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추정인원은 2005년 198,456명에

서 2017년 266,823명으로 증가하 으며, 시각장애 원인의

92.4%가 후천 질환이나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

장애의 후천 장애발생 시기는 남성은 50 부터, 여성

은 60 부터 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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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도시각장애인이 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 리 방법을 악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교육 요구도 교육내용을 분석하기 하여 시행하 다. 연구 상은 10명으로 4∼6명씩 포커스 그룹 인터

뷰를 2회 시행하 다. 상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 리 방법은 사회 지지망으로 들어오기, 꾸 히 운동하기, 즐거운

마음갖기, 투약/건강보조제 복용하기로 범주화되었으며, 이 사회 지지망으로 들어오는 것을 매우 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도시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교육은 우울증 극복, 다양한 운동, 수면, 리, 리, 식이요법으로

범주화되었으며, 건강교육시에는 도시각장애인의 독립 인 일상생활을 하여 돌 제공자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각장애인의 건강교육 로그램 개발과 재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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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needs assessment of health education for adults with lately visual impairments.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two times with 10 participants(4∼6 participants/each). Most subjects addressed 

to have interest in social support group; health promotion behavior including exercise and having a positive mind; 

taking the medicine/supplements. Preferred contents of health education for adults with lately visual impairments 

were overcoming the depression, various exercise, maintaining of the healthy vascular, overcoming the insomnia, 

joint health, and diet which was different according to subject’s health status. Also, care giver education was needed 

to help the subject to be independent on the activity daily living. These findings will be used to develop the design 

of health education programs for adults with visual impair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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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노인에게 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증 등

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기 때문이다[1]. 재 우리나라

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성 질환에

의한 시각장애 발생률이 차 증가할것으로 단되므로

시각장애 발생원인을 감소시키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한 리를 시행함으로써 시각장애 발생을 이는 책

이 요구되고 있다.

삶의 과정 에 시각장애를 입은 사람을 도시각장

애인이라 하는데, 성인기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후천

으로 시력이 상실된 도시각장애인은 자신의 정체감

을 재형성하고 삶에 한 설계를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이 겪게 되는 충격과 부 응이 선

천성 시각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크다[2,3]. 즉, 도시각

장애인은 정안인으로 생활하다가 시력을 상실하여 장애

를 가지게 되면서 망감과 슬픔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하고[4], 개인 ․사회 생활에서 제약을 느끼며,

비장애인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고 여긴다. 이

와 더불어 시각정보 부족으로 인하여체성감각계와 정

계에 의존하여 생활함으로써 신체활동이 부족할뿐만 아

니라, 균형감각 습득 바람직한 신체 이미지의 개발과

발달의 결여, 신체활동 제약으로 인하여 과체 고도

비만이 증가하고 있고, 골다공증, 비만, 고 압 등의 성인

병 질환에 이환될 험이 높다[5]. 결과 으로 도시각

장애인은 건강과 련된 삶의 질이 히 낮으며[6] 특

히, 이들에게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 일상생활습 은 더

욱 악화되어 흡연, 비만, 신체활동 감소, 자가간호 결핍,

사회활동 참여 하 등이 나타나므로 도시각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한 체계 인 재가 필요하다[7,8].

장애인의 비만실태조사 정책개발 연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비만유병률은 35.4%에 달하여[9] 당뇨병

과 고 압과 같은 만성질환에 이환될 험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시각장애인에게 비만이 발생된 주된 이

유는 다른 장애인에 비해 신체활동양이 고[10], 시각장

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 인 라가 부족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1].

제 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는 과제로 장

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장애로 인한 이차 인 질환이

나 장애를 방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한 장애인 건강 리 목표가 수립되었다. 이의 일환으

로 시각장애인의 건강지표로서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과 발병 험요인 리, 삶의 질, 보건의료서비스에 세부

항목과 개별지표가 개발되었다[12]. 이와 같이 시각장애

인들이 건강 련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시각장애와 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재까지 진행된 시각장애 연구는 보행과 자, 시각장애

아동 교육에 한 연구문제가 많이 다루어졌으며, 상

으로 성인의 건강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시각장애인의 비 이 장애인 집단에서 상 으

로 낮으며, 시각장애 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13].

도시각장애인은 부분 안과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

은 만성질환과 사고의 합병증으로 인해 시력이 상실되었

기에, 실명으로인한 문제 뿐만 아니라더 이상의 합병증

을 방하기 해서 도실명 이후에도 건강증진 행 를

꾸 히 실천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도시각장애인이

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 리 방법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요구되는 건강교육 내용을 구체화하여 합한 교육방법

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건강교육에 한 요구도를 구체 이고 깊이 있게 확인함

으로서 궁극 으로 시각장애인의 건강유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  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 도시각장애인에게 요구되는 건

강교육의 특징과 내용은 무엇인가?”이며 연구질문을 통

해 도시각장애인으로부터 건강 련 생활양식을 악

하고 요구되는 건강교육 내용에 한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다.

2. 연  방법

2.1 연  계 

본 연구는 도시각장애가 있는 성인을 상으로 건

강교육 요구도를 탐색하기 해 포커스그룹 인터뷰 방법

을 이용한 질 연구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개방형

질문으로구성된인터뷰 가이드를토 로 상자의경험,

인식, 의견, 감정, 지식 등에 해서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14] 도시각장애인의 건강교육 요구

도를 분석하기에 합한 연구방법이다.

2.2 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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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의 차에 따라 질문

의 원칙을 숙고하고 연구목 을 명확하게하여 연구질문

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 다. 본 연구자가 교육요구도

조사에 한 선행연구[15]를 근간으로 질문 안을 만들

고 이를 도시각장애인 2인이 검토한 후에 최종 질문을

구성하 다. 질문은 건강 리 방법, 약물/건강보조제, 요

구되는 건강교육 내용으로 구성하 으며 구체 인 질문

은 Table 1과 같다.

Themes Protocol questions

Concerned
health
problems

▪Do you have any health problems?
▪Do you have concerned about health problem
solutions?

Health
promotion
behaviors

▪Do you make an effort to enhance the health
status?

▪Do you eat meal on regular basis?
▪What are your diet problems?
▪Do you take the medicine or nutritional
supplements?
▪How do you know the administration and kind
of medicine?

Needs for
health
education

▪Do you have the health education recently?
▪What contents of health education that you
want to know?

Table 1. Research protocols for focus group  interview

on needs assessment of health education 

for adults with lately visual impairments

2.3 료수집 과정 및 절차  

질 연구에서는 연구에 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

해 수 있는 상자를 선택하여 표본 추출의 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포커스 그룹은 특성이 유사한

집단으로 구성하며, 주제에 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

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개인의 생각을 악할 수 있

을 뿐아니라집단의아이디어와 동 작용등 그룹 효과

를 거둘 수있다. 한 포커스 그룹연구에서 단일그룹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경우 그 집단만의 고유성 요인을 통

제하지 못하는 험성을내포할 수 있으므로[16] 본연구

에서는 포커스 그룹을 상호작용이 가능한 두 개의 집단

으로 구성하 다. 연구참여자는 D시에 소재한 시각장애

복지 을 이용 인 자로 담당자의 조를구하여 도시

각장애인을 소개받고 연구목 을 설명한 뒤 연구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선정하 다. 포커스 그룹 모임을 갖기

하여사 에 화로 모임날짜, 시간, 장소를 참여자와

의하여 결정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성인 10명으로 도시각

장애 1 9명, 2 1명이었으며, 유발 원인은 녹내장 2명,

뇌종양 2명, 망막색소 변성증 2명, 당뇨병성 망막증 1명,

각막부종 1명, 홍채염 1명, 망막박리 1명이었다(Table 2

참고).

인터뷰 장소는 복지 내의 조용한 회의실을 이용하

으며, 인터뷰를 시작하기 상자들에게 인터뷰의

목 을 설명하고 녹음한다는 것을 알린 후 연구참여에

한 동의를 구하 다. 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하

여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할 것을 약속하 으며, 연구

도 에라도 더 이상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연구 동의서는 상자에

게 동의여부에 한 것이 녹음기에 기록됨을 알리고 성

함과 동의여부를 녹취로 남겼으며, 상자의 기본 인

인 사항을 악하기 해 연령, 시력상실 원인, 장애등

에 해 조사하 다.

인터뷰 과정은 자유로운 분 기를 조성하기 하여

다과와 함께 진행하 으며, 4～6명으로 구성된 2개의 그

룹으로 나 어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인터뷰는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여 본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 고 1회 평균 인터뷰 시간은 1시간 30분～2시

간 정도로 하 다. 인터뷰 과정은 장노트에 기록하

으며,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하 다. 인터뷰가 끝난 후

에는 소정의 감사표시를 하 다.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bject 1 2 3 4 5

Gender Female Male Male Male Female

Age 53 43 46 58 55

Level of
Disability

Ⅰ Ⅰ Ⅰ Ⅰ Ⅰ

Occupation House
wife

Mass
-eurs

Mass
-eurs

Mass-e
urs

House
wife

Causal
Diseases

Retinitis
pigmen
-tosa

Glauc
-oma

Retinitis
pigmen
-tosa

Glauc-o
ma

Corneal
Edema

Subject 6 7 8 9 10

Gender Female Female Female Male Female

Age 47 26 51 28 25

Level of
Disability

Ⅰ Ⅰ Ⅰ Ⅱ Ⅰ

Occupation House
wife

House
wife

House
wife

None None

Causal
Diseases

Glauc
-oma

Brain
tumor

Retinitis
pigmen
-tosa

Brain
tumor

Diabetic
retino
-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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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료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반복하여 청취하면서 상자가

진술한 내용을 수정없이 기록하여 연구자가인터뷰 녹취

록과 장 노트를 반복하여 읽고 연구 로토콜의 주제

별로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하여 명명하 다[17]. 자료분

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하여질 연구 문가

1인과 함께자료분석결과에 해동의를 구하 으며, 자

료분석의 민감성을 높이기 해 수집된자료를 반복 으

로 읽으면서 비교분석하 다. 분석된 자료는 원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상자 한 명에게분석한 결과에

해 상자들의 건강교육 요구도를 잘반 하고있는지,

주제의 명명이 한지에 해서 의견을 수렴하 다.

3. 연  결과

3.1 건강 리 방법

3.1.1 사회적 지지망 로 들어  

상자들은 시각장애로 진단을 받고 기에는 망감

에 빠져 집안에서만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으며, 인

터뷰를 실시한 상자 가운데 8년 만에 시각장애 복지

에 등록한 사례도 있었고, 주변에 자신과 유사한 경우가

많다고 하 다. 부분의 상자들은 시각장애 복지 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시력을 잃은 상실

감에서 차츰 벗어나게 되었고, 동료 는 자원 사자의

사회 지지를 받아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건강을 되

찾았다고 진술하 다.

“ 는 6년 만에 와도빠른 거라고 했는데, 10년있다가

온 분도 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체력이 엄청 떨어졌다고 했쟎아요.복

지 에나오지 않는사람들...복지 에 나오면이 길을 걷

고 나면 부분 건강해지거든요. 쪼매 걷고 산책하고 체

력단련실 와서 역기도 잡아보고 수 도 하고 그쪽에

하다 보면 서서히 좋아져요.”

“망막이 박리되어서 갑자기 시력이 떨어진 것 같다가

수술하다가 시야를 가려 버렸어요. 망막이 무 약하고

고개를 숙이고 볼 일 본다고 힘주어도 떨어질 정도로 약

해져서 머리만 30센티 올리고 으로 워서 밥 먹는 것

외에는 워 있어야 되어서 어깨도 아 고 체력이 완

히 손실되었어요. 그 후로 20발자국만 걸어도 숨이 차고

그래서 집에다가 러닝 머신 놔두고 체력을 키우다가 복

지 에서 등산이 있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등산

다니다가 볼링치고 그때부터 지 은 처음 나왔을 때보다

엄청 좋아졌어요.”

“OO는 복지 에 처음 나왔을 때 23kg 20 반인데

바람에 휙휙 날릴 정도 는데.. 지 은 45kg...엄청 달라

졌어요.”

3.1.2 꾸 히 운동하   

연구참여자들이 일 된 진술은 꾸 히 운동하면서 건

강을 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상자들은 평균 1일 1

∼2시간씩 실내 는 실외 운동을 하고 있었다.

“녹내장 수술 6번 받았는데 치료가 잘 안되어서 안압

이 40가까이 올라가고 몸무게가 45kg로 었어요. 건강

도 안 좋았는데 10년 에 운동 에할 만한게국선도가

있어서 꾸 히 하 고, 단 호흡, 기체조도 꾸 히 했어

요. 3년까지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3년 후부터 좋아져서

재는 국선도 강사하고 있어요. 10년 에는 비실비실

했는데 지 은 엄청 건강해졌어요.”

“워킹 2∼3년 하다가 쇼다하고 있어요. 탁구하고 포켓

볼 같은 것... 그걸 하는데, 그게 치는 속도가 테니스치는

속도와 같아서 거기에 정신을 쏟고 있어요. 하니까 정신

으로 좋아요.”

“ 크골 쳐요. 그린 를 걸으면서 도우미가 말해주

는 방향을 치면 기분이 좋아요.”

“ 는 라인 스하구요, 볼링치구요, 시각장애인 에

서 볼링치는 사람이 여럿 되어요. 내일모래 회 있어서

회에도 나가요.”

3.1.3 거운 마  갖  

우울과 경계심을 극복하는 것이 요한 문제라고 하

다. 우울증을 극복하기 해서 주변에서 하는 문화행

사 로그램에 무조건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

다.

“노래 부르기 이런거...그게 제일 요하다. 마음 즐거

운 게 제일 요하다”.

“가곡도 하고, 팝송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부추잡채,

마 두부 덮밥 이런 거 로그램 있으면 무조건 참여해

요.”

“처음 나왔을 때는 성질이 이상했어요. 사람들한테 안

속을라고 볼링장에 나오라고 해도 새침떼기처럼 경계했

어요. 보이지는않죠. 뜨고도코 베가는세상인데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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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니 정말 난감하죠. 손 내미는 사람 잡지 않을 거

라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자원 사자가 나타나서 이해하

고 많이 도와줘서 건강해졌어요. 그때부터 조 씩 마음

을 열고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게아니었구나하고 성격

이 달라졌어요.”

3.1.4 약/건강보조제 복용  

약물복용은 하지않는 사람부터 여러가지 종류

의 약을 복용하는 사람까지 다양하 다. 약물은 약통과

약의 모양으로 구분하 으며, 복용방법은 보호자가 약국

에서설명을 듣고 와서 상자에게 교육하는 방식이었고,

약통은 항상 제자리에 두고 사용하 으며, 약통에 이름

을 양각으로 찍어서 구분하는 상자도 있었다. 상자

에게 특별한 설명없이 약통의 치를 변경하지 않는 한

투약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었다.

“약은 거의 안 먹습니다. 에 해서는 거의 약이 없

거든요. 안마사 일을 하니까 피로회복제로 가끔 아로나

민 먹어요.”

“ 류개선제하고 압약하고..”

“안약..”

“수면제도 자주 먹고 비타민 오메가 진통제도 조 씩

먹어요. 어떤 때 물 날 정도로 아 때는 진통제도 먹

지요.”

“보통은 통으로 구분해요. 요일 약통을 두고 약 모양

도 다 다르긴하지만 약통으로 구분해요. 칼슘 성분은 요

게 생겼으니까...”

“타이 놀이 있으면 꺼내놓지 않고 다먹을 때까

지 통 안에 있어야 해요.”

“ 압약 당뇨약 약이름찍어놓고 구분합니다. 이런 식

으로 씨를 찍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곳에 붙여서 사용

해요.”

“1형 당뇨라서 인슐린 지속형 1번 맞고 속형밥먹기

에 한번 맞고 하루에 4번 맞아요. 신장약, 빈 약 먹고,

뇌 개선제, 양제 하루에 한번 먹고..”

“약통에 매직으로 크게 써서 보고 있어요. 리필은 부

모님이 해주세요.”

3.2 건강  도 및 주제 

3.2.1 건강  도 

건강교육 요구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건강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상자부터 운동, 식이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로그램이 필요한 상자까지 개별 으로 차

이가 있었다.

3.2.1-1 개별적 차 가 

“ 말고는 안 좋은 데가 없어서 정보를 찾을 일이 없

어요. 그 에 직장생활 정상 으로 했어요. 그냥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도 떨어졌는데 시력 나빠지기 에 복지

있다는 것도 알아 두었고, 평소 건강 리는 규칙 인 생

활을 해요. 잠자는 것도 규칙 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특별히 건강교육 받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 나빠지니까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거든. 나도 고

이 안 좋아요. 다 부셔져서 인공 넣으라고 했는데

나름 로 버티고 있어요. 운동하고 안마하고 침 맞으면

서....”

“ 는 운동이 뭔지 모르겠구요...집에서 앉아서 하는

것 균형도 안 잡아도 되고 앉아만 있어요.”

“편식이 심해요. 안 보이니까”

“ 압, , 리 이런데 심이 많아요”

3.2.1-2 돌  제공   필 함

건강교육시에는 도시각장애인이 새로운 것에 익숙

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돌 제공자를 포함하여 교

육하는 것이 필요하 다. 더불어, 상자들은 건강을

해 가족이 많은 것을 챙겨줘서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앞

으로 독립 인 생활을 해야 하므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를 희망하 다. 그러므로 건강교육시에는 상

자와 돌 제공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상자의 상태에

따라 돌 제공자의 활동범 에 한 교육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약을 받아오면, 언니가 이건 이 게 먹고

건 게 먹고 설명해 줘요. 아직까지는 약에 불편함

이 없어요.”

“주 사람들 도움이 고맙기는 한데 는 모르겠어요.

는 어차피 혼자 생활을해야 되쟎아요. 내가 뭘하려고

하면 오는 거 요. 뭐하게?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진짜

힘들어 못할 거 아니면 말을 안해요.”

3.2.2 건강  주제

건강교육이 요구되는분야는 우울증 극복하기, 다양한

운동, 수면장애 극복, 리, 리, 식이요법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으며, 건강교육시에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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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맞춤이 안되므로 이름을 불러야 하고, 사물의 치

를 바꾸지 말아야하며, 각과청각 신호를 이용한 교육

방법이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3.2.2-1 우울  극복 방법 

“같은병을 가지고있는 사람이공감하는것이 무시를

못해요.”

“심리 이 문제가더 큰 것 같아요. 나어떻게 사나이

랬는데 장님이 6년동안 화해서나오게 했는데, 나와

보니 나름나름 고만한 사람이 있거든. 안보이는 사람

이 선생도하고 있고, 안마도 하고있고, 워있는 사람이

나와 보니까 어느 정도 생활도 하고 있어 자기도 용기를

얻고 움직이게 된 거 요. 집에 있는 분들 끌어 내는 것

그걸 해야 되요.”

3.2.2-2 다양한 운동  

“처음균형잡고 걷는 것이 어려워 휠체어타고 다니다

가 천천히 걷는 것을 시작했어요.”

“앉아 있는 것도 거의 안 할 정도로 거의 8개월 동안

계속 워 있었어요. 갑자기 일어나면 압이 떨어져서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모야모야병이 있어서 갑자기 일

어나면 압이 떨어져서 계속 워 있었어요. 처음에 여

기 와서도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못해서바닥에 워 있

거나 앉아 있었는데 지 좋아져서 걸어 다녀요.”

“운동 모르고 살아..스 이트 타고 싶어요.”

“도우미 없이는 밖에서 운동하기 힘드니까 실내에서

는 가능해서 시간나면 계속 오는 편이다.

“개인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체조와 같이 바깥에 나가

서 활동하는 것 보다는 집안에서 하는 운동이 좋겠어요.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지시를 잘 해 줘야 해요.”

“러닝머신 사용법 가르쳐 주면 그게 맞지 않나 싶어

요.”

“밥 먹고 나면 실내에서 하는운동, 따라할 수있게 소

리로 동작을 구체 으로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국민체

조가 딱이지요. 부분 으로 근력, 상체, 밥 먹고 소화되

게.”

“잔디밭 걸으면서 1시간 반 정도 걸으면서 하는게 딱

좋았어요. 공칠 때 딱 소리가 나면 스트 스도 날아가고

시각장애인 보조받으면서 하면 좋겠어요. 어느 방향으로

치라는 걸 들으면서 하게.”

3.2.2-3 수 애 극복 방법 

수면장애가 있는 상자가 많았으며, 불면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청한다고 하 다.

“잠이 안와 수면제 먹고 잘 때가 있어요. 잠 잘 자는

방법 좀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3.2.2-4 혈  리법  

“ 압은 170넘어요. 40 반약먹으면유지되는정도.”

“나는 약 먹어도 160인데...한 10년 넘었어요, 약은

류개선제, 압약 2가지 먹어요. 약 먹으면 165 지맘 로

왔다갔다 해요. 210 넘을 때도 있어요.”

3.2.2-5  절 리하    

“체질 으로 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우유는 잘

먹구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햇빛 어요.”

“ 문제인데 나도 고 이 안 좋거든요. 고 이

많이 닳아서 심하게 움직이면 많이 아 요. 40 반에

아 서 사진 찍으니까 고 이 많이 닳았 요.”

“ 반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어요. 내가 40 인데 병

원에서 나이는 60 라고 하네요.”

3.2.2-6 식 법  

식사 비는 가족 는 도우미가 하거나 직 비하

는 상자도 있었으며, 혼자서 식사하는 경우 균형잡힌

양섭취가 어렵고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식사 비는제가 하는데 원래 괜챦을 때도 음식을 안

하기 때문에 안하고 못하기 때문에 배달음식으로 먹어

요.”

“요즘 와서 술을 먹어요. 운동하고 술마시러 가지. 시

각은 이동이 힘드니까 한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요. 보통

5시간 앉아 있으니까 계속 술을 먹는데, 2일에 한번씩, 1

주일에 소주 3병 정도... 취할 정도로는 안 먹어요.”

“먹을 때는 많이 먹고 안 먹을 때는 안 먹어요.”

이상과 같이 도시각장애인들이 재 건강 리를

해 실행하고 있는 방법은 사회 지지망으로 들어오기,

꾸 히 운동하기, 즐거운 마음갖기, 투약/건강보조식품

복용하기로 범주화되어졌다. 한 건강교육에 한 요구

도는 개별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교육시 돌 제공자

를 같이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 고, 요구되는 건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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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우울증 극복 방법, 다양한운동, 수면장애극복방

법, 리법, 리법, 식이요법에 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고).

Status of the health
management

⚫Interest in social support group
⚫doing exercise steadily
⚫having a positive mind
⚫taking the medicine/supplement

Needs and
contents of
the health
education

Needs
⚫Individual differences
⚫involve the care giver

Contents

⚫overcoming the depression
⚫various exercise
⚫overcome the insomnia
⚫maintaining of the healthy vascular
⚫method for joint care
⚫diet

Table 3. Needs of health education for adults with 

lately visual impairments.

4.  

도시각장애인이 극 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

리 방법은 사회 지지망으로 들어와서 도실명의 충격

을 극복하고 자조그룹을 형성하며 꾸 히운동하는 것이

었다. 본 연구참여자들이 공통된 의견은 실명 후 몇 년

동안 집밖에 나오지 않고 계속 워 지내거나 고립

된 상태에서 신체 정신 으로 극심한 기를 겪고 있

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시각장애 복지 에 나와 다른 사

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시력을 잃은상실감에서 벗어나

게 되고 건강이 차츰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시각

장애에 의한 정신 충격은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아닌

도시각장애인에게 매우 크다[3]. 이들의실명고통은 선

천성 장애인과는 달리 실명 후 익숙한 공간이 낯선 공간

으로 환되어 두려움에 압도되고 시각장애인이라는 낙

인과 차별을 피해서 은둔자로 살면서 “어둠의 장막에 갇

힘”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2].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도시각장애인의 고통은 통증을 참는데서 오는부단한 긴

장감, 일상생활로부터 억지로 추방되면서 느끼는 소외감,

입원에 따른 충격과 질병의 후에 한 불확실한 감

들을 포 하는 고통 그 이상의 경험으로 사회와 단 된

삶을 살면서 지내게 된다[18]. 이들의 건강을 회복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단 된 삶을탈피하고 일상

생활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요하다. 재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작되어 도시각장애인의 발견이 제도화되

지 못하고 있어, 혼자 집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악되지만 정확한 황 악이 어려

운 상태이다. 본 연구결과 도시각장애인들은 동료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조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가정에만 국

한되었던 신체활동을 외부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우울

증을 극복하고 체력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도시각장애인으로 등 정을 받은 상자들에게는 이

들이 사회 지지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을 극복하기

한 방안의 일환으로 즐거운 마음갖기는 연구참여 상자

들이 노력하고 있는 실천사항이었다. 도실명은 재난으

로 표 될 정도로 당사자에게 충격 인 상황으로 불안을

유발하고 우울증 자살로 이어지므로[19] 이들을 하

여 자조그룹을 만들고 다양한 자조 리 로그램에의 참

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운동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 인 건강 리 방법이다.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달리 균형을 유지하기 하

여 고유수용성 감각과 정계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20]

체성 감각계 정보는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 수용기,

근육수용기로의 감각입력의 변화를 야기하게 되어 보행

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 연구 상자들 가

운데 처음 실명되었을 때 수개월 동안 계속 워서 지내

다가 겨우 일어나 보행을 시작하 거나, 휠체어 타고 다

니다가 천천히 제자리 걷기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도시각장애인은 넘어짐에 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서의 활동량이 감소되어 근력을 포함한 신체기능

이 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

의 균형능력 문제는 여러 가지 이동능력의 제한을 의미

하므로[21]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하여 도시각장

애로 진단받은 기에 균형감각에 한 재활이 시작되어

야 한다. 도시각장애인의 스포츠로의 재사회화 재과

정에 한 연구에서[22] 연구참여자들은 스포츠를 통하

여 사회화의 도움을 받고 심리 으로 안정감을 얻으면서

일련의 재사회화 과정을 한 석을 다지는 것으로 보

고되었으므로 운동을 매개로 한 재를 체계 으로 제공

하는 것이 요한 것으로 단된다. 도시각장애인을

한 운동을 교육하기 해서는 균형감각, 근력, 운동기

능, 안 에 한 개별 인 평가를 토 로 실내 실외

운동 형태와 시간을 계획해야 한다. 운동교육방법은

각 청각 신호를 이용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

이 효과 이다. 한, 새로운 동작은 청각매체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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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거나 지도자의 동작을손으로 만

져 으로써 자세나 움직임에 한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Holbrook 등[8]이 년의 시각장애인

을 상으로 8주간 매일 1,000보 걷기 운동을 시행한 결

과 활동량은 증가하 으나 비만도, 지방, 압에서

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도시각장애인의

비만 리를 한 운동 시행시에는 식이요법에 한 교육

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참여자 뇌 질환, 당뇨망막증으로 도

실명된 경우 리의 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한

교육을 필요로 하 다. 뇌 질환과 당뇨병성 망막증

치료는 약물요법과 더불어 식이가 매우 요하며 시력상

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다른 장기로의 합병증을

방하기 해서 고지 증, 고 당증, 비만을 조 하기

한 식이요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시

력제한으로 인하여 활동수행에서의 제약받는 것이 많아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비만유병률이 높다[23]. 보건복

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의 비만실태조사 정책개발 연

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비만유병률은 35.4%에 달하

며, 이와 련된 주된 이유는신체 활동면에서 다른 장애

인에 비해 활동양이 으며[9], 더욱이 시각장애인이 이

용할 수 있는 운동 시설 운동 도구 등 시각장애인 생

활체육시설의 인 라가 부족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비만

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0]. 한 시각장애인은 식재

료를 구입하고 요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있고 활동이

제한 이어서 과체 고도비만이 많다[24]. 고지 증,

고 당증의 발생을 이고 건강한 을유지하기 해

서는 균형잡힌 양과 일일 섭취량에 한 식이교육을

청각교육매체 제작 각을 활용한 식자재 용량 측정

등의 교육방법으로 구성하여 식이요법 로그램으로 진

행하는 것이 도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

된다.

리는 본 연구 상자들이 요구하는 건강교육 주

제 다. 도시각장애인들은 시력상실을 치료하는 과정

에서 스테로이드제를 오랜 기간 다량으로사용하면서 골

다공증이 발생하 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으며,

한 직업이 안마사인 경우 을 많이 사용하 기에

에 한 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시각장애인

은 시각 손상과 이에따른기능 제한 참여의제한으

로 인하여 다양한 직업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는 안마를 시각장애인의 업 직종으로 지정

하고 있고 재 취업한 시각장애인의 10%가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다[25]. 안마사는 을 많이 사용하는직업

의 특성과 연령증가로 인하여 골 염 발생률이 증가하

므로 이들을 하여 리 방법에 한 교육이 필요

하다. 골 염을 방하기 해서는 비타민D 보충과 칼

슘 섭취, 근력운동에 하여 교육해야 하므로 실내에서

편리하고 안 하게 할 수 있는 세라밴드 등의 근력운동

을 제안하고 시각장애인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각신

호와 청각신호를 이용한 운동방법을 고안하여 건강교실

을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도시각장애인의 건강 건강교육 요구도와

교육내용을 분석하기 해 포커스그룹 인터뷰로 진행하

다.

연구참여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 리방법은 사회

지지망으로 들어오기, 꾸 히운동하기, 즐거운 마음갖

기, 투약/건강보조제 복용이었으며, 이 사회 지지망

으로 들어오는 것을 매우 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도시각장애인들의 교육요구도는 상자마다 개별

인 차이가 있어 필요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다양

한 주제에 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건

강교육시에는 돌 제공자를 함께 참여시켜 교육해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이 요구하는 건강교육

내용은 우울증 극복, 다양한 운동, 수면, 리,

리, 식이요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일개 도시에서 실시

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이므로 모든 지역에 공통 으로

용하는 것에 제한 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도시각장애인들이 제도 으로 진단과 동시에

시각장애인 지원기 에 연계되는방안을 확립해야한다.

둘째, 건강교육은행동변화를 유발해야 하므로 6∼8주

간의 건강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재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셋째, 시각장애인이 실내에서 시행하기에 합한유산

소 근력 운동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고 확산하

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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