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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뇌혈관질환 지식, 예방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오미정1), 장경오2), 김소희3)

Effects of a Cerebrocardiovascular Diseas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on the Knowledge, Preventive Attitude, and Self-Esteem
of Cerebrocardiovascular Disease for the elderly in the elderly
welfare center
Mi-Jung Oh1), Kyung-Oh Chang2), So-Hee Kim3)
요 약
본 연구는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은 위험군인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예방프로그
램을 개발·적용하여 심뇌혈관질환 지식, 예방태도 및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에 의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0월 7일부터 2015
년 11월 25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경상남도 Y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
상으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주 1회, 2시간 총 8회 16시간, 교육하여 그 효과를 통계적으로 동질집
단인 대조군과 비교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뇌혈관증상 지식은 t=-5.375(p<.001)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심혈관증상 지식은 t=-1.579(p=.121)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심뇌혈관 예방적 태도가 t=-6.097(p<.001)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t=-6.904(p<.001)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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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cardiovascular prevention program on the
knowledge, prevention, and self-esteem of cerebrovascular disease in 65-year-old elderly group. This is a
quasi experimental study by nonequivalent control pretest-posttest design.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October 7, 2015 to November 25, 2015. The data collection method was developed for the elderly
using the Y-city Welfare Center program in Gyeongsangnam-do, once a week, 8 times in total 16 hou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21.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the knowledge of cerebrovascular symptom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 = -5.375 (p <.001). But the cardiovascular symptom knowledge was t = -1.579 (p = .12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at t = -6.097 (p <.001). Third, self - esteem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at t = -6.904 (p <.001).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preventive education program and continuous education and
preventive management were needed.
Key words: Cerebrocardiovascular Disease, Education, Knowledge, Preventive Attitude, Self-Esteem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16년 노인
인구 비율은 13.2%이고, 2030년에는 24.5%로 예상되고, 2050년에는 38.1%로 예상되어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평균수명(0세의 기대여명)이 2015년도
를 기준으로 82.1세이고 2050년도에는 87.7세로 추정되어[1] 기대수명이 점차 증가되고 고령화 현
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및 생활양식의 서구화 등으로 심뇌혈관 질환자가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은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장질환 사망률은 52.4%, 뇌혈관질환은 48.2%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통계청에 통계에 따르면
사망원인 2, 3, 4, 10위가 심뇌혈관질환으로 보고되었다[2][3].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2004년부터 체계적으로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을 하여왔다. 만성질환관리법 등 법령 및 제도정비, 주요 질환 감시체계 구축, 심뇌혈관질환연구개
발 투자확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심근경색증, 뇌졸중의 발생, 사망, 장애를 감소시키고, 고혈
압, 당뇨병의 지속적인 치료율 등 관리수준을 향상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사업을 지속하여 왔다[3]. 그러나 심뇌혈관질환은 위험요인 노출로부터 질병발생까지 서서히
진행되고 질병발생 후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비 부담도 큰 질병이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환자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러한 증가현상은 가족부양비와 사회 보장비의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3], 진료비 구성비에서도 비감염성 질환 중 심뇌혈관질환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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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4].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 및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운동부족, 흡
연, 식이습관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개인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행질
환 및 위험요인을 적절한 건강관리를 시행함으로서 질병의 예방, 질병의 빠른 회복, 건강증진 및
조기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5][6]. 특히 중요 원인질병인 고혈압, 당뇨병과 고지혈증은 생활습관에
기인하고 치료의 과정이 복잡하거나 힘들지 않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공통점을 가진 질
병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변화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 가능한 관리방
법을 제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7]. 특히 노인들은 심뇌혈관질환의 고위험군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
해 오랫동안 지녀온 생활습관을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정착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심뇌혈관질
환은 발병하기 전에 위험요인들을 잘 관리하고 제거함으로써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하므로[8] 노인
인구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예방교육을 통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식 및 예방행위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수명의 연
장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믿음과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
기존중감이 이러한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행위를 변화시키고 지속시키
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9]. 그러므로 건강행위의 결정인자인 자기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근로자, 심뇌질환의 고위험군, 택시 혹은 버스 운전자,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뇌혈관예방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10-16] 등이 있었다. 노인인구를 대상으로는 심뇌혈관의
지식정도 및 태도, 건강관심도, 예방적 건강행태 등에 대한 연구[17-19] 등은 있으나 노인인구를 대
상으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효과를 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오랫동안 지녀온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인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교육하여, 교육 전·후 심뇌혈관질
환의 지식정도, 건강예방행위 및 자기존중감의 변화 및 효과를 비교하고, 노인인구의 심뇌혈관질환
에 대한 지식 및 예방태도 증진을 위한 새로운 간호중재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간호실무발
전에 도움을 주고, 종국에는 노인인구의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
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은 위험군인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예방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심뇌혈관질환 지식, 예방태도 및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
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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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가설
가설 1: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하 실험군)이 제공받지 않은 대조
군보다 심뇌혈관 지식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예방태도의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높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방법

2.1.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노-노 지킴이(노인이 노인을 지킨다는 의미) 양성교실 프로그램을 이용하
는 노인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개발·적용한 후, 심뇌혈관질환 지식, 예방적 태도,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에 의한 유사실험연구
이다.

2.1.2 연구대상
본 연구는 Y시 보건소의 보건소장, 질병관리담당계장과 업무담당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먼
저 동의를 구하였으며, 심뇌혈관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종합복지관의 노인대학 학장과 업무
담당자에게 다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Y시 종합복지관의 노
인대학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Y시 종합복지관의 노인대학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 인지기능이 정상이며 질문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
․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
․ 연구목적을 이해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구 대상자의수는 G*Power 3.1.5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두 집단의 평균차이 검정을 위해 양측검정,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적용
한 기존 연구[20]에서 구해진 효과크기 .80을 기준으로 검정력 .80, 유의수준 .05로 계산한 결과 최
소 대상자 수는 총 52명으로 각 집단별 26명 이었다. 그러나 실험군에서는 참석률 저조로 2명이
탈락하였으며, 대조군에서는 설문지 응답 불충분과 참여 중단으로 4명이 탈락하여 최종 연구대상
자는 실험군 26명, 대조군 24명으로 총 5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전체 탈락률은 9.1%이었다.

514

Copyright ⓒ 2017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7, July (2017)

2.1.3 심뇌혈관질환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 연구자 준비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Y대학교 교수 3명으로 2명은 노인간호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간호 연수과정에 참여하였다. 3년 이상의 교수경력과 7년 이상의 임상 혹은 보건공무
원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중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10년 이상의 교수경력과 7년 이상의 간호사 임상경력과 중의사 인턴경력을
가지고 있다.
2)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심뇌혈관사업부분, 사업장의 뇌
혈관질환관리사업, 질병 119 심혈관질환관리 등의 교육메뉴얼, 한의학 교과서 및 선행연구

[10][16][17]에 근거하여 노인인구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식, 증상, 스트레스 관리, 위험요인 인
지 및 그에 따른 대처방법 습득, 예방적 행위와 자아존중감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교육용으로
개발하였다. 심뇌혈관에 대한 지식, 증상, 위험요인 인지 및 그에 따른 대처방법 습득을 위해 고혈
압, 당뇨병,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 응급처치, 뇌졸중과 심혈관질환의 한방간호적 접근, 뇌 및 심장
건강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다. 스트레스관리를 위해 스트레스관리 교육과 더불어 마음
을 안정시키는 명상요법을 매 교육 시작할 때 20분간 실시하였고, 예방행위 실천을 높이기 위해
혈액순환 증진운동과 자가 발마사지 법을 교육하였다.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임상사례
를 설명하고, 피교육자의 경험을 나누는 토론을 실시하고, 질의응답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하고, 교
육자와 피교육자가 함께 명상, 혈액순환증진운동과 자가 발마사지 등을 실시하여 교육과 직접 간
호중재를 함께 실시하였다. 심뇌혈관질환 예방프로그램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선행연구[10,

13]의 중재기간을 근거로 8주 동안 주 1회 실시하고, 직접 중재와 이론교육 시간을 고려하여 회당
2시간씩 총 8회 과정으로 구성하였으며, 회당 주제는 table 1과 같다. 개발된 예방 프로그램은 간
호학과 교수 4인, 한의사 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내용타당도(CVI=.81)를 검증받아 최
종 완성하였다.
3) 프로그램의 적용

본 연구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Y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3인이 8주 동안 주 1회,
하루 2시간 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매회 교육시간과 운동시간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합병증
예방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프로그램이 없는 날에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발마사지법, 혈액순환 증진운동과 식이요법을 하도록 사전 약속을 하게 하였다. 프로그
램에 참여 하는 날에 가정에서 이행하기로 약속한 내용과 약속 내용을 이행을 했는지 언어로 표현
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칭찬하였으며,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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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가 간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 회 자가 간호
실천에 대한 자가 간호 수행일지를 적도록 하여 실천이 잘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였고,
실천이 잘 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여
주고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수료증을
주어 성취감을 느끼고 고혈압 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동기가 부여되도록 격려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준비단계, 본 단계, 마무리 단계의 3단계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1) 준비단계
준비단계에서 노인들의 사회성, 집중력 그리고 서로 간의 친화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인사나누기, 박수치기, 이름 부르기, 프로그램 참여 중 각자 이행하였던 내용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은 날에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 나누기, 프로그램 참여
중에 집에서의 이행한 약속과 약속내용에 대한 평가, 이러한 이행을 계속하기 위해 강화하기 순서
로 반복 진행하였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요법을 10분 정도 실시하였다. 명
상요법은 중의사이면서 간호학과 교수인 1인이 이완법과 자기 몸사랑을 중심으로 개발한 것을 사
용하였다. 준비단계의 총 시간은 30∼40분 정도 소요되었다.

(2) 본 단계
본 단계에서는 매주 다양한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여 Y시 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대
강당에서 8주 동안 주 1회, 총 8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유형, 위험요
인, 고혈압, 당뇨, 뇌졸중과 심뇌혈관질환의 자연치유적 접근, 뇌와 심장 건강, 자가 발마사지법 등
과 관련된 강의는 Y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3인이 진행하였다. 교육내용은 Lee[16]의 교육영역별 필
요도 요구조사를 근거하여 임상사례를 포함한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에 대한 질
환교육, 운동교육, 영양교육 등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위험요인은

Park[21]의 건강형태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참조하여 선행
질환, 흡연, 음주, 비만 등에 대한 내용도 각 질환교육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노인들의 자아존중감
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들에게 언어적 설득을 활용하였다. 강의방법은 연구대상자의 나이를 고려
하여 중요 기본내용을 반복 되풀이하고 의문점을 바로바로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응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은 실습하도록 구성하였다. 시간은 50∼60분 정도 소요되었다(Table 1).

(3)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에서는 혈액순환 증진운동으로 마무리하였고, 다음 프로그램 실시 일까지 집에서 수
행할 혈액순환 증진운동, 식이요법 등의 기본 생활습관 개선과 관련된 자가 간호 내용과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주었다. 혈액순환 증진시키고 노인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관리할 수 있는 혈액순환
증진의 운동법을 Y 대학교 중의사이면서 간호학과 교수인 1인이 가르쳤다.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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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않도록 온 몸 스트레칭에서부터 시작하여 저강도의 운동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시
간은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표 1]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육 프로그램 주별 강의 주제
[Table 1] Lesson Subjects of the Cerebro-Cardiovascular Diseas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Sessions
1

2

3

4

5

6

7

8

Time

Subjects

15:00∼15:30

Share greetings with each other, Meditation for peace of mind

15:30∼16:20

Cerebro-cardiovascular disease

16:20∼16:30

Break time

16:30∼17:00

Exercise promotes blood circulation

15:00∼15:30

Share greetings with each other, Meditation for peace of mind

15:30∼16:20

Hypertension

16:20∼16:30

Break time

16:30∼17:00

Exercise promotes blood circulation

15:00∼15:30

Share greetings with each other, Meditation for peace of mind

15:30∼16:20

DM

16:20∼16:30

Break time

16:30∼17:00

Exercise promotes blood circulation

15:00∼15:30

Share greetings with each other, Meditation for peace of mind

15:30∼16:20

Stress management for prevention of cerebro-cardiovascular diseases

16:20∼16:30

Break time

16:30∼17:00

Exercise promotes blood circulation

15:00∼15:30

Share greetings with each other, Meditation for peace of mind

15:30∼16:20

How to deal with emergencies

16:20∼16:30

Break time

16:30∼17:00

Exercise promotes blood circulation

15:00∼15:30

Share greetings with each other, Meditation for peace of mind

15:30∼16:20

Oriental nursing care for cerebro-cardiovascular disease

16:20∼16:30

Break time

16:30∼17:00

Exercise promotes blood circulation

15:00∼15:30

Share greetings with each other, Meditation for peace of mind

15:30∼16:20

Self foot massage1

16:20∼16:30

Break time

16:30∼17:00

Exercise promotes blood circulation

15:00∼15:30

Share greetings with each other, Meditation for peace of mind

15:30∼16:20

Self foot massage 2

16:20∼16:30

Break time

16:30∼17:00

Exercise promotes blood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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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연구도구
1) 심뇌혈관질환의 지식

심뇌혈관질환 지식의 측정 도구는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netion)에서 2009년 발표한 BRFSS(Behavior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Questionnaire)
중 심혈관질환 지식 6문항, 뇌혈관질환 지식 6문항 총 12문항을 Lee[12]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점에서 60점 범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심뇌혈관질환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18]의 연구에서 심혈관진환의 지식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78, 뇌혈관질환의 지식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7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심
혈관질환의 지식도구 신뢰도는 Kuder-Richardson formular(KR-20)=.81이었으며, 뇌혈관질환의 지식
신뢰도는 Kuder-Richardson formular(KR-20)=.90이었다.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적 태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적 태도의 측정도구는 보건복지부와 심뇌혈관질환 관련 8개 학회(대한가정
의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
심장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2007년에 발표한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내용을 Lee[12]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8
점에서 45점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뇌혈관질환 예방적 태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Lee[1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
이었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측정도구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Jon[22]이 변안한 것을 사용
하였다. 긍정적인 문항 5개, 부정적 문항 5개로 총 10문항을 Likert 4점 척도로 10점에서 40점 범
위이며,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85이었고, Jon[2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62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9이었다.
2.1.5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0월 7일부터 2015년 11월 25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경상남도 Y시 보건소의 소장, 질병관리담당 및 업무담당자, 종합복지관 노인대학장,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는 보건소 업무담당자 1명과 연구보조자

3명에게 연구목적, 자료수집 시 주의사항, 대상자와의 의사소통기술 등에 대해 1시간 정도 교육을
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3명이 직접 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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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연구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자나 연구보조원
이 직접 읽어주고 설명해 주면서 작성하여 회수하였다. 사전조사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
성, 심․뇌혈관질환의 지식, 예방적 태도,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후 실험군에게는 8주 동안 심뇌혈
관질환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8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종료 된 시점
에 사후 조사로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심․뇌혈관질환의 지식, 예방적 태도, 자아존중감을 다시 측
정하였다.

2.1.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시작 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연구목적과 프로그램 진행 및 사전, 사후 조사방법과 비밀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
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사전, 사후 조사 및 프로그램 진행 중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프로그램 종료 후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자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고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면 추후 심뇌혈
관질환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7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심혈관증상 인식, 뇌혈관증상 인식, 심뇌혈관 예방적 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χ2-test, Fisher's exact test 및 t-test로 분석하였다.

3) 노인복지관 노-노 혈관지침이 양성교실 프로그램 적용 후 심혈관증상 지식, 뇌혈관증상 지식,
심뇌혈관 예방적 태도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 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4)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Kuder-Richardson formular(KR-20)와 Cronbach’ α값을
산출하였으며 통계적 분석의 유의수준 5%로 검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노인복지관 노-노 혈관지침이 양성교실 프로그램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
질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 나이,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경제수준, 흡연, 음주, 운동, 평균 수면
시간, 규칙적 식사, 현재 건강상태, 현재 질병유무 및 심뇌혈관질환 과거력의 일반적 특성은 두 집
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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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Table 2] Homogeneity Test of Subjects Characteristics
Total (n=48)

Exp. (n=26)

Cont. (n=24)

n (%)

n (%)

n (%)

Male
Female

23(46.0)
27(54.0)

12(24.0)
14(28.0)

66 - 69
70 - 74
75 - 79
Age (year)† 80≤

23(46.0)
21(42.0)
5(10.0)
1( 2.0)

Characteristic

Gender

Categories

Average age

χ2 or t

p

11(22.0)
13(26.0)

.001

.982

10(20.0)
14(28.0)
2( 4.0)
0( 0.0)

13(26.0)
7(14.0)
3( 6.0)
1( 2.0)

3.85

.260

70.00±3.91

With spouse
Without spouse

39(76.5)
11(21.6)

21(542.0)
5(10.0)

18(36.0)
6(12.0)

0.24

.623

Religion†

Buddhism
Christianity
Catholicism
no
etc.

28(56.0)
7(14.0)
6(12.0)
8(16.0)
1(2.0)

17(34.0)
3( 6.0)
1( 2.0)
4( 8.0)
1( 2.0)

11(22.0)
4( 8.0)
5(10.0)
4( 8.0)
0( 0.0)

5.02

.291

Education
level†

Non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 2.0)
7(14.0)
15(30.0)
15(30.0)
12(24.0)

0( 0.0)
3( 6.0)
12(24.0)
5(10.0)
6(12.0)

1( 2.0)
4( 8.0)
3( 6.0)
10(20.0)
0( 0.0)

8.143

.073

χ2 or t

p

Marital state

[표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Table 2] Homogeneity Test of Subjects Characteristics(continued)
Characteristic

Categories

Total (n=48)

Exp. (n=26)

Cont. (n=24)

n (%)

n (%)

n (%)

Economic
level†

High
Middle
Lo

3( 6.0)
33(66.0)
14(28.0)

0(0.0)
16(32.0)
10(20.0)

.( 6.0)
17(34.0)
4( 8.0)

5.53

.063

Smoking†

yes
no

3( 5.9)
47(92.2)

2( 4.0)
24(48.0)

1( 2.0)
23(46.0)

0.28

1.000

Drinking†

every day
sometimes
no

38(76.0)
10(20.0)
2( 4.0)

1( 2.0)
4( 8.0)
21(42.0)

1( 2.0)
6(12.0)
17(34.0)

0.74

.739

Exercise†

almost daily
sometimes

2( 4.0)
21(42.0)

14(28.0)
12(24.0)

13(26.0)
9(18.0)

2.39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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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7(54.0)

0( 0.0)

2( 4.0)

16(32.0)
23(46.0)
9(18.0)
2(4.0)

12(24.0)
9(18.0)
4( 8.0)
1( 2.0)

4( 8.0)
14(28.0)
5(10.0)
1( 2.0)

5.13

.164

37(74.0)
13(26.0)

17(34.0)
9(18.0)

20(40.0)
4( 8.0)

2.09

.148

very healthy
2( 4.0)
relatively healthy
25(50.0)
Current health
moderately healthy 11(22.0)
status†
a little unhealthy
10(20.0)
very unhealthy
2( 4.0)

0( 0.0)
13(26.0)
7(14.0)
4( 8.0)
2( 4.0)

2( 4.0)
12(24.0)
4( 8.0)
6(12.0)
0( 0.0)

5.19

.287

less than 6hrs
Average sleep 6～7hrs
time†
7～8hrs
8～9hrs
Regular meal

regular
irregular

yes
no

29(58.0)
21(42.0)

17(34.0)
9(18.0)

12(24.0)
12(24.0)

1.21

.271

History of
yes
cerebro-cardiov
no
ascular disease

23(46.0)
27(54.0)

12(24.0)
14(28.0)

11(22.0)
13(26.0)

0.01

.982

Current disease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3.2 연구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노인복지관 노-노 혈관지침이 양성교실 프로그램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심혈관증상 인식(t=-0.30,

p=.766), 뇌혈관증상 인식(t=-1.05, p=.300), 심뇌혈관 예방적 태도(t=-1.51, p=.137) 그리고 자아존중
감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3 가설검정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심뇌혈관 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제 1가설을 검정한 결과, 노인복지관 노-노 혈관지침이 양성교실 프로그
램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뇌혈관증상 지식은 t=-5.375(p<.001)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여

예방교육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이

t=-1.579(p=.121)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확인되었다.

심혈관증상

지식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예방태도의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제 2가설을 검정한 결과, 심뇌혈관 예방적 태도가 t=-6.097(p<.001)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예방교육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제

3가설을

검정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t=-6.904(p<.001)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여 예방교육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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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식정도, 예방태도, 자아존중감의 동질성 검정
[Table 3] Homogeneity Test of Outcome Variables
(N=50)
Exp. (n=26)

Cont. (n=24)

M±SD

M±SD

Cardiovascular symptom knowledge

20.50±5.77

Cerebrovascular symptom knowledge

Variables

t

p

21.00±6.07

-0.30

.766

19.23±3.08

20.29±4.05

-1.05

.300

Preventive attitude
(toward cerebro-cardiovascular disease)

32.54±2.63

35.29±8.88

-1.51

.137

Self-esteem

24.65±2.73

25.83±3.21

-1.40

.167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MS=Mean square
[표 4]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식정도, 예방태도, 자아존중감의 점수차이 검정
[Table 4] Dependent Variables Scor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50)
Variables

Cardiovascular
symptom knowledge

Cerebrovascular
symptom knowledge

Pretest

Posttest

Difference

M±SD

M±SD

M±SD

Exp. (n=26)

20.74±5.86

22.30±5.00

-3.73±7.80

Cont. (n=24)

21.00±6.07

20.21±4.23

0.79±5.18

Exp. (n=26)

19.23±3.08

23.92±6.68

-4.96±7.14

Cont. (n=24)

20.29±4.05

22.04±5.40

-1.75±4.77

Exp. (n=26)

32.54±2.63

39.38±3.09

-6.85±4.56

Cont. (n=24)

35.29±8.88

36.25±6.20

-0.96±6.67

Exp. (n=26)

24.65±2.73

29.73±3.85

-5.08±3.38

Cont. (n=24)

25.83±3.21

28.83±3.46

-3.00±4.74

Group

Preventive attitude

Self-esteem

t

p

-1.579

.121

-5.375

<.001

-4.480

<.001

-6.904

<.00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MS=Mea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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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노-노 지킴이 양성교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
환 예방교육을 개발하여 8주간 적용한 후, 심뇌혈관질환 지식, 예방적 태도,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평균연령은 70.00±3.9세이며, 이 중 75
세 노인도 6명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75세 이상의 노인의 시각과 청각 능력이 인지 및 교육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어 제외를 고려하였으나 복지관 담당자가 복지관 교육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고
있으며 인지 및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포함하였다. 성별은 46%가 남성, 54%가 여성으로
서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대상자의 배우자가 없다고 답한 경우는 21.6%로 답하였는데 이는 식
습관이 불규칙하다고 응답한 26%와 서로 비슷한 응답수준을 보여 배우자의 부재가 생활습관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아진다. 경제적 수준은 ‘하’라고 답변한 경우가 28.0%로 나왔는데 경제적 수준은
노인의 건강관련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23]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담
배는 92.2%가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매일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경우가 76%였으며, 운동
을 하지 않거나 가끔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96%로 나타나 일상생활의 습관이 건강생활습관이 아
님을 알 수 있어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습관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건강생활습관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인구와 예비노인인구에게 건강증진과 관련
된 생활습관 개선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다고 생각된다. 하루 수면시간 6시간 이하가 32%, 6시
간에서 9시간 이하가 68%로 나타났는데, Shin[24]에 의하면 하루 6~8시간 수면하는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고 하였다. 충분한 수면이 건강생활, 신체활동, 건강관련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며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대상자가 수
면시간이 충분한 것은 평소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높고 삶을 활발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현재 건강상태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4%만이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였고 50%
정도의 연구대상자가 비교적 건강하다고 하였는데, Cho[17]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부
정적 건강인식률이 높다고 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지수도 감소하고 건강에 대
한 인식이 낮았다고 하였다.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58%, 과거 심뇌혈관질환을 앓은 경
력이 있는 경우가 46%로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보다 약간 높
거나 낮거나 등으로 노인인구는 현재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17, 24]. 연
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에 대하여 심뇌혈관질환 교육의 예
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변수에 따른 교육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인구를 위한 뇌혈관질환 예방교육프로그램은 노인인구의 뇌혈관질환의 지식을 향상시
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심혈관질환의 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없었으나 사전검사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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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은 대조군보다 지식정도가 낮았으나 교육 후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지식정도가 더 높게 나왔
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노인의 심뇌혈관질환의 프로그램 효과를 본 Ahn과 Kong[20]의 연구
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 외 폐경 중년여성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대상자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련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들이[14, 15]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심뇌혈
관질환 고위험군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본 연구결과에서는 프로그램 직 후 실험
군의 지식수준이 높아졌으나, 수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한 결과에서는 경로당 노인교육프
로그램 참여 여부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없었고, 1년 후 두 군
모두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매일 TV를 보는 것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25]. 이러한
결과는 심뇌혈관질환의 고위험군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심을 가져 어떤 방법으로든 지속적인 교
육중재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인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자극으로 심뇌
혈관질환에 대한 지식을 유지시키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인인구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프로그램은 노인인구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태도
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노인의 심뇌혈관질환의 프로그램 효과를
본 Ahn과 Kong[20]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 외 폐경 중년여성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에서의 예방적 태도의 결과와도 일치를 보였고[14], 또한 근로자
를 대상으로 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대상자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실천행위를 증
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15]고 하였다. Lee[12]의 연구에 의하면 과거 심뇌혈관질환의 유무와 심
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예방실천행위가 높아진다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프로그램이 예방적 태도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Lee[16]의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대상자에 초점을 두고 교육내용을 개발하
여 교육하였고, 교육과 더불어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혈액순환 촉진운동, 발마사지법 등
과 수업 전 명상요법을 통하여 자기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긍정적 자기관리를 향상시켜 대
상자의 태도변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오게 하였고, 수업 전 일주일간의 실천정도를 확인하고
격려하며 개개인의 운동과 마사지를 교정하는 것 등이 효과를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노인인구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프로그램은 노인인구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효
과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심뇌혈관질환 예방프로그램의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분석은 어렵
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는데, 구체적 프로그램
을 보면, 미술치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원예치료, 웃음치료, 음악치료, 운동 및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향상시켜[25]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Lee[26]
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은 자가간호 수행을 잘 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자
아존중감은 개인적 만족 및 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노인의 경우 정신건강요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외부의 힘이나 압력에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 요소를 찾으려 하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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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27]. 그러므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프로그램은 양방 뿐아니라 한방교
육을 포함시켜 대상자의 관심과 흥미를 더 높였으며, 심뇌혈관질환의 증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예방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
으로 확인되어 효과적인 간호중재로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가 일 지역의 노인복지관에 임의표집으로 조사하여 일반화가 어렵고,
교육효과를 관찰이 아닌 설문지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노-노 지킴이 양성교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
환 예방교육을 개발·적용한 후, 심뇌혈관질환 지식, 예방적 태도,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
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에 의한 유사실험연구이다.
본 연구는 Y시 노인복지관 노-노 혈관지침이 양성교실에 참여한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실험군 23
명, 대조군 22명으로 총 4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5년 10월 7일부터 2015년 11
월 25일까지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연구목적에 따라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
차, χ2-test, Fisher's exact test 및 t-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노인복지관 노-노 혈관지침이 양성교실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과 대
조군에서 뇌혈관증상 지식은 t=-5.375(p<.001)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심혈관증상 지식은 t=-1.579(p=.121)로 두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심뇌혈관 예방적 태도가 t=-6.097(p<.001)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여

예방교육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t=-6.904(p<.001)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여 예방교육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프로그램은 노인인구의 뇌혈관질환에 대한 증상, 위험요
인 인식, 응급대처 방법 등 뇌혈관질환의 지식이 증가되었고, 이와 더불어 일상생활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강 예방적 실천행위가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심리적 만족감과 더불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자아존중감을 향상하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을 볼 때 심뇌혈관질환 예방프로그램은 효과
적인 간호중재전략의 하나로 적용할 수 있다고 사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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