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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혈압 진단을 받은 노인들은 여러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

로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약물치료 외에 자

기관리 행위가 중요하다. 그러나 고혈압이 있는 노인들의 자기관리 행위 

수행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효능감은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자신감으로서, 자기관리 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 자아존중감도 자기효능감과 상호작용하여 자기

효능감 증진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기관리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아존중감은 노년기에 여러 노화 변화로 인해 낮아지기 쉬우므로 노인에

서 자기관리 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동사섭 훈련은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행복을 목적으로 

훈련하는 집단상담과 명상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특히 자아존중감을 향

상시키는데 중요한 중재방법이다. 

이 연구는 자기효능 이론에 기반하여 고혈압 노인을 위한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자기관리 행위, 혈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일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중 본태성 고혈압을 

진단받고,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47명을 모집

하였다. 대상자는 실험군에 26명, 대조군에 21명으로 대상자의 참여 가

능한 시간조건에 따라 임의 배정되었고,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유사실험 설계를 이용하였다. 실험군에게는 8주 동안 주 1회 동사섭 

훈련을 적용한 고혈압 자기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자기효능감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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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키기 위해 언어적 설득, 성취경험, 대리경험, 정서적 각성 감소의 4

가지 효능자원을 사용하였다. 대조군에게는 8주 동안 주 1회 일반적인 

고혈압 관련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실험군 20명, 대조군 18명이었다. 설문 

조사와 혈압 측정을 통해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관리 행위 및 혈

압을 중재 시작 전과 8주 후에 측정하였고, 자료 분석은 χ2-test, Fisher’

s exact test, t-test 등으로 분석하였다.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자기효능감(p=.021), 자아존중감(p=.014), 자기관리 행위(p=.034)가 유

의하게 높았고, 수축기 혈압(p=.040)은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이완기 

혈압(p=.400)에서는 두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고혈압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한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자기

관리 행위의 향상, 수축기 혈압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노인에서 자아존

중감은 자기효능감과 함께 자기관리 행위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동

사섭 훈련을 포함하여 자기관리 행위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 프로그램

을 임상에서 중재 전략으로 적용한다면, 고혈압이 있는 노인에서 자기관

리 행위의 향상에 더욱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간호사에 의한 다각적인 

간호중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동사섭 훈련, 고혈압, 노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관리 행위 

학  번 : 2006-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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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2.2%이며, 2030년 

24.3%, 2050년 37.4%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0.9%에서 2050년 7.7%로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3). 이러한 인구노령화에 따라 고혈압 유

병률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7년 24.6%에서 2012년 29.0%로 증가하

여,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남자는 49.3%에서 59.3%로, 여자는 61.8%

에서 68.5%로 증가 하였다(질병관리본부, 2012). 이러한 고혈압 유병률

의 상승과 함께 최근 사망원인을 보면 고혈압성 질환이 10위이며, 인구 

10만명당 10.4명이 고혈압성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통계청, 2013).  

고혈압 대상자가 혈압을 잘 조절하면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평균 이완기 혈압을 2mmHg 낮추면 심혈관계질

환 발생 위험이 6.0%, 뇌졸중과 일과성 허혈증과 같은 뇌혈관계 질환 

발생위험은 15.0%가 감소하는데,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전략으로

는 복약실천 외에, 나트륨 섭취 감소 같은 자기관리 행위가 중요하다

(Cook, Cohen, Hebert, Taylor, & Hennekens, 1995). 특히 JNC8(The 

Eighth Report of the Joint National Committee) 가이드라인에서는 혈압

을 조절하고, 약물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이, 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 등의 자기관리 행위를 강조하였다(James 등, 2014).  

그러나 고혈압 대상자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자기관리 행위 실천율은 

http://www.ncbi.nlm.nih.gov/pubmed?term=Cook%20NR%5BAuthor%5D&cauthor=true&cauthor_uid=7695458
http://www.ncbi.nlm.nih.gov/pubmed?term=Cook%20NR%5BAuthor%5D&cauthor=true&cauthor_uid=7695458
http://www.ncbi.nlm.nih.gov/pubmed?term=Hebert%20PR%5BAuthor%5D&cauthor=true&cauthor_uid=7695458
http://www.ncbi.nlm.nih.gov/pubmed?term=Taylor%20JO%5BAuthor%5D&cauthor=true&cauthor_uid=7695458
http://www.ncbi.nlm.nih.gov/pubmed?term=Hennekens%20CH%5BAuthor%5D&cauthor=true&cauthor_uid=76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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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데, 특히 전반적인 저염식 이행은 27.3% 정도이고(이수정과 송미순, 

1999), 약물 처방순응 이행에 비해 식이, 혈압 관리 및 체중관리의 이행

도 낮은 편이어서(민은실, 2011), 자기관리 행위를 향상시키는 중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자기관리 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Bandura, 1977; Mohebi, Azadbakht, 

Feizi, Sharifirad와 Hozori, 2014; Yang, Jeong, Kim과 Lee, 2014), 자

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자기관리 행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중재연구도 많

이 시행되어 왔다. 이런 자기효능감 증진은 만성질환자에서 자기관리 행

위를 변화시키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며(Marks, Allegrante

와 Lorig, 2005), 고혈압 환자와 다양한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해 자기관리 행위의 향상이 있었

다(김유정, 2009; 김희진과 송미순, 2013; 박영임과 전명희, 2000; 

Farrell, Wicks과 Martin, 2004; Lolig, Sobel 등, 2001; Wu, Wu, Wang, 

Kao와 Yang, 2012). 그러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는

(송경자, 2001; 유수정 등, 2001; Hermanns, Kulzer, Ehrmann, Bergis-

Jurgan과 Haak, 2013) 자기효능감 증진 중재가 자기관리 행위 향상에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자기관리 행위 향상에는 

자기효능감 외에 자아존중감(서기순, 2008; Johnston-Brooks, Lewis와 

Garg, 2002; Rivera-Hernandez, 2014)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자기관리 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심리적, 정

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자기효능감 증진의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

이다(Bandur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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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서는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 중 자아존중감이 자기관리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기순, 2008; 성경순, 2001; 

Backman과 Hentinen, 2001; Rivera-Hernandez, 2014). 특히 노년기에 

이르면 감각적이고 인지적인 상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상실 등으로 인하

여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Stevens, 1965). 또한 만성질환이 있을 때는 

우울이 더욱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심하게 저하된다(김동배, 

이효정, 전홍진, 채수진과 조맹제, 2008). 그러므로 고혈압 노인의 자기

관리 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시행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으로 영적 

성장 영역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중재가 포함된 연구가 있었으

나(곽화순, 2005), 자아존중감 향상의 효과가 없었다. 노인에서 자아존중

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중재 중 마음수련 명상이나 불교 명상 같은 

명상 중재는 효과적이었다(이인수와 김지희, 2011; Oshita, Hattori와 

Iwakuma, 2013). 만성질환인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에게 마음챙김 기반 

명상 중재를 제공한 후 자아존중감은 향상되고, 다른 심리적인 문제들은 

감소되었고, 자기관리 행위는 향상되었다(van Son, Nyklíček, Pop과 

Pouwer, 2011). 또한 불교 사상에 기반을 둔 명상과 집단상담으로 이루

어진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동사섭 훈련도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었

다(김귀임, 2006; 김창규, 1999; 장희정, 2003). 그리고 이러한 동사섭 

훈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향상뿐만 아니

라 스트레스 감소(김유영, 1995), 분노와 공격성 감소(오재관, 2003) 등

에도 효과가 있었다. 동사섭 훈련은 다른 명상들에 비해 일반인들도 쉽

게 접할 수 있는 선불교적인 명상법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어(황정희, 

천성문과 이영순, 2009), 노인에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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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이다. 그리고 이러한 명상은 만성질환자에서 자기관리 행위를 증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Bonadonna, 

2003). 

Bandura(1977)는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과 상호작용하여 서로 영

향을 주는 요소라 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직접 자기관리 행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Backman과 Hentinen, 2001),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자기

관리 행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손영희, 2001). 또한 성공적인 대처기

술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에서 더 높을 수 있고, 그래

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결합은 자기관리 행위를 더 잘 할 수 있

도록 한다(Boykin과 Rice, 2013). 이와 같이 고혈압 노인에서 자기관리 

행위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 증진뿐만 아니라 자아존중

감을 함께 향상시키는 중재가 필요하다.  

자기효능감 증진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자기관리 행위 향상을 위해 자

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중재를 포함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만성질환

자를 대상으로 마음챙김 명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과 함께 여러 심리적

인 문제들의 감소를 통해 자기관리 행위의 향상을 시도한 연구(van Son 

등, 2011)가 있었으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함께 중재한 연구는 

아니었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 증진과 자아존중감 향상 각각의 중재 

연구는 있지만,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중재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향

상을 위한 중재도 같이 적용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 이론을 기반으로 고혈압 노인에게 자기

효능감 증진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동사섭 훈련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기관리 행위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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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혈압 노인을 위한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

음과 같다. 

1) 자기효능 이론을 기반으로 고혈압 노인을 위한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고혈압 노인을 위한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이 자기효

능감, 자아존중감, 자기관리 행위, 혈압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3. 용어의 정의 

1) 고혈압 노인(Older adults with hypertension) 

타 질병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고혈압이 아닌 1차성 고혈압으로, 

수축기압이 140mmHg 이상, 이완기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한

다(Joint National Committee, 2003). 본 연구에서는 의사로부터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인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의미한다.  

 

2) 동사섭(同事攝)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 

(Self-management program applying Dongsasub training) 

동사섭(同事攝)이란 불교의 사섭법(四攝法;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

사섭) 중의 한 개념으로, 중생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

한다. 동사섭 훈련은 사섭법 중 동사섭의 의미를 포함하여 보시(布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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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어(愛語), 이행(利行)을 다 아우르는 것을 말한다(김정규, 1991). 동사

섭 훈련은 기존 5박 6일 동안의 숙박형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고혈압 

노인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8회기 형태로 수정하여 개발한 것이다. 

자기관리 교육은 대단위 연구에서 효과적이었던 만성질환 자가관리프로

그램인 CDSMP(Chronic Disease Self-Management Program)의 내용과 

Marks 등(2005)이 제시한 만성질환자를 위한 중재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리고 대한고혈압학회 고혈압 진료지침(채성철 등, 2013)의 내용

을 바탕으로 개발한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이란 자기효능 이론을 

기반으로 한 고혈압 자기관리 교육에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동사섭 훈

련을 적용한 8주 동안 주 1회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3)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이란 특수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특정 행동을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의 지각 정도를 말한다(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박영임(1994)이 개발한 구체적인 자기효능감 도구로 고혈압 

대상자가 혈압 조절을 위해 자기관리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의 

정도를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위에 대한 자신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자기관리 행위(Self-management behavior) 

자기관리란 자신의 생명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안녕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행위이다(Orem, 1995). 본 연구에서는 이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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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가 개발한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주관적 자기관리 행위에 대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관리(self-

management) 행위 수행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이란 자아개념의 평가적인 측면으로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

정이다(Taft, 198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

중감 측정 도구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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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고혈압 노인의 자기관리 행위  

만성질환은 장기간의 경과를 거치게 되고, 급성기 질환과는 달리 치료 

후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기 어려우며,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점점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정경희 등, 1998). 노인의 88.5%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노인의 54.8%가 고혈압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정경희 등, 2011) 노년기의 중요한 만성질환이다. 고혈압 

관리에 있어서는 약물요법 외에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절주, 금연 등과 

같은 비약물적 생활요법도 중요하며, 생활요법을 지속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채성철 등, 

2013). 그러나 고혈압 대상자들은 혈압조절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자기관리 행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

고 실제 자기관리 행위 수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Campbell, 1990).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성공적으로 자기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

이 3가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Clark 등, 1991). 첫째, 자신의 상태

를 알고, 어떤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

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 목표를 세우고 자기관리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적절한 심리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적용

하는 것이다. 특히 만성질환 노인들은 질병악화와 함께 자아존중감도 저

하되어 자기관리 행위 수행이 감소되므로(Rivera-Hernandez, 2014), 심

리사회적인 기능 유지 중 자아존중감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Clar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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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은 만성질환인 심장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자기관리 교육 요구 분

석을 통해 자기관리 교육의 내용으로 6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자신의 

활동 제한을 인정하는 것, 둘째, 의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 셋째, 신체 

신호를 읽고 언제 활동수준을 줄이고 언제 늘려야 하는지 아는 것, 넷째,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 다섯째, 질병으로 인한 제약조건이 있지

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 여섯째, 가족 구성원은 

걱정하는 대신에 침착하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만성질환자들의 성공적인 자기관리 수행과 자

기관리 교육 시 그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자기관리 행위

가 향상되도록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효과적인 자기관리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방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정보제공 위주의 환자

교육과 자기관리 행위 향상을 위한 교육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정보

제공 위주의 환자교육은 질병에 대한 정보와 전문적인 기술을 교육하고, 

이런 질병 관련 지식이 행위를 변화시킨다고 본다. 또한 행위변화에 대

한 순응이 결과를 개선시키며, 교육을 끌어가는 주체는 건강 전문가이다. 

반면, 자기관리 교육은 만성적인 상태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문제해결 

기술을 제공하고, 생활개선 변화를 위해 환자의 자신감을 높여주며, 자

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 이 때 교육 주체는 건강 전문가뿐만 아니라 동

료 리더, 또는 다른 환자가 될 수 있다(Bodenheimer, Lorig, Holman과 

Grumbach, 200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자기관리 교육에서는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문제해결 기술에 초점을 두어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신감을 향상시켜 환자가 스스로 목표를 성취하도록 계획하

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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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을 통해 나타난 만성질환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Marks 등, 

2005)로서 자기관리프로그램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은 정확한 약물 

사용, 운동, 체중감소, 적당한 음식 선택, 스트레스 관리 전략, 통증과 다

른 증상 관리 전략, 증상을 개선하거나 질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행위

(예, 혈당 체크), 정확한 자기 진단, 데이터 분석,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조정, 의사나 가족 구성원 혹은 다른 돌봄 제공자와 적절한 

의사소통, 본인의 생활과 작업 환경에서의 활동 변경 등이다.   

미국의 대단위 연구에서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기관리프로그램으로 검증

되고,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CDSMP(Chronic Disease 

Self-Management Program)는 지역사회 기반의 7주간의 자기관리프로

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Bandura의 자기효능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질병관리에서 질병을 가진 개인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신감

을 향상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스스

로 건강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포함시켰다

(Gitlin 등, 2008). CDSMP의 교육 내용은 운동, 인지 증상 관리 기술, 

영양, 피로와 수면 관리, 커뮤니티 자원의 이용, 약물 사용, 공포∙분노∙우

울의 감정 다루기, 의사소통, 문제해결, 치료 의사결정(Lolig 등, 1999; 

Lorig, Ritter 등, 2001; Lolig, Sobel 등, 2001)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러한 CDSMP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관절염, 고지혈증 등 다양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6-7주 동안 시행한 후 자기효능감, 자기관리 행

위, 건강상태,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 등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Farrell 등, 2004; Gitlin 등, 2008; Lolig 등, 1999; Lorig, Ritter 등, 

2001; Lolig, Sobel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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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효과적인 고혈압 대상자를 위한 자기관리프로그

램 교육 내용으로는 정확한 약물 사용, 운동, 체중조절, 식이조절, 혈압 체

크 등의 고혈압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기

술, 감정 다루기, 문제해결 전략과 스트레스 관리 전략 등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고혈압 노인을 위한 자기관리 행위 향상 중재 

1)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 

도출되었으며,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고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자신감이다

(Bandura, 1977; 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은 만성질환 대상자에서 

지속적으로 자기관리 행위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Lolig 등, 1999; Marks 등, 2005). 이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작업에 얼마나 노력을 투자할 지와 어느 수준의 성과를 달성할지에 영향

을 주기 때문에 행위변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가장 중요하다(Ewart, 

Taylor, Reese와 Debusk, 1983). 고혈압 대상자에서도 이러한 자기효능

감은 자기관리 행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Lee 등, 

2010; Osborn, Paasche-Orlow, Bailey와 Wolf, 2011; Warren-Findlow, 

Seymour와 Brunner Huber, 2012; Yang 등, 2014). 

자기효능감은 효능자원을 통해 향상되는데, 그 네 가지 효능자원은 성취

경험 (performance accomplishments),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정서적 각성(emotional arousal)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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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andura, 1977, 1997). 성취 경험은 개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의 정보원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성공은 성

취 기대를 높이는 반면, 반복된 실패는 성취 기대를 낮추게 된다

(Bandura, 1977). 대리경험은 사회적 모델로 배울 수 있는 능력으로 인

간의 지식과 기술을 증가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Bandura, 

1997). 모델이 쉽게 수행하여 성취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

행할 때, 그리고 모델의 능력이 관찰자와 비슷한 경우에 더 강한 자기효

능감을 갖게 된다. 언어적 설득은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 용

이하고 준비 유용성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유

도된 효능기대는 실제 경험적인 기초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성취에서 발생된 것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각성

인데, 스트레스가 많고 부담스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관련

된 정서적 각성을 유도한다. 따라서 정서적 각성은 위협적인 상황에 대

처할 때 자기효능감 인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Bandura, 1977). 스

트레스나 부담스런 상황으로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은 긴장되고 초조할 때보다 안정된 상황에서 성공을 기대

하기 쉽다(Moore, 1990). 건강관리자는 대상자가 행위를 변화하는 것을 

돕기 전에 정서적인 각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

며, 불안이 진정될 때까지는 중재를 지연시켜야 한다(Baranowski, 

Perry 와 Parcel, 1997).  

고혈압 대상자 중재 연구 중 이러한 Bandura(1977)가 제시한 자기효

능감 증진을 위한 4가지 효능자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언

어적 설득, 대리경험, 성취경험 등 3가지를 주로 사용하였다(유수정 등, 

2001; 김희진과 송미순, 2013; Wu 등, 2012). 언어적 설득과 성취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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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 연구(박영임; 1994; 박영임과 전명희, 2000), 또는 언어적 설

득과 대리경험을 사용한 연구(이영휘, 1994), 그리고 언어적 설득 1가지

만 사용한 연구(박형숙, 이윤미, 강현주, 최연옥과 배은숙, 2002)도 있었

다. 그리고 4가지 효능자원을 모두 중재에 사용한 연구(김유정, 2009; 

오윤정과 박정숙, 1997; Lee, Arthur와 Avis, 2007)는 부분적으로 효능

자원을 사용한 경우보다 적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만성질환자

를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 이론에 근거한 자기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체계

적인 고찰결과(Jang과 Yoo, 2012), 4가지 효능자원을 모두 사용한 경우

가 적어서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한 자기관리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결

론 내리기가 어렵다는 결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한 

자기관리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Bandura가 제시간 4가지 효

능자원을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자기효능감 증진 중재 후 자기관리 행위 향상이 있

었던 중재 연구로는 고혈압 노인(김유정, 2009; 김희진과 송미순, 2013; 

Lee, Arthur 등, 2007), 산업장 근로자(박영임, 1994; 박영임과 전명희, 

2000; 오윤정과 박정숙, 1997), 그 외 고혈압 성인(박형숙 등, 2002; 이

영휘, 1994; Wu 등, 2012)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를 통해 

고혈압 대상자의 자기관리 행위 향상에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고혈압 및 고혈압 외 만성질환 대상자에서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한 자

기관리 행위의 결과를 보기 위한 중재 기간으로는 4주(유수정 등, 2001; 

이영휘, 1994), 5주(박형숙 등, 2002), 6주(Farrell 등, 2004; Gitlin 등, 

2008), 7주(Lolig, Sobel 등, 2001), 8주(김희진과 송미순, 2013), 9주(박



 

- 14 - 

영임, 1994; 박영임과 전명희, 2000), 12주(김유정, 2009), 6개월(Lee, 

Lee 등, 2007; Wu 등, 2012) 등이 있었다. 이 중 고혈압 노인에게 적용

한 연구로는 4주 교육프로그램(유수정 등, 2001), 8주 운동 프로그램(김

유정, 2009), 8주 복약순응증진 프로그램 (김희진과 송미순, 2013), 9주 

자기조절프로그램(박영임과 전명희, 2000), 6개월 타이치이(Lee, Lee 등, 

2007) 등이 있었다. 고혈압 대상자에서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한 자기관

리 행위에서 향상이 있었던 중재 기간은 5주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유정, 2009; 김희진과 송미순, 2013; 박영임, 1994; 박영임과 전명희, 

2000; 박형숙 등, 2002; Lee, Lee 등, 2007; Wu 등, 2012). 

고혈압 대상자에서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한 자기관리 행위의 유의한 

변화에 요구되는 중재 시간을 살펴보면, 이홍자(2002)의 연구에서는 8

주 동안 주 1회 50-60분씩 운동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박영임과 전명

희(2000)의 연구에서는 9주 동안 1회 1시간의 집단 교육이 진행되었고, 

개별교육은 매주 및 격주로 6회 개별 면담과 교육이 시행되었다. 오윤정

과 박정숙(1997)의 연구에서는 1회 40-45분 정도 슬라이드 상영과, 3주 

동안 주 1회 10-20분 개별지도 면담이 시행되었다. 박형숙 등(2002)의 

연구에서는 5주 동안 주 3회 60분씩 강의 및 질문을 받았고, 매주 3회, 

10-20분 정도의 전화 코칭이 시행되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자기효능감

과 자기관리 행위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매주 2회 30분 강

의, 20분 면담과 혈압 및 맥박측정을 한 유수정 등(2001)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의 1회 중재 시간은 최소 10-

20분 이상 최대 60분이었고, 주 별 회수는 1회에서 3회까지로 다양하였

다. 이상과 같은 고찰 결과 중재 시간과 주 별 회수에 따른 자기효능감 

증진 및 자기관리 행위 향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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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중재 

자아존중감은 자기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 중의 한가지

로 알려져 있다(성경순, 2001; 이혜련, 1996; 장희정과 신윤희, 2008; 

Rivera-Hernandez, 2014). 이러한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자기를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정도이며, 내면

에 지니고 있는 강력한 힘으로 정신 건강에 중요한 요인이다(윤양희, 

2010).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성

취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정서, 행동, 인지 등 인간의 전반적인 삶

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강위영, 1997).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에서 자아존중감 저하가 발생되는 

이유를 살펴보겠다. 노인은 신체적 기능 저하,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 은

퇴 등으로 건강, 명성, 사회활동, 경제력 등이 급격히 감소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며, 타인으로부터 받

는 관심과 애정이 감소되어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박현숙, 1993). 노인

에서는 노화로 인한 쇠약감 자체만으로도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는데

(Guerrero-Escobedo, Tamez-Rivera, Amieva와 Avila-Funes, 2014), 

더욱이 노화과정에서 오는 이러한 신체 기능의 저하는 활동기능 약화를 

가져오면서 만성질환이 함께 증가하도록 한다(노병일과 모선희 2007). 

이러한 만성질환으로 인해 노인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지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자아존중감 저하, 우울 증가가 발생된다(김동배 등, 

2008). 특히 만성질환자들은 점점 소외되고 자신의 삶을 조절할 수 없

다고 느끼며,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갖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신

재신, 김현미와 황선경,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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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이 노인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낮

은 노인들은 자기 자신을 쓸모 없게 생각하고, 스스로 학대하며, 불안한 

심리상태를 갖는다(한미정, 1998).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자아존중감 저하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이현경, 2013), 낮은 자

아존중감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부정적인 

감정을 더 일으키게 한다(Bisschop, Kriegsman, Beekman과 Deeg, 

2004). 또한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생활 만족도뿐만 아니라(송명선, 2009; 

유송자, 2005),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손신영, 2006; 박영례, 

권혜지, 김경희, 최미혜와 한승의, 2005).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만성질환자에서 자기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Lantz, 1985), 다양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운동 계획수립 같은 자기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

쳤다(장희정과 신윤희, 2008). 당뇨병 환자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운동, 식

이 같은 자기관리 행위 수행과 관련되며(Johnston-Brooks 등, 2002; 

Rivera-Hernandez, 2014), 자기관리 행위 지속에도 영향을 준다

(Kneckt, Keinänen-Kiukaanniemi, Knuuttila와 Syrjälä, 2001). 또한 근

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건강증진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이미자, 2004). 노인에서도 자기관리 행위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은 자아존중감이었다(서기순, 2008; 성경순, 2001; 

심문숙, 2005; 이혜련, 1996; Backman과 Hentinen, 2001).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향상 연구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던 

중재로는 회상요법(장영규, 2012; Chao 등, 2006; Nomura, 2009), 타악

기 연주 프로그램(이경진과 김수지, 2011),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유성

순, 2011), 자가 미용 교육프로그램(김보경, 박천만과 도종두, 2008),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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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이나 걷기 등의 운동프로그램(손조욱과 이지현, 2006; 박충배, 2011; 

Lee, Lee 등, 2007) 등이 있었다. 그 외에 명상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 왔으나, 

성인에서도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이인수와 김지희, 

2011; 정환구, 2003; Oshita 등, 2013). 본 연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불교 명상의 일종인 동사섭 훈련도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김

귀임, 2006; 김창규, 1999; 장희정, 2003; 황경열, 1997).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위에서 제시된 프로그램들 중 회상요법, 악기치료, 

미술치료, 운동요법은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일시적인 감정 표현을 통

한 효과는 있을지라도 자아존중감 향상의 지속적인 효과가 유지되기는 

어려우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반면, 동사섭 훈련은 다양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

도록 하며, 종료 후 12주~15주까지도 자아개념 변화의 효과가 지속되었

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김창규, 1999; 임승환과 이장호, 1989).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한 자기관리 행위를 향상시키고자 했던 중재 연

구들을 살펴보겠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12주 건강증진 프로그램 중 스트

레스 관리 및 영적성장 영역에 과거∙현재∙미래의 나를 포함하여 자아존

중감 향상을 시키고자 하였는데, 자아존중감 향상에는 효과가 없었으나 

자기관리 행위에는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곽화순, 2005). 이 연구는 자

아존중감 향상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고혈압 대상자에게 자아존중

감 향상 중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선행 연구 중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에게 8주 동안 심리적인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마음챙김 기반 중재, 즉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과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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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료 프로그램(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programs: 

MBCT)을 시행한 연구가 있었다(van Son 등, 2011). 이 중재 후 대상자

들의 자아존중감 향상뿐만 아니라 불안, 스트레스, 우울 등의 감소가 있었

으며, 자기관리 행위도 향상되었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게 교육과 수용 및 

마음챙김 기술을 적용한 수용전념치료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군과 교육군으로 무작위로 배정하여 하루 7시간 동안 당

뇨병 교육만 한 군과 교육 및 4시간 동안 ACT를 같이 한 군을 3개월 

후에 비교하였다(Gregg, Callaghan, Hayes와 Glenn-Lawson, 2007). 이 

연구의 ACT군에서 자기관리 행위의 향상뿐만 아니라 대처기술을 더 잘 

사용하고, 혈당 조절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효과

를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만성질환자에서 교육만 한 것 보다는 교육과 

함께 심리적인 중재를 같이 했을 때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중재로 

명상, 회상요법, 악기치료, 미술치료 등이 활용되었는데, 특히 명상은 자

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또한 만성질환자에서 자아존중감 향상뿐

만 아니라 우울, 스트레스, 불안 감소 같은 심리적인 중재도 자기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

다.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기효능감

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공을 하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

성하고, 반대로 자아존중감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Bandura, 

1977).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김명숙, 2007), 자

아존중감을 높여주는 것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연희, 

1997).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역할 행위 이행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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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도 중요한 영향 요인 이었고(백경신과 최

연희, 1998), 만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가 높았으며(오현아와 김종임, 

2004).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자기관리 행위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영희, 2001).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

감을 같이 높여주는 것이 대처 기술을 향상시킴으로(Boykin과 Rice, 

2013), 자기관리 행위 수행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한다(Duangdao와 

Roesch, 2008).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고혈압 노인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함께 높

인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더욱 자기관리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3. 동사섭 훈련 

동사섭 훈련은 우리나라 선불교의 승려인 용타스님이 개발하여 보급하

고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서, 불교 상담의 원리와 서양 상담 기법

을 조화시켜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적 상담이다(박성희, 2007). 이 

동사섭 훈련에서 주안점으로 하는 철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건강한 정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미세한 감정이라도 그것을 인

식하고 표현하고 함께 나누어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높은 기대수준으로 인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불유쾌한 감정이 생기므

로 기대수준을 낮추고, 낮춘 기대수준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존재론적 차원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유쾌한 정서를 갖도록 

해야 한다(김유영,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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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섭 훈련에서는 ‘삶의 5대 원리’라는 중요한 행복조건 다섯 가지를 

제시하여, 이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인격화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행복조건의 첫째는 정체(正體)의 원리이며, 자신에 대한 바람직한 

정체관(자아관)을 가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

명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을 말한다. 두번째는 대원(大願)의 원리이며, 

원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개인의 행복과 연계되어 있

는 각종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커다란 마음을 뜻한다. 세번째는 수심(修

心)의 원리이다. 이것은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행복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네번째는 화합(和合)

의 원리이다. 이것은 이웃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다. 다섯번째는 작선(作善)의 원리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선한 일,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박성희, 2007). 

동사섭 훈련은 위에서 제시한 삶의 5대 원리를 바탕으로 한 집단 상

담과 명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중요한 훈련의 내용으로는 인간 상호간의 

정서교류(감정, 기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

기,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

해한 바를 서로 알려주기(교류)등의 마음 알기, 마음 다루기, 마음 나누

기, 지족명상과 나지사명상 등이 포함된다.  

명상이란 용어는 고혈압, 스트레스, 불안 신경증 등을 치료하고 예방

하기 위한 자기조절 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타인이나 주변 세계와 화

합을 이루기 위해 자기 뜻대로 의식을 변경하는 정신수련법, 즉 도를 닦

는 것(修道)이라고도 한다(장현갑, 1996). 그러나 일반인들이 명상을 수

도(修道)의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방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동사섭 훈련은 종교에 상관없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선불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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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법이 주된 내용을 이루며, 일반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을 개설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황정희 등, 2009). 

동사섭 행복마을 센터에서 시행하는 5박 6일의 구체적인 동사섭 훈련 

내용으로는 1회기: 행복의 정의, 삶의 5대 원리, 2회기: 자기소개 및 마

음 나누기 실습, 3회기: 마음나누기(화합) 중 마음주기 방법, 4회기: 마음

주기 실습, 삶의 5대 원리 이해/표현해 보기, 5회기: 마음나누기(화합) 

중 마음받기 방법, 6회기: 마음받기 3박자 실습, 7회기: 기적의 미세정서, 

8회기: 교류사덕(보시, 감사, 사과, 관용), 자자청, 9회기: 교류사덕 및 자

자청 실습, 10회기: 양장력, 11회기: 칭찬샤워 및 소감나누기, 12회: 행동

명상, 13회: 마음다루기(수심), 탐진치, 사물지족명상, 14회기: 사물지족 

명상 실습, 15회기: 사람지족 명상, 16회기: 자기지족 명상, 17회기: 자기

지족 명상 발표, 18회기: 나지사명상, 19회기: 나지사명상 실습, 20회기: 

죽음명상, 21회기: 무아명상, 22회기: 맑은 물 붓기 명상, 23회기: 소감문 

작성, 24회기: 소감문 발표로 구성되어 있다(오재관, 2003). 그리고 숙박

형태가 아닌 연구를 살펴보면, 성희자와 고유나(2004) 연구에서는 1회

기: 동사섭 프로그램 소개, 2회기: 삶의 목적, 소중한 나의 긍정점, 3회기: 

화합의 필요성과 마음관리(마음알기), 4회기: 마음 나누기, 5회기: 마음관

리하기(수심하기) -나지사명상, 6회기: 교류 4덕(배품, 감사, 사과, 용서), 

7회기: 작선(作善)하기, 8회기: 죽음명상, 마무리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섭 훈련을 통한 효과를 살펴보면, 첫번째, 자아개념 또는 자아존

중감 향상의 효과가 있다. 18세 이상 성인에게 5박 6일 동안의 프로그

램 후 자아개념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고(황경열, 1997), 

다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 변화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

료 후 12주가 지나도 지속적인 효과가 있었고(김창규, 1999), 15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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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었다(임승환과 이장호, 1989). 또한 장희정(2003)의 연구에서

도 5박 6일 동안의 프로그램 후에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는데, 이 연구자는 삶의 5대 원리 중 가치관 영역의 변화를 통해 인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또한 앞서 제시한 연구들처럼 집중적으로 5박 6일의 숙박형태가 아닌 

연구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주 1회, 회기당 2시간, 8회기 동안 동사섭 훈

련을 진행한 후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지만 약간 상승되었다(성희자와 고유나, 2004). 성인은 아니지만 중학생

을 대상으로 국선도의 단전호흡과 동사섭 훈련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매

주 2-3회, 회기당 90분, 10회기에 걸쳐 진행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

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김귀임, 2006). 

위와 같이 자아개념 또는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으로 나타난 동사

섭 훈련은 고혈압 노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유용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연구에서 진행한 5박 

6일 동안의 숙박형태 프로그램인 경우 자아존중감의 향상에 효과가 있

으나 지역사회에서 숙박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기간을 설정하여 8~10회기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에서도 

노인 대상은 아니었지만 효과가 있었고(김귀임, 2006),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지만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성희자와 고유나, 

2004)가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숙박형태가 아닌 8~10회

기 형태의 프로그램 진행을 시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번째로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다. 5박 6일 회기당 90분씩, 총 

25회기로 이루어져 있는 프로그램 실시 후 18세 이상 일반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었고, 6주 후의 재 측정 검사에서도 효과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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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었다(김유영, 1995). 이 연구자는 동사섭 훈련 중 진아(眞我)를 통찰

하게 하는 명상과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연스러운 자기노출을 통해 긴

장이 완화되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세번째로 자기노출에도 효과가 있는데, 5박 6일 동안의 프로그램 후 

자기노출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김유영, 1995; 황경

열, 1997).  

네번째로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다. 3박 4

일 동안 20회기에 걸친 동사섭 수심훈련 프로그램이 대인관계에서 유의

미한 변화가 있었다(황정희 등, 2009).  

다섯번째로 피드백 수용수준에서도 효과를 보였다. 피드백 내용 변화

분석에서 훈련 회기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여기, 표현, 비지시, 양방, 구

체, 지지, 서술 등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반응을 나타내었고, 피드백 수

용수준도 증가하였다(이철희, 1992).  

마지막으로 동사섭 훈련은 분노, 공격성 감소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

으며, 특히 종료 후 8주가 지나도 지속되어 적어도 효과가 이 기간 동안 

지속됨을 보여주었다(오재관, 2003).   

이상의 고찰결과 동사섭 훈련은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향상뿐만 아

니라, 스트레스 감소, 자기노출, 대인관계 향상, 피드백 수용수준 증가, 

분노 및 공격성 감소 등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사섭 훈련

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지속 효과가 있을 것이며, 특히 노인이 쉽

게 접할 수 있어 고혈압 노인에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중재

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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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배경 및 가설 

 

1. 이론적 기틀 

본 연구는 본태성 고혈압 노인의 자기관리 행위를 향상시키는 근거이

론으로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 중에서 자기효능감 이론(Self-efficacy 

theory)을 적용하였다(Figure 1).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기대

(expectations)의 두 가지 형태 측면에서 기술하였는데, 첫 번째는 성과

기대(outcome expectations)로서 특정 행동이 특정 결과로 이어질 것이

라는 믿음이며, 두 번째 효능기대(efficacy expectations)는 예상되는 결

과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개인 행동의 특정한 과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에 성과

기대와 효능기대는 구분되는데, 하지만 대상자가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심이 들면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개념적 구조에서 개인의 성과기대는 행위를 시작하고 지속시키는데 영향

을 준다. 또한 자신의 효과에 대한 자신감의 힘은 그들이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초기단계에서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행위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자신의 대처 능력을 초

과한다고 믿는다면 위협적인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반면 

위협될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확실하게 행

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행위 선택에 지시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최종 성과기대를 통해 대처 노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효능기대는 장애물과 혐오적인 경험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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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크면 클수록 노력을 더 적

극적으로 하게 된다(Bandura, 1977). 

만약 성과기대가 긍정적이면 효능기대는 더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Allen, 1988). Bandura는 효능기대를 향상시키기 위한 4가지 자원, 즉 

성취경험(performance attainment), 대리경험 (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그리고 정서적 각성(emotional arousal)

을 제시하였다(Bandura, 1977). 

선행연구 중 고혈압 대상자에서 자기관리 행위 중재의 틀로서 자기효

능감 이론을 사용한 연구(김유정, 2009; 김희진과 송미순, 2013; 박형숙 

등, 2002; Lee, Lee 등, 2007; Wu 등, 2012)들에서 자기효능감뿐만 아니

라 자기관리 행위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Figure 1. Diagrammatic represent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efficacy expectations and outcome expectations. Adapted 

from Bandura(1977) 

PERSON BEHAVIOR OUTCOME 

EFFICACY 

EXPECTATIONS 

OUTCOME 

EXPECTATIONS 

SOURCES 

PERFORMANCE ATTAINMENT 

VICARIOUS EXPERIENCE 

VERBAL PERSUATION 

EMOTIONAL ARO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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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Bandura(1977)의 자기효능 이론에서 사람은 고혈압이 

있는 노인으로, 효능기대는 동사섭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증진

되어 행위에 영향을 주고, 결국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행위

는 자기관리 행위로, 결과는 혈압 조절의 개념으로 도식화하였다. 

만성질환인 고혈압을 가진 대상자들의 자기관리 행위를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Bandura(1977)가 제시한 예상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

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효능기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관리 행위에 영향을 주는 효능기대, 즉 자기효능감 변수 외

에 문헌고찰을 통해 파악된 여러 변수들 중에서 자아존중감 변수를 본 

개념적 기틀에 포함하여 효과변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자

아존중감과 상호작용하여 자기관리 행위 향상에 더욱 영향을 주게 되며, 

결국 이러한 자기관리 행위는 혈압 조절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의 중재로 제공되는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은 고

혈압 자기관리 교육에 동사섭 훈련이 적용되었다. 자기관리 교육을 통해 

고혈압 자기관리 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며, 이러한 자기효

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Bandura(1977)가 제시한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및 정서적 각성 감소 등 4가지 효능자원을 이용

하였다. 또한 불교 사상에 기반을 둔 집단상담과 명상인 동사섭 훈련은 

전반적인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정화시키며, 그리고 긍정적

인 가치관 형성 등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 이론을 기반으

로 하여 Figure 2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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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PA: Performance Attainment, VE: Vicarious Experience, VP: Verbal  

Persuasion, EA: Emotional Arousal, BP: Blood Pressure, HTN: Hypertension,  

SMB: Self-Management Behavior, SMPDT: Self-management program 

applying Dongsasub training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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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개념적 기틀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고혈압 노인

을 위한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받은 군은 실험군, 일반

적인 정보 제공 위주의 자기관리프로그램을 받은 군은 대조군이다. 

 

제 가설 1: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중재 후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제 가설 2: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중재 후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 

제 가설 3: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중재 후 자기관리 행위 점수가 높

을 것이다.  

제 가설 4: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중재 후 혈압이 낮을 것이다. 

부가설 1: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중재 후 수축기 혈압이 낮을 것

이다. 

부가설 2: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중재 후 이완기 혈압이 낮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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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고혈압 노인을 위한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

그램의 개발 

1) 중재 프로그램 내용 구성 

본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은 고혈압 자기관리를 위한 교

육과 동사섭 훈련이 적용되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한 자기관리 교육의 

주요 내용은 만성질환자 자기관리프로그램으로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

는 CDSMP의 내용과 Marks 등(2005)이 만성질환자를 위한 중재에 포

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CDSMP는 자기효

능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기관리프로그램으로 여

러 국가의 대단위 연구에서 건강상태 및 행위 변화의 향상, 비용 감소 

등의 결과를 가져온(Lolig 등, 1999; Lolig, Sobel 등, 2001; Lolig, Ritter 

등, 2001) 프로그램이다. CDSMP의 교육내용 중 문제해결, 의사소통 능

력, 분노와 우울 등의 감정 다루기, 스트레스 관리 전략 등을 본 연구의 

중재 내용에 포함시켰다. 또한 메타분석을 통해 만성질환자가 수행해야 

할 내용으로 제시된(Marks 등, 2005) 정확한 약물 사용, 운동, 혈압 측

정, 스트레스 관리 전략, 의사 및 가족 등과의 의사소통 등이 포함되도

록 구성하였다. 그 외에 대한고혈압학회 고혈압 진료지침(채성철 등, 

2013)에서 고혈압 대상자가 자기관리 해야 할 내용으로 소금섭취 제한

과 건강한 식사요법, 체중감량, 절주, 운동, 금연, 약물요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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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 중 위에서 제시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였고, 본 연구

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는 대상자가 많지 않아 제외되어, 식이관리와 체

중조절 부분만 포함시켰다.  

자기관리 교육의 중재 기간은 선행연구에서 4주에서 6개월까지로 다

양했고, 자기관리 행위에 향상이 있었던 중재 기간은 5주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 시간은 10분에서 60분으로 다양했지만, 자기관리 행위에 

대한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자기관리프로그램은 주 

1회, 20분, 총 8주간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동사섭 훈련은 기존의 5박 6일 숙박형태의 프로그램을 숙박형태가 어

려운 지역사회 고혈압 대상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전체 형

태, 회기, 시간 등을 조절하였다. 대상자가 노인인 점과 노인 복지관의 

상황 등을 고려하였고, 자기관리 교육과 함께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동사섭 훈련은 주 1회, 40분, 총 8회기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동사섭 훈련 내용은 동사섭 행복마을센터의 동사섭 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책임자를 통해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 보완하

였다. 기존 동사섭 훈련 중에서 자기관리 행위에 영향을 주는 자아존중

감 향상에 초점을 두었고, 노인 복지관의 상황과 시간적 제한을 고려하

였다. 그래서 25회기 프로그램 내용 중 양장력, 행동명상, 사람 지족명

상, 죽음명상, 무아명상을 제외하고 삶의 5대 원리, 행복의 원리, 미세정

서의 중요성, 마음 나누기, 마음 주기, 마음 받기, 교류사덕, 칭찬샤워, 

마음 다루기, 지족명상, 나지사명상, 맑은물 붓기 명상 등은 포함시켰다. 

또한 숙박형태가 아닌 8~10회기 형태로 진행된 프로그램(김귀임, 2006; 

성희자와 고유나, 2004) 중에서 행동명상, 양장력, 죽음명상, 사람 지족

명상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동사섭 행복마을센터의 책임자가 사람 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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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으로 절명상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나, 절명상은 책상과 의자가 없

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진행할 때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행동명상도 노인 복지관

의 장소의 제한과 시간 부족으로 제외되었다. 죽음명상은 노인에게 시행

되기에는 연구자가 부담스러웠고, 충분히 다룰 시간이 부족하여 제외되

었다. 또한 양장력이나 무아명상도 짧은 회기 동안에 포함시키기에는 시

간이 부족하여 제외되었다.  

결론적으로 동사섭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은 8회기이며, 매 회기 20

분 고혈압 자기관리 교육, 40분 동사섭 훈련을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개

발하였다.  

 

2)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간호사로서 3차 종합병원에서 5년간 근무하였고, 그 이후 

10년정도 건강관리 회사에서 만성질환자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적용하였기에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기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동사섭 훈련을 위해서는 2012년 9월 5박 6일간의 동사섭 일반과정을 

이수하였고, 2013년 1월 3박 4일간의 중급과정을 이수하였다. 그리고 

동사섭 서울센터에서 매월 진행되는 정기 강좌에 1년여 동안 참여하고 

있다. 또한 아바타 코스 및 마스터 코스도 마쳤고, 2급 동기강화 상담 

자격증도 보유하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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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인 교육 전략과 교육자료 준비 

본 연구의 구체적인 교육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혈압 자기관리 

교육을 받으러 온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혈압 관련 자기

관리 교육을 먼저 진행하고, 동사섭 훈련을 진행하였다. 둘째, 일방적인 

지식 제공의 교육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위주로 진행했

으며, 문제 해결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교육 주체가 건강 전문

가뿐만 아니라 가능한 대상자들을 포함하여 대상자들의 의견을 통해 자

기관리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나갔다. 넷째, 고혈압 자기관리 교육은 

교육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내용 위주로 요약하여 교육하였다. 다섯째, 집단의 분위기를 수용적으로 

만들기 위해 대상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주고, 발표 시마다 칭찬을 해주고, 

공감해주었다. 

회기별 대상자수는 탈락자가 있을 경우에도 대상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탈락률을 고려하여 15명 이내가 적절하다는 연구

(Gitlin 등, 2008; Lorig, Ritter 등, 2001; Lorig, Sobel 등, 2001)에 따라, 

본 연구도 교육과 함께 실습을 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수를 15명 이내

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대상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집

단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별칭을 정해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고, 별

칭을 부르도록 하였다.  

교육자료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책자와 파워포인트로 진행하

려고 했으나, 노인 복지관의 시청각 기자재 이용 제한으로 1회기만 파워

포인트를 이용하였다. 다른 회기는 책자를 통한 구두 교육으로 진행하였

다. 책자는 Lolig와 동료들이 지은 CDSMP 내용이 수록된 “Livi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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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Disease”를 번역한 책(Lorig, Sobel과 González, 2000/2005)과 

대한고혈압학회 고혈압 진료지침(채성철 등, 2013)의 내용을 참고하여 

고혈압 자기관리 교육 책자를 만들었다. 또한 동사섭 훈련 책자 내용으

로는 일반과정과 중급과정 동안 받은 교육 내용과 자료, 그리고 동사섭 

웹사이트(www.dongsasub.org)의 동영상 강의 자료, 매월 시행되는 정

기 강좌의 교육 내용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동사섭 훈련 책자 내용은 동

사섭 행복마을센터에서 동사섭 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책임자를 통해 자

문을 받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과제 수행률과 매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짧은 교육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과제를 내주었고, 과제 수행률을 높이기 위해 매 

회기마다 과제를 해온 대상자에게 선물로 보상을 하였다. 또한 과제를 

발표할 때마다 많은 칭찬과 박수를 통해 대상자의 의견을 지지해주었으

며, 매주 1회 전화를 통해 과제를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였다. 둘째, 매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매주 1회 5-10분 정도 전화를 하여 자기관리 행

위를 하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 다루고, 참석을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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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이 노인 복지관을 이용

하는 본태성 고혈압 노인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관리 행위, 혈

압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 연

구설계이다(Table 1).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게 하여 임의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할당하였다. 실험군에게는 주 1회, 60분, 총 8주간 

자기효능 이론에 기반한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이 제공되었

고, 대조군에게는 주 1회, 60분, 총 8주간의 일반적인 고혈압 지식 제공

을 위한 자기관리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Table 1.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Group Pre test Intervention Post test 

Experimental group E1 X E2 

Control group C1  C2 

Note. X: Self-management program applying Dongsasub training (8weeks, 

60min, 1 time/week) 

E1, C1, E2, C2: Self-efficacy, Self-esteem, Self-management behavior,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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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시내 1개 노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중에서 선정되

었으며, 연구의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서면으로 동의한 65세 

이상 노인 

나.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 

다. Kahn, Goldfarb, Pollack와 Peck(1960)이 개발한 10문항의 정

신상태 설문지(MSQ) 에서 8개 이상을 맞춘 자 

 

(2) 제외기준 

가. 고혈압 관련 합병증(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자 

나.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만성신부전, 신경계 질환, 암 등 급∙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자 

다. 한글을 읽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 

라. 과거에 고혈압 자기관리 교육 또는 명상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 

 

고혈압 대상자에서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한 자기관리프로그램을 시행 

후 자기효능감 및 자기관리 행위의 효과를 평가한 선행연구에서 표본수

를 산정할 때 사용한 효과크기는 0.4(김희진과 송미순, 2013; Wu 등, 



 

- 36 - 

2012) 또는 0.5(이홍자, 2002; 임누리, 2011)이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

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2개 이상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 필요한 

Cohen이 제시한 표를 이용하였다(이은옥, 임난영과 박현애, 1998). 유의

수준 α =.05, 검정력 = 0.8, 효과크기 =0.5로 했을 때 필요한 표본수는 

각 그룹당 17명이 요구되어졌으나, 2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각 군당 

21명 이상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가 달라서, 3개의 정해진 프로

그램 시간(12-13시, 13-14시, 14-15시) 중 참석을 원하는 시간을 선택

하도록 하였다. 실험군의 경우 대상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교육 

시 대상자 수가 적어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총인원은 최대 15명

까지로 제한하였다. 신청자 수가 적었던 12-13시 신청자와 13-14시 신

청자는 실험군으로 배정하고, 신청자 수가 가장 많았던 14-15시 신청자

는 대조군으로 배정하였다. 12-13시대(실험군 1그룹)는 15명, 13-14시

대(실험군 2그룹)는 11명으로 실험군은 총 26명, 대조군은 21명이 배정

되었다. 이중 실험군 1그룹에서 3명, 실험군 2그룹에서 3명, 대조군에서 

3명이 탈락하여 탈락률은 19.1%였다. 탈락이유는 실험군 1그룹의 경우 

설문 미작성 1명, 가족 간병으로 인한 미참석 1명, 취업으로 인한 미참

석 1명 등의 이유였다. 실험군 2그룹의 경우는 설문 미작성 1명, 중도 

질환으로 불참 1명, 3회 이상 미참석 1명, 대조군의 경우 프로그램 도중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합병증이 발견되어 2명이 제외되었고, 이사로 인한 

미참석 1명이었다. 실험군 20명, 대조군 18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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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도구 

(1)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효능감 척도는 박영임(1994)이 개발한 도구로 고혈압 관리와 관

련된 구체적인 자기관리 행위 수행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를 10-100점 

척도 10문항으로 측정한 점수의 평균값이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최저 

10점에서 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원저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며, 도구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 값은 .7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2) 자기관리 행위(self-management behavior)  

자기관리 행위 척도는 이영휘(1994)가 개발한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자기관리 행위와 관련된 식이요법, 체중조절, 음주, 흡연, 커피섭취, 운동, 

투약 등의 수행 정도를 측정하는 16문항이며 5점 척도이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하지 않는다 1점, 아주 잘한다 5점까지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16-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관리 행위를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저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며, 도구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 값은 .7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86이었다. 

 

(3)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 척도는 Re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도구를 

전병재(1974)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으로 5점 척도이

다. 5개의 긍정적인 문항, 5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긍정

적인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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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최저 10점

에서 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번안한 저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며,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 값은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5이었다. 

 

(4) 혈압 

혈압은 전자 혈압계(A&D Medical, Model: UA-767PBT)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측정 전 대상자가 요의가 있으면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하고, 

10분 이상 의자에 앉아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상

박을 심장과 같은 높이로 하여 측정하였다. 5분 간격으로 측정하여 2회 

측정치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혈압 측정은 간호학과 4학 학생 한 명에게 

측정 방법을 교육한 후 시행되었다.  

 

4) 연구 진행 및 자료 수집 절차 

(1)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승인번호: 2013-122)을 받은 후 자료수집과 중

재를 시작하였다. 대조군에게 시행되는 중재가 실험군에 비해 미흡하지 

않도록 중재 횟수를 동일하게 하라는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

아들여,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주 1회, 총 8회기의 고혈압 자기관리프로

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 시작하기 전에 구두와 서면을 통해 대상

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연구 완료 후 폐기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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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사항은 일체 비밀이 유지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를 원치 않을 때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참여자 보관용 동의서 한 부를 

대상자에게 제공하였다. 대상자에게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전

화하도록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2) 대상자 선정 및 배정 

대상자 선정은 서울시내 1개 노인 복지관 건강관리실 담당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연구계획서와 설문지 등을 설명하고 프로그램 제공 및 자

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시행되었다. 대상자 모집은 복지관내에 

모집 안내문을 게시한 후 대상자들이 담당 건강관리실 간호사에게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 때 연구 대상자의 선정기준

과 제외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자는 3개의 정해

진 프로그램 시간대(12-13시, 13시-14시, 14시-15시)를 선택하도록 하

여 실험군 26명, 대조군 21명으로 배정되었다. 

 

(3) 실험처치 

실험군은 2개 집단으로 나누어 11명, 15명씩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

며, 실험군에게는 8회기 교육과 집단상담 및 명상을 포함한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누어준 책자를 

통해 구두로 진행되었으며, 진행 순서는 고혈압 자기관리 교육 20분, 동

사섭 훈련 40분으로 이루어졌다. 실험군에게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언어적 설득, 성취경험, 대리경험, 정서적 각성 감소의 4가지 효능

자원이 사용되었다. 고혈압 자기관리 교육은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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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위주로 교육하고, 주로 대상자들의 의견과 어려운 점을 나누어 문

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동사섭 훈련은 교육 후 실습과 과제 발표가 

포함되었다. 교육 후 실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실습은 간단하게 진

행이 되었고, 동일한 실습 내용을 과제를 내주어 일상생활에서 심도 있

게 적용한 후 작성하여 다음 회기 때 발표하도록 하였다.  

대조군의 교육은 한꺼번에 21명에게 진행되었고, 일반적인 고혈압 관

련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주 1회, 60분, 8회기 고혈압 자기관리프로그램

이 제공되었다. 대조군의 프로그램은 주로 교육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

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프로그램 진행은 본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프

로그램 진행 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림이 많이 삽입된 슬라이드

로 작성된 책자를 활용하였다. 대상자의 학력을 고려하여 책자를 쉽게 

작성하였고, 시력 저하 등을 고려하여 14포인트 글자로 작성하였다. 프

로그램 진행은 노인 복지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지정해준 27명 

정도 수용 가능하고, 책상과 의자가 갖추어진 교육실에서 진행되었다.  

 

(4)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1월 23일부터 ~ 3월 11일까지이다. 자료수

집은 간호학과 4학년 학생 5명이 시행하였다. 측정자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 설문지와 혈압 측정에 대해 교육을 실

시하였다. 그리고 사전에 연구자가 한 노인 대상자에게 자료수집 과정을 

녹음했던 것을 들려주고 면담자들이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협의하여 일치할 때까지 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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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자임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시 일대일로 설문지를 읽어주면서 

응답대로 면담자가 답지에 표시하는 형식으로 시행되었다. 면담자에게는 

대상자가 불분명하게 답변하는 경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

고, 설문지 내용 중 의미가 모호하여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없는지 대

상자에게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모호하다고 말한 경우 다시 한번 설명하

도록 하였다.  

사후 조사는 사전 조사와 동일한 자료 수집 내용으로 8주 후에 측정

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8회기 프로그램 중 6회

기 이상 참여하고, 사전∙ 사후 모두 설문 및 혈압 측정에 응한 대상자로 

하였다.   

 

(5) 대조군의 자기관리프로그램 

대조군 자기관리프로그램은 8회기, 1회 60분씩 강의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교육은 고혈압 대상자가 자기관리를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실험군 중재 프로그램에 포함

되었던 문제해결, 의사소통 능력, 분노와 우울 등의 감정 다루기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효능자원이 사용되지 않았

다.  

각 주별 교육 내용으로는 1주: 고혈압 정의, 원인 및 합병증, 2주: 규

칙적인 운동, 3주: 저염식이, 4주: 약물관리, 5주: 저지방 식이, 6주: 스트

레스 관리, 7주: 체중조절, 8주: 자기관리 총정리, 질의 응답과 소감 나누

기로 구성되어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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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ructure of the Self-Management Program for control group 

Session Theme Expectations Format Time 

1 week 

Definition, causes, 

and complications 

of hypertension 

Understanding of the 

definition, causes, and 

complications of 

hypertension 

Lecture 60min 

2 week Regular exercise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regular 

exercise for controlling 

blood pressure 

Lecture 60min 

3 week Low sodium diet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low sodium 

diet 

Lecture 60min 

4 week 
Medication 

management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accurate 

medication 

Lecture 60min 

5 week Low-fat diet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low-fat diet 
Lecture 60min 

6 week 
Stress 

management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stress 

reduction 

Lecture 60min 

7 week Weight control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weight control 
Lecture 60min 

8 week 

Summary of self-

management 

method, Q&A, 

sharing impression 

Reaffirm the importance of 

hypertension self-

management 

Lecture 6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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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21.0을 이용하여 다음의 통계방

법으로 분석하였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종속변수의 차이 검정은 집단간의 비교를 위해 사후점수로 t-test

를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alpha 계수로 분석하였다.  

4) 가설검정은 유의수준 p< .05에서 양측검정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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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고혈압 노인을 위한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

그램의 개발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은 자기관리 교육과 동사섭 훈련으

로 구성되었다. 자기관리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양한 만성질환자의 자기관

리 행위 향상에 효과가 있었던 CDSMP의 내용과 Marks 등(2005)이 메

타분석을 통해 제시한 만성질환자 중재에 포함될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

었다. 그리고 대한고혈압학회 고혈압 진료지침(채성철 등, 2013)에서 제

시한 내용 중 일부분을 포함시켰다. 동사섭 훈련의 내용은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노인 복지관의 상황과 시간 제한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중재 기간과 중재 시간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 1회, 60분, 8회기로 

구성하였다. 매 회기 60분의 중재 시간 중 자기관리 교육으로는 20분을 

배정하였고, 나머지 40분은 동사섭 훈련으로 배정하였다. 총 중재 시간

은 대상자들이 1시간 이상은 원하지 않았고, 교육 장소도 조정이 어려워 

각 회기는 한 시간으로 정하였다.  

중재는 각 회기별로 자기관리 교육과 동사섭 훈련이 같이 진행되었다. 

회기별 자기관리 교육 주제는 1주: 고혈압과 자기관리의 중요성, 올바른 

혈압측정, 2주: 식이관리, 체중조절, 3주: 정확한 약물 복용, 4주: 감정 다

루기, 5주: 좋은 대화기술, 6주: 건강을 위한 운동, 7주: 스트레스 감소 

전략, 8주: 문제해결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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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섭 훈련의 교육 및 실습 주제는 1주: 삶의 5대원리, 2주: 행복의 

원리, 지족명상, 3주: 교류사덕(보시, 감사, 사과, 관용), 4주: 미세정서, 

화합, 느낌 나누기, 표현하기, 5주: 마음 받기, 경청 및 공감, 6주: 긍정적

인 가치관, 자기긍정 명상, 7주: 나지사명상, 8주: 맑은물 붇기로 구성되

어 있다. 프로그램의 회기별 진행 내용은 Table 3와 같다. 구체적인 교

육 내용은 부록 5에 수록되었다. 

중재 시 자기효능감 증진 전략으로 4가지 효능자원인 언어적 설득, 성

취경험, 대리경험, 정서적 각성 감소가 사용되었다. 첫째, 언어적 설득은 

주로 교육과 칭찬이나 격려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 정보 제공을 통해 이

루어졌다. 둘째, 성취경험은 혈압측정을 매일 하도록 하여 혈압 조절 상

태를 관찰하면서 성취경험을 획득하도록 하고, 문제해결 전략을 토론하

면서 자신의 성취경험을 발표하도록 하였고, 과제를 통해 성취경험을 획

득하도록 하였다. 셋째, 대리경험은 다른 대상자의 수행 관찰과 성공 경

험을 나누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각성 감소는 동

사섭 훈련에서 시행되는 실습과 명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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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lf-Management Program applying Dongsasub for this study 

Session SME(20 min) DT(40 min) Expectations Sources Format 

1 week 

∙ Orientation  

∙ Importance of 

hypertension 

self-management  

∙ Correct blood 

pressure 

measurement 

∙ Introduction of 

Dongsasub 

training 

∙ Purpose of life 

∙ Five principles 

of life 

∙ Understanding of 

the program 

∙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self-management 

∙ Established values 

of life 

∙ VP Lecture 

2 week 

∙ Diet management 

∙ Weight control 

∙ Principles of 

happiness 

∙ Thank 

meditation 

∙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diet 

management and 

weight control 

∙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the 

principle of 

happiness  

∙ VP 

∙ PA 

∙ VE 

∙ EA 

Lecture 

/Practice 

3 week 

∙ Accurate 

medication 

∙ Gyoryusadeok 

(generosity, 

gratitude, 

atonement, 

forgiveness) 

∙ Understanding of 

the accurate 

medication 

∙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the 

gyoryusadeok 

∙ VP 

∙ PA 

∙ VE 

∙ EA 

Lecture 

/Practice 

4 week 

∙ Dealing with 

emotions 

∙ Fine emotion 

∙ Harmony 

∙ Share the 

feeling 

∙ Emotional 

expression 

∙ Understanding of 

the expressing of 

emotions 

∙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harmony 

∙ VP 

∙ PA 

∙ VE 

∙ EA 

Lecture 

/Practice 

5 week 

∙ Good 

communication 

skills 

∙ Receive the 

mind 

∙ Listening 

courteously 

∙ Sympathy 

∙ Acquirement of the 

communication 

skills 

∙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the 

listening 

courteously and 

sympathy 

∙ VP 

∙ PA 

∙ VE 

∙ EA 

Lecture 

/Practice 

6 week 

∙ Exercise for 

health 

∙ Positive values 

∙ Self-affirmation 

meditation 

∙ Shower praise 

∙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exercise 

∙ Established 

positive values 

∙ VP 

∙ PA 

∙ VE 

∙ EA 

Lectur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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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SME(20 min) DT(40 min) Expectations Sources Format 

7 week 

∙ Stress reduction 

strategies 

∙ Na-ji-sa 

Meditation  

∙ Understanding of 

the Stress 

reduction strategies  

∙ Control of the 

anger and stress 

through Na-ji-sa 

Meditation 

∙ VP 

∙ PA 

∙ VE 

∙ EA 

Lecture 

/Practice 

8 week 

∙ Problem solving 

strategy 

∙ Sharing 

impressions 

∙ Pouring clean 

water 

∙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solving 

strategy 

∙ Understanding of 

the practice of 

happiness 

∙ VP 

∙ PA 

∙ VE 

Lecture 

Note. VP: Verbal Persuasion(교육, 칭찬, 격려 등의 긍정적인 피드백),
 

PA: 

Performance Attainment(성취경험 발표, 혈압 모니터링, 과제 성취), VE: Vicarious 

Experience(다른 대상자의 수행 관찰과 성공경험 듣기), EA: Emotional Arousal(명상), 

SME: Self-management education(자기관리 교육), DT: Dongsasub training(동사섭 훈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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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의 효과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정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연구 대상자 38명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여성이 26명

(68.4%)으로 남성보다 많았고, 평균 연령은 75.16(±5.89)세이었으며, 

70대가 24명(63.2%)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 정도는 초등졸이 17명

(44.7%)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에서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2

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와 기독교가 각각 11명(28.9%)을 차지

하였다. 직업의 유무는 모든 대상자가 직업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생활

비 조달은 자녀에 의한 경우가 17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

태는 23명(60.5%)이 기혼으로 가장 많았고, 동거유형은 부부만 같이 사

는 경우가 13명(34.2%)으로 가장 많았다. 

중재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모

든 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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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Exp(n=20) Con(n=18) Total(n=38) 

χ
2
 or t p n(%) or 

mean±SD 

n(%) or 

mean±SD 

n(%) or 

mean±SD 

Gender 
Male 7(35.0) 5(27.8) 12(31.6) 

.229 .734 
Female 13(65.0) 13(72.2) 26(68.4) 

Age (yr) 

 75.60±4.24 74.66±7.42 75.16±5.89 .482 .632 

60-69 2(10.0) 5(27.8) 7(18.4) 

  70-79 15(75.0) 9(50.0) 24(63.2) 

over 80 3(15.0) 4(22.2) 7(18.4) 

Education 

level 

Illiteracy 0 0 0 

3.330
a
 .212 

Elementary school 11(55.0) 6(33.3) 17(44.7) 

Middle school 2(10.0) 6(33.3) 8(21.1) 

High school or 

over 
7(35.0) 6(33.3) 13(34.2) 

Religion 

Buddhism 4(20.0) 7(38.9) 11(28.9) 

4.273
a
 .385 

Christianity 8(40.0) 3(16.7) 11(28.9) 

Catholicism 1(5.0) 2(11.1) 3(7.9) 

None 6(30.0) 6(33.3) 12(31.6) 

Others 1(5.0) 0 1(2.7) 

Job 
Yes 0 0 0 

  
No 20(100) 18(100) 38(100) 

Supply of 

living 

expenses 

Self or spouse 6(30.0) 6(33.3) 12(31.6) 

3.123
a
 .220 Children 7(35.0) 10(55.6) 17(44.7) 

Others 7(35.0) 2(11.1) 9(23.7) 

Marital status 

Married 14(70.0) 9(50.0) 23(60.5) 

2.198
a
 .320 

Unmarried 0 1(5.6) 1(2.7) 

Separation by 

death 
6(30.0) 8(44.4) 14(36.8) 

Status of 

living 

arrangement 

Living alone 6(30.0) 5(27.8) 11(28.9) 

3.706
a
 .326 

Couple 8(40.00) 5(27.8) 13(34.2) 

Couple and 

Children  
5(25.0) 3(16.7) 8(21.1) 

Children 1(5.0) 5(27.8) 6(15.8) 

Note.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a
 Fisher’s exact test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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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및 동질성 검정 

연구 대상자의 사전 질병관련 특성의 동질성 검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연구 대상자 38명의 질병관련 특성을 보면, 고혈압 진단 후 경과 

기간은 평균 10.11(±7.42)년이었고, 5~10년 사이가 19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는 32명(84.2%)이었고, 복수 응답을 

통해 확인된 동반질환의 종류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11명(28.9%), 당뇨

병 6명(15.8%), 안과질환 4명(10.5%) 등이 있었다. 고혈압 가족력은 22

명(57.9%)이 있었다. 체질량지수는(BMI)는 평균 23.07(±2.48)kg/m2이

었고, 흡연을 안 하는 경우가 37명(97.3%)이었고, 음주를 안 하는 경우

가 32명(84.2%),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가 34명(89.4%)

을 차지하였다. 

중재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질병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모든 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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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omogeneity test of hypertension related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Exp(n=20) Con(n=18) Total(n=38) 

χ
2
 or t p n(%) or 

mean±SD 

n(%) or 

mean±SD 

n(%) or 

mean±SD 

Duration of 

Hypertension  

(yr) 

 11.05±8.17 9.06±6.55 10.11±7.42 .824 .415 

less than 5yr 3(15.0) 5(27.8) 8(21.1) 

  
5yr ~ 10yr 11(55.0) 8(44.4) 19(50.0) 

11yr ~ 15yr 2(10.0) 2(11.1) 4(10.5) 

over 15yr 4(20.0) 3(16.7) 7(18.4) 

Comorbidity 
Yes 19(95.0) 13(72.2) 32(84.2) 

3.697
a
 .083 

No 1(5.0) 5(27.8) 6(15.8) 

Family history 
Yes 12(60.0) 10(55.6) 22(57.9) 

.077 .782 
No 8(40.0) 8(44.4) 16(42.1) 

BMI(kg/m
2
)  23.47±2.86 22.61±1.97 23.07±2.48 1.059 .296 

Smoking 
Yes 1(5.0) 0(0.0) 1(2.7) 

.924
a
 1.000 

No 19(95.0) 18(100.0) 37(97.3) 

Drinking 
Yes 4(20.0) 2(11.1) 6(15.8) 

.563
a
 .663 

No 16(80.0) 16(88.9) 32(84.2) 

Exercise 

No 0(0.0) 1(5.6) 1(2.7) 

1.703
a
 .398 Sometimes 1(5.0) 2(11.1) 3(7.9) 

Regularly 19(95.0) 15(83.3) 34(89.4) 

Note.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a
 Fisher’s exact test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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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 전 결과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중재 전에 측정한 결과변수들의 동질성 검정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연구 대상자 38명의 중재 전 측정한 결과변수들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84.71(±9.70)점이었고, 자아존중감은 평균 30.97(±

4.26), 자기관리 행위는 평균 64.97(±8.21)점이었다. 수축기 혈압은 평

균 123.84(±10.97)mmHg, 이완기 혈압은 평균 72.14(±8.58)mmHg이

었다. 

중재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결과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모든 

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Homogeneity test of outcome variables 

Characteristics 
Exp(n=20) Con(n=18) Total(n=38) 

t p 
mean±SD mean±SD mean±SD 

Self-efficacy 83.70±10.20 85.83±9.27 84.71±9.70 -.672 .506 

Self-esteem 31.10±4.91 30.83±3.54 30.97±4.26 .190 .850 

SMB 67.30±8.15 62.38±7.68 64.97±8.21 1.906 .065 

BP 

(mmHg) 

Systolic BP 121.45±11.27 126.50±10.30 123.84±10.97 -1.437 .159 

Diastolic BP 72.07±10.27 72.22±6.50 72.14±8.58 -.052 .959 

Note.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SMB: Self-management behavior, BP: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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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검정 

가설 1.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

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사후 점수로 집단간의 비교를 한 결과 실험군의 자기효능감은 사후 

94.62(±5.77)점이었고, 대조군은 88.28(±10.06)점으로 실험군의 자기

효능감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t=2.416, p=.021) 가설 1은 지지

되었다(Table 7). 

 

Table 7. Comparison of self-efficac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 
Exp(n=20) Con(n=18) 

t p 
mean±SD mean±SD 

Self-efficacy 94.62±5.77 88.28±10.06 2.416 .021 

Note.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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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

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 

 

사후 점수로 집단간의 비교를 한 결과 실험군의 자아존중감은 사후 

34.90(±3.67)점이었고, 대조군은 31.83(±3.67)점으로 실험군의 자아존

중감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t=2.573, p=.014) 가설 2는 지지되

었다(Table 8). 

 

Table 8. Comparison of self-esteem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 
Exp(n=20) Con(n=18) 

t p 
mean±SD mean±SD 

Self-esteem 34.90±3.67 31.83±3.67 2.573 .014 

Note.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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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

에 비해 자기관리 행위 점수가 높을 것이다. 

 

사후 점수로 집단간의 비교를 한 결과 실험군의 자기관리 행위 점수는 

사후 72.00(±6.16)점 이었고, 대조군은 66.61(±8.77)점으로 실험군의 

자기관리 행위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t=2.210, p=.034)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9).  

 

Table 9. Comparison of self-management behavior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 
Exp(n=20) Con(n=18) 

t p 
mean±SD mean±SD 

SMB 72.00±6.16 66.61±8.77 2.210 .034 

Note.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SMB: Self-management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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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

에 비해 혈압이 낮을 것이다. 

 

부가설 1.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

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낮을 것이다. 

 

사후 점수로 집단간의 비교를 한 결과 실험군의 수축기 혈압은 사후 

114.97(±12.41)mmHg 이었고, 대조군은 123.92(±13.57)mmHg으로 실

험군의 수축기 혈압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t=-2.135, p=.040) 

가설 4의 부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10). 

 

부가설 2.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

에 비해 이완기 혈압이 낮을 것이다. 

사후 점수로 집단간의 비교를 한 결과 실험군의 이완기 혈압은 사후 

68.75(±10.72)mmHg이었고, 대조군은 71.38(±8.00)mmHg로 이완기 

혈압은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t=-.852, p=.400) 가

설 4의 부가설 2는 기각되었다(Table 10). 

 

Table 10. Comparison of blood pressur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Exp(n=20) Con(n=18) 

t p 
mean±SD mean±SD 

Systolic BP 114.97±12.41 123.92±13.57 -2.135 .040 

Diastolic BP 68.75±10.72 71.38±8.00 -.852 .400 

Note.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BP: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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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 결과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실시 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관리 행

위가 유의하게 높았고, 수축기 혈압은 유의하게 낮았다.  

먼저 자기효능감 중재를 통한 자기관리 행위의 향상 효과를 살펴보면, 

자기관리 행위 향상을 목표로 자기효능감 증진 전략을 활용한 많은 연구

들(김유정, 2009; 박영임, 1994; 박영임과 전명희, 2000; 유수정 등, 

2001; 이영휘, 1994; Gitlin 등, 2008; Lolig, Sobel 등, 2001; Wu 등, 

2012)이 있다. 그 중에서 고혈압 대상자에게 중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래에 내원하는 본태성 고혈압 성인을 대상으로 4주 동안 효능기대 증

진프로그램 제공 후 자기관리 행위 향상되었다는 결과(이영휘, 1994)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영휘(1994)의 연구에서는 사전조

사에서 자기관리 행위 점수가 58.25점이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67.30점으로 높은 점수였는데도 자기관리 행위 향상이 있었다는 것은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태성 고혈압을 가진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박영임, 1994)와 농촌 고혈압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

임과 전명희, 2000)에서는 모두 9주 동안 자기조절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자기관리 행위 향상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본 연

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자기효능감 증진뿐만 아니라 

자기조절이론을 합성하여 중재한 반면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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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같이 향상시켰다는 점과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본 연

구와 비교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또한 박영임과 전명희(2000)의 연구에

서는 자기효능감 증진에서 유의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향

상에 의한 자기관리 행위의 향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와 

비교하는데 제한이 있다.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3주 동안 효능

기대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자기관리 행위 향상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오윤정과 박정숙, 1997)도 본 연구결과와 일관된 효과를 보고하였

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대조군이 없는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여서 자기효

능감 증진을 통한 자기관리 행위 향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본 연구와 비교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그 외에 고혈압 노인을 대상으로 

12주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자기관리 행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고(김유정, 2009)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와 일치하나, 이 연구는 전반적인 자기관리프로그램이 

아닌 운동프로그램만으로 자기관리 행위의 향상을 시키려고 했다는 점에

서 본 연구와 비교하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운동프로그

램만으로 자가관리 행위에 향상이 있었던 것은 자기관리 행위 영역 중 

운동관리 문항의 점수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자기관리 행위 향상 효과와 비교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반면, 고혈압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 유수

정 등(2001)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직후와 종료 4주 후에 자기관

리 행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중재 후 자기효능감 증진이 되지 않았고, 중재 기간이 4주였고, 

그리고 일반적인 고혈압 관련 지식을 제공하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중재 후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었고, 8주 동안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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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일반적인 고혈압관련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내용뿐만 아니

라 문제해결, 의사소통 능력, 감정 다루기, 스트레스 관리 전략 등(Lorig, 

Ritter 등, 2001)을 포함시켜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사섭 훈련을 적용하여 자아존중감을 같이 높였던 것이 자기관리 행위

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한 자기관리 행위 향상을 위한 국외 연구에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진단받은 50세 이상 성인에게 6개월 동안 지역사

회 기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 후 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자기관리 

행위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여(Wu 등, 2012), 본 연구결과

와 일관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기효능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관

리 행위를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일치하나, 중재기간이 본 연구와 다르게 

6개월로 장기간이었고, 측정도구가 달라서 비교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또한 다양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CDSMP를 6주(Farrell 등, 2004; 

Gitlin 등, 2008)나 7주(Fu 등, 2003; Lolig 등, 1999; Lolig, Sobel 등, 

2001) 동안 중재 후 자기관리 행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처럼 자기효능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자

기효능감을 향상시켰으며, 자기관리프로그램에 문제해결, 의사소통 능력, 

감정 다루기, 스트레스 관리 전략 등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자기관리 행

위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처럼 고혈압 대

상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비교하는데 제한이 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중재를 통한 자기관리 행위의 향상 효과를 살펴

보면,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일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중재를 포함한 

연구(곽화순, 2005)에서는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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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행위에서는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이 연구는 자기관리프로그

램에 자아존중감을 같이 향상시키고자 하는 중재를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는 본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중재가 일부만 

포함되었고, 자아존중감 향상이 없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향상에 의한 

자기관리 행위의 향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와 비교하기에

는 제한이 있다. 이 외에도 만성질환인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에게 8주 

동안 마음챙김 기반 중재 후 자아존중감 향상뿐만 아니라 불안, 스트레

스와 우울 등에서 감소가 있었고, 자기관리 행위에서도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는 연구결과(van Son 등, 2011)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

다. 이는 본 연구에서처럼 자아존중감 향상이나 다른 심리적인 중재가 

만성질환자에서 자기관리 행위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또한 이

러한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들은 여러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고, 심

리적인 문제로 인해 자기관리 행위를 수행하는데 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Gonzalez, Fisher와 Polonsky, 2011),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중재가 자기관리 행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

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본 연구에서처럼 자기관리 교육이 없

이 마음챙김 기반 중재만 하였다는 점과 사용된 측정 도구가 달라서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교육만 시행한 군과 교육, 수용 및 마음

챙김 기술을 적용한 수용전념치료(ACT)군으로 배정하여 중재 후 3개월

에 당뇨병에 대한 교육만 한 교육군보다 ACT군에서 자기관리 행위의 

향상뿐만 아니라 대처기술 향상, 혈당 조절에서 효과가 있었다(Gregg 

등, 2007). 이는 당뇨병 교육만 한 경우보다 심리적인 중재를 포함했을 

때 더욱 자기관리 행위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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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한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기관리 행위 향상에서 중요한 자

기효능감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리적인 중재를 제

공하고자 했지만, 이 연구는 당뇨병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를 감

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비교하는 데는 제한이 있

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처럼 본 연구에서 시행한 동사섭 훈련도 자아존

중감 향상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에서 있을 수 있는 우울, 불안, 스트레

스 등 여러 심리적인 문제를 감소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만성질환자에서 있을 수 있는 다른 심리적인 문제의 감소를 통해 

자기관리 행위의 향상이 있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자기효능감 증진 효과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동사섭 훈

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자기관리프로그램에 참여

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고혈압 대상자에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었다는 보고(김유정, 

2009; 김희진과 송미순, 2013; 박형숙 등, 2002; Wu 등, 2012)들과도 

일관된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 증진뿐만 아니라 자아존

중감 향상 중재도 같이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이 연구들

에서 사용한 연구도구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제한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점수는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 시행 

전에도 83.70점으로 높아 상승하는데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후 94.62점으로 매우 증진되었다. 이는 동사섭 훈련을 통해서 자아존중

감도 같이 향상 시키는 중재가 자기효능감 증진에 더욱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중재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고혈압 대상자에서 자기효능증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연구

(박영임과 전명희, 2000; 유수정 등, 2001)들에서 중재 후 자기효능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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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본 

연구와 다른 요인들이 많지만, 특히 자아존중감 향상 중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는 만성질환인 당

뇨병 환자에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긍정성, 자기 성취감 등을 포함

하는 회복력(resilience)이 높은 경우 자기관리 행위를 더 잘 수행하였다

는 보고(Yi, Vitaliano, Smith, Yi와 Weinger, 2008)가 본 연구를 지지한

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등은 서로 영향을 주므

로(Bandura, 1977), 같이 향상시켰을 때 자기관리 행위 향상에 더 영향

을 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같이 향상시키는 군과 자기효능감

만 단독으로 향상시키는 군으로 나누어 연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같이 향

상시켰을 때 자기관리 행위가 더 향상되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 사용한 4가지 효능자원도 자기

효능감 증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같은 측정 도구를 사용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 언어적 설득과 성취경험을 사용했던 연구(박영임, 1994)에

서 자기효능감 점수는 사전 66.2점에서 사후 74.9점, 언어적 설득과 성

취경험을 사용한 연구(박영임과 전명희, 2000)와 언어적 설득, 대리경험, 

성취경험을 사용했던 연구(유수정 등, 2001)에서는 자기효능감 증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사전 83.70점에서 사후 

94.62점이었다. 이 연구들에 비해 중재 전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은 상태

에서도 증진되었다는 것은 Bandura(1977)가 제시한 4가지 효능자원 모

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언어적 설득 한 개의 효능자원을 사용하고도 사전에 비해 평균 14.7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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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는 연구(박형숙 등, 2002)도 있기 때문에 4가지 효능자원 모

두를 사용했을 때 자기효능감 증진 효과가 더 있다는 것을 결론 내릴 수

는 없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효능자원 4가지를 모두 사용한 군과 일

부만 사용한 군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4가지 모두를 

사용했을 때 자기효능감 증진에 더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

다. 또한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효능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이나 자아존

중감 향상 중재도 자기효능감 증진에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되어, 4가지 

효능자원만을 통한 자기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향상 효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동사섭 훈

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받은 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노인에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가져

온 결과는 악기치료(이경진과 김수지, 2011), 미술치료(유성순, 2011), 

운동요법(박충배, 2011)과 노래치료 회상요법(장영규, 2012), 미용요법

(김보경 등, 2008) 등을 적용했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

들 연구는 본 연구에서처럼 만성질환인 고혈압 대상자가 아니어서 비교

하는 데 제한이 있다. 또한 미술치료(유성순, 2011)나 악기치료(이경진과 

김수지, 2011)는 감정 표현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게 하여 자아존중

감을 높이며(이경진과 김수지, 2011), 미용요법은 외모 관리가 여성 노

인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김보경 등, 2008).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일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발산할 수 있을 수는 있

어도, 교육과 실습 없이 이런 활동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어려우며, 효과가 지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사섭 훈

련은 교육과 실습을 통해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도록 하며, 일상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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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그 효과가 일시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van Son 등(2011)은 만성질환인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에게 8주 동안 

마음챙김 기반 명상 중재(MBSR, MBCT)를 시행 한 후 자아존중감 향상

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적인 문제들이 감소했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 결

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비록 제공된 명상법은 다르지만, 본 연구에

서처럼 만성질환자에서 명상 중재가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지해준다. 또한 만성질환은 아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마음수

련명상 중재(이인수와 김지희, 2011)나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알아

차림(마음챙김) 명상 중재(이한상, 2009)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

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명상 중재가 자아존중감

을 향상시키기 못했다는 연구들도 있었는데, 정신과 입원환자를 대상으

로 한 국선도 명상 중재(장선주와 하양숙, 2008)는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없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고혈압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과 본 연

구에서 사용한 같은 명상 중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제

한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행한 동사섭 훈련은 누구라도 쉽게 접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황정희 등, 2009), 일상 생활에서 장소나 

시간과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방법적인 면에서도 노인들에게 시행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마음수련 명상의 경우 눈을 감고 명상을 해야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졸음이나 잡념에 빠져들 수 있어 동기가 중요하며(윤

미라, 2014), 국선도 명상은 일정한 장소에서 시행이 되어야 하므로 장

소나 시간에 제약이 있다. 또한 마음챙김 명상의 경우는 명상 초기 수행

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알아차림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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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2006). 

또한 동사섭 훈련 후 일반 성인 대상자에서 자아존중감 또는 자아개념

에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는 보고(김귀임, 2006; 김창규 1999; 이철희, 

1992; 임승환과 이장호, 1989; 장희정, 2003; 황경열, 1997) 들과도 일

관된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는 노인이면서, 만성질환이 있는 고혈압 대

상자에게 동사섭 훈련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선행 연구들처럼 5박 6일 동안의 25회기 프로그램이 아닌 8회기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에서 향상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혈압을 살펴보면, 혈압은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

그램을 받은 군에서 대조군보다 수축기 혈압에서만 유의하게 낮았다. 자

기효능감 증진을 통한 자기관리 행위를 증진시켜 혈압 감소가 되었다는 

여러 보고(박영임, 1994; 박형숙 등, 2002; 이영휘, 1994) 들과 부분적으

로 일관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의 

평균이 모두 사전과 사후 모두 정상범위에 있어 큰 의미로 보기는 어렵

다. 본 연구는 고혈압을 진단 받은 노인에서 자기관리 행위에 초점이 맞

추어진 연구로, 만약 혈압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대상자를 표집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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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의 개발 

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은 자기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Backman과 Hentinen, 2001; Rivera-Hernandez, 

2014),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과 상호작용하여(Bandura, 1977) 

자기관리 행위에 더욱 영향을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서 자기

효능감 증진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도 함께 향상시켜 자기관리 행위에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기

존의 자기효능 이론에 기반하여 고혈압 자기관리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동사섭 훈련을 적용하여 집단 교육, 집단 상담 

및 명상의 형태로 개발되었다.  

자기관리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고혈압 관련 지식만 

전달하던 기존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는 다르게 대상자들에게 흥미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자기관리 행위를 수행할 때 꼭 필요한 것으로 구성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혈압 자기관리프로그램의 구성은 고혈압 대상

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았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대상자들에게 교육 내용

에 대해 만족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만족을 표현한 대상자가 대부분이었

다. 그러나 생리적 기전이나 과학적 근거 등 더욱 자세한 교육을 원하는 

대상자도 있었기 때문에 교육자료에는 좀더 자세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혈압 자기관리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금연

과 절주 부분이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2주차의 식이관리에서 절주 부분

을, 7주차 스트레스 감소 전략에서 금연 부분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

나 사전 조사에서 흡연율과 음주율이 매우 낮아 이 부분을 제외 한 후 

책자를 만들어 제공하였다. 그리고 흡연 및 음주를 하는 대상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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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상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참석률

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관리 행위를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 내용에 반영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고혈압 자기관리 교육 내용 

중 운동, 식이, 체중조절, 약물관리 등도 도움이 되었지만, CDSMP의 내

용 중 포함시켰던 의사소통이나 감정 다루기, 문제해결 등도 대상자들에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의사소통 교육 이후 소감 

발표에서 가족이나 복지관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시 도움이 되었다고 하

는 경우, 의사 진료 시 미리 질문할 내용을 메모해간다고 하는 경우, 의

사와 좀더 효과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대상자 등이 있었

다. 또한 감정 다루기 부분에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렀는데 가

족에게 표현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경우,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

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경우, 분노가 있을 때 대처를 하게 되었다

는 대상자 등이 있었다. 문제해결 부분에서는 자기관리를 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전략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경우,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운동, 식이, 

체중조절, 약물관리 외에 의사소통, 감정 다루기, 문제해결 등도 고혈압 

자기관리 교육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고혈압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동사섭 훈련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숙박형태가 아

닌 8~10회기 형태의 프로그램(김귀임, 2006; 고유나, 2004)의 내용에서 

노인 복지관 장소와 시간에 맞도록 행동명상, 양장력, 죽음명상, 사람 지

족명상은 제외되었다. 이 중에서 사람 지족 명상 중 절명상은 상대의 존

재 자체를 찬탄하는 행위이며, 상대의 인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행

위이다(박성희, 2007).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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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 장소와 시간이 허락한다면 절

명상은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28.9%를 차지했듯이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 노인들을 미리 파악하

여 절명상 시행 시 앉고 일어설 때마다 연구 보조자들이 도움을 주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앉고 일어설 수 

없는 노인은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 살펴보겠다. 매 회기마다 자기관리프

로그램을 진행한 후 동사섭 훈련을 진행하였다. 대상자들이 고혈압이 있

는 환자들이므로 먼저 고혈압 자기관리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게 하게 하여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도움

이 되었다. 그러나 매 회 자기관리 교육을 진행한 후 바로 동사섭 훈련

을 시작할 때 단절되는 느낌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 전략으로 동사섭 

훈련을 하기 전 고혈압 자기관리에 명상이 필요함을 설명하여 대상자들

에게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향후 동사섭 훈련을 자기관리

프로그램과 같이 진행할 때는 자기관리프로그램을 모두 진행한 후 동사

섭 훈련을 진행하거나, 반대로 동사섭 훈련을 모두 진행 한 후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좀더 매끄러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프로그램의 중재 기간 및 시간을 살펴보면, 우선 자기관리 교육은 동

사섭 훈련을 같이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8회기 동안 20분씩 진행되었는

데, 8회기의 진행은 고혈압 자기관리 교육을 모두 다루기에 적절한 기간

이었다고 생각되나, 중재 시간은 교육과 질의 응답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집중력이나 이해력에 제한이 있는 노인들을 고려하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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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을 원활히 하려면 매 회기 최소 30분 정도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짧은 자기관리 교육시간 동안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 중 효과

적이었다고 생각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에게 많은 정보

를 한꺼번에 주는 것 보다는 각 주차 별로 꼭 알아야 할 것 위주로 간단

하게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였다. 둘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

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것 위주로 다루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

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했다. 넷째, 대상자들이 새로 시도한 행위

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수용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실

천하고 있는 행위, 성취한 경험, 잘 조절되고 있는 혈압 등 자랑하고 싶

은 것이 있으면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였다. 본 자기관리프로그

램 진행 시 초기 1-2회기에는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발표하는 대상자

가 많지 않았지만, 회기를 거듭하면서 점점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전

략은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동사섭 훈련의 중재 기간 및 시간은 8회기, 40분씩이었는데, 

8회기라는 기간은 동사섭의 교육 내용을 전달하고 실습을 진행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조건이 허락되면 지역사회 노인에게 동사섭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회기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40분의 중재 

시간을 살펴보면, 그룹의 상호 역동성을 고려하여 실험군은 15명, 11명

으로 진행되었는데, 15명인 그룹보다는 11명인 그룹에서 구성원간의 상

호작용이나 결속력이 더 있었고, 참석률도 높았다. 15명의 그룹에서 15

명이 다 참석한 경우 대상자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다 주기가 어려웠다. 

반면 11명인 그룹은 탈락자 두 명을 제외하고 매 회기마다 모두 참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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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매 회기 9명으로 진행하였고, 마지막 회기만 8명으로 진행했다. 이 

그룹의 대상자들은 15명의 그룹보다는 발표할 시간도 더 많았고, 다양한 

느낌을 서로 공유할 시간이 더 많았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서로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았다. 이에 추후 동사섭 훈련을 진행할 때 그

룹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적당한 인원은 8~9명 정도이며, 노인들에게 장

시간의 교육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교육 시간은 한 시간 정도 진행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족한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과

제를 내주었는데, 과제는 일상생활에서 적용해보는 기회를 갖게 하여 방

법을 습득하고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숙박 

형태가 아닌 형태로 동사섭 훈련을 할 때 교육과 실습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제를 내주는 것은 꼭 필요하며, 진

행에 도움이 되었다. 특히 배운 것을 바로 일상생활에서 적용해보고, 과

제 발표와 느낌을 공유했던 점이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다. 즉, 숙박 형태로 진행할 때는 교육 후 실습을 진행하는 시간 동안에

만 배운 것을 적용해 보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과제를 내주게 되면 교육 

후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교육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매 회기 과제 수행 

여부를 체크한 결과 과제 수행률은 평균 80-90% 정도였다. 과제 수행

률을 높이기 위해 선물로 보상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과제 수행을 잘하

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매번 선물로 보상하는 데는 어려움

이 있어 다른 보상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쓰

기 능력이 낮은 노인들은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과제 수행률에 영

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쓰기 능력이 낮은 노인의 경우 짧게 몇 단

어로만 작성하도록 하고 말로 표현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과제 수행에 



 

- 71 - 

도움이 되었다. 추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동사섭 훈련에는 과제 수행률

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쓰기 능력이 높은 대상자를 선발하여 참여시키거

나, 가족이나 다른 지지체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재군의 참석률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매 회기마다 15명 그룹은 

초반 1-4회기는 100% 참석을 하였고, 중도 탈락자를 제외하고 후반부 

5회기에 4명이(30.8%) 결석을 하였고, 그 이후 회기에는 1-2명

(7.7~15.4%) 정도가 결석을 하였다. 그리고 11명 그룹은 2명 탈락자를 

제외하고 100% 참석하였고, 마지막 회기만 1명이(11.1%) 결석하였다. 

15명의 그룹에서 5회기에 결석이 많았던 원인으로는 연구자가 과제 수

행과 참석 독려를 위해 매주 전화를 하였는데, 5회기에는 전화를 하지 

못하였었다. 전화할 때 전화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고, 매번 

전화해주니 꼭 참석을 하겠다는 대상자들이 많았다. 이와 같이 매주 전

화로 참석을 독려하는 전략은 참석률을 높이는데 유용한 전략이었다. 

프로그램 진행 시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사용한 기자재를 살펴보겠다. 

본 연구에서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노인 복지

관의 시청각 기자재 이용 제한으로 인해 1회기만 파워포인트를 이용하

고 다른 회기는 교육 책자를 통해 구두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파워포인

트를 이용한 경우 대상자들이 책자를 보지 않고 모두 화면에 집중할 수 

있어 책자를 통해 진행했을 때 보다 교육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 짧은 

시간 안에 교육 진행이 더 원활하고 대상자에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시청각 기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동사섭 훈련을 진행했던 지도자 측면에 대해 살펴보겠다. 

동사섭 훈련을 진행했던 본 연구자는 5박 6일간의 동사섭 일반과정, 3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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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의 동사섭 중급과정을 이수 하였고, 그 이전에 상담 기술 향상을 

위한 여러 과정들을 이수하였다. 그러나 동사섭 훈련 진행 시 실제 삶에

서 겪은 경험을 통해 대상자들을 이해시키데 부족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

에, 일상에서 동사섭 훈련을 지속하여 경험을 많이 쌓아가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사섭 고급과정 이수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지

도자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사섭 훈련 진행 시 노인들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 전략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 결과를 해석을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첫째, 실험군과 대조군 할당 시 대상자가 참석 가능한 프로그램 시간대

를 선택하게 할 수 밖에 없어서 무작위 할당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한 개의 노인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험군

과 대조군 사이의 확산효과를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진단을 확인하

는 방법으로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로만 모집을 하여 혈

압이 잘 조절되는 대상자들이 많아 혈압 감소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제한

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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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는 고혈압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관리 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효능감 증진뿐만 아니라 동사섭 훈련을 통해 자아존중감도 같이 향

상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관리 행위, 수축기 혈압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같이 향상시키는 중재 전략이 자기관리 

행위 향상에 유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숙박형태의 동사섭 

훈련을 8회기 형태로 진행하여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간호실무에서 간호사가 노

인을 대상으로 자기효능 이론을 기반으로 동사섭 훈련을 적용하여 자기

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마지막으로 간호사에 의해 다각적인 간호중재를 개발하고 시도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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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고혈압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관리 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설계 연구이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일개 노인 복지관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

받은 65세 이상 노인 38명을 실험군 20명, 대조군 18명으로 임의 배정

하여, 실험군에게는 8주 동안, 주 1회, 60분씩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

리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대조군에게는 8주 동안, 주 1회, 60분씩 일반

적인 고혈압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고혈압 자기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였

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험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그리고 결

과변수에 따른 동질성 검사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이 동질

하였다. 

2.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다(t=2.416, p=.021). 

3.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t=2.573, p=.014).  

4.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 75 - 

자기관리 행위가 유의하게 높았다(t=2.210, p=.034). 

5.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수축기 혈압이 유의하게 낮았다(t=-2.135, p=.040). 이완기 혈압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852, p=.400). 

위의 연구결과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관리 행위가 유의하게 

높았고, 수축기 혈압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 연구는 고혈압 노인에게 동

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자기관리 행위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2.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

리프로그램을 고혈압 노인의 중재 프로그램으로써 임상 실무에 도입해 

볼 것을 제언한다. 

둘째,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의 장기적 추적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관리 행위의 향상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평

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의 효과 검정을 위해 표본수

를 많이 하고,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의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동사섭 훈련 같은 심리적인 중재는 만성질환자에서 있을 수 있

는 우울, 불안, 등 여러 심리적인 문제를 감소시켰을 것이므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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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인 문제의 개선 효과에 따른 자기관리 행위 향상에 대한 연구도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다섯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같이 향상시켰을 때 자기관리 행

위의 향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같이 향상시키는 집단과 자기효능감만 증진시키는 집단을 

포함한 디자인으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여섯째, 효능자원의 활용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4가지 효능자

원 모두를 사용할 때와 아닌 경우의 효과를 비교해보는 연구도 제언한다.  

일곱째, 혈압 감소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혈압 조절이 안 되는 

대상자들을 선택한 연구도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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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참여 동의서(연구자 보관용) 

연구제목: 고혈압 노인을 위한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자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명숙 

이 연구는 본태성 고혈압 노인에게 혈압 조절을 위한 자기관리 행위에 대한 교

육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고혈압 노인의 자기관리 행위 수행 및 혈압 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고혈압 노인은 자기관리 방법 습득 및 지속적인 자기관리 행위

를 통하여 혈압이 조절되며, 향후 고혈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과 같은 심각

한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본태성 고혈압 노인에게 8주 동안 주 1회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프

로그램 전후로 혈압 측정 및 자가 보고 설문지를 통하여 자기효능감, 자아존중

감, 자기관리 행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연구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은 없으며, 

연구자는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소요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로 진행되며, 혈압 측정 및 설문지를 하실 때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완수하시면 자동혈압계를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성이 보장될 것이며, 이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

을 것이며, 개인적인 사항은 일체 비밀이 유지됩니다.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

는 분은 이 동의서에 서명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참여를 원치 않으실 때는 언제

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연구자(김명숙, 02-920-7782)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

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명:                                          날짜: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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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 동의서(참여자 보관용) 

연구제목: 고혈압 노인을 위한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자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명숙 

이 연구는 본태성 고혈압 노인에게 혈압 조절을 위한 자기관리 행위에 대한 교

육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고혈압 노인의 자기관리 행위 수행 및 혈압 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고혈압 노인은 자기관리 방법 습득 및 지속적인 자기관리 행위

를 통하여 혈압이 조절되며, 향후 고혈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과 같은 심각

한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본태성 고혈압 노인에게 8주 동안 주 1회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프

로그램 전후로 혈압 측정 및 자가 보고 설문지를 통하여 자기효능감, 자아존중

감, 자기관리 행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연구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은 없으며, 

연구자는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소요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로 진행되며, 혈압 측정 및 설문지를 하실 때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완수하시면 자동혈압계를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성이 보장될 것이며, 이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

을 것이며, 개인적인 사항은 일체 비밀이 유지됩니다.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

는 분은 이 동의서에 서명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참여를 원치 않으실 때는 언제

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연구자(김명숙, 02-920-7782)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

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명:                                          날짜: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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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 인구 · 사회학적 특성  

 

1. 아이디 :              

 

2. 성별 : ① 남  ② 여  

 

3. 연령 : 만    세(       년생) 

  

4. 신장/체중 :              cm              kg 

 

5. 교육 : ① 무학  ② 초등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이상 

 

6. 직업 : ① 있음  ② 없음 

 

7. 결혼상태 : ① 기혼  ② 미혼  ③ 사별  ④ 이혼   

⑤ 기타(          ) 

 

8. 동거형태 : ① 독거    ② 부부     ③ 부부 + 자녀   

④ 본인 + 자녀  ⑤  기타(           ) 

 

9. 생활비 조달  

① 본인과 배우자  ② 자녀  ③ 기타 (               ) 

 

10. 한달 개인 용돈  

① 10만원 이하 ② 11~30만원 ③ 31~50만원 ④ 5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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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관련 일반 사항 

 

1. 현재 혈압 : 수축기           mmHg    이완기            mmHg 

 

2. 고혈압 진단 시기 :       년       월  또는      년전 

 

3. 현재 혈압약 복용 여부 :   

① 예(약명 또는 종류:                         )              

②아니오 

 

4. 혈압약 복용 기간 :       개월  또는     년 

 

5. 고혈압 외 다른 질환이 있으시면 표시해주세요. 

① 당뇨병 ② 뇌졸중   ③ 심장질환 ④ 신장질환  

⑤ 간질환 ⑥ 안과질환 ⑦ 관절염   ⑧ 기타(                   ) 

 

6. 가족중 고혈압 환자 유무 : ① 예(관계:               )   ② 아니오 

 

7. 흡연력: ① 피운다(하루   개피  또는   갑)   ② 아니오 

흡연을 하셨다면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년 

 

8. 음주:  ① 마신다(일주일   회/1회 음주량   잔)   ② 아니오 

 

9. 운동: ① 하지 않는다 ② 가끔 한다  ③ 규칙적으로 한다 

운동을 한다면 일주일에 운동 회수는? :     회/주 

운동을 한다면 운동 종류는? (                              ) 

운동을 한다면 하루 운동 시간: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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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정신상태 검사 
 

1-3. 오늘이 몇 년 몇 월 몇 일입니까?        0    1    2    3  

4.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0    1 

5.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0    1 

6. 집이 어느 동에 있습니까?                    0    1 

7. 나이가 몇 살입니까?                         0    1 

8. 생일이 언제입니까?                          0    1 

9.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0    1 

10. 20에서 3을 계속 빼십시오.                  0    1 

※ 틀리면 0, 맞으면 맞는 수의 번호에 표시 

 

■ 자기효능감 

귀하께서는 다음의 행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

십니까?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1. 집에서 싱겁게 식사를 할 수 있다.                                        점      

2. 외식을 할 때 저지방 식사를 할 수 있다.                                  점 

3. 매일 규칙적으로 알맞은 운동을 할 수 있다.                               점 

4. 피곤하고 힘들 때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점 

5. 매일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다.                                  점 

6. 흡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점 

7. 약속된 날짜에 병원을 방문할 수 있다.                                    점 

8.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점 

9. 지나치게 음주하지 않을 수 있다.                                         점 

10.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잘 처리할 수 있다.                            점 

완전히 

자신있음 

절반 정도 

자신있음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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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리(self-management) 수행 

다음은 귀하께서 고혈압을 조절하시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실제로 하고 계신 내용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십

시오. 

 

항목 안한다 
대체로 

안한다 

보통 

이다 

대체로 

한다 

항상 

한다 

1.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제한했다.      

2. 짜게 먹지 않으려고 했다.      

3. 커피를 제한했다.      

4. 술을 제한했다.      

5. 외식을 제한했다.      

6. 담배를 제한했다.      

7. 신체적 과로를 제한했다.      

8.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9. 지시 받은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했다.      

10. 체중조절을 위하여 식사량을 

조절했다. 
     

11. 간식을 제한하였다      

12. 열량을 많이 내는 음식(살이 찌는 

음식)을 제한하였다. 
     

13. 체중측정을 주기적으로 하였다.      

14.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했다.      

15.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였다.      

16.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였다.      

 

  



 

- 99 - 

■ 자아존중감 

아래의 문항들은 귀하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문항이니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난에 √로 표시하여 주

십시오. 

 

항목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은 

정도로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대체적으로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4.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나는 

일을 잘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8. 나는 나 자신을 좀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9. 나는 가끔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때때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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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도구사용에 대한 이메일 허락 

1)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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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 

 

 

3) 자기관리 행위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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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대상자 보호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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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동사섭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 책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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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self-management program applying 

Dongsasub training on self-efficacy, self-esteem, self-

management behavior and blood pressure in older 

adults with hypertension 

 

Myoung Suk Kim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lder adults with hypertension need continuous blood pressure 

management in order to prevent complications related to hypertension. 

For this, self-management behaviors are critical in addition to 

medication. However, it is known that the execution rate of self-

management behaviors in older adults with hypertension is low. Self-

efficacy is the sense of confidence in performing an act, and it has 

been repor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to improve self-management. 

Self-esteem also has effect on improving self-efficacy through 

interactions, and it influences the self-management behavio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self-esteem so as to enhance self-management 

behaviors because self-esteem can be lowered due to aging process 

in older adults. Dongsasub training is associated with group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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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editation-oriented program aimed at happiness based on 

Buddhism, and it is especially an important intervention in developing 

self-esteem.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elf-management program 

applying Dongsasub training for older adults with hypertension based 

on the self-efficacy theory, and to verify the program effectiveness on 

the self-esteem as well as self-efficacy, self-management behaviors, 

and blood pressure. The subjects consisted of 47 patients aged 65 and 

older in a senior welfare center in Seoul who have been diagnosed 

with essential hypertension and taking antihypertensive drugs. They 

were assigned in the study group (26 patients) or control group (21 

patients) depending on their availabilities. It was a non-equivalent, 

pre-post controlled quasi-experiment study. For the study group, the 

self-management program applying Dongsasub training for 

hypertensive patients was provided once a week for 8 weeks, and 4 

efficacy resources including verbal persuasion, performance 

attainment, vicarious experience, and decreases of emotional arousal 

were used to increase self-efficacy. For the control group, it was 

offered a self-management program to provide general knowledge 

related to hypertension once a week for 8 weeks.  

The final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20 patients of study group 

and 18 patients of control group. Data were collected before the 

intervention and at 8 weeks after the intervention. Outcome variables 

included self-efficacy, self-esteem, self-management behaviors 

measured by questionnaires, and blood pressure. χ2-test, F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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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 test, and t-test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Self-efficacy (p=.021), self-esteem (p=.014) and self-management 

behaviors (p=.034) were significantly higher and systolic blood 

pressure (p=.040)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study group provided 

the self-management program applying Dongsasub training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However, diastolic blood pressure (p=.400)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In conclusion, the self-management program applying Dongsasub 

training was effective in improv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self-management behaviors and reducing systolic blood pressure for 

older adults with hypertension in the community. Self-esteem as well 

as self-efficacy is an important factor in enhancing self-management 

behaviors. Therefore, this study is important because it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self-esteem including Dongsasub training in 

performing self-management behaviors. As shown in this study, if 

self-management program applying Dongsasub training is performed 

as an intervention in clinical practice, it will be effective in improving 

self-management behaviors in older adults with hypertension. Also, i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ultifaceted nursing 

interventions of nurses. 

Key words : Dongsasub training, Hypertension, older adults, 

self-efficacy, self-esteem, self-management behavior 

Student Number :  2006-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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