2010; Nanri et al., 2012), 신체활동을

측정한 연구 3편(Bosak et al., 2010; Chang et al., 2012; Jeong et al., 2006), 운동정도

를 측정한 연구 2편(Lee, 2010; Lynch et al., 2014), 체 조 정도를 측정한 연구 2편

(Lee, 2010; Nanri et al., 2012), 약물 이행 정도를 측정한 연구 2편(Lynch et al.,

2014; Park et al., 2013) 이었다. 그 외에도 모티베이션을 측정한 연구 1편(Zhang,

2011), 임 워먼트를 측정한 연구 1편(Chang et al., 2012), 의도와 주 건강상태를

측정한 연구 1편(Lee, 2009), 우울을 측정한 연구 1편(Park, 2014)이었다. 한 건강

증진 생활습 로 일을 측정한 연구 1편(Fukumoto et al., 2011), 생활 습 이행

정도를 측정한 연구 1편(Kang et al., 2014), 흡연과 음주 여부를 측정한 연구가 1편

(Nanri et al., 2012)이었고 Kim (2012a)의 연구에서는 기술, 태도, 결과기 , 사회

규범을 측정하 다. 따라서 신체 계측에서는 수축기와 이완기 압을 가장 많이 측정

한 것으로 나타났고 액학 검사 결과에서는 성지방과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수치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심리 변수로는 자가 리 행

와 자기 효능감, 지식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 분석 내

용은 부록 4, 5, 6과 같다.

선행 연구에서 로그램 효과 평가는 크게 신체 계측, 액학 검사 결과, 사회

심리 변수 등이 있었고 실제 연구에 따라 그리고 측정 시 에 따라 연구결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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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리 지표로 신체 계측 액학 검사

결과를 측정하기 해 선행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수축기 이완기 압, 맥

박, 체 , 복부둘 , 체질량 지수, 공복 당, 총콜 스테롤, 성지방, 도 지단백

콜 스테롤,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수치를 측정하 다. 자가 리 행 를 측정하기

해 신체 활동 정도, 식이 습 변화 정도, 약물 이행 정도를 평가하 고 자가 리

역량과 간호사-환자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해 환자 만족도를 측정하 다.

2)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

(1)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 구성

선행 연구에서 상자가 부분 고 압과 사증후군 같은 단일질환을 가지고 있었

고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를 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2편이어서 본 연구에

서는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와 같은 복합 만성질환을 상으로 하 다.

로그램은 부분 보건소 보건진료소, 산업장, 건강 검진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제공

되었으나 고 압은 압 조 을 통한 정상범 유지가 요하므로 치료를 지속 으로

받을 수 있게 리하는 것에 을 두어 병원에서 재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택하

다. 재 제공 기간은 연구별로 4주에서 24개월로 다양하 으나 공복 당, 총콜 스테

롤, 성지방, 도 지단백 콜 스테롤,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등의 생리 지

표의 재에 한 효과를 평가하기 해서는 최소한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 제공기간을 24주로 하 다. 재 제공 횟수의 경우 연구별로 주 3회,

주 1회, 월 1회, 격월로 진행되는 등 다양하 으나 최소 3회 이상의 재 제공이 효과

이라는 결과와 재를 24주 제공한 경우 월 1회의 재를 제공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처음 상자 등록 일에 재를 제공하고 이후 월 1회씩 총 7

회의 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 다. 로그램 제공 방법은 개별교육, 그룹교육, 개

별상담, 화상담, 건강검진, 소책자 는 핸드북 제공, 리 렛 발송, 토의, 자가 기록

등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지식, 인식,

기술의 증 와 극 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가 리 역량을 최 역량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별 교육, 소집단 교육, 화상담, 소책자 제공, 리 렛 우편발송, 미니포켓

자가 기록, 미니포켓 모니터링 개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 다(Table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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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법
Active

participation
Knowledge Awareness Skill

개별 교육 ●¡ ● ●¡

소집단 교육 ● ● ●¡

소책자 제공 ●¡ ●¡ ●¡

리 렛 발송(우편) ● ● ●¡

화상담 ● ●

미니포켓 자가 기록 ● ●¡ ●¡ ●¡

개별 상담과 미니포켓 모니터링 ● ●¡ ● ●

Table 2. Program methods for developed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선행 연구에서 로그램 내용은 운동 는 신체활동, 식이, 주 는 주, 연, 스

트 스 리, 약물 이행, 체 감량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질환에 한 이해와 자가 리 능력을 최 역량으로 증진시키면서 수행할 수 있

도록 자가 리 행 를 사증후군과 고 압 모두에서 용될 수 있는 생활습 운

동, 신체활동, 식이 습 개선 내용과 치료 유지를 리하기 한 약물 이행을 심으

로 로그램 내용을 구성하 다. 신체 활동은 식후 좌식행동을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하 고 걷기를 하도록 권장하 는데 만보기를 이용하여 걷기를 시행한 결

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운동은 유산소 무산소 운동이 결합된 7515 순

환 운동 방법을 알려주고 실천하도록 구성 하 다. 식이의 경우 열량, 염, 지방

식이를 심으로 해당 식품의 종류 섭취 정도에 해서 알려주고 실제 섭취 식품에

한 종류 횟수를 확인하게 구성하 다. 약물 복용 이행의 경우 지속 인 약물 복

용의 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약물 복용 정도를 스스로 악할 수 있게 구성하 다.

(2)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에 한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

① 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한 타당도를 고

압 사증후군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는 심장 문의 3명, 간호사 3명, 간호학

과 교수 3명을 상으로 검증하 다. 검증 결과 로그램 내용 고 압과 사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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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이해에서 사증후군의 진단 기 을 WHO의 기 을 사용해볼 것을 권유 받았으

나 WHO의 진단 기 을 제시할 경우 미세 단백뇨 수치를 추가로 수집해야 하고 심

비만 정도를 측정하기 해 엉덩이 둘 를 추가로 측정해야 하는데 환자의 라이버

시 문제가 있다고 단되어 기존의 NCEP(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TP III의 사증후군 진단 기 을 제시하 다. 로그램 내용 자가 압 측정 부

분에 압 치료에서 목표로 하는 정 압 범 와 압의 기 맥압에 해 제

시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제시하 다. 한 자가 압 측정 방법을 그림

으로 제시해주고 압 측정의 주의 사항도 상세히 알려주어 환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

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련 내용을 수정하 다.

식이 내용에서 불포화 지방, 포화지방, 트 스 지방이라는 용어가 환자들에게 어려

울 수 있으니 용어에 한 설명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 련 내용

을 추가하 다. 7515 순환 운동 내용에서 스트 칭 동작이 무 많이 제시되어 있어

복잡하게 보이므로 이해를 돕기 해 3-4가지로 이는 방안과 실제 동작의 하루 횟

수 시간에 한 상세 정보를 제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 련

내용을 수정하 다. 약물 이행 부분에서는 고 압 약제뿐만 아니라 당뇨 고지 증

약제와 련된 주의 사항 부작용에 한 설명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

라 련 내용을 추가하 다.

마지막으로 교육자료 구성에 있어서 상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보기 편하게 구

성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간략한 용어로 내용을 표 하기를 권유 받아 수정, 보완 작

업을 거쳐 교육 자료 미니포켓, 리 렛을 완성하 다. 한 교육 자료의 시작부분

에 교육의 목 범 에 한 간략한 소개를 추가하고 연구자의 정보를 삽입하여

언제든지 질문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권유받아 련 내용을 소책자

와 미니포켓, 리 렛에 추가하 다.

② 사용자 집단의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

사용자 집단에 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하여 먼 상자에게 자가 리 역량 강

화 로그램 개발의 목 과 의의 등을 설명하고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실제

상자에게 사용될 로그램의 내용 미니포켓 등에 한 의견을 악하 다.

식이 내용에서 양질의 탄수화물로 A등 , B등 탄수화물 섭취를 권장한다고 표

하 는데 내용이 탄수화물 섭취를 권장하는 것처럼 느껴져 환자들에게 혼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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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의견에 따라 련 내용을 수정하 다. 한 문가 집단에서의 의견과 마찬가

지로 7515 순환 운동에 한 구체 인 시간 횟수를 제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는 의견에 따라 련 내용을 추가하 다.

(3) 최종 개발된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

최종 개발된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의 구체 인 내용은 먼 연구 등록 시

에 질환에 한 이해와 자가 리 행 의 이해에 한 내용을 소그룹 교육 15분을 통

해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하 다. 한 자가 리 행 실천에 한 내용을 개별 교육

10분을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하 다. 자가 리 행 유지를 해 4주와 16주에

리 렛을 우편 발송하 고 치료 유지를 해 8주와 20주에 화 상담을 10-20분 제공

하는 것으로 구성하 다. 자가 리 행 실천 유지를 해 매일 상자가 미니포켓

자가 기록을 하도록 하 고 12주, 24주에 개별상담과 미니포켓 모니터링을 15분 제공

하는 것으로 구성하 다. 최종 개발된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요약하여 제시

하면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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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내용 재방법(시간) 용시기

1) 질환에 한 이해

-고 압과 사증후군

2) 자가 리 행 이해

-식이( 염, 지방, 탄수화물)

-운동(7515 순환운동)

-신체활동(걷기, 식후 좌식행동 하기)

-자가 압 측정

-약물 복용

소집단

교육(15분)

*소책자 제공

*만보기 제공

등록일

3) 자가 리 행 실천 방법

-자가 압 측정과 실천 방법

-하루 종일 걸은 총 걸음 수 기록방법

-식후 움직이기 실천 방법

-7515 순환운동 실천 방법

-염분섭취제한, 불포화지방산섭취, 양질의 탄수화물섭

취 실천 방법

개별교육(10분)

*미니포켓 제공
등록일

4) 자가 리 행 유지

-자가 압 측정 순서 주의사항

-약물 복용과 련된 주의사항

-식이(간단요리 소개)

-운동 신체활동 간단 소개

리 렛 발송

(우편)
4주, 16주

5) 자가 리 행 실천 유지

-자가 압 측정 실천

-하루 종일 걸은 총 걸음 수 기록하기

-식후 움직이기 실천

-7515 순환운동 실천

-염분섭취제한, 불포화지방산섭취, 양질의 탄수화물섭

취 실천

미니포켓

자가기록

개별상담과

미니포켓

모니터링

매일

12주,

24주

6) 치료 유지

-외래 방문 일정에 한 재공지 정기 병원 방문에

한 요성 교육

화상담

(10-20분) 8주, 20주

Table 3. Developed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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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 효과 평가

1)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에 한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에 한 동질성을 검정하기 하여 t 검정과 카이제

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으로 연령, 성별, 결혼 상태, 거주 형태, 교육 정도, 직

업 유무, 경제 상태, 환자 형태, 고 압 유병기간, 압계 보유 측정 유무, 건강보

조식품 섭취 여부 개수 등에 해 알아보았다.

실험군과 조군의 평균 연령은 각각 51.69±11.78세, 52.83±10.96세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390, p=.701). 성별의 경우 실험군은

여성 51.7%, 남성 48.3%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나 조군에서는 남성 66.7%, 여성

33.3%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192).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기혼의 비율이 각각 82.8%, 90.0%로 조군의 기혼비율

이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p=.217) 거주 형태의 경우도 가족과 함

께 살고 있는 경우가 각각 93.1%, 93.3%로 서로 비슷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p=.388).

교육수 의 경우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졸이상이 각각 51.7%, 63.3% 로 조

군이 졸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t=.816, p=.367)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각각 69.0%, 70.0%로 비슷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07, p=.931). 소득의 경우도 실험군과 조

군 모두에서 월 300만 원 이상의 비율이 각각 69.0%, 56.7%로 실험군이 높게 나타났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958, p=.328).

환자 형태의 경우 실험군에서는 진의 비율이 65.5% 로 높게 나타난 반면 조군

에서는 재진의 비율이 53.3%로 조군에서 재진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192). 마찬가지로 평균 고 압 유병기간이 실험군은

58.47±95.13개월, 조군은 79.52±97.42개월로 조군의 유병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



- 36 -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840, p=.405).

압계 보유의 경우 실험군은 65.5% 고 조군은 63.3%로 비슷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31, p=.861). 압 측정 정도는 실험군이 55.2% 고 조군

이 63.3%로 조군의 압 측정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t=.407, p=.523).

실험군과 조군에서 각각 75.9%, 73.3%가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50, p=.824).

따라서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에서 실험군에 비해 조군에서 남성이 많고

재진환자가 많았지만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

은 동질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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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n1=29) Con.(n2=30)

χ2/t p-value
n(%) Mean±SD n(%) Mean±SD

Age 51.69±11.78 52.83±10.96 .39 .701

Sex
Male 14(48.3) 20(66.7)

.192*
Female 15(51.7) 10(33.3)

Marital status
Married 24(82.8) 27(90.0)

.217*
Single 5(17.2) 3(10.0)

Living type
Alone 2( 6.9) 2( 6.7)

.388*
With family 27(93.1) 28(93.3)

Education
≤High school 14(48.3) 11(36.7)

.82 .367
≥College 15(51.7) 19(63.3)

Occupation
Yes 20(69.0) 21(70.0)

.01 .931
No 9(31.0) 9(30.0)

Economic status
<3,000,000won 9(31.0) 13(43.3)

.96 .328
≥3,000,000won 20(69.0) 17(56.7)

Type

of patient

First visit 19(65.5) 14(46.7)
.192*

F/U visit 10(34.5) 16(53.3)

Duration of HTN 58.47±95.13 79.52±97.42 .84 .405

Having BP
Yes 19(65.5) 19(63.3)

.03 .861
No 10(34.5) 11(36.7)

Checking BP
Yes 16(55.2) 19(63.3)

.41 .523
No 13(44.8) 11(36.7)

Supplement
Yes 22(75.9) 22(73.3)

.05 .824
No 7(24.1) 8(26.7)

Supplement(No.)
1~2 17(77.3) 15(68.2)

.60 .550
3~4 5(22.7) 7(31.8)

Table 4.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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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군과 조군 사 검사의 종속 변수에 한 동질성 검정

(1) 실험군과 조군간의 자가 리 행 ,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자가 리 역량에

한 동질성 검정

두 그룹 간 자가 리 행 ,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자가 리 역량에 한 동질성 검

정을 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자가 리 행 를 측정하기 해 신체활동 정도, 식이습 , 약물 이행에 해서 조사하

고 총 신체활동의 경우 실험군이 6922.41±5140.78METs로 조군 5629.62±2986.06METs보

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02, p=.311). 과격한 신체활동

보통정도의 신체활동의 경우도 실험군이 각각 744.83±1289.98METs, 2593.66±3657.67METs

이었고 조군이 각각 530.67±1097.20METs, 1198.67±1431.79METs로 실험군이 높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69, p=.494; t=-1.92, p=.063). 걷기의 경우

실험군이 1497.96±2320.98METs로 조군 1159.95±1228.78METs 보다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60, p=.550). 반면에 앉아서 보내는 활동의 경우

조군이 2740.33±1382.13METs로 실험군 1938.62±1154.47METs보다 높았으나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2.41, p=.019). 자가 리 행 총 식이 습 수의 경

우 실험군이 42.93±10.17 으로 조군 40.70±9.0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89, p=.376). 구체 으로 열량 식이의 경우 조군

이 12.90±3.22 로 실험군 12.66±3.61 보다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28, p=.784). 염과 지방 식이의 경우 실험군이 각각 16.52±2.57 , 13.76±7.04 으

로 조군 14.53±4.58 , 13.27±4.25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t=-2.06, p=.045; t=-.32, p=.748). 자가 리 행 약물 이행의 경우 이행

도가 낮은 그룹은 실험군이 34.5%로 조군 23.3%보다 높았고 간 이행도 그룹과

높은 이행도 그룹은 실험군이 각각 27.6%, 37.9%로 조군 36.7%, 40.0%보다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03, p=.596). 간호사-환자 상호

작용 정도를 알아보기 한 간호사에 한 환자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조군이

111.43±19.82 , 실험군 107.41±19.20 으로 서로 비슷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t=.79, p=.432). 자가 리 역량 정도의 경우 조군이 48.33±7.03 로 실험

군 46.93±7.15 보다 수가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76,

p=.451). 따라서 두 그룹의 자가 리 행 ,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자가 리 역량에

한 동질성 여부를 검정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그룹은 동질한 특

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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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

s

Exp.(n1=29) Cont.(n2=30)

t p-value
n(%) or

Mean±SD

n(%) or

Mean±SD

Self-care

behavior

PA

Total

(METs)
6922.41±5140.78 5629.62±2986.06 -1.02 .311

Vigorous

(METs)
744.83±1289.98 530.67±1097.20 -.69 .494

Moderate

(METs)
2593.66±3657.67 1198.67±1431.79 -1.92 .063

Walk

(METs)
1497.96±2320.98 1159.95±1228.78 -.60 .550

Sedentary

(METs)
1938.62±1154.47 2740.33±1382.13 2.41 .019

EH

Total 42.93±10.17 40.70±9.01 -.89 .376

Low

calories
12.66± 3.61 12.90±3.22 .28 .784

Low salt 16.52± 2.57 14.53±4.58 -2.06 .045

Low fat 13.76± 7.04 13.27±4.25 -.32 .748

MA

Low 10(34.5) 7(23.3) 1.03 .596

Moderate 8(27.6) 11(36.7)

High 11(37.9) 12(40.0)

Nurse-

patient

interaction

NPS 107.41±19.20 111.43±19.82 .79 .432

Self-care

agency
46.93± 7.15 48.33± 7.03 .76 .451

Table 5. Homogeneity test on Self-care behavior, Nurse-Patient Interaction,

Self-care Capacit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PA: Pysical Activity, EH: Eating Habit, MA: Medication Adherence,

NPS: Nurse-Patient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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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군과 조군 간 사 검사의 생리 지표에 한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조군 간 사 검사의 생리 지표에 한 동질성 검정을 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두 그룹 간 생리 지표의 특성을 확인하기 해 수축기 이완기 압, 맥박, 체

, 복부둘 , 체질량 지수, 공복 당, 총콜 스테롤, 성지방, 고 도 지단백 콜 스

테롤,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수치 등에 해 조사하 다.

수축기 이완기 압의 경우 조군이 각각 130.19±10.81mmHg, 78.80±8.95mmHg,

실험군이 각각 129.68±10.10mmHg, 77.82±9.22mmHg로 서로 비슷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54, p=.594; t=.55, p=.587). 맥박은 실험군이 77.37±12.45회/

분로 조군 75.08±8.95회/분과 서로 비슷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72, p=.472). 체 의 경우 실험군이 75.40±15.11kg, 조군 79.43±11.82kg으로 실험

군이 더 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14, p=.257). 복부둘 체

질량 지수의 경우 실험군이 각각 94.24±7.93cm, 28.10±.39, 조군이 각각 95.53±

7.04cm, 28.58±2.78로 서로 비슷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66,

p=.511; t=.50, p=.620). 공복 당은 실험군 113.76±15.69mg/dL 조군이

117.97±25.57mg/d로 서로 비슷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76,

p=.448).

총콜 스테롤의 경우 실험군이 186.31±36.04mg/dL, 조군이 172.13±32.42mg/dL로

실험군이 조군 보다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59, p=.117).

성지방의 경우 실험군이 170.31±137.98mg/dL, 조군이 164.43±79.45mg/dL로 실

험군이 조군보다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20, p=.843).

도 지단백 콜 스테롤의 경우 실험군에서 113.69±32.84mg/dL로 조군

99.57±26.26mg/dL보다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83, p=.073).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은 실험군이 48.41±13.48mg/dL, 조군이 46.90±12.03mg/dL

로 유사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46, p=.651).

따라서 두 그룹 간 사 검사의 생리 지표의 특성에 한 동질성 여부를 검정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그룹은 생리 지표에서 동질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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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Exp.(n1=29) Cont.(n2=30)

t p-value

Mean±SD Mean±SD

SBP(average) 129.68± 10.10 130.19±10.81 -.54 .594

DBP(average) 77.82± 9.22 78.80± 8.95 .55 .587

Pulse(average) 77.37± 12.45 75.08± 8.95 -.72 .472

Wt 75.40± 15.11 79.43±11.82 1.14 .257

AC 94.24± 7.93 95.53± 7.04 .66 .511

BMI 28.10± 4.39 28.58± 2.78 .50 .620

FBS 113.76± 15.69 117.97±25.57 .76 .448

TC 186.31± 36.04 172.13±32.42 -1.59 .117

TG 170.31±137.98 164.43±79.45 -.20 .843

HDL 48.41± 13.48 46.90±12.03 -.46 .651

LDL 113.69± 32.84 99.57±26.26 -1.83 .073

Table 6. Homogeneity test on Physiological Index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SBP=Systolic Blood Pressure; DBP=Diastolic Blood Pressure; Wt= Weight; AC= Abdomen

Circumference; BMI=Body Mass Index; FBS=Fasting Blood Sugar; TC=Total cholesterol;

TG=Triglyceride; HDL=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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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정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 검정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실험군보

다 조군에서 남성과 재진인 환자가 많아 성별과 환자 종류를 보정한 후 가설검정을

시행하 다.

(1) 가설 1.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자

가 리 행 가 향상될 것이다.

⦁부가설 1-1.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신체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실험군과 조군의 재 , 재시작 후 3개월, 재 시작 후 6개월에 따른 신체

활동 변화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7><Fig 5-9>와 같다.

총 신체 활동의 경우 실험군과 조군 모두 3개월에 증가하 으나 실험군의 증가폭

이 조군의 증가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6개월에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 신체

활동이 감소하 으나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감소폭이 었다. 이상의 결과 추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Linear Mixed Model로 분석한 결과 총 신체 활동의 집

단 간 차이는 없었으나(p=.344) 시 별 변화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6). 그러나

집단 간 시 의 변화량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629).(Table 8참조)

신체활동의 세부 역을 살펴보면 과격한 신체활동의 경우 실험군과 조군 모두 3

개월에 증가하 으나 실험군의 증가폭이 조군의 증가폭보다 컸으며 6개월에는 실험

군과 조군 모두 감소하 으나 특히 실험군의 감소 폭이 조군보다 작았다. 이상의

결과 추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Linear Mixed Model로 분석한 결과 과격한

신체 활동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며(p=.496) 시 별 변화도 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p=.149). 한 집단 간 시 의 변화량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518).(Table 8참조). 보통정도 신체활동의 경우 실험군과 조군 모두 3개월에 증

가하 으나 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증가 폭이 작았고 6개월에는 실험군과 조군 모

두 감소하 으나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추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Linear Mixed Model로 분석한 결과 보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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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활동의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나(p=.408) 시 별 변화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p=.004). 그러나 집단 간 시 의 변화량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821).(Table 8참조). 걷기의 경우 실험군과 조군 모두 3개월에 증가하 으나 실

험군의 증가폭이 컸으며 6개월에는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소폭 감소하 으나 조

군은 소폭 상승하 다. 이상의 결과 추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Linear

Mixed Model로 분석한 결과 걷기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며(p=.093) 시 별

변화도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980). 한 집단 간 시 의 변화량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795).(Table 8참조). 앉아서 보내는 시간의 경우 실험군

과 조군 모두 3개월에 증가하 으나 6개월에 실험군은 소폭 증가한 반면 조군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추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Linear Mixed Model로 분석한 결과 앉아서 보내는 시간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없었

으며(p=.623) 시 별 변화도 통계 으로 유의지 않았다(p=.555). 한 집단 간 시 의

변화량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312).(Table 8참조)

따라서 ‘부가설 1-1.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신체 활동이 증가할 것이다‘는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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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Baseline 3month 6month

Mean±SD Mean±SD Mean±SD

Total
Exp.(n1=29) 6726.83±5032.95 10247.90±7772.37 8089.24±6484.04

Con.(n2=30) 5629.62±2986.06 8375.33±5914.92 5521.80±3482.52

Vigorous
Exp.(n1=29) 744.83±1289.98 2571.03±5527.15 2168.28±3438.96

Con.(n2=30) 530.67±1097.20 1970.67±3295.24 872.00±1532.56

Moderate
Exp.(n1=29) 2593.66±3657.67 2899.31±3470.80 1084.14±1719.48

Con.(n2=30) 1198.67±1431.79 2074.67±2683.19 436.00± 766.28

Walk
Exp.(n1=29) 1449.72±2293.91 2666.17±2985.51 2544.41±2614.66

Con.(n2=30) 1159.95±1228.78 1496.00±1871.67 1504.80±1547.17

Sedentary
Exp.(n1=29) 1938.62±1154.47 2111.38±1400.40 2292.41±1365.89

Con.(n2=30) 2740.33±1382.13 2834.00±1424.72 2709.00±1336.55

Table 7. Mean±SD of Physical Activity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ccording to time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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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Total Physical Activit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Fig 5. Comparison of Vigorous Physical Activity between Experiment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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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Groups

Fig 6. Comparison of Moderate Physical Activit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Fig 7. Comparison of Walk(Physical Activity) between Experiment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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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Groups

Fig 8. Comparison of Sedentary(Physical Activit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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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Group Time Group x Time

Regression

coeff.
SE p-value

Regression

coeff.
SE p-value

Regression

coeff.
SE p-value

Total 1582.79 1656.43 .344 -2853.53 1002.81 .006 694.88 1430.35 .629

Vigorous 741.29 1080.82 .496 -1098.67 749.66 .149 695.91 1069.29 .518

Moderate 632.34 758.90 .408 -1638.67 544.30 .004 -176.51 776.37 .821

Walk 986.86 576.20 .093 8.80 350.05 .980 -130.56 499.30 .795

Sedentary -121.40 245.47 .623 -125.00 210.39 .555 306.03 300.09 .312

Table 8. Parameter for Physical Activity Estimators from Linear Mixed Model

Note: Adjusted for baseline value sex and pati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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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 1-2.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열량, 염, 지방 식이 수가 증가할 것이다.

실험군과 조군의 재 , 재시작 후 3개월, 재 시작 후 6개월에 따른 식이

습 수의 변화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9><Fig 10-13>와 같다.

총 식이 습 수의 경우 실험군은 3개월에 감소하 으며 6개월에 다시 소폭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군의 경우 3개월에는 상승하 으나 6개월에 다시 소폭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추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Linear

Mixed Model로 분석한 결과 총 식이 습 수의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며(p=.152),

시 별 수 변화도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344). 한 집단 간 시 의 변화

량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882).(Table 10참조)

열량 식이 수의 경우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3개월에 소폭 상승하 으나 6

개월에는 실험군에서 다시 소폭 상승한 반면 조군에는 소폭 감소하 다. 이상의 결

과 추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Linear Mixed Model로 분석한 결과 열량

식이 수의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며(p=.766), 시 별 수 변화도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p=.314). 한 집단 간 시 의 변화량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p=.305).(Table 10참조). 염 식이 수의 경우 실험군은 3개월에 소폭 감소하

으나 조군은 소폭 상승하 다. 그러나 6개월에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 염 식이

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추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여부

를 Linear Mixed Model로 분석한 결과 염 식이 수의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며

(p=-.533), 시 별 수 변화도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402). 한 집단 간 시

의 변화량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956).(Table 10참조). 지방 식

이 수의 경우 실험군은 3개월에 소폭 감소하 으나 조군은 소폭 상승하 다. 그

러나 6개월에 실험군과 조군 모두 지방 식이 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 추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Linear Mixed Model로 분석한

결과 지방 식이 수의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며(p=.247), 시 별 수 변화도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957). 한 집단 간 시 의 변화량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229).(Table 10참조)

따라서 ‘부가설 1-2.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열량, 염, 지방 식이 수가 증가할 것이다‘는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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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Baseline 3month 6month

Mean±SD Mean±SD Mean±SD

Total
Exp.(n1=29) 42.93±10.17 42.28±8.38 40.93±7.71

Con.(n2=30) 40.70± 9.01 43.37±9.15 42.27±8.69

Low calories
Exp.(n1=29) 12.66± 3.61 13.07±3.75 13.31±3.16

Con.(n2=30) 12.90± 3.22 13.10±3.38 12.57±2.93

Low salt
Exp.(n1=29) 16.52± 2.57 15.79±4.14 15.31±4.64

Con.(n2=30) 14.53± 4.58 16.30±4.18 15.77±4.83

Low fat
Exp.(n1=29) 13.76± 7.04 13.41±3.73 12.31±3.70

Con.(n2=30) 13.27± 4.25 13.97±3.61 13.93±3.72

Table 9. Mean±SD of Eating Habit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ccording

to time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51 -

Fig 9. Comparison of Eating Habit(total)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Fig 10. Comparison of Low calories(Eating Habit)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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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of Low salt(Eating Habit)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Fig 12. Comparison of Low fat(Eating Habit)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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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Group Time Group x Time

Regression

coeff.
SE p-value

Regression

coeff.
SE p-value

Regression

coeff.
SE p-value

Total -2.594 1.785 .152 -1.100 1.152 .344 -.245 1.642 .882

Low

calories
.226 .756 .766 -.533 .524 .314 .774 .748 .305

Low salt -1.614 .999 .112 -.533 .632 .402 .051 .901 .956

Low fat -1.031 .881 .247 -.033 .617 .957 -1.070 .880 .229

Table 10. Parameter for Eating Habit Estimators from Linear Mixed Model

Note: Adjusted for baseline value sex and pati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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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 1-3.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약물 이행 정도가 향상될 것이다.

실험군과 조군의 재 , 재시작 후 3개월, 재 시작 후 6개월에 따른 약물

이행의 변화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11>와 같다.

재 약물 이행 정도는 실험군의 경우 이행도가 낮은 그룹이 10명이었고 간

이행도 그룹은 8명, 높은 이행도 그룹은 11명으로 낮은 이행도 그룹과 높은 이행도

그룹이 비슷하 다. 조군의 경우 이행도가 낮은 그룹이 7명이었고 간 이행도 그

룹은 11명, 높은 이행도 그룹은 12명으로 간이행도 그룹과 높은 이행도 그룹이 비

슷하 다

낮은 이행도 그룹의 경우 재시작 3개월에 실험군 10명 6명이 간 이행도 그

룹으로 그리고 1명이 높은 이행도 그룹으로 변했고 6개월에는 간 이행도 그룹의 6

명 2명이 높은 이행도 그룹으로 변했다. 반면 재 시작 3개월에 조군 7명 1

명만이 간 이행도 그룹으로 변했고 6개월에는 추가 으로 1명이 간이행도 그룹으

로 그리고 1명이 높은 이행도 그룹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 이행도 그룹의

경우 재시작 3개월에 실험군 8 3명이 낮은 이행도 그룹으로 그리고 나머지 3명이

높은 이행도 그룹으로 변했고 재시작 6개월에 낮은 이행도 그룹의 1명이 간이행

도 그룹으로 변한 것 외에는 변화가 없었다. 조군의 경우 재 시작 3개월에 간

이행도 그룹 11명 3명이 낮은 이행도 그룹으로 그리고 나머지 3명이 높은 이행도

그룹으로 변했고 재시작 6개월에 간 이행도 그룹 1명이 높은 이행도 그룹으로 변

했다. 높은 이행도 그룹의 경우 실험군 11명 7명이 재시작 3개월에 간 이행도

그룹으로, 2명이 낮은 이행도 그룹으로 변했고 재시작 6개월에는 간 이행도에 있

는 7명 4명이 높은 이행도 그룹으로 변했다. 반면에 조군의 경우 재 시작 3개

월에 높은 이행도 그룹 12명 3명이 간이행도 그룹으로 그리고 1명이 낮은 이행도

그룹으로 변했으나 6개월에는 낮은 이행도 그룹 1명이 간 이행도 그룹으로 높은 이

행도 그룹 1명이 간 이행도 그룹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추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GEE Cumulative logit Model로 분석한 결과 재 시작

3개월이 지날 때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약물 복용 이행이 높아질 정도가 1.056배

높았고 재시작 6개월이 지날 때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약물 복용 이행이 높아질

정도가 1.56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간 시 의 변화량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p=.921, p=.420) ‘부가설 1-3.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약물 이행도가 향상될 것이다‘는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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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onth 6month

Baseline Low Moderate High Low Moderate High

Low

Exp.(n1=10) 3(10.34) 6(20.69) 1(3.45) 3(10.34) 4(13.79) 3(10.34)

Con.(n2=7) 6(20.0) 1(3.33) 0(0.0) 4(13.33) 2( 6.67) 1( 3.33)

Moderate

Exp.(n1=8) 3(10.34) 2(6.90) 3(10.34) 2(6.90) 3(10.34) 3(10.34)

Con.(n2=11) 3(10.0) 5(16.67) 3(10.0) 3(10.0) 4(13.33) 4(13.33)

High

Exp.(n1=11) 2(6.90) 7(24.14) 2( 6.90) 1(3.45) 3(10.34) 7(24.14)

Con.(n2=12) 1(3.33) 3(10.0) 8(26.67) 0(0.0) 5(16.67) 7(23.33)

Table 11. Number and Percentage of Medication Adherence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t 3month

and 6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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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coeff. SE Odds ratio p-value

Group -.078 .517 1.081 .880

Time(3month) -.320 .296 0.726 .281

Time(6month) .009 .347 1.009 .979

Group x Time(3month) .055 .551 1.056 .921

Group x Time(6month) .448 .556 1.566 .420

Table 12. Odds ratio of Medication Adherence from GEE Cumulative logit Model

Note: Adjusted for baseline value sex and patient type 

* Proportional Odds Assumption(p=.867)을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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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ine 3month 6month

Mean±SD Mean±SD Mean±SD

Exp.(n1=29) 46.93±7.15 48.52±6.17 49.97±7.10

Con.(n2=30) 48.33±7.03 50.00±7.74 51.73±7.73

(2) 가설 2.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자

가 리 역량 수가 증가할 것이다.

실험군과 조군의 재 , 재시작 후 3개월, 재 시작 후 6개월에 따른 자가

리 역량 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13><Fig 14>와 같다.

자가 리 역량 수의 경우 실험군과 조군 모두 재 시작 3개월에 증가하 으며

재시작 6개월 역시 실험군과 조군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증가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추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Linear Mixed Model로 분석한 결

과 자가 리 역량 강화 수의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며(p=.578), 시 별 수 변화

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126). 한 집단 간 시 의 수 변화량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858)(Table 14참조)

따라서 ‘가설2.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자가

리 역량 수가 증가할 것이다‘는 채택되지 않았다.

Table 13. Mean±SD of Self-care Capacity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ccording to time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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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coeff. SE p-value

Group -.800 1.429 .578

Time 1.733 1.115 .126

Group x Time -.285 1.591 .858

Fig 13. Comparison of Self-care Capacit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able 14. Parameter for Self-care Capacity Estimators from Linear Mixed Model

Note: Adjusted for baseline value sex and pati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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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ine 3month 6month

Mean±SD Mean±SD Mean±SD

Exp.(n1=29) 107.41±19.20 116.10±19.56 116.52±20.98

Con.(n2=30) 111.43±19.82 114.20±16.92 116.13±19.10

(3) 가설 3.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간호사-환자 상호 작용 수가 증가할 것이다.

실험군과 조군의 재 , 재시작 후 3개월, 재 시작 후 6개월에 따른 간호사

-환자 상호 작용 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15><Fig 15>와 같다.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수의 경우 실험군과 조군 모두 재시작 3개월에 증가하

으나 실험군의 증가폭이 조군의 증가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시작 6개월

역시 실험군과 조군 모두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수가 증가하 으나 실험군이

조군보다 증가폭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추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Linear Mixed Model로 분석한 결

과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수의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며(p=.357), 시 별 수 변화

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351). 한 집단 간 시 의 수 변화량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606).(Table 16참조)

따라서 ‘가설3.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간호

사-환자 상호작용 수가 증가할 것이다‘는 채택되지 않았다.

Table 15. Mean±SD of Nurse-Patient Interaction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ccording to time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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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coeff. SE p-value

Group 3.448 3.709 .357

Time 1.933 2.055 .351

Group x Time -1.520 2.932 .606

Fig 14. Comparison of Nurse-Patient Interaction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able 16. Parameter for Nurse-Patient Interaction Estimators from Linear

Mixed Model

Note: Adjusted for baseline value sex and pati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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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 4.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생리 지표가 향상될 것이다.

⦁부가설 4-1.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수축기 이완기 압, 맥박, 체 , 복부둘 , 체질량 지수가

감소할 것이다.

실험군과 조군의 재 , 재시작 후 3개월, 재 시작 후 6개월에 따른 수축기

이완기 압, 평균 맥박, 체 , 복부둘 , 체질량 지수의 변화 정도를 비교한 결과

는 <Table 17><Fig 16-21>와 같다.

수축기 이완기 압의 경우 실험군과 조군 모두 재시작 3개월에 감소하

으나 특히 수축기 압은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시작 6개월에는 이완기 압은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축기 압은 실험군에서 증가한 반면 조군에서는 감소하 다. 맥박의 경우

재시작 3개월에 실험군에서는 감소한 반면 조군에서는 증가하 으나 재시작

6개월에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감소폭이 컸다. 체 체질량 지수의 경우 재시작 3개월에 실험군과 조

군 모두에서 감소하 으나 재시작 6개월에는 체 과 체질량 지수가 실험군에서는

증가한 반면 조군에서는 감소하 다. 복부둘 의 경우 재시작 3개월 시 에 실

험군에서는 감소하 으나 조군에서 증가하 고 재시작 6개월 시 에는 복부둘

가 실험군은 증가하 으나 조군에서는 감소하 다. 이상의 결과 추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Linear Mixed Model로 분석한 결과 수축기 이완기 압,

맥박은 집단 간 차이가 없었고(p=.232, p=.912, p=.337), 시 별 변화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272, p=.711, p=.083). 한 집단 간 시 의 변화량에도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243, p=.921, p=.567). 체 과 체질량 지수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고(p=.536, p=.637), 시 별 변화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9, p=.110). 그러나 집단 간 시 의 변화량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16, p=.030). 복부둘 는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나(p=.402), 시 별 변화

집단 간 시 의 변화량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6, p=.041)

(Table 18참조). 따라서 ‘부가설 4-1. 자가 리 역량 강  프 그램을 제공받은 실험

은 조 보다 평균 수  및 이  압, 평균 맥박, 체중, 복 둘 , 체질량 지

수가 감소할 것이다’는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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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Baseline 3month 6month

Mean±SD Mean±SD Mean±SD

SBP

(average)

Exp.(n1=29) 129.68±10.10 124.56±12.40 125.91± 9.53

Con.(n2=30) 130.19±10.81 129.11±10.40 126.30±11.60

DBP

(average)

Exp.(n1=29) 77.82± 9.22 77.40±12.19 76.38± 9.11

Con.(n2=30) 78.80± 8.95 78.16± 9.35 77.24±12.18

Pulse

(average)

Exp.(n1=29) 77.37±12.45 75.87± 9.65 74.20± 9.95

Con.(n2=30) 75.08± 8.95 76.66±11.82 73.80±12.58

Wt
Exp.(n1=29) 75.40±15.11 74.72±14.69 75.30±15.34

Con.(n2=30) 79.43±11.82 78.47±12.29 77.78±12.69

AC
Exp.(n1=29) 94.24± 7.93 93.86± 7.50 93.95± 8.17

Con.(n2=30) 95.53± 7.04 95.93± 7.22 94.33± 7.64

BMI
Exp.(n1=29) 28.10± 4.39 27.85± 4.27 28.07± 4.49

Con.(n2=30) 28.58± 2.78 28.26± 2.98 28.03± 2.90

Table 17. Mean±SD of SBP, DBP, Pulse, Wt, AC, BMI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ccording to time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SBP=Systolic Blood Pressure; DBP=Diastolic Blood Pressure; Wt= Weight; AC= Abdomen

Circumference; BMI=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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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mparison of SBP(averag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Fig 16. Comparison of DBP(averag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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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omparison of Pulse(averag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Fig 18. Comparison of Wt(kg)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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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Comparison of AC(cm)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Fig 20. Comparison of BMI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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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Group Time Group x Time

Regression

coeff.
SE p-value

Regression

coeff.
SE p-value

Regression

coeff.
SE p-value

SBP -3.438 2.846 .232 -2.667 2.401 .272 4.046 3.424 .243

DBP -.255 2.290 .912 -.700 1.878 .711 -.266 2.679 .921

Pulse -2.303 2.477 .357 -2.900 1.642 .083 1.348 2.342 .567

Wt .420 .675 .536 -.690 .358 .059 1.269 .511 .016

AC -.644 .762 .402 -1.600 .563 .006 1.686 .803 .041

BMI .114 .241 .637 -.229 .141 .110 .447 .201 .030

Table 18. Parameter for SBP, DBP, Pulse, Wt, AC, BMI Estimators from Linear Mixed Model

Note: Adjusted for baseline value sex and patient type

SBP=Systolic Blood Pressure; DBP=Diastolic Blood Pressure; Wt= Weight; AC= Abdomen Circumference;

BMI=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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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 4-2.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공복 당, 총콜 스테롤, 성지방,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수치는 감소하고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수치는 증가할 것이다.

실험군과 조군의 재 , 재시작 후 3개월, 재 시작 후 6개월에 따른 공복

당, 총콜 스테롤, 성지방, 도 지단백 콜 스테롤,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수치의 변화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19><Fig 22-26>와 같다.

총콜 스테롤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수치의 경우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재시작 6개월에 증가하 으나 총콜 스테롤 수치는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증가폭

이 큰 반면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수치는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증가폭이 작았

다. 공복 당 성지방 수치의 경우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재시작 6개월에

감소하 으나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감소폭이 작았다.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수치의 경우 재시작 6개월에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증가하 으나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증가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추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Regression Model로 분석한 결과

공복 당, 총콜 스테롤, 성지방, 도 진단백 콜 스테롤, 고 도 지단백 콜 스

테롤 수치의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402, p=.076, p=.132, p=.774,

p=.245).(Table 20참조)

따라서 ‘부가설 4-2.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

다 공복 당, 총콜 스테롤, 성지방, 도 콜 스테롤 수치는 감소하고 고 도

콜 스테롤 수치는 증가할 것이다’는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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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Baseline 6month

Mean±SD Mean±SD

FBS
Exp.(n1=29) 113.76± 15.69 112.83±16.78

Con.(n2=30) 117.97± 25.57 114.10±27.84

TC
Exp.(n1=29) 186.31± 36.04 190.38±34.12

Con.(n2=30) 172.13± 32.42 172.93±30.62

TG
Exp.(n1=29) 170.31±137.98 165.72±95.22

Con.(n2=30) 164.43± 79.45 143.67±64.18

HDL
Exp.(n1=29) 48.41± 13.48 50.28±15.27

Con.(n2=30) 46.90± 12.03 49.60±10.21

LDL
Exp.(n1=29) 113.69± 32.84 117.79±34.81

Con.(n2=30) 99.57± 26.26 104.63±27.56

Table 19. Mean±SD of FBS, TC, TG, HDL, LDL results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between baseline and 6month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BS=Fasting Blood Sugar; TC=Total cholesterol; TG=Triglyceride; HDL=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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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omparison of FB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Fig 22. Comparison of TC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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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Comparison of TG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Fig 24. Comparison of LDL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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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Comparison of HDL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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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Group

Regression coeff. SE p-value

FBS 3.320 3.930 .402

TC 13.117 7.250 .076

TG 22.112 14.472 .132

HDL -.578 2.003 .774

LDL 7.368 6.266 .245

Table 20. Parameter for FBS, TC, TG, HDL, LDL results Estimators from

Regression Model

Note: Adjusted for baseline value sex and patient type

FBS=Fasting Blood Sugar; TC=Total cholesterol; TG=Triglyceride; HDL=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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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의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은 기존의 연구들이 고 압이나

사증후군 같은 단일 질환 환자를 상으로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의 지역사회에

서 재를 제공한 것과 달리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가 정기 으로 약물 처

방을 받기 해 방문하는 병원에서 생활습 개선과 치료유지를 한 약물 복용 이행

에 을 맞춘 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 다. 그래서

로그램의 내용에는 생활습 개선 유도를 한 신체활동, 운동 식이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며 치료를 지속하므로 정 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약물 이행에 한 내

용으로 구성하 다. 선행 연구결과 운동 는 신체활동, 식이, 주 는 주, 연,

스트 스 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연구도 있었으며(Chang et al., 2012; Gi, &

Park, 2012; Jeong et al., 2006; Zhang, 2011) Bosak 등(2010)의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만 포함하 고 Kim(2012a)과 Hikmat, & Appel(2014)의 연구에서는 식이만 포함하

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에서는 운동과 식이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지만 포함된 운동

과 식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운동으로 걷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Cicero et al.,

2009; Gi, & Park, 2012; Hyun, 2009; Jeong et al., 2006; Kang et al., 2014; Lee,

2009) 신체활동으로는 주로 상자의 일상생활에서 활동의 강도를 증가시키거나

(Bosworth et al., 2009; Bosak et al., 2010; Bosworth et al., 2011) 활동의 시간을 증

가시키는(Chang et al., 2012; Tonstad et al., 2007)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장소, 시간, 비용에 있어 제약이 없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내용

을 선택하 는데 신체활동으로 걷기를 권장하고 식후 좌식행동을 하도록 하 고 유

산소 무산소 운동이 결합된 7515순환 운동을 실천하도록 하 다.

식이의 경우 Cicero 등(2007)의 연구에서만 칼로리( 탄수화물), 염, 지방 식

이를 모두 포함하 고 Gi, & Park (2012), Jeong 등(2006), Kim (2013a), Tonstad 등

(2007)의 연구에서는 염과 지방 식이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 압

과 사증후군 조 을 해 식이 습 을 염, 칼로리, 지방 식이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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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균형식이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염, 칼로리, 지방 식

이 내용을 포함하 다. 고 압 환자를 상으로 하는 Bosworth 등(2011), Gi, &

Park (2012), Jeong 등(2006), Lee (2009), Park 등(2013), Zhang (2011)의 연구에서

약물 복용 이행을 포함하 고 고 압과 사증후군을 동반한 환자를 상으로 하는

Chang 등(2012)의 연구와 고 압과 당뇨를 가진 환자를 상으로 한 Lynch 등

(2014)의 연구에서도 약물 복용이행을 포함하 다. 따라서 상자의 치료를 지속하여

정수 으로 압 조 을 유지하는 것이 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약물 이행 내용

을 포함하 다.

재 제공방법으로 하나의 방법만 사용한 연구는 없었고 모든 연구가 2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룹교육과 개별상담을 병행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Choo, &

Kim, 2011; Fukumoto et al., 2011; Gi, & Park, 2012; Hyun, 2009; Kim, 2012a; Lee,

2010; Lynch et al., 2014; Oh et al., 2010; Park et al., 2013; Park, 2014). Lee(2010)의

연구에서는 개별교육, 그룹교육, 개별 상담, 화상담, 소책자 리 렛 제공 등의 방

법을 모두 사용하 다. 특히 Gi, & Park (2012), Hyun (2009), Kim (2013a), Kang 등

(2014), Lee (2010), Lynch 등(2014), Oh 등(2010), Park (2014)의 연구에서는 자가 기

록 방법을 사용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지식, 인식, 기술의 증 와

극 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가 리 역량을 최 역량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별 교

육, 소집단 교육, 화상담, 소책자 제공, 리 렛 우편발송, 미니포켓 자가 기록, 미니

포켓 모니터링 개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용하 다. 한 미니포켓에 자가 기

록을 하도록 했고 실제 실천 정도를 알아보기 해 미니포켓 모니터링 개별 상담

을 제공하 다.

재로 24주 로그램을 제공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Bosworth et al., 2011; Jeong et

al., 2006; Kim, 2013a; Lee, 2010; Lynch et al., 2014; Nanri et al., 2012; Oh et al.,

2010; Tonstad et al., 2007) 이들 연구에서 실제로 생리 변수를 측정하 다. 본 연

구 로그램 제공기간은 24주 는데 이는 생리 지표에 한 재 효과를 평가하기

해서는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된다는 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선정하 다. 로그램

제공기간이 24주 이상인 경우에는 월 1회의 재 제공 로그램이 가장 많았기 때문

에(Fukumoto et al., 2011; Nanri et al., 2012; Tonstad et al., 2007) 이를 바탕으로 월

1회 총 7회의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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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의 효과 평가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가설을 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가설 1.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자가 리

행 가 향상될 것이다’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가 리 행 총 신체활동, 과

격한 신체 활동과 보통 정도의 신체활동이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재시작 3개월

까지는 증가하다가 6개월에는 감소하 다. 3개월 로그램을 제공한 후 효과를 측정

한 Chang 등(2012)의 연구에서는 실험군에서 걷기가 증가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 따라서 재 로그램 제공 후 3개월까지는 재의 효과가 지속되는데 그 이후에

는 재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3개월 이후에 재 효과

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와 재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실험군의 식이 습 총 식이 습 , 염 식이, 지방 식이 수가 실험군에서

재 시작 3개월에 감소하 고 6개월에 다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열량 식이 수의 경우 재 시작 3개월에 소폭 상승하 고 6개월에 다시 소폭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나 식이별로 그리고 시 별로 차이가 있었다. 식이 습 을 측정한 선

행 연구 결과에서도 시 별, 그리고 식이 내용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24

주 동안 맞춤형 식단을 제공한 Lee (2010)의 연구에서는 3개월과 6개월에 지방 식

이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8주 동안 채소와 과일 섭취 권장 균형식과 련된

DASH식이를 제공한 Hikmat & Appel (2014)의 연구에서는 DASH 식이가 사증후

군을 동반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 모두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12주 동안 식이교육을 제공한 Kim (2012a)의 연구에서는 3개월에 식이 개

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4주 동안 채소 과일, 유제품 섭취를 권장한 Nanri 등

(2012)의 연구에서도 식이 개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이 습 의 변화 추이

를 분석하기 해서는 규모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며 식이의 경우 계 , 환경

향을 많이 받으며 개인별 차이가 큰 부분이라는 문가의 지 처럼 식이에 을

맞춘 재 제공 효과 평가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치료 유지를 반 하는 약물 이행은 재 시작 3개월이 지날 때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약물 복용 이행이 높아질 정도가 1.056배 높았고 재시작 6개월이 지날 때 실험

군이 조군에 비해 약물 복용 이행이 높아질 정도가 1.56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물 복용 이행도를 높이기 해서 지속 으로 약물 복용 이행도를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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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시간이 경과하면서 실험군의 약물 이행도가 꾸

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Park 등(2013)과 Lynch 등(2014)의 연구에서는 재

제공 후 이행도 변화가 없어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 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

사-환자 계를 지속 으로 유지하는 것을 로그램 구성의 기본으로 하여 간호사가

하고 지속 으로 개입하여 상자의 자가 리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치료 유지를

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임상결과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가설2.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자가 리 역

량 수가 증가할 것이다‘는 채택되지 않았다. 자가 리 역량 수의 경우 실험군과

조군 모두 3개월에 증가하 으며 6개월에 역시 실험군과 조군 모두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가 리 역량 수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시간이 경과

하면서 증가하 고 특히 조군의 자가 리 역량 수 증가폭이 컸다. 24주 로그램

을 제공한 Jeong 등(2006)의 연구는 6개월 시 에 자기 조 이 증가하 고 8주간

로그램을 용한 Park 등(2013)의 연구에서도 8주에 자기 조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 다. 그러나 12주 로그램을 용한 Kim (2012a)과 Park

(2014)의 연구결과에서는 자기조 의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

과와는 상이하 다. 본 연구에서 특히 조군의 자가 리 역량 수의 증가가 두드러

졌던 이유로 비록 상자의 일반 특성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지만 조군에서 재진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재진 환자들은

진 환자들 보다 질병의 유병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기 인 병원 방문을 통해 지속

인 정보를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질병 리와 련된 정보들을 습

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가설3.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수가 증가할 것이다‘는 채택되지 않았다.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정도를 평

가하기 한 환자의 만족도 수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 3개월에 증가하 으나 실험

군이 조군에 비해 증가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역시 실험군과 조군 모

두 수가 증가하 으나 실험군의 증가폭이 조군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2009)의 연구는 4주 로그램을 제공한 후 병원 재이용 의도를 측정한 결과 병원 재

이용 의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조군

에서의 간호사에 한 환자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로 실험군은 자가 기록을 해야 하는

것을 숙제처럼 생각해 부담을 느낀 반면 조군은 자가 기록에 한 부담감 없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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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지표에 한 자료만 수집했기 때문에 상 으로 만족도가 높았다고 생각된다.

가설 4.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생리 지

표가 향상될 것이다’는 채택되지 않았다. 수축기 이완기 압의 경우 실험군과

조군 모두 3개월에 감소하 으나 특히 수축기 압은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감소폭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에는 이완기 압은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축기 압은 실험군에서는 증가하 으나 조군에서는 감소하

다. 맥박의 경우 3개월에 실험군에서는 감소한 반면 조군에서는 증가하 으나 6

개월에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군이 조군에 비

해 감소폭이 컸다. 체 체질량 지수의 경우 3개월에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감소하 으나 6개월에는 체 과 체질량 지수가 실험군에서는 증가한 반면 조군에서

는 감소하 다. 복부둘 의 경우 3개월에 실험군에서는 감소하 으나 조군에서 증

가하 고 6개월에는 실험군은 증가하 으나 조군에서는 감소하 다.

총콜 스테롤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수치의 경우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6개월에 증가하 으나 총콜 스테롤 수치는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증가폭이 큰 반

면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수치는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증가폭이 작았다. 공복

당 성지방 수치의 경우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6개월에 감소하 으나 실험

군이 조군에 비해 증가폭이 작았다.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수치의 경우 6개월

에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증가하 으나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증가 폭이 작았

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측정한 다양한 생리 지표들에 한 결과는 시 상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 는데 Bosworth (2009), Cicero 등(2009), Choo, & Kim

(2012), Fukumoto 등(2011), Gi, & Park (2012), Hikmat, & Appel (2014), Kang 등

(2012)의 연구들에서도 시 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수축기 이완

기 압과 맥박 등은 상자의 감정과 환경, 흡연 카페인 섭취 등에 향을 많이

받는 굉장히 변화량이 큰 변수들이기 때문에 로그램의 결과 측정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안정 인 수축기 이완기 압, 맥박 측정을 해서

는 가정 압의 자가 기록 결과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한 성지방과 공복 당과 같은 액검사 결과들도 실제 상자의

식이상태나 공복 여부에 따라서 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다수의 연구

들에서 결과 지표로 사용되었지만 추후 보다 효과 인 로그램 측정을 한 지표 선

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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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고 압과 같은 단일 질환보다는 심 계 질환 발생 험이 높은 복합

질환인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를 상으로 치료 유지율을 지속 으로 증가

시킬 수 있도록 병원에서 환자의 생활습 을 개선하면서 자가 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 다.

사증후군을 단하는 지표들로 공복 당, 총콜 스테롤, 성지방, 도 지단백

콜 스테롤,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등의 생리 지표에 한 재 효과를 평가하

기 해서는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되므로 재기간을 24주로 하 다. 한 선행연구에

서 재 제공이 24주이상인 경우 월 1회 재를 주로 제공하 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도 월 1회 총 7회의 재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하 다. 로그램 제

공 방법은 상자의 지식, 인식, 기술을 증 하고 극 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가 리

역량을 최 역량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별교육, 소집단 교육, 개별상담 미니

포켓 모니터링, 소책자 제공, 리 렛 우편발송, 미니포켓 자가 기록, 화상담 등 다양

한 방법을 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로그램 내용은 생활습 고 압과

사증후군 환자에게 모두 용할 수 있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수행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운동, 신체활동, 식이습 과 치료 유지를 리하기 한 약물 이행을 심으

로 구성하 다.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본 연구에서 수립한 가설 4가

지, 즉 가설1.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자가

리 행 가 향상될 것이다’, 가설2.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자가 리 역량 수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3.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

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수가 증가할 것이다‘. 가

설4.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생리 지표가

향상될 것이다‘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생활습 개선 신체활동과 운동은 실험

군이 조군에 비해 개선 폭이 컸으나 재 제공 후 3개월에는 증가하다가 6개월에는

다시 감소하 다. 치료 유지를 반 하는 약물 이행은 재 시작 3개월이 지날 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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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이 조군에 비해 약물 복용 이행이 높아질 정도가 1.056배 높았고 재시작 6개

월이 지날 때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약물 복용 이행이 높아질 정도가 1.56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총 신체활동, 과격한 신체 활동 보통 정도의 신체 활동의 경우 재 시작 후 3

개월에 모두 증가하 으나 재 시작 후 6개월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재 제공 6개월에 상자의 신체 활동이 감소하는데 이 활동을 지속 유지시키

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 상자의 신체 활동 유지를 지속시킬 수 있

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치료 유지를 반 하는 약물 이행은 재 시작 3개월이 지날 때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약물 복용 이행이 높아질 정도가 1.056배 높았고 재시작 6개월이 지날 때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약물 복용 이행이 높아질 정도가 1.566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약물 복용 이행도를 높이기 해서 지속 으로 약물 복용 이행도를

높이는 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생리 지표 수축기 이완기 압과 맥박 등은 상자의 감정과 환경, 흡연

카페인 섭취 등에 향을 많이 받는 굉장히 변화량이 큰 변수들이기 때문에

로그램의 결과 측정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안정 인 수

축기 이완기 압, 맥박 측정을 해서는 가정 압의 자가 기록 결과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생리 지표 성지방과 공복 당과 같은 액검사 결과들은 실제 상자의

식이 상태나 공복 여부에 따라서 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다수의

연구들에서 결과 지표로 사용되었지만 추후 보다 효과 인 로그램 측정을 한

지표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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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논문

Author Year Subject Place Duration Frequency Time

Jeong et al 2006 고 압(총120명) 보건진료소 24주
1주일에 3일씩 단계별로

로그램 운 총72회

Hyun 2009

사증후군(직 면

리군 38명,

화 리군 33명,

조군20명)

5개 보건진료소 12주

1)교육(공통): 주1회 총4회

2)추후 리(주1회 총8회): 직

면군 은 센터방문, 화

상담군은 화상담

1)교육: 1회2시간

2) 화 리

Lee 2009
고 압(실험군 29명,

조군 30명)
병원 4주

1)교육

2) 화상담: 주2회총8회

1) 압측정(20), 고 압이해

리(50), 식이(교육30, 염도측정

실습20, 식단표 구성 실습30)

2) 화상담: 10-15분 3)운동:

1시간

Lee 2010
사증후군(실험군

98명, 조군 83명)
건강검진센터 24주

1)건강교실: 총2회 2)건강

상담: ①방문상담: 월2회

총6회 (3개월) ② 화상담:

주1회 총24회 (6개월)

3)뉴스 터: 월1회 총6회

Oh et al 2010
사증후군(실험군

31명, 조군 21명)
3개 보건소 24주

1)initial(3개월): 주3회 총36회

2)f/u(3개월): 주2회 총24회
세션당 90분

Choo & Kim 2011 고 압(총29명) 보건 진료소 8주

1)보건교육: 2회 2)투약

모니터링 상담(개별교육

면담): 2주1회 총4회

1)2주차: 개별(20-30분) 2)4주차:

개별(10-20분) 3)6주차:10-20분

4)8주차:10-20분

Appendix 1. Subject, place, frequency and time of program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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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논문

Author Year Subject Place Duration Frequency Time

Zhang 2011
고 압(실험군 17명, 조군

14명)
보건소 12주

6회교육& 화 상담(격주

총12회)

1)방문교육: 압측정 30분, 교육1시간,

토의30분 2) 화상담: 10분

Chang et al 2012

고 압과

사증후군(실험군 30명,

조군 22명)

보건소 8주 주1회 총8회 회당 2시간

Gi & Park 2012
고 압(실험군 28명, 조군

26명)
산업장 12주 주1회 총12회

2시간(강의40, 질의 응답20,

그룹토의30)

Kim 2012a
사증후군(실험군125,

조군 94)
검진기 12주 주1회 총12회

Kim 2013a
사증후군(실험군16명,

조군 20명)

2개

보건소
24주

월2회 총12회(직 면

는 화상담)

1)교육: 1회 2시간

2)상담: 20-40분

Park et al 2013
고 압(실험군 23명, 조군

24명)
싱홈 8주 주1회 총8회(교육과 상담) 1)그룹교육: 60분 2)개별상담: 30분

Park 2014
사증후군(실험군19명,

조군21명)
병원 12주

주1회 총12회

(교육 & 운동)

1)preintroduction: 체크업(90)

개별상담(20) 2)1, 3, 5, 7, 9, 11주:

교육(10), 그룹미 (10),개별상담

(10),운동(60)*모니터링, 강화, 동기 3)2,

6, 10주: 운동(60), 식이상담(30) 4)4,

8주: 운동(60), 교육(10), 그룹미 (20),

개별상담(10)*동기 5)12주: 교육(10),

그룹토의(30) *강화 동기 6)post

completion: 신체 검진과 개별

상담(모니터링 90)

Kim et al 2014 사증후군(총92명) 보건소 8주 주1회 총8회
1) 가정방문: 1-2시간 2) 화상담:

10-30분

Kang et al 2014
사증후군(실험군29명, 조

군 27명)

8개

산업장
8주 원하는 시간에 속가능 원하는 시간만큼(web-based)

Appendix 1. Subject, place, frequency and time of program in previous studies(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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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논문

Author Year Subject Place Duration Frequency Time

Tonstad et al 2007
고 압(실험군 31명,

조군 20명)
건강검진센터 24주 월1회 총6회

1) 기 세션 60분

2)추후 세션 30분

Bosworth et al 2009

고 압 *총

636명(usual 159,

behavior 160, home

BP 158, both 159)

2개 병원연계

보건소
24month(96주)

1) 화 재: 격월 1회 2)home BP:

하루 세번 압측정(2개월마다

메일로 달)

3)both: 격월 1회 *6개월 평가

Cicero et al 2009
고 압과

사증후군(총80명)
병원

20주

(12주+8주)

AHA step 2diet(3month)

①moderate

training:주1회총8회/3METs(walk)

②intensive

training:주1회총8회/6METs

Bosak et al 2010
사증후군(실험군12,

조군10)
병원 6주

웹사이트에 매주 새로운 로그램

제공
원하는 시간만큼

Bosworth et al 2011
고 압(실험군 558,

조군 392)
3개의 보건소 24주(6month)

3주 간격 화 상담(총10회 이상

제공)

Fukumoto et al 2011

사증후군(initiation83

명, enhancing88명,

조군39명)

건강검진센터
20주(5month)

44주(11month)

1)initiation(5month):7코스

2)enhancing(6month):6코스
토의: 30분

Nanri et al 2012
사증후군(실험군49,

조군53)
산업장 24주 총3회(baseline, 1month, 2month)

Hikmat & Appel 2014

사증후군(with MS

99, with non-MS

312): DASH,control,

F&V

병원 8주
1)screening 2)run-in(3weeks)

3)intervention(8weeks)

Lynch et al 2014
고 압과 당뇨(실험군

26명, 조군 29명)
보건소

24주

(6month)

1)LIFE 2)2 group class(DM

self-manage) ①initial 3개월:

주1회 총12회 ②f/u 3개월:

2주마다 총6회

교육(45), 신체활동

(10), 건강식이(15),

상담 경청(25),

목표설정(10)

Appendix 1. Subject, place, frequency and time of program in previous studies(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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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논문
운동/신체 활동 식이 주/ 주 연 스트 스 리

약물

이행

체

감량
기타

Author Year

Jeong et al 2006 걷기 염, 지방, 카페인 O O O(이완요법) O O 녹차요법

Hyun 2009 걷기, 아령운동
맞춤형 식단

500칼로리 이기
건강 계약

Lee 2009
걷기, 아령근력 운동

맨손체조
식이 O

건강실천

선서식,

염도측정

Lee 2010 맞춤형 운동처방 맞춤형 식단

Oh et al 2010
요가 스트 칭, 리듬

에어로빅 스

칼로리, 탄수화물,

고 당 식품 이기

Choo & Kim 2011 신체활동 식이 O

Zhang 2011 신체활동 식이 O O O O
행동이행

서약서

Chang et al 2012

좌식행동 이기,

에어로빅, 근육강화 운동,

유연성 운동

DASH diet O O O O

Gi & Park 2012 걷기 개별 운동 권장
염, 지방, 규칙

식사, 야채섭취
O O O(웃음치료) O

Kim 2012a 식이

Kim 2013a
개별 운동량 체크

권장

염, 지방,

탄수화물

Park et al 2013 신체활동 식이 O O

Park 2014 신체활동 식이 O O O O

Kim et al 2014 개별 운동 체크 권장 200-300 칼로리 이기 O

Kang et al 2014 걷기, 스트 칭
규칙 식사, 외식

이기, 칼로리
O O O

Appendix 2. Contents of program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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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논문
운동/신체 활동 식이 주/ 주 연

스트

스 리

약물

이행

체

감량
기타

Author Year

Tonstad et al 2007 신체활동 30분 늘리기

염, 포화지방 알코올

이기, 야채, 과일 섭취

늘리기

O O O

Bosworth et al 2009
등도 는 강한

신체활동 권장
염, 정 알코올 섭취 O O O

Cicero et al 2009 경보/천천히 조깅하기

AHA diet: 정지방

탄수활물, 단백질 섭취, 염,

섬유소 섭취, 콜 스테롤

섭취

Bosak et al 2010

인터넷을 통한 신체

활동 강도 종류

제시

Bosworth et al 2011
등도 는 강한

신체활동 권장)
DASH diet, 염 O O O

Fukumoto et al 2011
스트 칭, 근육 강화

운동, 에어로빅 운동
식이

Nanri et al 2012 신체활동
채소 과일, 유제품

섭취권장, 정 알코올 섭취
O

Hikmat & Appel 2014
DASH diet, 과일 채소

섭취 권장

Lynch et al 2014 간 강도 에어로빅 DASH diet

Appendix 2. Contents of program in previous studies(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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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 개별

교육

그룹

교육

개별

상담

화

상담

건강

검진

소책자/

핸드북
리 렛 토의 자가 기록 기타

Author Year

Jeong et al 2006 O O

Hyun 2009 O O O
자가 리 체크

리스트

Lee 2009 O O O 식사 일기

Lee 2010 O O O O O O O TLC수첩

Oh et al 2010 O O O 건강 모니터링

Choo & Kim 2011 O O O 자가 압 측정

Zhang 2011 O O O

Chang et al 2012 O O O

Gi & Park 2012 O O O O

①자가 리 이행일지

②자가 리 문제

선정지 ③자가 리

평가지

Kim 2012a O O O O 건강수첩

Kim 2013a O O O O
자기 기입식 리

수첩, 식사일기

Park et al 2013 O O 자가 압 측정

Park 2014 O O O O O 자가 모니터링 강화 요법

Kim et al 2014 O O

Kang et al 2014 O 자가 기록(diary)

Appendix 3. Methods of program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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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 개인

교육

그룹

교육

개별

상담

화

상담

건강

검진

소책자/

핸드북
리 렛 토의 자가 기록 기타

Author Year

Tonstad et al 2007 O O

Bosworth et al 2009 O 자가 압 측정

Cicero et al 2009 O O

Bosak et al 2010 O O
O

(인터넷)

Feedback,

Goal setting, Quiz

Bosworth et al 2011 O

Fukumoto et al 2011 O O

Nanri et al 2012 O O 체 다이어리

Hikmat & Appel 2014 O

Lynch et al 2014 O O O 자가 모티터링

Appendix 3. Methods of program in previous studies(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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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
SBP DBP BMI Wt AC HC HR

Body fat

percentage

Body fat

massAuthor Year

Jeong et al 2006 + - +

Hyun 2009 - - - + + -

Lee 2009 + - + +

Lee 2010 + + +

Oh et al 2010 - - + + +

Choo & Kim 2011 ±* ±*

Zhang 2011 + -

Chang et al 2012 + + +

Gi & Park 2012 + + +

Kim 2012a

Kim 2013a - - + +

Park et al 2013 + +

Park 2014 - + + + + +

Kim et al 2014 - - +

Kang et al 2014 - - +

Appendix 4. Physical indexes results of program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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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
SBP DBP BMI Wt AC HC HR

Body fat

percentage

Body fat

massAuthor Year

Tonstad et al 2007 - - - + + - -

Bosworth et al 2009 ±* ±*

Cicero et al 2009 ±* + + + +

Bosak et al 2010

Bosworth et al 2011

Fukumoto et al 2011 ±* ±* ±*

Nanri et al 2012 - - + + +

Hikmat & Appel 2014 ±* ±*

Lynch et al 2014 - - ±*

Appendix 4. Physical indexes results of program in previous studies(continue)

Effective +, Ineff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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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
FBS TC TG LDL HDL

non-

HDL
HbA1c IR hsCRP HC FB CO MMP2 MMP-2a MMP9 MMP-9a PAI-1

Author Year

Jeong et al 2006 + + + +

Hyun 2009 - - - -

Lee 2009

Lee 2010 + + + +

Oh et al 2010 - - - -

Choo & Kim 2011

Zhang 2011

Chang et al 2012 - + -

Gi & Park 2012 + - + - -

Kim 2012a

Kim 2013a - - +

Park et al 2013

Park 2014 + + -

Kim et al 2014 - - + -

Kang et al 2014 - - +

Appendix 5. Blood test results of program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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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
FBS TC TG LDL HDL

non-

HDL
HbA1c IR hs CRP HC FB CO MMP2 MMP-2a MMP9 MMP-9a PAI-1

Author Year

Tonstad et al 2007 - - + - - - -

Bosworth et al 2009

Cicero et al 2009 ±* ±* ±* ±* ±* ±* + + + + ±*

Bosak et al 2010 - - + -

Bosworth et al 2011

Fukumoto et al 2011 ±* ±* ±* ±*

Nanri et al 2012 - + + - + -

Hikmat& Appel 2014

Lynch et al 2014 ±*

Appendix 5. Blood test results of program in previous studies(continue)

PAI-1: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 MMP2: metalloproteinase2, MMP-2a: activated metalloproteinase2, MMP9:

metalloproteinase9, MMP-9a: activated metalloproteinase9, IR: insulin resistance, HC: homocystein, FB: fibrinogen, CO: cortisol

Effective +, Ineff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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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
SCB SC SE QOL MT EP IT DP SK AT KN OE SN SHC HPLP-II LC DH EX PA WC MA SM ALC

Author Year

Jeong et al 2006 + + +*

Hyun 2009 - + ±*

Lee 2009 + + +

Lee 2010 ±* + +

Oh et al 2010 +

Choo & Kim 2011 ±*

Zhang 2011 - ±*

Chang et al 2012 + + ±*

Gi & Park 2012 + + +

Kim 2012a - - - - + - - ±*

Kim 2013a

Park et al 2013 + + -

Park 2014 - ±* + +

Kim et al 2014 + +

Kang et al 2014 +

Appendix 6. Psychosocial indexes of program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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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
SCB SC SE QOL MT EP IT DP SK AT KN OE SN SHC HPLP-II LC DH EX PA WC MA SM ALC

Author Year

Tonstad et al* 2007

Bosworth et al* 2009

Cicero et al 2009

Bosak et al 2010 -* -*

Bosworth et al* 2011

Fukumoto et al 2011 ±*

Nanri et al 2012 ±* + - -

Hikmat & Appel 2014 +*

Lynch et al* 2014 + + -

Appendix 6. Psychosocial indexes of program in previous studies(continue)

SCB:self-care behavior, SC:self-control, SE:self efficacy, QOL:quality of life, MT:motivation, EP:empowerment, IT:intension,

DP:depression, SK:skill, AT:attitude, KN:knowledge OE:outcome expectancy, SN:social norm, SHC:subjective health status,

HPLP-II: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LC:lifestyle compliance, DH:diet habit, Ex:exercise, PA:physical activity, WC:weight

control, MA:medication adherence, SM:smoking, ALC:alcohol

* Effective +, Ineff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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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7. Book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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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8. Leaf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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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9. Mini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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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소요

시간
통화내용 상담내용

도입: 인사

근황확인
2분

안녕하세요. 한림 학교 동탄성심병원 심장 센터 간호사 옥

종선입니다.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를 한 자가

리 역량 강화 로그램으로 화 드렸습니다.

혹시 지 화 통화하기 괜찮으신가요?

‘ ’라고 답하면 2번으로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그럼 언제

통화가 가능하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약속잡기 ( )월 ( )일 ( )시

약물 복용

부작용

확인

5분
1. 재 약물은 잘 복용하고 계신가요?

2. 약을 복용하는 동안 불편감은 없으신가요?

추후

병원방문

일정 확인

2분

환자분의 다음 병원 방문일이 언제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환자분의 다음 병원방문 일정은 ( )월 ( )일 ( )시입니다.

잊지 말지 병원 방문 꼭 주세요.

그리고 병원 방문 시에 미니포켓을 꼭 가지고 와주세요

질문받기 5분
교육 받은 내용 에서 궁 한 내용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마무리:

추후 약속

인사

1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화상상담일은 ( )월 ( )일 ( )시입니다.

병원 방문 일정까지 약을 잘 복용하시고 다른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화해주십시오

총 상담시간:

Appendix 10. Telephone counselling manual

총 상담시간: 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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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회차 시기
약물 복용 정도

부작용

다음 병원방문에 한

일정 확인
교육내용에 한 Q & A

3차 8주

6차 20주

Appendix 11. Report of personal telephone counselling

상자 번호:

일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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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설문의 목적은 대사 후 을 동 한 고혈압 환자와 같이 높은 심혈 계 위험 요인을  

  

     가  대상자 이 스스로 을 리할 수 있는 자가 리 역량에 대해 조사하기 위함 

     입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의 일 적인 특성과 건강 리 행위, 약물 용 순응도, 신체활동 정도,  

     식이 습 , 간호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설문의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 며  연 의 결과는 연  목적 외에는 

     사용  않을 것을 약속 립니다. 

     다소 힘 시더라도 설문 내용에 끝까  협조해 주시길 부탁 립니다. 

      연 에 대해 의문 또는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  연락 주시기 랍니다. 

     연 에 참여해주셔서 심으로 감사 립니다.                                                          

                                                                            

                                                                                    한림대학  동탄 성심 원

                                                                                      심장혈 센터   옥종선

                                                                                       

                                                                                  연락처: 031-80**-****

                                                                                  E-mail: so****@hanmail.net

Appendix 12. Questionnaire

작성일시: 년 월 일

사증후군을 동반한 고 압 환자의 자가 리 역량에 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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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혀 

렇  않다

렇  

않다

저 

렇다
렇다

매우 

렇다

  1. 건강상태가 화는 것에 맞춰 에 따른 적절

한 으로 건강을 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신체 활동 정도가 저하  때 것에 맞게 활

동 정도를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 자신의 건강을 유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

한 것은  새로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해야 할 일 을 다 하면서 나 자신의 건

강을 돌 기에는 힘이 많이 다.
① ② ③ ④ ⑤

  5. 나 자신의 건강을 리하는데 있어서 더 나은 

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 자신의 건강을 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자신의 건강 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약

물을 용할 때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 다. 
① ② ③ ④ ⑤

  8. 이전에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습 을 

꾼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키기 위한 조치를 

항상 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건강을 유 하기 위해 내가 행동한 것 의 

효과를 칙적으로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의 건강 리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건강이 위협 을 때(건강이 나빠졌을 때) 필

요한 정 를 스스로 찾거나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스스로 건강 리를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

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거의 갖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나의 건강 리를 

      절대 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의 평소 건강 리 행 나 생각에 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행 를 가장 잘 나타냈다고 생각하는 곳에 O (동그라미)를 하여 주십시오.

다음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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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응답

1. 난 일주일 동안 며칠이나 과격한 신체 활동을 했나요?(무거운 

을 거나 끌기, 자전거 빨리 타기 )

  □ 예

  (일주일에 몇       일)

  □ 전혀 하  않음

2. 통 과격한 신체 활동은 몇 시간 정도 했나요? (______시간_____분)

3. 난 일주일 동안 며칠이나 통의 신체 활동을 했나요? (가 운 물

건 나르기, 통 속도의 자전거 타기 )

  □ 예

  (일주일에 몇       일) 

  □ 전혀 하  않음

4. 통 정도의 신체 활동은 몇 시간 정도 했나요?   (_______시간____분)

5. 난 일주일 동안 며칠이나 적어도 10분 정도 걸었나요? ( 장이나 

에서 걷는 일, 운동이나 여가활동으로 걷는 것을 모 포함)

  □ 예

  (일주일에 몇       일)

  □ 전혀 하  않음

6. 하루에 걷는 시간은 얼마나 나요? (_______시간_____분)

7. 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앉아서 냈나요?(앉아서 사

무 는 일, 친 을 만나서 을 먹거나 차 마시는 일, 하철이나  

스에 앉아있는 시간, 눕거나 앉아서 텔레비전을 는 시간  모  포함)

  □ 예

(          시간        분)

  □ 전혀 하  않음

문항 예 아니오

1. 간혹 약 시는 것을 깜  잊어 리십니까? □ □

2. 하께서는 난 2주간 생각해 았을 때, 깜 해서 잊어 린 게 아니고  다른 

이유 로 약을 시  않은 날이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 □

3. 약을 시면 몸이 더 안 좋아 는 것 같아서 의사에게 말하  않고 

     약을 이거나 약을 끊은 적이 있으십니까?         
□ □

4. 간혹 여행하거나 외출할 때, 약 챙기는 것을 깜  잊어 리십니까? □ □

5. 어제 약을 셨습니까?      □ □

6. 혈압/혈당이 잘 조절 다고 느껴서 간혹 약을 끊으십니까?  □ □

7. 어떤 분 에게는 매일 약을 시는 일이 실제로 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께서는 혈압/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의 처 시에 따라서 매일 약을 

시는 것이 아주 많이 불편하십니까?      

□ □

8. 매일 약을 셔야 하는데 얼마나 자주 잊어 리십니까?□절대/거의 잊어 리  않음  

□가끔씩 한  잊어 림 □때때로 잊어 림 □ 통 □항상 잊어 림

* 다음은 귀하의 지난 한 주 동안의 활동 정도에 한 구체 인 응답을 어주십시오

(*이러한 신체 활동은 어도 10분 정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 재걷거나움직임에제한이있습니까? □ 문제없음 □어느정도 불편감이나

장애가 있지만 걷거나 움직임에는 제한 없음 □ 걷거나 움직이지 못함

*다음은 귀하의 재 복용약물과 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곳에V를 하여주십시오.

다음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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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렇  

않다

물게 

렇다

때때로 

렇다

대부분

렇다

항상 

렇다

  1. 저녁을 평소 다 적게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음식이 남  않도록 적당량을 요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저녁 다는 점심을 조금 더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뷔페에 가게 면 음식을 적게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점심을 샐러 로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 이 먹는 것 다 소금을 적게 넣어서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않은 크래커나 감자칩, 빵 을 먹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식사할 때 음식에 소금을 추가로 넣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식사 때 김치, 장아찌, 젖갈 을 덜 먹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식탁 위에 소금 통을 올려놓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저녁에는 고기(소고기, 돼 고기, 닭고기 )

를 먹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저 이나 무  우유를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닭 껍 이나 돼 고기 비계 을 덜 먹고

     샐러 에 레싱도 덜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저녁에 소고기, 돼 고기 대신에 닭고기나 

     생선 을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외식할 때 소고기, 돼 고기, 햄이 포함  음

식을 주문하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의 지난 6개월 동안 식이습 에 해서 묻고 있습니다. 해당란에 O (동

그라미)를 하여주십시오.

다음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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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렇

않다
아주 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나는 간호사를 신뢰하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간호사가 나를 심으로 대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나는 간호사와 만날 때 기분이 좋아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간호사는 나의 기분을 잘 이해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간호사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  노력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간호사는 내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게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간호사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를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간호사는 나의 기분이나 상태에 대해서 물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간호사는 나의 얘기를 잘 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나는 간호사가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종종 

상처를 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간호사와 만나는 것은 내 삶을 의미 있게  만

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간호사는 나에게 개인적인 심을 가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나는 간호사와 의사소통 하는 것에 대해 만족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4. 간호사와 상호작용 하는 일은 아주 요한 일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다음은 귀하가 외래 방문 시 만나는 담당 간호사에 한 만족도에 해서 묻고 있

습니다. 각 문항에 한 만족도 수에 O (동그라미)로 표시해주십시오.

다음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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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하의 일 적인 사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V 로 표시해주십시오.

  성                   □ 남자           □ 여자

  

  출생 년도           (                  ) 년도

  결혼상태            □ 기혼        □ 미혼          □ 사          □ 기타

  

  현재 동거가족     □ 혼자 살고 있음    □ 부부만 살고 있음   □ 자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

  

  육 수           □ 고졸 이하           □ 대졸          □ 대졸 이상

  현재의 업유무     □ 없음     

                             □ 있음 (① 사무   ② 자영업  ③ 생산    ④ 주부  ⑤ 기타           )

  가족의 월수입     □ 99만 원 이하     □ 100~199만원    □ 200~299만원    □ 300만 원 이상

  자가 혈압계 유여부      □ 예       □ 아니오

  

  자가 혈압 측정여부        □ 예       □ 아니오

  현재 용하고 있는 건강 조식품  (  체크가 가능합니다.)

   □ 홍삼  □ 비타민  □ 칼슘   □ 천연 꿀   □ 수오   □ 청혈 주스  □ 해독 주스  □ 여주  

   □ 마 또는 마가루  □ 흑마늘 액기스   □ 양파    □ 마늘    □ 석류    □ 돼 감자

   □ 블루 리      □ 와송      □ 초석잠    기타 (                )

  하께서 주로 섭취하고 있는 음식 종류  횟수를 선택해주십시오. (  체크가 가능)

    □ 흰쌀         □ 현미  또는 잡곡        □ 흰 빵      □ 호  빵 또는 잡곡 빵

      □ 1주일에 1회  □ 1주일에 2-4회  □ 1주일에 5-6회  □ 매일  □ 한달에 1회  □3달에 1회

    □ 떡             □ 고 마          □ 감자        □ 옥수수 

      □ 1주일에 1회  □ 1주일에 2-4회  □ 1주일에 5-6회  □ 매일  □ 한달에 1회  □3달에 1회 

    □ 스파게티     □ 라면       □ 자장면 또는 뽕       □ 수 또는 칼 수

      □ 1주일에 1회  □ 1주일에 2-4회  □ 1주일에 5-6회  □ 매일  □ 한달에 1회  □3달에 1회

    □ 선식          □ 생식

      □ 1주일에 1회  □ 1주일에 2-4회  □ 1주일에 5-6회  □ 매일  □ 한달에 1회  □3달에 1회 

    □ 우유          □ 요 르트

      □ 1주일에 1회  □ 1주일에 2-4회  □ 1주일에 5-6회  □ 매일  □ 한달에 1회  □3달에 1회

    □ 과자류      □ 사탕  초콜릿류    □ 주스     □ 과일      □ 음료수     □ 식혜    □ 수정과

      □ 1주일에 1회  □ 1주일에 2-4회  □ 1주일에 5-6회  □ 매일  □ 한달에 1회  □3달에 1회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심으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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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hypertensive patients with

metabolic syndrome

Ok, Jong Su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hypertensive patients with metabolic syndrome to help them develop the ability

to manage their disease including to carry out lifestyle modification. The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in this study was develop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based on Falk-Rafael (2001)'s model of empowered caring and content

development for professionals and patients based on the verification of the validity

of program. The self-care capacity-building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covers a 24 week period, a time period in which changes in physiological

indicators can be effectively measured and that is appropriate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program. The contents of the program included exercise, physical

activity, and eating habits among lifestyle modifications and promotion of

medication adherence focused on maintenance of implementation.

The methods for the program were individual and small group teaching, leaflets

mailings, provision of booklets, telephone counselling, minipocket self-written

memos, minipocket for monitoring and counselling once a month for 24 weeks.

The program effectiveness evaluation was conducted with hypertensive patients

with metabolic syndrome who were admitted to one university hospita in

Gyeonggi Province. This study was similar to experimental studies which have

used non-equivalency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s. Patients who agreed

to study participation were selected primarily from medical records that in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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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ient met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study. Participants who visited Monday

and Tuesday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patients who visited

Wednesday and Friday were assigned to the control group. Seven conference

program over 24 weeks were provided as the experimental treatment from March

2 to November 23, 2015.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nd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self-care behavior such

as physical activity, eating habits, medication adherence, self-care capacity,

nurse-patient interaction as well as physiological indexes such as physical and

blood tests were measured at pre-survey, 3 months and 6 months. Especially,

blood tests were evaluated at 3 and 6 month.

For research analysis,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were used for

quantitative data. Independent t-test was done to verify the homogeneity of the

participants. After adjusting for gender and patients type, Linear mixed model,

GEE cumulative logit model and Regression model were used with SAS 9.0.0

program.

Evaluation of the effect of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was done for

the hypotheses. Hypothesis 1. The experimental group who received the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will have enhanced self-care behavior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Hypothesis 2. The experimental group who received the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will have higher self-care capabilities scores than the

control group, Hypotehsis 3. The experimental group who received the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will have higher nurse-patient interaction scores than

the control, Hypothesis 4. The experimental group who received the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will have an improved physiological index compared to

the control was not adopted.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among lifestyle

modifications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t 3 months but decreased at 6

month. Medication adherence was 1.056 times higher at 3 months and 1.566 times

higher at 6 months indicating that the treatment had been retained.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a need to identify factors that resulted in

reduced physical activity at 6 months and to develop methods and implement them

to sustain continued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 to increase medication

adherence are also needed.

Keywords: metabolic syndrome, hypertension, self-care capacit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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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hypertensive patients with metabolic syndrome

Introduction

Cardiovascular disease is the leading cause of death worldwid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1). It has been reported that each year in the United

States, one in three people dies from cardiovascular disease (Go et al., 2014). In

Korea, due to a steady increase in the incidence of cardiovascular disease,

mortality from chronic heart disease is reported to have increased by

approximately 42.4% from 36.9 people in 2002 to 52.5 people in 2012 (Statistics

Korea, 2012b). Modifiable lifestyle factors are the major causes of cardiovascular

disease; these include smoking, improper diet, insufficient physical activity,

excessive alcohol intake, and stress (Batacan et al., 2015). Lifestyle risk factors

have been reported to actuall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ardiovascular disease

(Mozaffarian, Wilson, & Kannel, 2008) and lifestyle modification therapy can

decrease cardiovascular disease-related deaths by about 20% to 40% (Yoon et al.,

2014). It has been reported in several studies that lifestyle improvement therapy

has the greatest effect hypertension and metabolic syndrome(Artinian et al, 2010;

Jeong et al., 2006; Kim, 2012a; Kim, 2013a; Lee, 2009; Lee, 2010; Lynch, Liebman,

Ventrelle, Avery, & Richardson, 2014; Oh et al., 2010).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in Korea increased approximately 2.7%, from 24.6% in 2007 to 27.3%

in 2013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a). Moreover,

assessing the degree of hypertension management, the rate of unawareness was

34.7%, and the rate of non-treatment was 38.5% in 2013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b). The rate of therapy maintenance went

from 23.4%(Lee, 2006) to 62.0%(Sung & Lee, 2008)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and 62% of Korea hypertension patients did not maintain lifestyle

modifications(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for hypertensive patients to maintain a normal blood pressure

level because the higher the blood pressure, the greater the risk for cardiovascular

disease (Kjeldsen, Naditch-Brule, Perlini, Zidek, & Farsang, 2008). Thus,

maintaining proper blood pressure is critical for managing other lifestyle risk

factors for increasing treatment retention.

According to results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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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Lim et al., 2011),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increased 24.9%

from 1998 to 2007. The prevalence of diabetes mellitus related to metabolic

syndrome increased from 8.0% in 2001 to 9.0% in 2012 and the prevalence of

hyperlipidemia increased from 8.0% in 2011 to 9.0% in 2012 (Statistics Korea,

2012a). Metabolic syndrome is identified when an individual has three out the five

following conditions: abdominal obesity, elevated blood pressure, elevated blood

sugar if an individual is diabetic or under treatment, high triglycerides, and low

high-density cholesterol (Alberti et al., 2009). Metabolic syndrome is related to the

prevalence of diabetes mellitus and the risk of death due to cardiovascular

disease(Jung et al., 2002; Kaur, 201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Yonsei

University, 2006). In patients with hypertension, metabolic syndrome is a higher

risk factor than a single chronic disease. Hypertension occurring in metabolic

syndrome is reported to be three to six times higher than that in the general

population(Kjeldsen et al., 2008). Therefore, for these subjects, it is critical that the

risk factors for cardiovascular disease be reduced through lifestyle management.

Futhermore, in their new international health policy, the WHO (2002) emphasized

improving lifestyle habits to reduce physical inactivity and an unhealthy diet as

preventive measures for cardiovascular disease.

To maintain lifestyle modification, the subjects themselves need to be aware of

their disease. This empowerment for self-care capacity is necessary so that the

subjects participate in wellness activities and continue to comply with therapies.

Healthcare providers and nurse are required to support these individuals and serve

as educators. Many studies report on intervention and self-care lifestyle

modification with hypertensive and metabolic syndrome patients(Bosworth et al.,

2009; Choo, & Kim, 2011; Hyun, 2009; Kang, Kang, & Jeong, 2014; Oh et al.,

2010).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communities in health centers

and health clinics, health examination centers, and in workplace(Bosworth et al.,

2011; Fukumoto et al., 2011; Gi, & Kim, 2012; Kim, 2013a; Nanri et al., 2012; Oh

et al., 2010; Zhang, 2011) interventions with durations ranging from 4 weeks to 24

months(Bosworth et al., 2009; Gi, & Park, 2012; Jeong et al., 2006; Kang, 2014;

Kim et al., 2014; Zhang, 2011). These studies included a variety of interventions

such as exercise, physical activity, eating habits, alcohol and smoking cessation,

stress management, and weight control (Bosworth et al., 2011 Jeong et al., 2006;

Kang et al., 2014; Lee, 2010; Park, 2014; Zhang, 2011), and intervention methods



- 123 -

such as personal education, group education, telephone counseling, health

examination, and self-recording(Fukumoto et al., 2011; Kim, 2013a; Kim et al.,

2014; Oh et al., 2010; Park, 2014).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evaluate clinical program programs to strengthen their self-care capacity while

improving the lifestyles of patients with hypertension and metabolic syndrome.

Purpose of the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ogram to provide patients with the

ability to manage their disease with lifestyle modification as well 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Methodology

The present study consists of the second in verifying the effect of the first

phase of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for self-care capacity building for

hypertension patients with metabolic syndrome.

1. Study design

In this study, in which a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hypertensive

patients with metabolic syndrome is developed and evaluated, an inequality control

group is applied pre- and post-experiment.

2. Research proceedings

1) Development of the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1) Literature review

In order to drive the details and search for material on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s from 2006 to 2014, a data search was conducted on domestic

papers using the keywords “hypertension” and “self.” Through a refinement of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these, 17 pieces of material were

found, 16 pieces by 35 Korean journal article searches were examined to double

shift 5 papers. In addition, using “metabolic syndrome and arbitration” in a

keyword search resulted in dissertation thesis of 66 pieces, 32 pieces from a total

of 98 domestic journal articles were reviewed 5 pieces search papers. In the case

of foreign materials through PUBMED, when “nursing intervention for self-care”

and “self-management with hypertension” were searched, a total of 64 papers

were reviewed 5 papers related to hypertension were retrieved. In addition,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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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intervention with metabolic syndrome” was searched, a total of 62

papers were reviewed and 7 papers related to metabolic syndrome and 2 papers

related to metabolic syndrome with hypertension were retrieved. Finally, a total of

24 papers were reviewed. Because this study targets hypertension and metabolic

syndrome, patients who had pre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were obese, or

were undergoing menopause were excluded. In addition, a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self-care or self-care behavior, simple exercise programs,

weight loss programs, or dietary education programs were excluded.

(2) Content validity of the developed program

Validation of the content configuration of the developed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was conducted using both patients and professionals. The

validity of the information was verified by experts: three cardiologists, three

nurses, and three nurse professors with experience in the treatment of

hypertension and metabolic syndrome. If a question received 80% in three or more

points, it was selected for inclusion in the program content(Lynn, 1986). Content

validity was user verified by targeting three patients not involved in the study

who were under treatment for hypertension for metabolic syndrome in the

cardiovascular center at the University Hospital in Gyeonggi-do. Explanation of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the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was given

to patients and to verify the content of the program and mini pocket.

2) Program Evaluation

(1) Participants

This study was aimed at patients with metabolic syndrome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who had been admitted to the University Hospital in Gyeonggi-do.

According to the G-power program 3.1.2 by Cohen (1992), the number of people in

the sample totaled 64; to determine a sample size using repeated measured

ANOVA with a level of significance of 0.05, 0.80 power of the test, and an effect

size of .40 (medium effect size) is needed. To minimize the diffusion effect, we

selected experimental group outpatients from those who visited the cardiovascular

center on Mondays and Tuesdays and the control group was selected among

outpatients who visited the cardiovascular center on Wednesdays and Fridays,

considering the established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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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ion

① Age ≥ 19years

② SBP ≥140mmHg or DBP ≥90mmHg and taking antihypertensive medication

with essential hypertension

③ Three or more of these components

∙ BP≥130/85mmHg or taking antihypertensive medication

∙ TG ≥150mg/mL

∙ AC: male ≥90cm, female ≥80cm

∙ FBS ≥100mg/dl or taking oral hypoglycemia agents

∙ HDL: male ≤40mg/dl, female ≤50mg/dl

Exclusion

① Secondary hypertension

② Having complication: Stroke, PCI, CABG, valve OP, PAD(stent insertion and

symptom of claudification), CHF, HD or PD due to CKD

③ pregnancy

④ Taking medication of omega 3 of fibrate

(2) Experimental treatment

In the developed program, we met with patients with hypertension with

metabolic syndrome a total of seven times, once a month for 24 weeks. With

regard to program content and method according to period-specific intervention,

we provided education about hypertension and metabolic syndrome through small

group training using educational materials at study registration.

In addition, information regarding a low-salt, low-fat, low-carb diet, 7515

circulation exercise, walking, increasing physical activity after a meal, self-measure

of blood pressure, and medication adherence was provided to each subject

individually. At this time, patients were given a mini pocket and trained on

self-recording methods. For the first 4 weeks, leaflets containing precautions

related to blood pressure self-measurement procedures and medication use were

sent out and at 16 weeks, we sent out a leaflet containing simple cooking

methods, exercises, and physical activities in order to maintain self-care behaviors.

For 8 weeks and 20 weeks, we conducted counseling over the telephone as well

as question and answer sessions about the educational content. The practices of

blood pressure measurement, going for one walk a day, moving after a meal, 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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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tion exercises, and following a low-salt, low-fat, low-carb diet were

confirmed to be at a practical level of quality and patients were reminded to

continue using the mini pocket for self-recording. Using this telephone counseling

method, we were able to continue the provision of education about the importance

of hospital visits and inform the patients of dates for their next outpatient visits.

At 12 weeks and at 24 weeks, patients visited the hospital and the practices of

blood pressure measurement, going for one walk a day, moving after a meal, 7515

circulation exercises, following a low-salt, low-fat, low-carb diet were confirmed

to be at a practical level of quality using the mini pocket self-recordings and

individual counseling.

(3) Instruments

① Self-care behavior

Self-care behavior was measured by assessing physical activity, eating habits,

and medication adherence.

⦁Physical Activity

To measure physical activity, we used Craig et al.’s (2003) International

Activity Questionnaire-Short Form. This instrument has 7 items related to

the physical activity the subject has undertaken in the past week. The unit

“MET” stands for “metabolic equivalent of task.” Vigorous physical activity

is represented by 8 METs, moderate physical activity is represented by 4

METs, a walk is 3.3 METs, and being sedentary is indicated by 1 MET.

The result of MET-minutes per week was used as a measure.

The instrument criterion validity was 80%.

⦁Eating Habits

To measure eating habits, we used Sallis’s (1996) Eating Habits Confidence

Survey. The contents of this tool in Korean translation and two nursing

professors consultation to modify the tool. This tool uses a five-point Likert

scale and consists of a total of 20 questions covering four subscale. The four

subscales are sticking to the program, reducing calories, reducing salt, and

reducing fat; each subscale contains five questions. In the present study,

three subscale with 15 questions related to low-calorie, low-salt, and low-fat

foods were used. “Not at all” is represented by 1 point and “Always” is

represented by 5 points; and low-calorie, low-salt, low-fat scores for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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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 range from 5 to 25 points. A total score ranging from 15 to 75

points is considered to indicate adherence to a low-calorie, low-salt, low-fat

diet. In a study by Decker and Dennis (2013), Cronbach's ɑ = .83;

in the present study, Cronbach's ɑ = .62.

⦁Medication Adherence

To measure medication adherence, we used Lee et al.’s (2013) 8-item

Morisky Medication Adherence Scale (Morisky, Green, & Levine, 1986).

Seven items are measured using Yes as one point and No as zero points.

The eighth question is a 5-point Likert scale with zero as one, one as 0.25,

two as 0.75, three as 0.75, and four is calculated to be zero. The total score

has a range of 0 to 8 points and it is divided into low adherence (score<6),

medium adherence (6≤score<8), and high adherence (score≥8). In a study

by Lee et al. (2013c), Cronbach's ɑ = .83 and sensitivity and specificity were

93% and 53%, respectively. In the present study, Cronbach's ɑ = .67.

② Nurse-patient interaction

To measure nurse-patient interaction, we used Haugan et al.’s (2013)

Nurse-patient Interaction Scale. This tool contents translated into Korean and

modifying the tool by two nursing professors. This tool includes a total of 14

questions, including one reverse coded item. It is based on a 10-point Likert

scale with a higher score indicating higher satisfaction. At the time of tool

development, Cronbach's ɑ = .91 and the composite reliability was 0.82.

In this study, Cronbach's ɑ = .91.

③ Self-care capacity

To measure self-care capacity, we used Sousa et al.’s (2010) Appraisal of

Self-care Agency Scale-Revised (ASAS-R) translated by Kim (2012b). The

tool consists of 15 items, including four reverse coded items. “Not at all” is

indicated as 1 point, and “Strongly agree” by 5 points. The range is from 15 to

75 points and a higher score means that the self-care capacity is high. At the

time of tool development, Cronbach's ɑ = .90; in this study, Cronbach's ɑ=.79.

④ Physiological index

⦁Blood pressure and pulse

Blood pressure is a measurement of the pressure that is exerted on the walls

of the blood vessels with each heart beat; it includes systolic and diastolic

values(Lee, 2002). In this study, a blood pressure monitor (HM-907,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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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used to measure blood pressure. Before measurement, patients were

required to rest for 10 minutes. Then, the appropriate cuff size was selected

and measurements were taken 3 times every 2 minutes.

⦁Height, weight, and body mass index (BMI)

Height and weight values were measured using a measuring machine

(Jenix DS-103, Korea). Body mass index (BMI) is the most widely used

measure of obesity for adults. To obtain BMI, the individual’s weight (kg) is

divided by the square of his height (m) (Sigma Theta Tau Lambda, 2003).

⦁Abdominal circumference

Abdominal circumference is measured at the top part of the iliac crest and

the lowermost part of the rib around the mid-point (WHO, 2000). In this

study, a tape measure(MK-316 taylor, Korea) was used to measure the

subjects’ abdominal circumferences.

⦁Fasting blood glucose and cholesterol levels

Fasting blood glucose and cholesterol levels were monitored through blood

tests. The level of noraml range is fasting blood suger(FBS) 70-110mg/dL,

total cholesterol(TC) 120-220mg/dL, triglyceride(TG) 40-194mg/dL, high

density cholesterol(HDL) 40-75mg/dL, low density cholesterol(LDL)

0-130mg/dL.

(4) Data collection and process

The data collection period for the study was from March 2 to November 23,

2015.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Clinical Research Ethics Committee (IRB)

of the research institution with regard to the ethical aspects of the study (IRB No.

2014-313). Data collection was done in conjunction with the operating program

after the patients were selected primarily through medical records using the

study’s previously established target criteria. Patients were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Participants were enrolled in the study after

listening to an explanation about it and after providing written consent. The

consent form described in detail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procedures to be

used, the risks and benefits of the research, anonymity, voluntary participation,

and withdrawal options.

In the experimental group, height, weight, waist circumference, blood pressure,

and pulse rate were measured, and blood for fasting glucose, fasting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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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lesterol, triglycerides, high-density and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evel

tests was collected at the study registration. In addition, self-care behavior, nurse

–patient interaction, and self-care capacity were assessed through the

questionnaire and intervention was initiated. Three months after initiation of the

intervention, height, weight, waist circumference, blood pressure and pulse rate,

self-care behavior, nurse–patient interaction, and self-care capacity were again

assessed through the questionnaire. Six months after the intervention, height,

weight, waist circumference, blood pressure and pulse rate, fasting blood glucose,

fasting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s, and high-density and low-density lipoprotein

levels were again measured. In addition, self-care behavior, nurse–patient

interaction, and self-care capacity were assessed using the questionnaire. In the

control group, height, weight, waist circumference, blood pressure, and pulse rate

were measured, and blood for fasting glucose, fasting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s, and high-density and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ests was

collected at the study registration. In addition, self-care behavior, nurse–patient

interaction, and self-care capacity were assessed using the questionnaire. After

three months, height, weight, waist circumference, and blood pressure and pulse

rate were measured, and self-care behavior, nurse–patient interaction, and

self-care capacity were again assessed using the questionnaire. At six months,

height, weight, waist circumference, blood pressure, pulse rate, fasting blood

glucose, fasting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s, and high-density and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evels were measured. In addition, self-care behavior, nurse

–patient interaction, and self-care capacity were assessed through the

questionnaire.

(5) Statistical analysis

Date was analyzed using the SAS version program.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real

numbers, percentag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2) The equivalence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ere analyzed using

the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and Independent t-test.

3) After adjusting for gender and type of patient, the hypothesis was subjected

to a Linear Mixed Model, GEE Cumulative logit Model, Regression Model.

*Specific formular used in statistics i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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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pr(Yij≦c) 〓β0+β1(groupi)+β2(timej)+β3(groupi x timej)+β4(M1-group)

+β5(sex)+β6(pt)1-pr(Yij≦c)

<Linear Mixed Model>-Unstructured type

Yij= β_0+β_1 group+β_2 time+β_3 group*time+β_4 (yi0)+β_5 sex+β_6 PT+ε_ij

<GEE Cumulative logit Model>

<Regression Model>

Di=Yi2-Yio

Di =β0+β1(group)+β2(sex)+β3(pt)+β4(baseline value)+εi

Results

1. The development of the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1)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1) Subject, place, time, and frequency in previous studies

Research revealed 12 studies on programs for patients with metabolic syndrome,

10 studies on programs for hypertensive patients, and 2 studies on programs for

hypertensive patients with metabolic syndrome. Therefore, there were fewer

studies on hypertensive patients with metabolic syndrome than there were studies

performed on patients with single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or metabolic

syndrome. Research revealed studies on 11 programs provided at public health

clinics and health centers, 5 programs provided by hospitals, 4 programs that

operated out of health screening centers, 1 workplace program, and 1 program in a

nursing home. Therefore, most studies were conducted at health centers and

health clinics rather than at hospitals. Program durations varied from 4 weeks to

24 months. There were 8 studies for 24-week programs, 6 studies for 8-week

programs, 5 studies for 12-week programs, 1 study for a 6-week program, and 1

study for a 4-week program. Therefore, most studies were on 24-week programs.

Program frequency also varied from three times a week, to weekly, monthly, and

bi-monthly. There were 4 studies on weekly programs lasting less than 12 weeks,

5 studies on weekly programs lasting 12 weeks, and 3 studies on monthly

programs lasting more than 24 weeks. Therefore, most studies were conducted on

weekly programs running for fewer than 12 weeks and on monthly programs

running for more than 24 weeks.

(2) Program methods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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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methods include individual training, group training, individual

counseling, telephone counseling, health screenings, brochures or handbooks,

leaflets, discussions, and self-recording. Sixteen studies described group training,

14 studies used individual counseling, 14 studies used self-recording, 9 studies

used individual training, and 9 studies used telephone counseling. However, not

one study described only one method and most studies used more than two

methods of program delivery. Most programs use self-recording. One study(Lee,

2010) used all eight methods (individual training, group training, individual

counseling, telephone counseling, health screenings, brochures or handbooks,

leaflets, and self-recording).

(3) Program contents in previous studies

Previous program content consisted of exercise or physical activity, diet,

abstinence or sobriety, smoking cessation, stress management, medication

adherence, and weight loss programs. There were 22 studies on diet habits, 21

studies on exercise or physical activity, 10 studies on abstinence or sobriety, 9

studies on smoking cessation, 7 studies on stress management, 7 studies on

medication adherence, and 5 studies on weight loss. Therefore, most studies were

on eating habits, abstinence or sobriety, and exercise or physical activity, and

some provided two or more contents.

(4) Program effects in previous studies

Program effects were measured using physical indexes, blood examinations, and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There were 21 studies using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12 studies using abdominal circumference, and 11 studies

using BMI. There were 15 studies using triglyceride and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11 studies using fasting blood glucose, 6 studies using total cholesterol,

5 studies using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nd 5 studies using HbA1c.

There were 8 studies using self-care behaviors, 7 studies using self-efficacy, 3

studies using self-control, 3 studies using quality of life, and 4 studies using

knowledge. Four studies used eating habits, 3 studies used physical activity, 2

studies used exercise, 2 studies used weight control, and 2 studies used

medication adherence. Therefore,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triglycerides,

high-density and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self-car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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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fficacy, and knowledge were the effects most often used in studies. In

previous studies, the program effectiveness varied depending on the measuring

points and the study program. In the current study, the physiological indicators

used were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pulse, weight, abdominal

circumference, BMI, fasting glucos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s, and low-density

and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evels. Physical activity, eating habits, and

medication adherence were measured to assess self-care behavior and self-care

capacity, nurse–patient interactions were also measured.

2)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1) Construction of self-care building program

Most previous studies focused on single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or

metabolic syndrome and two of the studies reviewed highlighted patients having

hypertension with metabolic syndrome. In the present study, the subjects of the

program had a composite chronic disease— hypertension with metabolic syndrome.

Most of programs in previous studies were conducted in communities, such as at

health centers or health clinics, work places, and health screening centers. Program

durations varied from 4 weeks to 24 months and it was determined that a

program duration of at least 24 weeks was needed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 on physiological indicators (fasting glucos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s,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nd high-density

lipoprotein). Program frequency varied from 3 times a week, to weekly, monthly,

and bi-monthly. In this study, the program ran seven times—once a month over

the course of a 24-week program— making it at least three times more effective.

The program methods described in previous studies included individual training,

group training, individual counseling, telephone counseling, health screenings,

brochures or handbooks, leaflets, discussions, and self-recording. Our study

comprised a variety of program methods: individual training, small group training,

telephone counseling, booklets, leaflet mailings, and mini pocket self-recording.

Mini pocket monitoring and individual counseling were included to help improve

the subject’s self-care capacity and to increasing the subject’s knowledge,

awareness, skill, and active participation.

Program contents from previous studies included exercise or physical activity,

diet habits, abstinence or sobriety, smoking cessation, stres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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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tion adherence, and weight loss. However, in the present study, program

contents consisted of lifestyle modifications such as exercise, physical activity,

eating habits, and medication adherence to promote maximum self-care capacity.

Physical activity is recommended, so the practice was configured to eliminate

sedentary behavior after meals and to make subjects aware of the benefit of

walking through the use of a pedometer. The practice of aerobic and anaerobic

exercise was generated through the use of the 7515 circulation exercises.

Adherence to a low-calorie, low salt, low-fat diet was encouraged to inform

subjects about the type and amount of food consumed. Subjects were educated on

the significance of medication adherence.

(2) Results of the content validity of the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① Content validity of the expert group results

Three cardiologists, three nurses, and three nursing professors with experience

in the treatment of hypertension and metabolic syndrome patients proved the

validity of the content structure of the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In the

development of the program content regarding subjects’ understanding of

hypertension and metabolic syndrome, we tried to use the WHO criteria However,

these criteria included the use of microalbuminuria levels and hip circumference,

which might have been considered invasion of the patient's privacy. Therefore,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NCEP) ATP III criteria were presented in

this study. This program proposes a range of targets for blood pressure, as well

as criteria for low blood pressure and pulse pressure. It also proposes self-blood

pressure measurements and cautions for blood pressure, unsaturated fat content in

the diet, saturated fat and trans fat, as these term can be difficult for patients to

understand. The 7515 circulation exercise program content was modified, reducing

it to 3 to 4 stretching exercises and providing detailed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repetitions and how many times per day the exercises should be performed.

Medication adherence content added precautions and side effects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diabetes, and hyperlipidemia medication. Finally, the training

materials gave a person is interested in the structure view and the need to

configure and easy to get invited to represent the information in the more short

term fix, through training materials, mini pockets, and leaflets. In addition, we

added a brief introduction about the purpose and scope of education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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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ning of the training materials and inserts. Subjects were reminded that if

they were unsure of anything, they could refer to the leaflets, ask the researcher

questions at any time, or record their questions in their mini pockets for

discussion over the phone or at their appointments.

② Content validity of the user group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scribe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self-care capacity

building to develop the content and validity of the program. User groups feedback

was obtained through surveys about the contents of the program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by analyzing their mini pocket comments. The

program received a good rating for dietary carbohydrate content, and then B

grades were expressed regarding the fact that the recommended carbohydrate

intake was modified according to opinions found in relevant information, ; such

inconsistent information can confuse the patient. Also, providing detailed

information on the number and time of day about 7515 circulation exercise

program.

(3) The final development of the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First, the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was constructed to offer

understanding through education on self-care behaviors with regard to

hypertension and metabolic syndrome. This education was meant to be delivered

within a period of about 15 minutes to small groups at the study registration

point. In addition, the information on self-care behavior was configured to provide

individual 10-minute practice sessions. Self-care behavior leaflets were mailed out

at 4 weeks and 16 weeks into the program, and for treatment maintenance, 10- to

20-minute telephone counseling sessions were provided at weeks 8 and 20. Daily

records of self-care behavior practices were maintained by the subjects through

mini pocket monitoring and individual consultations were constructed to provide

15-minute sessions at weeks 12 and 24.

2. Evaluation of the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1) Verification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ere noted. These characteristics

included age, sex, marital status, living arrangements, education,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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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status, patient type, hypertension duration, blood pressure retention,

supplement type, and number.

In terms of sex in the experimental group, 51.7% of the subjects were women.

In the control group, 66.7% of the subjects were male, and 33.3% of the subjects

were female. Although percentage of men in control group was hig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identified between the groups(p=.192). In the

experimental group, 82.8% of the subjects were married, and 90.0% of the subjects

were married in the control group. Though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both

groups in terms of marital status, this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217). Approximately 51.7% of the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a

college education or some other form of higher education. In the control group,

63.3% received a college education or another form of higher educatio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present between both groups(t=.816,

p=.367). In terms of an income of more than 3million won per month, 69.0% of the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this level of income. This percent was

56.7% in the control group. Though it was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t=.958, p=.328),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The type of patient was defined in terms of the number of initial

visits and follow-up visits.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percent of initial-visit

patients was 65.5%, while the ratio of follow-up patients was 53.3% in the control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p=.192). The average duration of hypertension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58.47±95.13months. In the control group, the duration of hypertension was

79.52±97.42months. Although a longer duration period was identified in the control

group,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identified between the

groups(t=.840, p=.405). The rate of measuring blood pressure 55.2% in experimental

group and 63.3% in control group.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identified between the groups(t=.407, p=.523).

As a result, although the portion of men and follow-up patient type was higher

in the control group compar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identified between both group. The equivalence between both

groups was verified with the use of homogeneous characteristics.

2) Verification of homogeneit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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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pendent variable pre-test

(1) Homogeneous characteristics of self-care capacity, self-care behavior, and

nurse-patient interactions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o measure self-care behavior, this study considered the degree to which the

patients were physically active. In addition, their eating habits and levels of

medication adherence were evaluated. Total physical activity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represented by 6922.41±5140.78 Metabolic Equivalent of Task(METs),

which was higher than the total physical activity in the control group

(5629.62±2986.06 METs). However, thi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1.02,

p=.311). The levels of vigorous and moderate physical activity among pati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represented by 744.83±1289.98METs and 2593.66±

3657.67METs, respectively. The level of vigorous physical activity in control group

was denoted by 530.67±1097.20METs. Moderate physical activity in the control

group was represented by 1198.67±1431.79ME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found between the groups (vigorous t=-.69, p=.494; moderate t

=-1.92, p=.063). Another aspect of physical activity that was measured was

walking. In the experimental group, walking was represented by 1497.96±2320.98

METs. This was higher than the amount that patients in the control group

walked (represented by 1159.95±1228.78METs), though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60, p=.550). Sedentary activity in the control group was

identified by 2740.33±1382.13METs. In the experimental group, sedentary activity

was represented by 1938.62±1154.47METs. The difference in this measuremen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t=2.41, p=.019). Next, the eating habits of the subjects

were evaluated. The total eating habit scores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42.93

±10.17points. This was higher than the measurement that was identified in the

control group (40.70±9.01points). The difference between both groups in terms of

eating habit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89, p=.376). Specifically, score of

low-calorie among total eating habit in the control group was 12.90±3.22points and

12.66±3.61poi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28, p=.784). Another aspect of eating habits that was measured was

the tendency for subjects to consume foods with little fat and salt. The

measurem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16.52±2.57points for law-salt diet

score and 13.76±7.04points for low-fat diet score. These measurements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14.53±4.58 points in terms of law-salt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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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and 13.27±4.25 points regarding low-fat score).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2.06, p=.045; t=-.32, p=.748). The next feature of the

subjects that was measured was medication adherence. Low medication adherence

was identified in the experimental group (34.5% of subjects). In the control group,

the percentage of subjects with low medication adherence was 23.3%. In the

experimental group, 27.6% of subjects displayed medium medication adherence, and

37.9% of subjects showed high medication adherence. The percentages of subjects

with medium and high medication adherence in the control group were 36.7% and

40.4%, respectively. The difference between both groups in terms of medication

adh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 1.03, p=.596).

In nurse-patient interactions, the experimental group was measured by a total

of 107.41±19.20 points. This was similar to the measurement identified in the

control group (111.43±19.82 points), though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79, p=.432). Next, self-care capacity was measured among the

patients in both groups. In the control group, 48.33±7.03 points represented the

level of self-care capacity. In the experimental group, self-care capacity was

indicated by 46.93±7.15 points. The difference in terms of self-care capacity

between both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76, p=.451).

Therefore, between both groups, differences in the measures of self-care behavior,

nurse-patient interactions, and self-care capacit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tistical verification was identified with the use of homogeneous characteristics.

(2) Verifying the homogeneity about pre-test results using physiological indicators

from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The characteristics of physiological indicators included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pulse, weight, abdomen circumference, body mass index (BMI),

fasting glucose levels,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levels, high-density lipoprotein

(HDL) cholesterol, and low-density lipoprotein (LDL) cholesterol levels.

First,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levels were measured. In the control

group, the systolic blood pressure was 130.19±10.81mmHg,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was 78.80±8.95 mmHg. The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levels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129.68±10.10mmHg and 77.82±9.22mmHg, respectively.

The differences in terms of blood pressure between the two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54 p=.594; t=.55, p=.587). The pulse rate in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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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was 75.08±8.95per minute. This rate was smaller than the rate in the

experimental group (77.37±12.45 per minute). This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t=-.72, p=.472). The average weight of the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75.40±15.11kg. This was lower than the measurement for weight in the

control group (79.43±11.82kg), but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t=1.14, p=.257). The measurements for abdomen circumference and BMI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94.24±7.93cm and 28.10±.39, respectively. The

abdomen circumference and BMI measurements in the control group were 95.53±

7.04cm and 28.58±2.78, respectively. The difference in these area between both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 =.66, p=.511; t=.50, p=.620). Then, the

fasting glucose levels were measured.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fasting

glucose level was 113.76±15.69mg/dL. In the control group, the fasting glucose

level was 117.97±25.57mg/dL The difference in fasting glucose levels between the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76, p=.448). The total cholesterol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186.31±36.04mg/dL, while the total cholesterol in the

control group was 172.13±32.42mg/dL. The difference in total cholesterol between

the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t=-1.59, p=.117). Next, the triglyceride

levels in both groups were measured. The triglyceride level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170.31±137.98mg/dL. This was higher than the level identified in the

control group(164.43±79.45mg/dL), but the difference in this area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t=-.20, p=.843). The LDL cholesterol level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113.69±32.84mg/dL. The LDL cholesterol level in the

control group was 99.57±26.26mg/dL. The difference in LDL cholesterol between

the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t=-1.83, p=.073). Regarding HDL

cholesterol levels, the level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48.41±13.48mg/dL. The

HDL cholesterol level in the control group was 46.90±12.03mg/dL. The difference

between the HDL cholesterol levels between both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t=-.46, p=.651). Therefo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identified between the groups. The physiological indicators of homogeneity in the

pre-test for the two groups were homogeneous with the characteristics in the

physiological index.

3) Testing the hypothes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homogeneity was not found betwe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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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However, because the control group consisted of

a higher portion of male subjects and higher rate of follow-up patients compared

to the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gender and patient types were

corrected. Then, the hypotheses were tested.

(1) Hypothesis 1.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a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that was meant to improve the self-care behavior in this group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group.

⦁Sub hypothesis 1-1. The levels of physical activity in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participated in a self-care capacity program did not improv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total physical activity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creased after

three months. The increase in total physical activity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greater than the increase in the control group. However, physical activity in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decreased after six months. The

reduction in physical activity was less pronounc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

linear mixed model was used to identify whether these re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in terms of total physical activity

were not significant (p=.344). However, the changes in tim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6). The variation in time between the group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629). The vigorous physical activity among physical activity increased

in both group after three months but the METs of vigorous physical activity was

greater in the experimental group. After six months, a decrease in vigorous

physical activity was identified in both groups, though this decrease was greater

in the control group.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p=.496). In addition, changing the time did not produc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p=.149). The variation in time between the group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p=.518). The moderate physical activity among physical

activity increased in both group after three months. The growth rate in the

moderate physical activity of the subjects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in

comparison to the growth rate in the control group. After six months, the

moderate physical activity levels decreased in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ough the decline was more pronounced in the experimental group. In

addition,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identified in terms of moderate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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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between the groups (p=.408). However, the change in tim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149). The variation in time between the group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p=.821). At three months, the amount that the subjects

walked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After six months, the

amount of walking performed by the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decreased,

while the amount that the subjects in the control group walked increased.

However, the difference in terms of walking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the two groups (p=.093).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was not

produced by changing the time (p=.980). In addition, the variation in time between

the group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p=.795). In both groups, the level of

sedentary activity increased at three months. After six months, the level of

sedentary activity increased among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decreased among subjects in the control group. These different results were not

significant in group (p=.623). Furthermore, changing the time did not produc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p=.555). The variation in time between the group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a statistical sense(p=.312).

⦁Sub hypothesis 1-2. The levels of eating habit(low in calories, salt, and fat) in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participated in a self-care capacity program did not

improv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eating habits of the experimental group did not improve after three months

or six months. The eating habits of members of the control group improved after

three months but deteriorated after six month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was not identified (p=.152). Altering the time did not produc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p=.344). In addition, the variation in time between

the group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882). After three months, the score

of low-calorie diet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creased, the scores

decreased after six months. These results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p=.766). Altering the time did not produc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p=.314). The variation in time the between group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p=.305). After three months,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decreased the

scores of low salt, while the score of law-salt diet increased in the control

group. After six months, the score of low-salt diet became less pronounced in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detected between the groups (p=-.533). Changing the time was also una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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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p=.402). In addition, the variation in time

between the group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956). The score of low-fat

diet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but increased in the control group after

three months. At six months, the score of low-fat diet decreased in both groups.

As a resul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p=.247). Changing the

time was also unable to produc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p=.957). The

variation in time between the group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a statistical

sense(p=.229).

⦁Sub hypothesis 1-3. The levels of medication adherence in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participated in a self-care capacity program did not improv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rior to intervention, ten individuals 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low

medication adherence, and eight individuals displayed medium medication

adherence. Eleven individuals from the experimental group displayed high

medication adherence. In the control group, 7 individuals exhibited low medication

adherence, 11 individuals presented with medium medication adherence, and 12

individuals presented with high medication adherence. Of the ten individuals from

the experimental group with low medication adherence, six individuals overlapped

with the medium adherence individual, and one individual moved to the high

medication adherence group. After six months, two individuals of the six in the

medium adherence group transitioned to the high medication adherence group.

While, of the seven individuals from the control group with low medication

adherence, one individual overlapped with the medium adherence at three month.

Also, one individual moved to the high medication adherence group individual and

additional one individual moved to high adherence group individual at six month.

As mentioned, eight individuals from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edium

medication adherence. Three individuals from the medium adherence group

transitioned in the low adherence group, and three individuals moved to the high

medication adherence group. After six months, one individual from the low

adherence group moved to the medium medication adherence group. While, in the

control group, only three individuals among eleven individuals with medium

adherence group transitioned in low medication adherence and hree individuals

transitioned in lhigh medication adherence after three months. After six months,

one individual from the middle group moved to the high adhere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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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only 11 individuals were initially classified as having high medication

adherence in the experimental group, 7 individuals in the medium adherence group

transitioned and 2 individuals in the low adherence group transitioned at three

month. At six months, four individuals from the medium adherence group moved

to the high medication adherence group. While, twelve individuals from the control

group showed high medication adherence transitoned in the medium adherence

group at the three month but one individuals from the low adherence group

transitioned in the medium adherence group, and one individuals with high

adherence group moved to the medium medication adherence group at six month.

The results of the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cumulative logit model

were then analyzed. Based on this analysis, after three months, the medication

adherenc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1.056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After six months, the medication adherenc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1.566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However, the

variation in time between the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p=.921,

p=.420).

(2) Hypothesis 2. The levels of self-care capacity in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participated in a self-care capacity program did not improv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self-care capacity scores increased in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after three months and six month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mall

growth rate in self-care capacity scores compared to the rates in the control

group. However,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identified between the groups

(p=.578). Changing the time did not produce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p=.126). In addition, the variation in time between the group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p=.858).

(3) Hypothesis 3. The levels of nurse-patient interactions in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participated in a self-care capacity program did not improv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fter three months, the nurse-patient interaction scores increased in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displayed a greater

growth rate than the growth rate of the control group at three month. After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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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s, the nurse-patient interaction scores continued to increase in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lower growth

rate than the growth rate of the control group at six mon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found between the groups (p=.357). Changing the

time did not produc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p=.351). The variation in time

between the group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a statistical sense(p=.606).

(4) Hypothesis 4. The components of the physiological index in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participated in a self-care capacity program did not improv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Sub hypothesis 4-1. The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pulse, weight,

abdomen circumference, and BMI were not improved in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a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After three months, the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levels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Systolic blood pressure declined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in comparison to the systolic blood

pressure levels in the control group. After six months, diastolic blood pressure

levels decreased in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hereas systolic

blood pressure levels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decreased in the

control group. After three months, the pulses of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decreased, but after the introduction of an intervention at six months, the

pulse decreased in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 particular,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lower growth rate than the growth rate of the

control group. The weight and BMI decreased in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fter three months. However, at six months, body weight and BMI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while both of these measurements were

reduced in the control group. The abdominal circumferences of the subjects in the

intervention group began to decrease after three months but increased in the

control group. At six months, the abdominal circumferences of the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increased, while these values decreased in the control group.

The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levels and puls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p=.232, p=.912, p=.337). Changing the time did not

produc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p=.272, p=.711, p=.083). In addition, the

variation in time between the group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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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21, p=.567). The measurements for weight and BMI were not different

between the groups(p=.536, p=.637). In terms of weight and BMI, changing the

time did not lead t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p=.059, p=.110). However, the

variation in time between the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16, p=.030).

The abdominal circumference measuremen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p=.402). With specific reference to abdominal circumference,

changing the tim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6). The variation in time

between the groups was significantly different(p=.041).

⦁Sub hypothesis 4-2. Th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levels, LDL cholesterol

levels, and fasting glucose levels. The HDL cholesterol levels were not improved in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a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The total cholesterol and LDL cholesterol levels increased after six months in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ompared to the total cholesterol levels

of the control group, these levels were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In

addition, the LDL cholesterol levels were low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fasting blood glucose and triglyceride levels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fter six months. The declines in these levels were less

pronounc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levels in the control group.

The HDL cholesterol levels increased in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fter six months, though the increases in these levels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maller compared to those in the control group. Therefore, the fasting blood

glucose levels, total cholesterol levels, triglyceride levels, HDL cholesterol levels,

and LDL cholesterol level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p=.402, p=.076, p=.132, p=.774, p=.245). These results were identified with the use

of a regression model.

Discussion

1. Development of the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A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which has developed in this study

contrasts with previous studies, which introduce interventions within the

community, such as health centers and health clinics, to target specific disease

(e.g., hypertension or metabolic syndrome). In this study, the program target to

hypertension patient with metabolic syndrome in the hospital. The program

consists of information on physical activity, exercises, and eating habits to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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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modify their lifestyles. The program also focuses on medication adherence

to help patients maintain a healthy blood pressure. The study of Chang et

al.,(2012), Gi, and Park(2012), Jeong et al., (2006) and Zhang(2011) included all

contents such as exercise or physical activity, diet, abstinence or sobriety, smoking

cessation, and stress management but a study by Bosak et al. (2010) examined

only physical activity. Hikmat and Appel (2014) and Kim (2012a) exclusively

examined diet. Each study has different type of exercise and dietary information.

Exercise in the form of walking has been widely studied(Cicero et al., 2009; Gi, &

Park, 2012; Hyun, 2009; Jeong et al., 2006; Kang et al., 2014; Lee, 2009). Physical

activity, studies of Bosworth et al., 2009; Bosak et al., 2010; Bosworth et al., 2011

increased strength as well as studies of Chang et al., 2012; Tonstad et al., 2007

increased time for daily life. In this study, the act of walking, which was not

subject to limitations of place, time, and cost, was recommended as an ideal

physical activity for daily life. The subjects were encouraged to be physically

active after a meal and to complete 7515 aerobic and anaerobic exercises. In the

case of diet, Cicero et al., (2007) provided information on foods that were low in

calories, salt, and fat. The studies completed by Gi and Park (2012), Jeong et al.,

(2006), Kim (2013a), and Tonstad et al.,(2007) discussed low-salt and low-fat

diets. However, to regulate high blood pressure and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metabolic syndrome, diets of low-salt, low-calorie, and low-fat foods are required.

In this study, diets consisting of low-salt, low-calorie, and low-fat foods were

discussed. The studies which focused on hypertension by Bosworth et al., (2011),

Gi and Park (2012), Jeong et al., (2006), Lee (2009), Park et al., (2013), and Zhang

(2011) included information of medication adherence. Also Chang et al., (2012)

study for hypertension with metabolic syndrome as well as the study by Lynch et

al., (2014), which targeted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included contents of

medication adherence. As a result, this study included information of medication

adherence which is necessary to help patients maintain appropriate blood pressure

levels. Many studies used at least two methods, including group training and

individual counseling(Choo, & Kim, 2011; Fukumoto et al., 2011; Gi, & Park, 2012;

Hyun, 2009; Kim, 2012a; Lee, 2010; Lynch et al., 2014; Oh et al., 2010; Park et al.,

2013; Park, 2014). The study by Lee (2010) incorporated individual training, group

training, individual counseling, telephone counseling, brochures, and leaflets. Gi and

Park (2012), Hyun (2009), Kim (2013a), Kang et al., (2014), Lee (2010), Lynch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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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4), Oh et al., (2010), Park (2014) used a self-record methodology. In this

study, to help improve self-care capacity, multiple elements were used, such as

individual training, training with small groups, telephone counselling, informational

booklets, leaflets, and mini-pocket self-recordings. Mini-pocket monitoring and

individual counseling were used to promote the subject's knowledge, awareness,

skills, and active participation. Mini-pocket monitoring and individual consultations

were also included. In program duration, most studies were on 24-week

programs(Bosworth et al., 2011; Jeong et al., 2006; Kim, 2013a; Lee, 2010; Lynch

et al., 2014; Nanri et al., 2012; Oh et al., 2010; Tonstad et al., 2007) which is

needed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 on physiological

indicators. In program frequency, most studies(Fukumoto et al., 2011; Nanri et al.,

2012; Tonstad et al., 2007) were conducted on monthly programs running for more

than 24 weeks. Therefore, this program offered seven session for 24 weeks.

2. Evaluation of the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Hypothesis 1.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a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to improve self-care behavior (physical activity, eating habits, medication

adherence). Total physical activity, vigorous physical activity, and moderate

physical activity increased after three months in both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but decreased at six month. Chang et al. (2012) presented

results that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present study, such as a demonstrated

increase in walking among the subjects after 3month. However, the effects of

intervention programs are thought to decrease after three months. Therefore,

certain measures must be used to maintain the positive effects of these programs.

In this study, the total diet, low-salt and low-fat diet scores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fter three months and continued to decline after six months.

However, if the low-calorie diet scores rose slightly after three months, then these

scores continued to rise after six months. Previous studies on dietary habits

presented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dietary and time-specific information. Lee

(2010) provided a customized diet for 24 weeks, which helped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subjects after 3 months and 6 months. Hikmat and Appel (2014)

discussed the DASH(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diet and not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health of the subjects. The study by Kim (2012a)

provided dietary training for 12 weeks; however, no dietary improvement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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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d after three months. The study conducted by Nanri et al. (2012)

recommended that subjects consume vegetables, fruit, and dairy for 24 weeks,

although no dietary improvements were noted. The findings of these studies

indicate that the collection of dietary data on a mass scale is required to analyze

trends in dietary habits. Seasonal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have received a

great deal of research attention, with a focus on the suggestions of qualified

professionals. Increased attention on the effectiveness of evaluation methods is

required. Medication adherence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much higher when

compared to medical adherence levels in the control group (1.056 times higher).

Once intervention was introduced after a period of six month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medication adherence compared to the medical

adherence levels in the control group (1.566 times higher). Though this study

revealed that medication adherence steadily increased over time, Park et al., (2013)

and Lynch et al., (2014) did not report such changes in medical adherence, even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It is thought to be influenced the positive clinical

results improving self-care capacity to manage their treatment through

nurse-patient relationships.

Hypothesis 2. Self-care capacity was not impro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pplying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The self-care capacity scores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creased after three months and six months. The

self-care capacity scores were improved, especially, the scores are higher in the

control group. The study completed by Jeong et al. (2006), which lasted 24 weeks,

provided similar results, such as an increase in self-regulation. Park et al. (2013)

were able to increase self-control levels in the subjects with the use of an

eight-week program. Alternatively, the 12-week programs outlined by Kim (2012a)

and Park (2014) did not produce significant changes in terms of self-control. In

the present study, a significant increase was identified in the self-care capacity

scores of the control group, it was considered due to the significantly higher

number of follow-up patients in characteristics of control group. Actually,

follow-up patients acquired information related to disease management in a variety

of ways and continually received information through regular hospital visits due to

the disease's duration.

Hypothesis 3.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a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which did not improved nurse-patient interactio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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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patient interaction scores reflected the patients’ satisfaction of their care.

These scores increased in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fter 3

months, though the increase was greater in the experimental group in comparison

to the control group. After six months, the growth rat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less pronounced than the growth rate of the control group. Lee (2009)

identified an intention to reuse hospital services among patients after four weeks,

which was similar to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In this study, satisfaction

was low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sidered

patients feels like a homework activities which patients have to record self-record

of exercise, walk, diet, blood pressure in this program.

Hypothesis 4. The components of the physiological indexes did not omproved in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a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levels were reduced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fter three months. In particular, the systolic blood pressure levels declined

substantially in the experimental group. After six months, the diastolic blood

pressure level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decreased, while

systolic blood pressure levels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decreased in

the control group after six months. The subjects’ pulses were reduced after three

months in the experimental group but appeared to increase in the control group.

After six months, the decline in the subjects’ pulse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eight and BMI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fter three months. After six months,

weight and BMI levels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but decreased in the

control group. The abdominal circumferences of pati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decreased but in the control group increased after three months. After six months,

abdominal circumferences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but decreased in the

control group. The total cholesterol and LDL cholesterol levels increased after six

months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 total cholesterol levels of

those in the experimental groups were higher than the levels in the subjects in

the control group. LDL cholesterol levels were lower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levels in the control group. The HDL cholesterol levels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fter six months, but the increase in width

was less pronounc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is significant difference resulted from the start point and the target. Ac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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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Bosworth et al., (2009), Cicero et al., (2009), Choo and Kim, (2012),

Fukumoto et al., (2011), Gi and Park, (2012), Hikmat and Appel, (2014), Kang et

al., (2012) have different result from the start point. The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levels, pulse rate, and other variables included in this study were

influenced by the emotions of the subjects and the environment. Also, smoking

and caffeine consumption and the intake of participants could influence these

variables. Stable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levels were considered

necessary. The data related to these levels was collected through self-written

reports completed by the subjects. In addition, although indicators such as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and fasting glucose were used in many number of studies,

these could be influenced by participant's diet and fasting status. Therefore, it is

thought to be indicator should be selected to measure effectiveness of program for

future intervention study.

Conclusion

1. Conclusion

This study focuses on patients with hypertension and metabolic syndrome.

These patients are at greater risk for cardiovascular diseases than patients with a

single disease, such as hypertension alone. The study aims to improve treatment

maintenance and to allow for lifestyle modifications. To achieve these aims, a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was developed. In this study, intervention was

provided for 24 weeks because it takes at least six months to evaluate the effect

of an intervention on physiological indicators (such as fasting blood glucos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levels, and LDL and HDL cholesterol levels). The program

consisted of seven meetings that were held once a month. This method was used

because past studies provided monthly program, as well. The program incorporated

a variety of methods, such as individual training, small group training, individual

counseling, and mini-pocket monitoring. In addition, booklets were distributed to

the patients. Other methods that were used in the program included leaflets,

mini-pocket self-records, and telephone counseling. These methods were used to

improve self-care capacity and to enhance the knowledge, awareness, and skills of

the subjects, encouraging the participa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study. The

content of the program can be used for patients with both hypertension and

metabolic syndrome. The program contents incorporate lifestyle modification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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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exercise, physical activity, healthy eating habits, and medication adherence.

Established 4 hypothesis has not been adopted in this study for self-care capacity

building program. However,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levels in the subjects

increased after three months in the intervention group. After six months of

intervention,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levels decreased. The degree of

medication adherence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much higher compared to

medication adherence in the control group (1.056 times higher). After six months

of intervention, the experimental group displayed higher medication adherence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group (1.566 times higher).

2. Suggest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1. The total physical activity, vigorous physical activity, and moderate physical

activity levels increased after three months but decreased after six months.

Therefore, the subjects should be encouraged to remain physically activ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es at six months should be identified to seek methods

that will help the subjects remain physically active.

2. At three months, the medication adherence levels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1.056 times higher compared to the levels in the control group. At six

months, these levels increased to 1.566 times higher than the levels in the control

group. Therefore, continuous intervention is required to improve medication

adherence in patients.

3. Elements of the physiological index, such as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are influenced a subject’s emotions and environment, as well as whether

he or she smokes or consumes caffeine. Methods with which blood pressure (such

as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can be measured at a patient’s home

should be considered.

4. Elements of the physiological index, such as triglyceride levels and fasting

blood glucose, are influenced by a patient’s diet. Though it is used in a number of

studies as an outcome indicator, indicator which could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 more exactly will be need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