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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하나님이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시 66:16)”

지난 한 학기 하나님께서는 저의 약하고 모난 부분을 다듬으셨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인내하며 씨앗을 뿌리는 가

치를 알게 하셨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

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저의 생명되신 하나님과 논문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학문적으로 존경하는 스승이자 삶의 멘토이신 유지수 교수님께 깊은 감

사와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제 관심분야를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성경말 으로 저를 일

으켜 주신 교수님의 사랑과 기도로 인함입니다.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연구의 개념

적 기틀을 세우고 보다 완성도 높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오가실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의 연구가 당뇨병 환자를 돌보

는 실무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정확한 가르침을 주신 이현철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

립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과 명철함으로 학자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따뜻한 관심으로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이태화 교수님, 연구소의 업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소야자 학장님을 비롯하여 간호대학의 모든 교수들께 갚

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교수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특별히, 흔쾌히 자료수집을 허락해 주신 허갑범 박사님께 감사의 말 을 전합

니다. 당뇨병 환자에 대한 박사님의 남다른 애정, 연구에 대한 열정과 겸손하고 

인자하신 성품은 환자를 돌보는 길을 가려는 제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자료

수집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움을 준 소 언니와 현신이를 비롯한 허내과의 

모든 선생님들과 귀여운 동생, 진 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저의 연구에 

참여해 주신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 한분 한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감사의 말 을 



전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부족한 후배에게 대가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랑스런 선배, 강경화 선생님, 

이숙정 선생님, 박희옥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논문 진행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해 , 진, 수현 언니, 이수정 선생님, 모든 간호대학의 수련직 선생

님들과, 함께 논문을 쓰면서 힘이 되어 준 정윤언니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소

중한 친구, 민정언니와 윤정이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연구의 모든 과

정에서 함께 해 준 이들과 연구실에서 함께 밤샘하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통계분석에 세심한 도움을 주고 마음으로도 아낌없는 위로

와 격려를 보내준 사랑하는 유진언니와 고려대학교의 고정애, 장명국, 홍석원 선

생님께도 깊은 감사와 그리움을 전합니다. 또한 전공실습 때 당뇨병 교육의 실제

적인 부분에서 가르침을 주신 동세브란스 병원의 정은경 선생님, 간호사로서의 

모범으로 보이시며 간호사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인  수간

호사 선생님과 마음의 고향, 83병동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며 그리운 마음

을 전합니다.

생명의 말 으로 혼을 풍족케 도와주신 귀하신 유태엽 목사님, 새벽이슬같은 

주님의 큰 용사 김용훈 전도사님과 금호제일교회 초등부 선생님들의 기도와 사랑

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황하던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사랑하는 혜덕 목자님과 학부시절부터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신 귀하신 조운일 목

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친구가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준 자

랑스런 친구 연화와 용민, 같은 길을 걷는 소중한 나의 친구들 세래, 혜 , 혜원, 

정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준 윤정언니, 수

이, 연호와 성동중앙교회 청년들, 그리고 순수한 우정으로 조건없는 사랑과 지

지를 보내준 경옥이와 윤정이에게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동역자 정민오빠와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우리 가족에게 사랑을 담아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4년  6월

연구자   문 유 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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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가족교육이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가족지지 인지도 및 자가간호 수행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교육 중재가 환자의 

가족지지 인지도 및 자가간호 수행 증진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에 의한 유사 실험 연구이며, 연구대

상자는 2004년 4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 시내 H 내과 의원을 방문한 당뇨병 

환자를 편의추출하여 실험군 56명, 대조군 60명으로 총 116명이었다. 

본 연구의 실험처치는 가족교육이며, 연구자가 문헌에 근거하여 개발한 가족교

육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되었다. 연구절차는 사전조사 후 실험군인 환자와 가족에

게 가족교육 중재를 제공하고 대조군에게는 개별 당뇨병 교육을 제공한 후, 사후 

조사는 교육 1주 후 전화설문을 통하여 수집하 다. 

연구도구로는 자기효능 측정도구(구미옥, 1992), 가족지지 인지도 측정도구(정

남연, 1989), 자가간호 수행 측정도구(김 옥, 1996) 등을 이용하 다. 

자료분석은 SPSS/WIN 12.0 program을 이용하 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자기효능에 대한 동질성 분석은 chi-squared test, t-test를 사용하 고 교육 

효과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가설검증은 t-test를 이용하여 두 집

단 간의 실험처치 전․후 점수차를 비교하 으며, 자가간호 수행 측정에서 환자응

답과 가족응답의 차이 비교는 t-test로 분석하여 응답의 신뢰도를 평가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학적 특성, 당뇨병 관련 특성, 자기효능의 동질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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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없었다. 또한 실험처치 전 가족지지 인지도 및 

자가간호 수행 점수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교육효과 분석 결과, 실험군의 실험처치 후 가족지지 인지도와 자가간호 수

행 점수, 그리고 대조군의 실험처치 후 자가간호 수행 점수가 유의하게 상승하

다. 대조군의 실험처치 후 가족지지 인지도 점수는 오히려 하락하 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3.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 1가설인 “가족교육을 받은 제 2형 당뇨병 환자는 가족교육을 받지 않은 

환자보다 가족지지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다”의 검증 결과, 가족교육을 받은 실험

군이 대조군보다 가족지지 인지도 점수의 상승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나타나(t=5.450, p<.001) 가설 1은 지지되었다.

 2) 제 2가설인 “가족교육을 받은 제 2형 당뇨병 환자는 가족교육을 받지 않은 

환자보다 자가간호 수행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의 검증 결과, 가족교육을 받은 실

험군이 대조군보다 자가간호 수행 점수의 상승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나타나(t=4.103, p<.001) 가설 2도 지지되었다. 

4. 환자응답 자료의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족응답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환자응답은 가족응답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t=-.230, p=.818)고 나타나 환자응

답 자료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족을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한 가족교

육 중재가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가족지지 인지도와 자가간호 수행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가족교육이 당뇨병 환자 관리에 보다 전략적인 간호중재로 임상

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제 2형 당뇨병 환자, 가족교육, 가족지지 인지도, 자가간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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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이에 따라 질

병의 양상도 급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의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당뇨병은 

전세계적으로 주요한 만성질환 중의 하나로(WHO, 2002)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경제 발전과 생활양식의 서구화로 인하여 1980년대 이후 당뇨병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국내 당뇨병 환자 수는 4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최정수 등, 

2003) 이는 성인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당뇨병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에 이은 우리나라 4대 사망원인으로, 지난 10년간의 사망 추이를 살펴보면 

13.5%에서 25.1%로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11.6%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2003). 이처럼 당뇨병의 이환과 사망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의료비용 지

출의 증가 등은 당뇨병이 국민 보건상의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

다(민헌기, 1992).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나 작용의 결함에 의해 초래되는 질환으로(대한당뇨병

학회, 1998), 일단 발생하면 완치가 어렵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질병의 조절이 

가능하고 치명적인 급, 만성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 당뇨병 환자들도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생활을 위할 수 있다(백경신, 2001; Schlenk & Hart, 1984). 즉 당뇨

병 치료의 목표는 대사이상을 조정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2000; 

Krans, et al., 1992). 이러한 치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환자 자신의 적극적

인 참여와 책임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데, 이는 생활습관의 변화와 평생에 걸

친 자가간호를 요하는 당뇨병 관리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식사요법, 운동요법, 

투약이행 등 당뇨병 관리의 많은 부분이 환자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Jacobson, 1996; Anderson, 1995) 당뇨병 치료의 성공여부는 환자의 자가간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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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은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이 유익하다고 믿게 되

면 그것을 실천한다는 가정 하에 대상자에게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당뇨병 

교육은 당뇨병 환자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로 알려져 있다(Gleit, 1998; 이태희, 

1992).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증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미국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건강목표에 전형적인 당뇨병 교육을 받은 당뇨병 환자 수를 현행 

40%에서 2010년까지 60%로 증가시킬 것을 포함시키고 있으며(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2000) 각 지역과 의료기관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교육 및 정기적인 집단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환자의 50-80%가 자가간호 지식 및 기술의 결

핍, 당대사 조절 불량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ADA, 2001; Clement, 

1995) 보다 효율적인 당뇨병 교육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자가

간호에 대한 환자의 지식 자체가 자가간호 수행을 증진시키지는 못한다고 지적하

고 있어(Hentinen, 1986; Bengtsson, 1983)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환

자교육으로는 자가간호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증진을 위해서는 자가간호 행위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고려한 전략적인 간호 중재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Fisher, et al., 

2000; 구미옥, 1996; 이향련, 1992).  

한편 만성질환자의 자가간호 행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에

서는 가족지지가 만성질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접한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Albright, et al., 2001; 한애경, 1998; 김 옥, 1997). 가족은 개인의 사회적 환

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으로 가족체계는 가족 내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 구성원

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위기에 적응하도록 돕는 주요한 사회적 지

지체계라 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의 가족지지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지

지 정도가 높은 환자들이 낮은 환자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적응을 적

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Griffih, et al., 1990; Holahan, 1986) 또 다른 연구에

서도 가족지지 정도가 높은 환자들이 낮은 환자들에 비하여 처방이행의 총점수가 

높게 확인되면서(박오장, 1984) 가족지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간호중재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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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가족 중심의 문화인 우

리나라에서는 가족을 고려한 간호중재가 더욱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김혜정과 

최수정, 1989; Steiger & Lipson, 1985; Leininger, 1978). 

이와 같이 가족지지는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 증진과 관련된 주요 향 

요인으로 당뇨병 환자 간호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실

무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가족지지를 높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미비한 실정이

며 환자 교육에서조차 가족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히 있다. 또한 의료인 및 당

뇨병 교육자 사이에서 경험적으로 당뇨병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연구 분야에서는 그 효과를 입증할만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남홍우, 

2001).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조사연구일 뿐 

아니라 가족지지가 포함된 실험연구들은 주로 제 1형 당뇨병 아동과 청소년의 부

모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제 2형 당뇨병을 가진 성인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한편 Isoa, et al.(1998)은 지지체계의 크기와 구조를 나타내는 가족지지의 구조

적 측면이 아닌 기능적 측면, 즉 환자가 인지하고 사용하는 가족지지가 환자의 자

가간호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옥(1997)도 당뇨환자의 자가간호 

행위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연구에 포함된 

변인 중 환자에게 인지된 가족지지가 자가간호 행위와 가장 긴 한 연관성을 나

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즉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지지 행위 자체

보다는 환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족지지의 정도를 보는 것이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가간호 수행의 직접적인 향 요인으로 확인된 환자의 

‘가족지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제 2형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

을 대상으로 개발된 가족교육 중재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된 가족교육이 당뇨병 환자의 가족지지 인지도와 자가간호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증진을 위한 전략적

인 중재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 4 -

B.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가족교육이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가족지지 인지도와 자가간호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가족교육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가족지지 인지도에 향을 미치는가?

2) 가족교육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향을 미치는가?

C. 연구 가설

제 1가설 : 가족교육을 받은 제 2형 당뇨병 환자는 가족교육을 받지 않은 환자

보다 가족지지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다. 

제 2가설 : 가족교육을 받은 제 2형 당뇨병 환자는 가족교육을 받지 않은 환자

보다 자가간호 수행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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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용어 정의 

1. 가족교육

가족교육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문헌 및 기존의 교육자료를 근거로 개발한 교육 프로

토콜에 의해 진행되는 교육 및 상담을 의미하며 제 2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이 교

육대상이 된다. 가족교육은 2 역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 역은「당뇨병 교육」

역으로 당뇨병 개요(당뇨병 진단, 원인, 증상, 종류, 합병증 등)와 자가간호 방법

(식이요법, 투약이행, 운동요법, 자가혈당측정, 발관리, 일반적인 건강관리 등)의 내

용을 포함하며 환자 대상의 일반적인 당뇨병 교육과 유사하게 구성된다. 제 1 역

의 목표로는 첫째, 환자가 자가간호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

며 둘째, 가족이 환자에게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제 2 역은「가족상담」단계로, 가족지지 기술 교육 및 가족 상

담 그리고 가족지지 점검표를 이용한 가족점검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제 2 역

의 목표는 가족이 환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한 지지기술을 습득하고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스스로 평가하게 하기 위함이다. 

2. 가족지지 인지도 

가족지지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환자가 문제에 대처하도록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적 지지와 격려, 칭찬 등의 정서적 지지, 직접 돕는 행위인 

실제적 지지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Caplan, 1979), 가족지지 인지도란 가족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인 인지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남연(1989)이 당뇨병 환자의 가족지지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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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발한 가족지지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 

인지도가 높음을 뜻한다. 

3. 자가간호 수행

자가간호 수행이란 자신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녕상태 유지를 목적으로 적

정수준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개인이 실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Orem, 1989).

본 연구에서는 당대사 조절과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

로 제 2형 당뇨병 환자 자신이 일상생활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여 실천하는 행위

로서 식사요법, 투약이행, 운동요법, 자가혈당측정, 발관리, 일반적 건강관리 등의 

수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김 옥(1996)이 개발한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행위 

이행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 수행

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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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A.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 

1. 당뇨병과 자가간호 수행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 혹은 작용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으로 당질, 

단백질, 지방대사에 이상을 초래하는 만성적 전신질환이다(대한당뇨병학회, 1998). 

당뇨병 유병률은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로 1994년에는 약 1억 1,040만 명의 당뇨

병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0년에는 117%가 증가된 2억 3,920만 명

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WHO, 1995).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경제성장과 수명 연

장으로 인하여 성인 당뇨병 유병률이 1980년 2% 이하에서 현재 10%로 증가하

고(대한당뇨병학회, 2002),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당뇨병 유병률은 20.5%로 보고

되고 있다(백세현 등, 2001). 당뇨병의 급증과 함께 사망률 또한 증가하 는데, 통

계청(2003)의 자료에 따르면 1990년에는 당뇨병이 사망원인 질환으로 7위 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2년에는 4위를 차지하 다. 당뇨병의 위험인자는 고령, 비만, 높

은 중성지방 등으로 남녀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 인구도 증가하고(김희

승 등, 2000; 박용수 등, 1996) 특히 40세 이후 급증하여 60-69세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난다(보건복지부, 1999). 이러한 추세는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당뇨병의 

이환과 사망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암시하고 이에 대한 보건의료 분야의 대

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당뇨병은 또한 심각한 의료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당뇨병 대

상자의 총 의료비는 770억 달러에 달하여 비당뇨병 환자보다 약 3배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WHO, 1999). 총 의료비의 상당부분은 입원환자에서 발생하는데 당

뇨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는 흔히 심한 급․만성 합병증이 발생하 거나 

혈당조절에 실패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할 때이다(김현만, 2001). 합병증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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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장기간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고비용을 초래하므로(WHO, 

1999)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당뇨병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반면 적절한 치료와 관리

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건강한 삶을 위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다. 당뇨병의 

치료는 병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 유형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혈당 및 지질의 정상화, 표준체중의 유지, 그리고 합병증 예방 등이 치료의 주

목적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등이 당뇨병 관리의 

구성요소를 이루고 각각의 치료유형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어 사

용되고 있다(박찬옥 등, 1987). 식이요법, 운동요법, 투약 등 당뇨병 치료의 구성요

소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당뇨병 관리의 많

은 부분이 환자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Jacobson, 1986). 또한 자가간호

를 잘 수행하는 환자일수록 당 대사조절도 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Brownlee-Duffeck, et al., 1987; Harris & Linn, 1985)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수

행은 대사조절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즉 당뇨병 

환자는 자가간호를 통하여 환자 자신의 생명 보존 및 질병의 증상경감,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위, 그리고 합병증 예방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이인옥, 

1998). 더구나 오늘날에는 환자가 의료의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닌 치료 과정의 적

극적인 참여자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자가간호에 대한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도 

고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환자가 자가간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은 당뇨병 간호 실무에 있어서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과제이다.(홍

혜와 김명애, 2001). 

하지만 실제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은 자가간호에 실패하여 합병증을 경험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가간호에 실패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뇨병 증상들은 심해지기 전까지는 자각 증상이 없거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일 수 있어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인데, 이미 확연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거나 합병증 발생으로 진행된 상

태에 이르게 되면 치료와 비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고통

감은 환자 자신의 삶의 질에까지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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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가간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당뇨병 환

자가 수행해야 하는 식사, 운동 등의 자가간호 활동은 오래 전에 습득되어 생활습

관으로 굳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Maisa, 2001). 이는 당뇨병 환자들의 그릇된 생활습관의 변화에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자가간호 향요인

자가간호(self-care)는 건강관리체계의 제 일선에서 개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건

강행위로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Levin(1978)은 자가간호를 대상

자 스스로가 주도권과 책임감을 가지고 질병의 진단, 감시 및 치유과정에서 자신

의 건강에 대한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있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하 고 

Orem(1989)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녕상태 유지를 위하여 적정수준의 기

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개인이 수행하는 행위라고 정의하 다. 이상에서 정의되고 

있는 자가간호의 개념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에 책임감을 갖고 능

동적으로 참여하며 의사결정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료인의 치료 지시내용을 얼마

나 잘 따르는가를 의미하는 이행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꾸준한 관리와 생활습관의 변화를 요하는 만성질환자 관리에서는 자가

간호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만성질환자의 자가간호에 대한 관심이 깊

어지면서 이들의 자가간호 수행 증진을 위한 기초연구로 자가간호에 향을 미치

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 자가간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자가간호 지식(정남연, 1986; 박오장, 1985; 

최정심, 1984)과 건강신념(박오장, 1985; 전시자, 1984; 이혜옥, 1982), 건강통제위 

성격(임선옥, 1990; 강희경, 1987; 심 숙, 1985; 홍은 , 1982), 자기효능(백경신, 

1997; 구미옥, 1996, 1994, 1992;  McCaul, et al, 1987), 사회적 지지(정남연, 1989; 

박오장, 198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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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환자의 자가간호 지식과 자가간호 수행과의 관련성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편의 연구

(김인자, 1992; 구미옥, 1992; 이은자, 1988; 박옥순, 1986; 강현숙, 1984)에서 환자의 

지식과 자가간호 수행이 긴 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 Bille(1978)나 

Tagliacozzo, et al.(1976)의 연구에서는 지식이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향을 미

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Bengtsson(1983), Oldrige, et al.(1983)과 

Hentinen(1986)의 연구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환자의 지식이 자가간호 수행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또한 환자의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자가간호에 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육이 지식수준 향상에는 

향을 주었지만 지식이 곧바로 자가간호 행위의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결과는 

불일치하게 나타나 당뇨병에 대한 지식이 증가한다고 자가간호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Zimmerman, 2000). Rubin, Peyrot & 

Saudek(1989)는 당뇨병 교육 후 자가간호 활동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에서 교육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생활양식과 관련된 장기적인 습관은 쉽게 변화되기 

어렵다고 보고하며 생활양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대상자는 보다 장기적 접근 전략

이 필요하다고 하 다. 

한편 1950년대 초 사회심리학자 Hochbaum, Kegeles, Leventhal, Rosenstock에 

의해 개발된 건강신념모형은 건강관련행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러나 모형의 설명력은 예방행위에서 치료행위로 오면서 저하되었다고 평가

되고 있으며(Cox, 1982) Kasl(1974)은 만성질환자의 자가간호 행위와 건강신념 모

형과의 관련성에 관한 증거는 아직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 다. 건강신념 모형의 

주요 개념은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및 행

동의 계기이며, Becker(1974)에 의해 건강동기가 추가되었다. 구미옥과 이은옥

(1990)이 건강신념모델에 대한 연구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개념 중 지각

된 유익성과 지각된 장애성이 자가간호 행위와 비교적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으

나 분석된 논문 중 65.6%와 50%만이 유의하다고 보고하여 연구결과에서 관련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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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의 건강통제위 성격과 자가간호에 대한 관련성 연구에서는 내적 통

제위일 때 대체로 자가간호 수행 정도가 높았다고 보고되고 있다(이 휘, 1986; 심

숙, 1985; 최 희, 1983; 여주연, 1980). 내적통제위는 자신의 행위가 결과에 향

을 미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는 특성이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자기조절 및 행위

에 의해서가 아니라 운명이나 운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외적 통제위 성격에 비

해 자가간호 수행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은희 등(1993)이 국

내의 통제위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논문에서도 건강관련 변수들이 대부분 내적 

통제위 성격과 유의한 관계를 보 지만 타인 의존 통제위와는 관계가 없거나 있

다면 정관계 고 우연통제위와는 관계가 없거나 있다면 역관계를 보 다고 하

다. 그러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윤은자와 최경숙(1985)의 연구에서는 내적통

제위와 환자역할행위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뇨병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심 숙(1985)의 연구에서도 내적통제위 성향과 자가간호 이행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국외의 연구결과에서도 건강통제위

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일관성이 없거나 설명력이 미약하 고 연구방법 상의 많

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어(Oberle, 1991; Arakelian, 1980) 건강통제위와 자가간호 

수행과의 관련성은 명확한 검증이 요구되는 상태이다. 

구미옥(1992)은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행위에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

는데 그 중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자기효능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자기효능은 개인이 특정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것으로(Bandura, 1986) 만성질환자가 자

가간호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자기효능

이론은 사회학습이론에서 유도되어 1977년 Bandura가 인간의 인지를 강조하면서 

발표한 이론으로 심리학 분야에서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제시

한 것이다. Bandura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지식과 행동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자기준거적 사고가 매개하고 있다고 

하며 이들 중 하나로 자기효능 개념을 소개하 다. 건강관련 행위 분야에서도 이 

개념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Gillis(1993)은 일상

생활에서 건강증진을 결정하는 인자에 대해 23편의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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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능이 가장 강력한 결정인자 다고 하 으며 Strecher, et al.(1986)은 건강행위

에 자기효능을 적용한 선행논문 21편에 대한 분석에서 자기효능은 건강행위의 변

화와 유지에 일관성 있게 순상관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 다. 또한 자

기효능은 만성질환자의 자가간호에도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Gortner & Jenkins(1990), Ewart, et al.(1983) 등의 연구

에서 자기효능은 환자들의 신체활동과 연관성이 있다고 나타났고, 당뇨병 환자의 

자기효능에 대한 McCaul, et al.(1987), Crabtree, et al.(1987), Grossman, Brink & 

Hauser(1987) 등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이 당뇨병 환자의 식사나 운동요법 수행, 

당검사, 투약 등의 이행에 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처럼 자기효능은 당뇨병 

환자를 비롯한 만성질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직접적인 향요인으로 일관된 결

과를 보이고 있고 설명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자기효능은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측정하고자 하는 자가간호 수행에 직접적인 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 결과에 비의도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전 조사시 측정하여 이

를 통제하고자 한다. 

몇 편의 선행연구들은 인지된 사회적 지지가 자가간호 행위나 당화혈색소 수

치와 같은 당뇨병 관리의 결과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Isao Fukunishi, 

et al., 1998; Sherbourne, et al., 1992; Schwarz, et al., 1991; Ruggiero, et al., 

1990; Griffih, et al., 1990). Strauss, et al.(1984)은 만성질환자가 처방을 잘 수행하

려면 환자를 지지하는 지지자(assisting agent)와 환자가 처방을 지키지 않을 때 이

를 통제해 주는 통제자(control agent)가 필요함을 밝히며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설명하 고, 가족과 의료인이 이런 기능을 한다고 하 다.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

로 한 Griffih, et al.(1990)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 사회적 지지

가 높은 대상자들이 낮은 대상자들에 비하여 당뇨병 관리를 더 잘한다고 보고하

다. 또한 Ruggiero, et al.(1990)은 당뇨병 환자의 인지된 사회적 지지가 식이요

법과 인슐린 주사 투약 이행에 매우 접한 관련성이 있었다고 하 고 Schwarz, 

et al.(1991)도 인지된 사회적 지지의 감소는 자가간호 수행 저하의 예측인자가 된

다고 보고하 다.

특히 가족지지는 자가간호의 주요한 향 요인으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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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은 선행연구(장세진, 1988; 최 희, 1983; Glasgow & Toobert, 1988; Schafer, 

McCaul & Glasgow, 1986)에서 가족지지가 자가간호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최 희(1983)는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역할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향요인으로 가족지지를 들었고, B형 간염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숙현, 

1989)에서도 환자가 인지하는 가족지지가 치료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하며 가족 구성원의 지지가 환자의 행위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

하 다. 당뇨병 환자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아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박

오장(1984)의 연구에서 인지된 가족지지가 환자역할행위 이행과 긍정적인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으며, 가족지지와 의료진의 지지를 결합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은 

군이 제공받지 않은 군에 비해 환자역할행위 이행이 더 증가되었다고 보고하 다. 

또한 정남연(1989)의 연구에서도 가족지지 인지도와 환자역할행위 이행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가족지지 인지도가 환자역할행위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 방안으로써 제 2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개발된 가족교육 중재를 

제시하며 이 중재가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가족지지 인지도와 자가간호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의 직

접적인 향요인으로 보고된 변인 중 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자가간호 수행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된 ‘자기효능’을 통제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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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족지지 인지도 

인간은 환경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서로 지지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데, 

이것은 인간이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서만 충족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지적인 조직망에서의 상호

작용은 조직망 내에서 개인의 통합감을 확고하게 하는 기능을 하며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Wienman, 1990). 사회적 지지의 조직망에는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친지, 친구, 직장 또는 학교의 동료, 이웃, 그리고 건강 

전문가, 상담자 및 성직자 등의 전문인을 포함한다(Norbeck, Lindsey & Carrieri, 

1981; Cobb, 1976). 그 중에서도 가족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계속되는 사회적 지지

체계로서의 중요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원정숙, 1996).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질병과 건강에 가장 중요한 향을 미치는 일차적 단위

로, 가족 내에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은 의학적 처방의 수행을 포함한 환자간호 역

할을 담당하게 됨은 물론 가족생활도 크게 향을 받게 된다(Gillis, et al., 1989; 

Litman, 1974). 1977년 Dean & Lin는 가족이 사회적 지지의 주된 근원이 됨을 지

적하 고 Cobb(1976)는 인생의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사회적 지지가 대부분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획득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구사회와 달리 가

족주의 가치가 지배적이고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접하여 가족구성원의 질병에 

대한 책임을 사회보다는 가족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지지는 환자에게 의미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환자를 돌보아 주며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치감을 갖게 해 주고, 환자가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의 조직망 속에 속

한다는 것을 믿도록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Cobb, 1976). 이는 가족구성원으로 구

성되는 가족체제 속에서 좋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랑과 지지를 교

환하는 주요기능을 담당하여(최 희, 1993)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개인을 정서적

으로 보호하는 방어벽이나 완충역할을 함으로써 위기와 변화에서 개인의 적응을 

도와주게 된다. 

오늘날 간호학에서 가족지지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개인의 건강이 가족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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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지고 가족구성원의 질병이 가족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

족을 통해 전인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Johonson, 1988). 

또한 간호학에서의 가족은 개인의 환경으로 혹은 수혜자로 개념화되었고, 이것이 

가족간호 실무를 이끌어간다고 보고있다(Gillias, 1991). 간호 분야에서는 가족을 

건강이 형성되고 유통되며 건강관리가 조직되고 건강이 수행되는 개별적이고 일

차적인 간호체계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최 희, 1983) 이러한 특성에 따라 가족지

지가 개인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차례 보

고 되었다(조희와 원정숙, 1999; 원정숙, 1996). 그 중 원정숙(1996)은 사회적 지지 

중 가족들의 비협조와 갈등이 병원치료 중단의 제일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주

장하여 질병 치료에 있어서도 가족지지가 주요한 요소임을 강조하 다. 하지만 가

족지지는 환자로 하여금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

므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가족은 환자에게 에너지를 투여함으로써 환자의 스트

레스를 완화시키고 질병의 악화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NanLin et al., 1976).

만성질환자들은 평생에 걸쳐 질병관리를 수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자가간호 

행위의 대부분이 식이나 운동 등 이미 습득된 생활습관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

에 환자교육 등 환자에 국한된 간호중재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만성질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써 환자에게 지속적인 

자극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인 가족을 포함하는 간호중재가 제안되고 있다. 가

족은 생활습관 형성의 근원이 되는 체계로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있어

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만성질환자 관리실태를 조사한 Boise, Heagerty & 

Eskenazi(1996)의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자 간호의 75-80%가 가족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고 밝히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건강관리 시스템 속에 가족을 포함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 으며, 다른 수편의 연구에서도 환자에게 지속적인 자극을 제공

해 줄 수 있는 환경인 가족을 포함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Zimmerman 

& Connor, 1989; Connelly, 1987; Hibert, et al., 1985).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지지는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 정도를 높이며 더 나아가 

환자의 대사조절에도 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족지

지를 자가간호 수행에 향을 주는 매개변수로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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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족지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지행위를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지행위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주

관적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한애경, 1998). 즉 지지의 효과는 타인에 의

해 실제적으로 주어진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지에 대한 대상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더 큰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Cohen & Wills, 1985; Broadhead, Kaplan 

& Jamesl, 1983). 즉 타인이 지지적 행동을 하 을지라도 대상자가 그를 인식하지 

못하면 지지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며 타인의 지지행위가 대상자의 요구와 일치

하지 않으면 그 역시 도움이 되지 않게 된다. 이는 Ajzen & Fishbein(1980)이 

Reasoned action 이론에서 개인의 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은 의미있는 타인의 행

동, 그 자체가 아니라 의미있는 타인의 기대에 대한 대상자의 주관적인 인식이라

고 주장한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환자

가 받고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 지지의 정도를 의미하는 ‘가족지지 인지도’를 측정

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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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가족교육

간호학에서는 일찍이 Nightingale이 교육적 욕구를 인간의 기본 욕구에 포함시

켜 환자의 교육적 욕구에 대한 간호활동을 강조한 바 있다(전산초, 1978). 교육은 

교육을 제공받은 자가 교육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이 유익하다고 믿게 되면 그것

을 실천한다는 가정 하에 대상자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Gleit, 1998). 

당뇨병은 대사조절을 유지하기 위해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만성질환

으로 환자 교육은 당뇨병 치료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다(이태회, 1992). 당뇨병 교

육이 당뇨병 환자를 위한 중재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약 2000년 전의 일로 카파도

키아(Capadokia)의 아레테우스(Arasteus)가 당뇨병 환자에게 곡류, 우유, 과일, 포

도주 등으로 구성된 특수 식사를 가르쳤던 것으로 유래된다. 

미국의 경우, Joslin이 1900년대 당뇨병 관리에서 철저한 교육을 강조하며 당뇨

병 교육 책자를 펴낸 이래로 개인 스스로의 관리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1930년대부터 개인이 자신의 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

는 과정인 당뇨병 자기관리 교육(Diabetes self-management education, DSME)을 

실시하고 있으며(Bartlett, 1986) 1960년대에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나 양

사에 의해서 개별교육이 이루어진 바 있다(남홍우, 2001).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건강목표에 

전형적인 당뇨병 교육을 받은 당뇨병 환자 수를 현행 40%에서 2010년까지 60%로 

증가시킬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2000). 여기에서의 당뇨병 교육은 적절한 비용을 유지하면서 대사조절의 최적화, 

급․만성 합병증의 예방, 삶의 질 향상 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 미국 당뇨병 협회(2001)에서는 자기관리 기술과 당뇨병 지식의 사정이 최소한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지속적인 당뇨병 교육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환자의 50-80%가 자가간호 지식 및 기술의 

결핍, 당대사 조절 불량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ADA, 2001; Clement, 

1995) 보다 효율적인 당뇨병 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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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미미하나마 1968년에 처음으로 당뇨병 교육이 시작되었으나 그 당

시 당뇨병은 희귀한 상태 으므로 의료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후 1970년

대 서울대학병원 당뇨 클리닉에서 당뇨병 교육이 시작된 이래(김응진, 1990), 1988

년 처음으로 당뇨병 학회에서 현황 조사가 시작되어 당시 전국적으로 46개의 당

뇨병 교육 프로그램이 운 되고 있다고 보고하 다(송오금 등, 1998). 현재 당뇨병 

유병률의 급증과 함께 당뇨병에 있어서 자가간호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그에 

따른 대책으로 환자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당뇨병 교육 프로

그램은 급속히 확산되어 1993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129개(당뇨캠프 포함) 던 것

이 1999년에는 총 266개소로 급증하 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교육은 주로 집단교육의 강의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강의 형태는 다수의 피교육자들이 동시에 참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장점 등이 있

는 반면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감과 20분 이상 주의집중을 유도하기 힘들

다는 점, 그리고 교육자의 노련한 집단 통솔력이 요구되는 단점도 있다. 김매자와 

하양숙의 연구(1976)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의 집단교육과 개별교육 간에 교육의 효

과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박오장(1984, 1990)은 1984년과 1988년 2차에 

당뇨병 환자 52명을 대상으로 유사실험을 한 결과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교육 방

법이 가족과의 친 한 유대관계와 환자에게 심리적, 정신적 지지를 내포하므로 당

뇨환자 역할행위 이행, 당뇨지식, 건강신념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다. 

또한 이기업 등(1985)은 환자들의 질병에 대한 지식수준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정한 내용을 교육하기보다는 지식상태에 따라 교육방법이나 내용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조정할 수 있는 개별교육을 선택하 고, 전후 실험설계를 통해 

가능한 외생변수를 통제하고자 하 다. 

1986년 미국에서 CDEs(Certified Diabetes Educator)제도가 시행되면서 당뇨병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 시작하 다. 이행

(Compliance)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은 1990년도 초부터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환자의 정신․사회적, 행동․과학적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뇨병 교육

에 대한 효과 변수로도 지식과 당화혈색소 이외에 행동변화, 태도, 삶의 질,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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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기술,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등 다양한 변수가 평가되고 있다. 1996년 

Nicolucci, et al.가 당뇨병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환자는 교육을 받은 환자에 비

해 주 합병증 발생 위험이 4배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하 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당뇨병 교육의 효과를 입증할 만한 연구결과와 과학적 근거에 의한 당뇨병 

교육 지침은 아쉽게도 아직 없는 실정이다(남홍우, 2001).

당뇨병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육 후 환자의 지식이 증가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향련과 서연옥(1993), 정애경(1988), 이은자(1988), 

Paulozzi, et al.(1984) 등의 연구에서 당뇨병 교육을 받은 환자들의 지식수준이 유

의하게 증가하 다고 나타났다. 이숙희(1988)의 조사 연구에서도 당뇨병 교육 경험

이 있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지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Korhonen, 

et al.(1983)의 연구에서도 집중적인 당뇨병 교육을 받은 군과 전통적인 당뇨병 교

육을 받은 군은 둘 다 교육 후 지식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또한 김매자와 하양

숙(1976)의 연구에서도 개별교육과 집단교육을 한 두 집단에서 모두 교육 후 지식

점수가 증가하 고 당뇨병 교육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지식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라 이전의 당뇨병 교육 경험은 환자의 지식 

수준에 향을 미쳐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인 자가간호 수행에 직․

간접적인 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선정시 

당뇨병 교육 경험이 없는 환자와 가족으로 제한하 고, 실험군 환자와 가족에게 

가족교육이라는 실험처치를 가할 때 대조군에게도 일반적인 당뇨병 개별교육을 

제공하여 교육 경험으로 인한 외생변수를 통제하 다. 

당뇨병 교육에 대한 연구는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중재 방법을 이용

하고 있다. 그 중 자가간호에 향을 줄 수 있는 가족체계를 포함시킨 중재 방법

에 있어서는 국외의 경우 대부분이 제 1형 당뇨병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 부모

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성인 당뇨병 대상자의 가족과 관련된 중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외에서 성인 당뇨병 환자의 가족을 교육에 참여시킨 

연구가 없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서구 문화권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족 중심의 문화권인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교육에 대한 효과를 보는 

실험연구들은 종종 이루어졌으나 성인 당뇨병 환자의 가족을 교육에 참여시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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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본 연구는 단지 두 편만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중 박오장(1984)의 연구

는 간호사의 지지와 가족의 지지를 함께 제공하 고 정남연(1989)의 연구는 교육 

중재를 가한 군과 중재를 가하지 않은 군으로 설계하여 가족교육 자체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미치는 가족지지 

중재의 실제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험군인 환자와 가족에게 가족교육을 적

용하고 대조군에게는 일반적인 환자교육을 제공하여 교육효과에 대한 동질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족교육이 당뇨병 환자의 가족지지 인지도와 

자가간호 수행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서 당뇨병 환자들의 자가간

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보다 전략적인 중재 방법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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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표 1> 유사실험 설계 모형

1) 본 연구에서 가족은 환자와 함께 거주하며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함. 

구  분 사전 조사 실험처치 사후 조사(1주 후)

실험군

 인구학적 특성

가족교육

(환자 + 가족1)) 

 가족지지 인지도

 당뇨병 관련 특성  자가간호 수행

 자기효능감  (환자응답/가족응답)

 가족지지 인지도

 자가간호 수행

대조군

 인구학적 특성

환자교육

 가족지지 인지도 

 당뇨병 관련 특성  자가간호 수행

 자기효능감  (환자응답/가족응답)

 가족지지 인지도

 자가간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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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험처치는 가족교육이며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대조군에게

도 당뇨병 개별교육이 적용되었다. 가족교육의 대상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이며 분석자료 중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자기효능은 <부록 1>의 질문지

를 이용한 환자의 자기보고식 응답으로, 대상자의 당뇨병 관련 특성은 <부록 2>의 

의무기록 조사지를 이용한 분석방법으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족지지 인지도와 자가간호 수행으로, 실험처치 전⋅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총 2회 측정되었다. 또한 두 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일반적 특성을 사전 측정하 고, 선행연구에서 자가간호 수행에 직접

적인 향요인으로 보고된 자기효능감을 통제하기 위해 사전 측정하여 두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 다. 또한 사후 측정으로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대한 가족의 관

찰응답을 측정하여 환자응답과 비교함으로써 환자의 자가보고식 응답의 신뢰성을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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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대상자 및 표집방법

연구대상자는 서울시내 H 내과를 방문하는 외래 환자들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

여, 아래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편의표출 하 다. 

1) 제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관리 중인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

  제 1형(인슐린의존형)과 제 2형(인슐린비의존형) 당뇨병 간의 당대사 조절의 

차이가 자가간호 수행에 대한 잠재적인 향 변인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

어 본 연구에서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만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 다. 

2)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자

3) 본인 및 가족이 건강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체계적인 당뇨병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자

4) 질문지의 응답이 가능한 자

5) 본인 및 가족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수락한 자

처음에는 실험군 60명, 대조군 65명으로 총 125명의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했

으나 사후 조사시 해외출장(2명), 입원(2명) 등의 개인사정이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사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5명) 등으로 중도탈락한 9명이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실험군 56명, 대조군 60명으로 총 116명의 대상자가 최후까

지 연구에 참여하 고 이는 Cohen(1988)의 표본수 결정공식2)에 따라 계산된 그

룹당 최소인원인 21명을 넘어 충분한 표본수로 확인되었다. 

2) 두 그룹의 반복 측정된 평균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유의수준(α) .05, 검정력(power. 1-β) 90%, 큰 수

준의 유효크기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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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도구 

1. 가족지지 인지도

정남연(1989)이 당뇨병 환자의 인지된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가족

지지 측정도구를 이용하 다. 질문지는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정보적, 정서적, 실제

적 가족 지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총 19문항이다. 정남연

의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낮음을 뜻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항

상 그렇다’ 5점, ‘자주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어쩌다 그렇다’ 2점,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으로 역으로 수치를 환산하여 사용하 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음을 뜻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실험처치 전 Cronbach's alpha가 .94, 실험처치 후는 .95이었다. 

2. 자가간호 수행 

김 옥(1996)이 개발한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활동 이행 측정도구를 이용하

고 질문지는 식이요법(7문항), 투약이행(3문항), 운동요법(2문항), 자가혈당측정(3

문항), 발관리(3문항), 일반적 건강관리(2문항) 등의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의 측정은 4점 척도로 ‘언제나 잘했다’ 4점, ‘자주 했다’ 3점, ‘절반정도 했다’ 

2점, ‘가끔 했다’ 1점, ‘전혀 못했다’ 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 수행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는 .85을 나타내었고 정진희

(2003)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 을 때 .87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실험처치 전 Cronbach's Alpha는 .90, 실험처치 후는 .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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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으

며 인구학적 특성과 당뇨병 관련 특성을 조사하 다.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성

별, 결혼상태, 동거상태, 주간호제공자, 경제적 수준, 직업여부, 교육수준, 종교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으며 당뇨

병 관련 특성은 당뇨병의 유병기간,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치료유형, 당화혈색소 

수치와 관련질환 진단여부 등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진 환자별 의무기록 조사지

를 이용하여 수집하 다.

4. 자기효능

선행연구를 통해 자가간호 수행에 직접적인 향요인으로 확인된 자기효능이 

본 연구에서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사전조사시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구미옥(1992)이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당뇨병 환자의 자기효능을 측정

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고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

에서 Bandura와 Adame(1977)가 사용한 방법과 같이 최저 10점에서 최고 100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이 높음을 나타낸다. 개발당시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77이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가 

.7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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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실험처치 

가족교육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증진을 위하여 환자와 가족을 대

상으로 개발된 교육 및 상담의 과정 일체를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당뇨병 교육에 

대한 충분한 문헌고찰을 시행한 후 교육 프로토콜 및 교육자료를 개발하 고 내

분비내과 의학 교수 1인, 간호학 교수 1인, 당뇨병 교육 실무자 2인에게 검증을 

받아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 다.

가족교육은 2 역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 역은「당뇨병 교육」 역으로 당뇨

병 개요와 자가간호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연구자가 문헌 및 기존의 교

육자료를 토대로 개발한 교육책자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제 2 역은「가족상

담」 역으로 가족의 지식 상태 점검, 가족지지 기술 교육, 가족 상담 등을 포함

한 교육 및 상담으로 구성된다. 가족교육은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근거로 가족의 

정보적, 정서적, 실제적 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가족교육 프로

토콜에 근거하여 간호사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는 개별 교육으로 제 1 역은 약 

40분, 제 2 역은 약 20분으로 총 60분간 진행되었다. 

가족교육은 실험군인 환자와 가족에게 각각 제공되었으며 환자교육으로 자가

간호 수행이 향상되어 가족의 교육 효과에 간접적인 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

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에게도 제 1 역인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교육을 제

공하 다<그림 1>. 

한편 실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제공되는 실험처치는 

병원 내 교육실에서 본 연구자가 혼자 제공하 으며, 대상자의 질문지 작성은 연

구보조원 1인이 담당하여 질문지 작성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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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족교육 프로토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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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지지 기술

: 가족의 지식상태 점검

: 가족지지의 중요성

: 지지기술 교육

4. 가족상담

: 자가간호 수행의 장애요인

: 가족지지의 장애요인

: 가족지지로 인한 긍정적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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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책자를 이용한 가족 지식 점검

- 가족의 관심을 유도한다.
가족 상담

- 환자의 입장, 환자를 돌보는 입장

에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한다.
- 함께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며

서로 격려한다.
- 가족의 지지로 인한 긍정적인 경험

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가족지지 점검표 제공

<부록 3>의 ‘제 2영역’ 부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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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간호 방법

: 자가혈당측정, 식이요법, 
운동요법,약물요법, 발관리,
일반적인 건강관리 등

1. 당뇨병 개요

: 진단, 원인, 증상, 종류, 합병증

2. 자가간호 방법

: 자가혈당측정, 식이요법, 
운동요법,약물요법, 발관리,
일반적인 건강관리 등

교육 및 상담 내용교육 및 상담 내용 방법방법 대상대상

교육책자를 이용한 교육

질의응답

교육책자 제공

<부록 3>의 ‘제 1영역’ 부분 이용

교육책자를 이용한 교육

질의응답

교육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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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료수집 절차 

표집대상과의 접촉을 위해 서울 시내 H 내과에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수

행의 동의를 구한 다음, 구체적인 자료수집은 다음의 과정에 의해 수행되었다. 

1) 외래를 방문한 환자 및 가족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연구

의 목적을 설명하 으며 연구 참여 중 중단하고 싶을 때 중단할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구하 다. 

2) 질문지 작성에 대해 설명을 한 후, 대상자가 직접 읽고 기록하도록 하고 필

요한 경우 연구보조원이 도움을 주어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3) 병원 내 교육실에서 대조군인 환자에게 <부록 3>의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가족교육 제 1 역 「당뇨병 교육」부분을 교육하 다. 

4) 실험군인 환자와 가족에게 <부록 3>의 교육 및 상담자료를 이용하여 가족

교육 제 1 역 「당뇨병 교육」과 제 2 역 「가족상담」을 제공하 다. 

5) 실험군, 대조군 모두에게 1주 후 전화로 추후 설문을 하게 됨을 미리 설명

하고 동의를 구하 다. 

6) 대상자의 당뇨병 관련 특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기록 열람에 

대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의무기록 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을 시행하

다. 

7) 1주 후 대상자들에게 전화로 추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추후 설문 중 가

족응답과 환자응답은 각각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편견(bias) 발생을 차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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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 고 구체적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학적 특성, 당뇨병 관련 특성, 자기효능에 대한 동질

성 분석은 chi-squared
 
test, t-test를 사용하 다.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

험처치 전 가족지지 인지도와 자가간호 수행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

를 사용하 다. 

2) 교육효과를 보기 위한 실험처치 전․후 가족지지 인지도와 자가간호 수행 

점수의 비교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3) 가설검증은 t-test를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처치 전․후 점수차를 

비교하 다.

4) 자가간호 수행 질문지의 환자응답과 가족응답을 비교하여 응답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t-test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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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A. 연구대상자의 동질성 분석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56명, 대조군 60명으로 총 116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실험처치 전 특성 및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동질성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에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으로 인구학적 특성과 당뇨병 관련 특성, 자기효능, 그리고 주요변수인 가족지지 

인지도 및 자가간호 수행 점수가 포함되었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실험군의 대상자 성별은 남자 30명(53.5%), 여자 26명(46.5%)이었으며 평균연령

은 약 57세 다. 학력은 고졸이 21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32.1%), 

초등졸(17.9%), 중졸(12.5%) 순이었고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26명(46.4%), 없는 대

상자가 30명(53.6%)이었다. 경제수준은 ‘중’이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45명(80.4%)이

었으며 ‘상’과 ‘하’는 각각 5명(8.9%), 6명(10.7%)이었다. 종교는 불교가 18명

(32.1%), 기독교가 15명(26.8%), 천주교가 7명(12.5%)이었고, ‘종교가 없다’고 답한 

대상자가 15명(26.8%)이었다. 결혼상태로는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46명(82.1%)으

로 대부분을 차지하 고, 동거형태로 기혼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대상자가 23명

(41.1%), 부부만 동거하는 대상자가 20명(35.7%),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대상자가 

10명(17.9%)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관리에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다고 대답한 대상

자가 29명으로 51.8% 고 본인 스스로 관리한다고 답한 대상자가 19명(33.9%), 자

녀의 도움을 받는다고 대답한 경우는 6명(10.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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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은 남자 27명(45.0%), 여자 33명(55.0%)이었으며 평균연령은 약 58세

다. 학력은 고졸과 대졸 이상이 각 22명(각 36.7%)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졸이 10

명(16.7%)이었으며, 직업이 있는 대상자와 없는 대상자가 각 30명(50.0%)으로 동일

했다. 경제수준은 ‘중’라고 답한 대상자가 48명(80.0%)으로 가장 많았고 ‘상’과 ‘하’

가 각 2명(3.3%), 9명(15.0%)이었다. 종교는 불교가 19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26.7%), 천주교와 종교가 없는 경우(각 16.7%), 그리고 원불교 등의 기타 

종교(8.3%)순이었다. 결혼상태로는 실험군의 경우에서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대상

자가 51명(85.0%)으로 가장 많았고, 동거형태는 부부만 산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27명(45.0%),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25명(41.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 다. 

당뇨병 관리에서 본인 스스로 관리한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34명(56.7%)으로 가장 

많아 실험군에서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던 것과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6.409, p=.093).  

두 집단간의 인구학적 특성의 동질성을 분석하기 위해 chi-squared
 
test와 

t-test를 통해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없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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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p-value is for student's t-test

특  성 구  분
실험군(n=56) 대조군(n=60)

t 또는 χ2 P
실수(%) 실수(%)

성별 남 30(53.5) 27(45.0)
.851 .231

여 26(46.5) 33(55.0)

연령 Mean±SD 56.86±11.84 57.63±11.47 -.359 .721*

학력 무학 0(0.0) 0(0.0)

.363 .948

초등졸 10(17.9) 10(16.7)

중졸 7(12.5) 6(10.0)

고졸 21(37.5) 22(36.7)

대졸 이상 18(32.1) 22(36.7)

직업 유 26(46.4) 30(50.0)
.148 .700

무 30(53.6) 30(50.0)

경제수준 상 5(8.9) 2(3.3)

2.848 .416중 45(80.4) 48(80.0)

하 6(10.7) 9(15.0)

종교 기독교 15(26.8) 16(26.7)

4.122 .390

천주교 7(12.5) 10(16.7)

불교 18(32.1) 19(31.7)

기타 1(1.8) 5(8.3)

무 15(26.8) 10(16.7)

결혼상태 미혼 2(3.6) 1(1.7)

1.522 .677

유배우자 46(82.1) 51(85.0)

이혼 0(0.0) 0(0.0)

별거 0(0.0) 0(0.0)

사별 8(14.3) 7(11.7)

기타 0(0.0) 1(1.7)

동거형태 부부만 산다. 20(35.7) 27(45.0)

3.859 .570
미혼자녀와 산다. 10(17.9) 5(8.3)

기혼자녀와 산다. 23(41.1) 25(41.7)

기타 3(5.4) 3(5.0)

도움주는 가족 본인 스스로 19(33.9) 34(56.7)

6.409 .093
배우자 도움 29(51.8) 22(36.7)

자녀의 도움 6(10.7) 3(5.0)

기타 2(3.6) 1(1.7)



- 33 -

2) 당뇨병 관련 특성

실험군 대상자 56명의 당뇨병 유병기간은 평균 9.34년이었다. 당뇨병 관리를 

위한 약물처방으로는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40명(71.4%)으로 가장 

많았고 인슐린 처방이 11명(19.6%), 두가지를 병행하는 경우가 4명(7.1%), 그리고 

식이 및 운동요법만으로 관리 중인 환자가 1명(1.8%)이 다. 동반질환으로는 고혈

압으로 진단받은 대상자가 27명으로 48.2%를 차지했고 경동맥경화증은 26명

(46.4%)으로 절반에 가까운 대상자들이 고혈압이나 경동맥경화증 혹은 둘 다를 동

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신증(28.6%), 고지혈증(26.8%), 망막증

(23.2%), 신경병증(21.4%)의 순으로 동반질환을 진단받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 당화혈색소 수치는 평균 8.74%로 측정되었다.

대조군 60명의 당뇨병 유병기간은 평균 8.52년으로 실험군보다 짧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667, p=.506). 당뇨병 관리를 위한 약물처방으로는 

실험군에서와 같이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50명(83.3%)으로 가장 

많았고 인슐린 처방이 5명(8.3%), 두가지를 병행하는 경우가 1명(1.7%)이었다. 동

반질환은 경동맥경화증이 25명(41.7%), 고혈압이 22명(36.7%)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 고, 그 외 신증(30.0%), 고지혈증(21.7%), 망막증(16.7%), 신경병증(15.0%)

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화혈색소 수치는 평균 8.51%로 실험군보다 낮았지만

(t=.627, p=.532)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두 집단간 당뇨병 관련 특성의 동질성을 분석하기 위해 chi-squared
 
test와 

t-test를 통해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없었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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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대상자의 당뇨병 관련 특성 

* p-value is for student's t-test

†대상자(n) 중 동반질환을 진단 받은 대상자의 수와 비율

2.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

자기효능 점수는 총 100점 만점으로 실험군은 평균 72.14점이었고 대조군은 평

균 72.26점으로 측정되어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약간 높았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효능 점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통해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t=-.046, p=.963)<표 4>.

특  성 구  분
실험군(n=56) 대조군(n=60)

t 또는 χ2 p
실수(%) 실수(%)

유병기간 Mean±SD 9.34±6.28 8.52±6.95 .667 .506*

약물요법 약물처방 없음 1(1.8) 0(0.0)

6.359 .174
경구용 혈당강하제 40(71.4) 50(83.3)

인슐린 11(19.6) 5(8.3)

경구약 + 인슐린 4(7.1) 1(1.7)

동반질환 고혈압† 27(48.2) 22(36.7) 1.583 .208

망막증† 13(23.2) 10(16.7) .781 .377

신경병증† 12(21.4) 9(15.0) .781 .377

고지혈증† 15(26.8) 13(21.7) .415 .520

경동맥경화증† 26(46.4) 25(41.7) .267 .606

신증† 16(28.6) 18(30.0) .029 .866

당화혈색소 Mean±SD 8.74±1.94 8.51±1.87 .627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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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

2. 주요 변수의 실험처치 전 특성 

1) 가족지지 인지도

가족지지 인지도 점수는 최저 19점에서 최고 95점 사이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

을수록 가족지지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자의 실험처치 전 가족지지 

인지도 점수를 파악하고 두 집단의 평균 비교를 위하여 t-test를 시행하 다. 가족

지지 인지도 점수는 실험군이 평균 78.54점, 대조군이 76.10점으로 실험군이 대조

군보다 높게 측정되어 실험군의 가족지지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772, p=.441)<표 5>.

<표 5> 실험처치 전 가족지지 인지도

(n=116)

구  분
실험군(n=56) 대조군(n=60)

t p
실수(%) 실수(%)

자기효능 72.14±13.16 72.26±13.92 -.046 .963

구  분
실험군(n=56) 대조군(n=60)

t p
Mean±SD Mean±SD

가족지지 인지도 78.54±16.41 76.10±17.48 .772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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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간호 수행

자가간호 수행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 수행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군은 평균 47.36점, 대조군은 47.94점

으로 측정되어 실험처치 전에는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자가간호 수행 점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비교를 위한 t-test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204, p=.839)<표 6>. 

<표 6> 실험처치 전 자가간호 수행

(n=116)

B. 교육효과 분석

1. 실험처치 전․후 가족지지 인지도의 변화

교육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의 실험처치 전․후 가족지

지 인지도 점수의 차이를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실험군의 가족지지 

인지도 사전점수는 평균 78.54점, 사후점수는 평균 87.79점으로 실험처치 후 가족

지지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다

(t=-6.499, p<.001). 대조군은 가족지지 인지도 사전점수가 평균 76.10점에서 사후 

75.75점으로 측정되어 실험처치 후 오히려 가족지지 인지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이 결과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다(t=.329, p=.743)<표 7>.

구  분
실험군(n=56) 대조군(n=60)

t p
Mean±SD Mean±SD

자가간호 수행 47.36±15.80 47.94±14.86 -.204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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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실험처치 전․후 가족지지 인지도 변화

(n=116)

2. 실험처치 전․후 자가간호 수행의 변화

교육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의 실험처치 전․후 자가간

호 수행 점수의 차이를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실험군의 자가간호 

수행 사전점수는 평균 47.36점, 사후점수는 평균 63.91점으로 측정되어 실험처치 

후 자가간호 수행 점수가 실험처치 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10.292, p<.001). 대

조군도 사전점수 47.94점에서 사후 56.60점으로 측정되어 실험처치 후 자가간호 

수행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t=-7.175, 

p<.001)<표 8>.

<표 8> 실험처치 전․후 자가간호 수행 변화

(n=116)

구 분
실험처치 전 실험처치 후

t p
Mean±SD Mean±SD

실험군(n=56) 78.54±16.41 87.79±9.43 -6.499 <.001

대조군(n=60) 76.10±17.48 75.75±15.97 .329 .743

구 분
실험처치 전 실험처치 후

t p
Mean±SD Mean±SD

실험군(n=56) 47.36±15.80 63.91±11.76 -10.292 <.001

대조군(n=60) 47.94±14.86 56.60±13.05 -7.17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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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가설 검증

1. 제 1 가설 검증

“가족교육을 받은 제 2형 당뇨병 환자는 가족교육을 받지 않은 환자보다 가족

지지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다”는 제 1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이용하여 실

험군과 대조군의 가족지지 인지도 점수의 실험처치 전․후 차이를 비교하 다. 

가족지지 인지도 점수는 실험군의 경우 실험처치 후 9.25점 상승한데 반해, 대

조군은 오히려 0.35점이 감소하 다. 실험처치 전․후 점수 차이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족교육이 실험군의 가족지지 인지도 상승에 유

의한 향을 줄 것이라는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t=5.450, p<.001). 

가족지지 인지도를 정서적, 정보적, 실제적 지지 등 각 세부 항목별로 분류하

여 실험처치 전․후 점수차를 분석하 을 때, 실험군의 경우 ‘정보적 지지’ 항목에

서 5.23점이 상승하여 다른 항목에 비하여 더욱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t=5.921, p<.001). ‘실제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 항목에서도 실험처치 후 각 2.48

점과 1.54점만큼 점수가 향상되어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표 9>.

<표 9> 두 집단 간의 가족지지 인지도 점수차 유의성 검증

(n=116)

구  분

실험군(n=56) 대조군(n=60)

t p실험처치 전․후 점수차

Mean±SD

실험처치 전․후 점수차

Mean±SD

가족지지 인지도 9.25±10.65 -.35±8.24 5.450 <.001

정서적 지지 1.54±2.85 .50±2.63 2.035 .044

정보적 지지 5.23±6.13 -.50±4.18 5.921 <.001

실제적 지지 2.48±3.63 -.35±2.62 4.83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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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 가설 검증

“가족교육을 받은 제 2형 당뇨병 환자는 가족교육을 받지 않은 환자보다 자가

간호 수행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는 제 2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가간호 수행 점수의 실험처치 전․후 차이를 비교하 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실험처치 후 자가간후 수행 점수가 상승되었지만 점수

의 차이에 있어서 실험군의 경우 16.61점, 대조군은 8.66점이 상승하 고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4.103, p<.001). 이로

써 가족교육이 자가간호 수행에 유의한 향을 줄 것이라는 제 2가설이 채택되었

다.

항목별 자가간호 수행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자가간호 수행을 식사요법, 투

약이행, 운동요법, 자가혈당측정, 발관리, 일반적 건강관리 등 6개의 세부 항목별

로 분류하여 실험처치 전․후 점수차를 분석하 다. ‘식사요법’, ‘운동요법’, ‘자가

혈당측정’ 역에서는 두 집단 모두 실험처치 후 자가간호 수행 점수가 상승하

으나 상승의 폭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어 이 세가지 역에서

는 가족교육이 향을 주었다고 분석되었다. ‘발관리’와 ‘일반적 건강관리’에서도 

두 집단 모두 실험처치 후 자가간호 수행 점수가 상승하 고 두 집단 간 상승폭

의 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한편 ‘투약이행’ 항목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실험처치 후 자가간호 점수가 오히려 낮아졌으며, 두 집단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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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두 집단 간의 자가간호 수행 점수차 유의성 검증

(n=116)

구  분

실험군(n=56) 대조군(n=60)

t p실험처치 전․후 점수차

Mean±SD

실험처치 전․후 점수차

Mean±SD

자가간호 수행 16.61±11.91 8.66±8.82 4.103 <.001

식사요법 8.00±3.61 5.25±3.67 4.074 <.001

투약이행 -.52±3.62 -1.45±2.18 1.691 .093

운동요법 1.77±2.07 .73±1.72 2.937 .004

자가혈당측정 2.59±2.94 .90±2.06 3.600 <.001

발관리 2.96±2.89 1.98±2.97 1.800 .075

일반적 건강관리 1.75±1.95 1.25±2.11 1.323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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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추가 분석

1. 자가간호 수행 응답의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주요변수 중 하나인 자가간호 수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질문지

를 이용한 자가보고식 방법으로 자료를 획득하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대상자

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후조사에서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환자와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한 관찰 응답방법을 시행하여 비교하 다. 즉, 환자의 자가

간호 수행에 대한 환자 자신의 응답과 환자의 일상생활을 관찰한 가족의 응답을 

비교, 분석하여 그 관련성을 보는 방법으로 t-test를 사용하 다. 

분석결과, 환자가 응답한 자가간호 수행 점수는 평균 60.13점, 가족이 응답한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 점수는 평균 60.52점으로 가족응답의 평균 점수가 높았지만 

두 응답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었다(p=.818). 따라서 환자의 자가

간호 수행 응답은 신뢰할만하다고 볼 수 있다<표 11>. 

<표 11> 자가간호 수행 점수의 응답자 간 비교

(n=116)

구 분 Mean±SD t p

자가간호 수행 점수 (환자 응답) 60.13±12.92

-.230 .818

자가간호 수행 점수 (가족 응답) 60.5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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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당뇨병 관리에 있어 식이 및 운동요법, 투약이행, 스트레스 관리, 발관리 등의 

자가간호 행위는 대사조절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는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향을 미

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인 환자와 가족에게 가족교육을 적용하고 대조군에

게는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교육을 제공하여 가족교육이 당뇨병 환자의 가족지지 

인지도와 자가간호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다. 실험 결과, 환자 혼자 당뇨

병 교육을 받은 경우보다 가족과 함께 가족교육을 받은 경우 환자의 가족지지 인

지도 및 자가간호 수행의 상승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가족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기에 앞서,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인 사항에서 나타난 몇 가지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강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체계적인 당뇨병 교육을 받아본 경험

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유병기간은 대략 9년

(8.93±6.62년)으로 보고되었다. 연구대상자 총 116명 중 20명(17.2%)은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지 1년 미만이었고 5년 미만인 대상자는 31명(26.7%), 10년 미만은 21명

(18.1%)이 으며 10년 이상 경과된 대상자도 44명으로 37.9%를 차지하 다. 진단 

후 수년이 지나도록 체계화된 당뇨병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 결과는 

현재 실무에서 당뇨병 교육을 통한 환자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는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당뇨병 교

육 프로그램과 교육 전문인력 개발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한편 연구결과, 대상자의 78.4%가 한개 이상의 타질환이나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는 상태 고 절반에 가까운 대상자가 고혈압이나 경동맥경화증, 혹은 두가지를 

모두 진단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일한 당뇨병 환자일지라도 타질환이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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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동반한 경우에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의 방향이 달라지고 부가적인 

관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들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맞춤교육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교육을 시행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하 으나 실무에서 사용될 때의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동반질

환별 소그룹 교육을 실시하거나 집단교육시 합병증 및 관련질환 관리에 대한 세

부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등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A. 가족교육의 효과

본 연구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된 가족교육이 환자의 가족지

지와 자가간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된 것으로 환자군의 동질성 유지

를 위하여 대조군에게도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교육을 제공하 다. 

실험처치 전․후 가족지지 인지도 점수의 변화에서 가족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경우 실험처치 전보다 중재 후 9.25점이 상승하 고(t=-6.499, p<.001) 개별 당뇨병 

교육을 받은 대조군의 경우 0.35점이 하락하 다(t=.329, p=.743). 이러한 차이는 단

지 가족의 교육참여 여부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공된 가족교육

이 일반적인 당뇨병 교육이 아닌 가족지지 기술 교육과 상담의 내용을 추가한 새

로운 형태의 중재이기 때문에 가족상담에 따른 지지적 요소로 인한 효과일 가능

성도 있다. 즉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자 중심의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에 환

자와 함께 가족이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 중재의 도입 없이 현행 

당뇨병 교육에 가족의 참여를 격려하는 것이 가족지지 인지도 및 자가간호 수행

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평가하고 가족교육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중재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실험처치 전․후 자가간호 수행의 변화는 두 집단에서 모두 상승하 고 가족

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점수 상승폭은 평균 16.55점, 대조군은 8.66점이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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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대조군에서의 자가간호 점수 상승은 일반적인 당뇨병 환

자교육만으로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 향상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이는 당뇨병 교육 후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이 증진되었다는 많은 선행연구들

의 보고와 일치한다(Henk, A. et al., 2003; Trento, et al., 2001; Piette, et al., 

2000). 그러나 환자대상의 일회성 교육은 자가간호 수행에 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음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어(De Fine Olivarius, et al., 

2001; Anderson, et al., 1995; 송오금 등, 1988) 이제는 전통적인 당뇨병 교육을 넘

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가족교육의 결과, 환자교육보다 자가간호 수행의 

향상폭이 유의하게 높아 효과가 검증되었지만 가족의 지지에 따른 자가간호 수행

의 지속성 평가를 보완한 추후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한편 본 연구의 자가간호 수행 측정은 환자의 자가보고식 응답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이러한 방법은 실험처치 후 점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을 동반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답의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족의 관찰응답을 환

자응답과 비교하여 분석하 고 분석 결과, 실험처치 후 환자응답의 평균점수는 

60.13점, 가족응답은 60.52점으로 측정되었다(t=-.230, p=.818). 이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두 응답간의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24

시간 활동기록지를 통해 실제 식사, 운동, 투약 패턴을 기록하는 방법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제 1가설 검증 논의  

“가족교육을 받은 제 2형 당뇨병 환자는 가족교육을 받지 않은 환자보다 가족

지지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가족지지 인지도의 실험처치 

전․후 차이를 t-test로 비교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t=5.450, p<.001)를 나타내 가족교육이 가족의 지지를 증가시켰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족지지를 정서적, 정보적, 실제적 지지의 속성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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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정보적 지지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실제

적 지지, 정서적 지지의 순서 다. 즉 가족교육을 통해서 가족은 당뇨병 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지식을 얻어 이를 토대로 환자에게 정보적 지지를 적용하

는데 가장 큰 도움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가족교육의 결과 보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교육은 정서적, 정보적, 실제

적인 부분에서 환자가 인지하는 가족지지를 향상시켰다. 즉 교육을 받기 전에 환

자의 당뇨병 관리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던 가족이라 하더라도 교육을 통해 당

뇨병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환자를 지지하게 되었다. 

당뇨병은 환자 스스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나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가족

의 지지를 통하여 자가간호 수행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된다. 본 연구의 측정 변수

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가족교육 후 변화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 연구대상자들

은 가족이 교육을 받은 후 환자의 관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간식을 자제하

도록 돕거나 혈당측정을 격려하거나 혹은 운동을 함께 하는 등 언어적, 실제적 도

움을 주는 행위가 늘어났다고 답했다. 

본 연구결과를 가족교육을 중재로 제공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정남연(1989)의 연구에서 가족과 함께 당뇨병 교육을 받은 집단이 교육을 받지 않

은 집단보다 가족지지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 

방법을 적용한 박오장(1984)의 연구에서도 가족과 간호사의 지지를 제공받은 당뇨

병 환자가 지지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하여 인지된 가족지지가 유의하게 증가하

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당뇨병 환자 이외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를 살펴보면 관상동맥질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육을 실시한 한애경

(1998)의 연구에서 가족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가족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하여 가족지지 행위 정도가 높았다고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지지를 속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정보적 지지, 실제적 지지, 정

서적 지지 순으로 가족교육의 효과가 컸다고 보고하 는데 이 또한 본 연구 결과

와 동일하 다. 이는 가족지지의 속성 중 교육으로 접근하기에 가장 용이한 부분

이 정보적 지지 부분이며, 정서적 지지와 실제적 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

다 구체적인 전략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최 희(1983)도 87명의 폐결핵 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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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대상으로 3회의 가정방문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게 교육을 제공하 을 때 

교육을 받은 가족이 받지 않은 가족에 비해 환자에 대한 지지행위가 향상되었다

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t=8.70, p<.001). 고혈압 노인을 대상으로 한 황보선

(1991)의 연구에서도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게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 을 때 가정방문 중재를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가족지지에 대한 인지

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19, p<.01). 홍여신 등(1993)은 가족교육 프로그

램이 노인성 치매환자의 가족간호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는데 그 결과 

가족교육이 가족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나타나 이 

역시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 다. 홍여신 등은 가족교육이 가족의 역할 스트레스

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내용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환자에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 고 Biegel, et al.(1984)과 

Baldwin, et al.(1989)은 가족교육이 가족원의 환자간호 능력을 신장하여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가족교육의 역할을 설명하 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가족의 지식을 향상시키

고 간호기술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가족의 부담감이나 스트

레스를 감소시켜 주어 가족을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효과도 제공할 수 있다. 가

족을 간호의 대상자로 포함시키고 있는 간호 분야에서 가족교육은 환자 뿐 아니

라 가족에게도 의미있는 간호중재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

족교육으로 정보적 지지 역에서는 큰 효과가 있었지만 실제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는 그에 비해 점수의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이 역의 목표를 

강화한 중재 전략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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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가설 검증 논의 

“가족교육을 받은 제 2형 당뇨병 환자는 가족교육을 받지 않은 환자보다 자가

간호 수행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처치 전․후 자가간호 수

행 점수의 차이를 t-test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t=4.103, p<.001)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당뇨병 환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가족교육을 시행하여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 내용을 가

족이 알고 도울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법이 간호중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이는 Caplan(1977), Becker & Green(1979), Dracup & Meleise(1982), 

Talor(1989)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가족은 환자의 건강행위와 건강상태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지지해 준다. Caplan(1977)은 가족은 환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환자의 자가간

호 수행에 가족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 고 Becker & Green(1979)은 만성질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은 환자로 하여금 자가간호 수행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통해 환자의 이행에 향을 준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 결과는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당뇨병 교육을 시행한 후 환

자의 자가간호 행위를 조사한 정남연(1989)의 연구에서 교육을 받은 집단이 교육

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자가간호 이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것과 일치하

다. 박오장(1984)의 연구에서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가족과 간호사의 지지를 제공받

은 당뇨병 환자가 지지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하여 자가간호를 잘한다고 보고되

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고 대사지표인 혈당과 뇨당도 유의하게 저하되었다고 

하 다.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시 환자만 대상으로 관리한 집단보다 가

족을 포함시킨 집단이 혈압관리가 잘 되었다고 보고한 Earp(1982)의 연구와 Fass, 

Greem & Levine(1975)의 고혈압 환자 가족교육 효과를 본 연구의 결과도 가족교

육의 효과를 인정하 다. 또한 한애경(1998)의 연구에서도 관상동맥질환자와 가족

을 대상으로 가족교육을 실시하 을 때 가족이 교육을 받은 군이 받지 않은 군보

다 자가간호 수행 정도가 높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의 보고와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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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는 평생에 걸쳐 자가간호 행위를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수행해야 

하는 자가간호 활동 내용이 식사, 운동 등의 이미 습득된 생활습관이기 때문에 개

인에 대한 접근은 실패율이 높고 효과 지속이 쉽지 않다고 지적되어 왔다

(Peterson, et al., 1986; Israel, et al., 1985; Morisky, et al., 1985). 그 이유는 이러

한 습관이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기 보다는 그 개인이 속한 사회 및 가족의 문제

와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Zimmerman & Conor, 1989). 따라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은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 증

진을 위하여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운 되고 있는 환자 중심의 교육 프

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고려해 볼 만하겠다. 

자가간호 수행을 6가지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식사요법, 운동

요법, 자가혈당측정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족이 교육을 

받는 것이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반면 

투약이행의 경우 두 집단에서 오히려 교육 후 자가간호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투약 이행정도는 교육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상

태 고 실험처치 후 점수 하락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서 개인적 사정 혹은 설문응답시의 상황적 요인으로 인한 하락일 것이라 추측된

다. 발관리와 일반적인 건강관리에서는 두 집단 모두 실험처치 후 점수가 상승하

지만 실험처치 전․후 두 집단의 상승폭이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가족지지와 무

관하게 환자교육만으로도 이 역들의 자가간호 수행을 향상시켰다고 평가되었다. 

이는 식사와 운동과는 달리 가족이라는 문화․환경적 향을 비교적 덜 받는 

역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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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당뇨병 관리에서 교육은 필수적인 요소이나 지식전달

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환자교육은 환자의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고 자가간호

를 지속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지지의 강화를 통하여 환

자의 자가간호 수행을 돕기 위하여 당뇨병 환자와 가족에게 가족교육을 시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 다. 가족교육은 기존의 당뇨병 환자교육에 가족을 포함시켜 가

족지지 기술 교육 및 가족 상담을 보완한 프로그램으로 실험 결과 당뇨병 환자의 

가족지지 인지도와 자가간호 수행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많은 연구를 통해 가족지지가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향을 준다는 점이 확

인되었으나 자가간호 향상을 위해 가족지지를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한 간호중재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가족교육이 가족지

지에 미치는 향을 확인함으로써 가족지지를 위한 간호중재 방법을 제시하 다

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가족교육은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과 가족의 지지기술 향

상을 기대할 뿐 아니라 가족상담으로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가족을 포괄적인 간호대상으로 보는 간호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매

우 높은 중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와 가족의 지지를 사회적 지지로 통합하여 함께 제

공하거나 혹은 가족교육을 적용하되 환자교육으로 인한 혼란변수를 통제하는 대

조군을 설정하지 못하 던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에게도 환자교육을 실시

하여 연구결과에서 Hawthorne effect의 문제를 감소시키고 가족교육 자체의 효과

를 검증하는데 설명력을 더하 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효과를 보는 실험연구로 당뇨병 관련 연구 분야에도 기여하 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가 서울시내 일개 의원에 등록된 제 2형 당뇨

병 환자로 국한된 것으로 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교육을 간호중재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확대한 반복연구, 가족교육 프로토콜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 교육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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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빈도, 소요시간 및 최적 효과시간에 대한 연구, 타 만성질환자와 가족을 대상

으로 한 가족교육 효과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

서는 가족교육이 가족지지 인지도 및 자가간호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는

데 더 나아가 당화혈색소 등의 대사지표를 파악하거나 삶의 질 비교 분석, 의료비 

등을 포함한 경제성 분석 등 변수의 범위를 확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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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A. 결  론

본 연구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개발된 「가족교육」이 당

뇨병 환자의 가족지지 인지도와 자가간호 수행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제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서울 시내 일개 내과 의원에 내원

하는 환자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편의추출하 으며 실

험군 56명, 대조군 60명으로 총 116명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4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다. 연구절차는 실험군인 환

자와 가족에게 가족교육을 실시하고 대조군에게는 개별적으로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교육을 제공한 후 사후 측정은 교육 1주 후 전화설문을 통하여 시행하 다. 

자가간호 수행 응답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족에게 동일한 설문조사를 

하여 환자응답과 가족응답의 차이를 평가하 다. 자료수집 방법으로 인구학적 특

성, 자기효능, 가족지지 인지도 및 자가간호 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처치 전에

는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실험처치 후에는 전화설문을 사용하 으며, 당뇨병 관련 

특성은 대상자의 의무기록 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연구도구는 자기효능 측정도구(구미옥, 1992), 가족지지 인지도 측정도구(정남

연, 1989), 자가간호 수행 측정도구(김 옥, 1996)를 이용하 다. 실험처치는 연구

자가 문헌 및 기존의 교육자료를 근거로 개발한 가족교육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

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12.0 program을 이용하 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자기효능에 대한 동질성 분석은 chi-squared
 
test, t-test를 사용하 고 교육 

효과를 보기위한 실험처치 전․후 가족지지 인지도와 자가간호 수행 점수의 차이 

비교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가설검증은 t-test를 이용하여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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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조군의 실험처치 전․후 점수차를 비교하 으며, 자가간호 수행 측정에서 환

자응답과 가족응답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여 응답의 신뢰도를 평가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학적 특성, 당뇨병 관련 특성, 자기효능의 동질성 검

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없었다. 또한 중재 전 가족지지 인지도 및 자

가간호 수행 점수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교육효과 분석 결과, 실험군의 경우 실험처치 후 가족지지 인지도와 자가간

호 수행 점수가 유의하게 상승하 고 대조군의 실험처치 후 자가간호 수행 점수

가 유의하게 상승하 다. 대조군의 실험처치 후 가족지지 인지도 점수는 오히려 

하락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3.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 1가설 검증 결과, “가족교육을 받은 제 2형 당뇨병 환자는 가족교육을 

받지 않은 환자보다 가족지지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다”는 가족교육을 받은 실험

군이 대조군보다 가족지지 인지도 점수의 상승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나타나(t=5.450, p<.001)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속성별 세부항목인 정보적, 정서적, 

실제적 지지 역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정보적 지지 

역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  

 2) 제 2가설 검증 결과, “가족교육을 받은 제 2형 당뇨병 환자는 가족교육을 

받지 않은 환자보다 자가간호 수행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는 가족교육을 받은 실

험군이 대조군보다 자가간호 수행 점수의 상승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나타나(t=4.103, p<.001) 가설 2도 지지되었다. 자가간호 수행의 6가지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식사요법, 운동요법, 자가혈당측정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족

교육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나, 발관리, 일반적인 건강관리에 있어

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가족지지와 무관하게 환자교육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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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자가간호 수행 점수가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투약이행의 경우 두 집단 모

두 오히려 점수가 하락하 으나 하락폭과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4. 환자가 자가간호 수행에 대하여 자가응답한 자료의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하

여 가족응답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의 자가보고식 응답은 가족의 관찰 후 

응답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t=-.230, p=.818)고 나타나 환자응답 자료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을 증

진시키기 위하여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개발된 가족교육 중재가 환자의 가족지

지 인지도와 자가간호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므로 가족교육이 당뇨병 

환자 관리에 보다 효과적인 간호중재로 임상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재 효과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수와 범

위를 확대한 반복연구와 중재 효과의 지속성을 평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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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  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추후 간호연구의 방향과 간호 

실무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의 가족교육 후 가족지지 인지도와 자가간호 수행을 

교육 후 1주에 국한하여 측정하 으나, 이의 지속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종단

적 연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개별교육을 실시하 으나, 소그룹 혹은 집단교육

과의 비교를 통하여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

언한다. 

3. 본 연구에서는 가족교육의 효과지표로써 가족지지 인지도와 자가간호 수행을 

측정하 는데, 더 나아가 당화혈색소 등의 대사지표를 파악하거나 삶의 질 비

교 분석, 의료비 지출을 포함한 경제성 분석 등 변수의 범위를 확대한 장기적

인 연구를 제언한다.  

4.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당뇨병 교육 내용을 토대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사

용하 으나, 다각적인 면에서 대상자의 교육 요구도를 고려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5.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 인지도의 세부항목 중 정보적 지지 항목에 비하여 점

수 상승의 폭이 크지 않았던 정서적 지지와 실제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전

략을 모색하여 가족지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임상에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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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질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서 수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동세브란스병원 내과 병동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당뇨병 환

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질문지는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가족 교육의 효과를 보고자 작성된 것으로, 수

고스럽지만 각 질문마다 성의껏 답해주시면 당뇨병 관리와 환자 교육을 위한 귀

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모든 자료는 비 이 보장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지를 끝까지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연구에 참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봄. 

연구자  문유정  올림.

 성       명 : 

 진찰권 번호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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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

♣ 다음의 해당란에 ∨표 하거나 해당되는 내용을 기록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     ) 세

3.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떠합니까?

   ① 무학  ② 초등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이상 

4. 귀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없다 ⑤ 기타 (          )

6.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미혼  ② 유배우자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⑥ 기타 (          )

7. 누구와 함께 사십니까?

   ① 혼자서 산다.    ② 부부만 산다.    ③ 기혼자녀와 산다. 

   ④ 미혼 자녀와 산다.    ⑤ 기타 (          )

8.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주는 가족이 있습니까?

   ①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 한다. 

   ② 배우자가 도움을 준다. 

   ③ 자녀들이 도움을 준다. 

   ④ 기타 (          )

9. 귀하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① 상    ② 중   ③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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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 측정도구

♣ 귀하는 다음의 행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귀하의 자신감의 정도를 10점-100점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각 점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점      20      30      40     50     60     70     80    90    100점

전혀자신이 없다          절반정도 자신있다               완전히 자신있다

1. 나는 집에 있을 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2. 나는 일을 할 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3. 나는 식단을 짜서(식품교환표를 이용해서) 식사요법을 할 수 있다.

4. 나는 외식을 할 때 식사량을 제한할 수 있다. 

5. 나는 당분이 많은 음식을 제한할 수 있다. 

6. 정해진 간식 이외에 다른 간식(술 포함)을 피할 수 있다.

7. 나는 바쁠 때에도 약을 제 시간에 복용(주사)할 수 있다. 

8. 나는 외출이나 출장 중에도 약을 거르지 않고 복용(주사)할 수 있다.

 

9. 나는 약을 지시된 용량대로 복용(주사)할 수 있다.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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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간호 수행 측정도구

♣ 다음의 해당란에 ○ 또는 ∨표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내     용

전혀 

못했다

0

가끔 

했다

1

절반정도 

했다

2

자주 

했다

3

언제나 

잘했다

4

1.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하셨습니까?

2. 식품교환표를 이용해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3. 식사량은 의사가 지시한 범위내(처방열량)에서 하셨습니까?

4. 당분이 많은 음식은 제한하셨습니까?

5. 외식할 때도 처방된 식사량에 맞춰서 하셨습니까?

6. 식사는 거르지 않고 하셨습니까?

7. 간식(술 포함)을 하면 그 열량만큼 식사량을 줄이셨습니까?

8. 처방된 약물은 매일 복용(또는 주사)하셨습니까?

9. 약물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또는 주사)하셨습니

까?

10. 약물은 지시된 용량만큼 복용(또는 주사) 하셨습니까?

11. 매일 운동을 하셨습니까?

12. 운동을 하시면 그에 따라 식사량을 조절하셨습니까?

13. 당검사는 지시된 횟수만큼 하셨습니까?

14. 당검사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셨습니까?

15. 검사결과가 크게 변화가 있으면 그에 따라 식사량이나 약

물량을 조절하셨습니까?(또한 의사에게 문의하셨습니까?)

16. 매일 발의 상태를 관찰하셨습니까?

17. 매일 발을 청결히 씻고 완전히 말리셨습니까?

18. 발톱을 일직선으로 깎으셨습니까?

19. 체중을 조절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20. 감기증상이나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의사를 

찾아가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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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지 측정 도구

♣ 다음의 해당란에 ○ 또는 ∨표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1

어쩌다 

그렇다

2

보통

이다

3

자주 

그렇다

4

항상 

그렇다

5

1. 나는 나의 가족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2. 가족은 나를 아끼고 사랑해준다. 

3.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해 준다. 

4. 가족은 나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다. 

5. 가족은 나와 집안일이나 개인 문제를 의논한다. 

6. 가족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와 대화를 나눈다. 

7. 가족은 내게 제시간에 약을 먹도록(주사 맞도록) 일깨워주었다. 

8. 가족은 내가 매일 당검사를 하도록 일깨워주었다. 

9. 가족은 내가 적당한 식사(열량)을 섭취를 하도록 도와주었다. 

10. 가족은 요리할 때 나의 식사제한을 충분히 고려해 주었다. 

11. 가족은 나의 병에 대한 원인, 치료, 회복기간, 재발방지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여 나에게 전달해 준다. 

12. 가족은 내가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다. 

13. 가족은 내가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 이야기 해 주었다. 

14. 가족은 나의 당검사 결과에 관심을 가져 주었다. 

15. 가족은 내가 병원에 갈 약속(외래예약)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 주었다. 

16. 가족은 내가 식사요법을 할 때 함께 식사를 하며 보조해 주었다 .

17. 가족은 내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18. 가족은 나의 치료비 등 경제적인 문제를 도와준다. 

19. 가족은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하여 시정하여 주려

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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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의무기록 조사지

 진 찰 권  번 호

 이           름

 당뇨병 진단시기   (          ) 년도

 약  물  요  법   ① 약물처방 없음  ② 경구용 혈당강하제  ③ 인슐린

  ④ 경구약 + 인슐린

 당 화 혈 색 소  (          )%

 동  반   질  환  ※ 아래의 질환이 있으면 ◯로 표시 혹은 기타질환명 표기

      고혈압   (          )

      고지혈증   (          )

      경동맥경화증   (          )

      망막증   (          )

      신경병증   (          )

      신증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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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가족교육 자료

< 제 1영역 : 당뇨병 교육 자료 >

목   차 

당뇨병 개요 당뇨병이란? / 당뇨병의 진단기준 

당뇨병의 원인 / 당뇨병의 증상 

당뇨병의 종류 /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자가간호 방법 자가혈당측정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발관리 

일반적인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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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이란?

- 당뇨병은 역사적으로 이미 기원전부터 인류를 괴롭혀 왔던 질환으로 우리나라

에서는 전체 인구의 5%인 200만명이 당뇨병 환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

다. 

- 이자(췌장)의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것은 포도

당이 세포로 들어가 인체의 연료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인슐린이 조금 분비된다 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인슐린이 없거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포도당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고 결

국 혈액 속의 포도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 혈당농도가 높아져 170mg/dl 이상이 되면 소변으로도 포도당이 나오게 됩니다. 

  당뇨병의 진단기준

진      단 기      준

정      상   공복시 혈당 110 mg/dl 미만

내당능장애   공복시 혈당 110-125 mg/dl

당  뇨  병   ① 당뇨병 증상이 있으면서 아무 때나 측정한 혈당이 200mg/dl 이상

  ② 공복시 혈당이 126mg/dl 이상, 다른 날 반복 검사로 확인

  ③ 75g 포도당 부하 후 2시간 혈당이 200mg/dl 이상, 다른날 반복 검

사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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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의 원인

◈ 유전적 인자 :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제2형 당뇨병의 경우 부

모 중 한사람이 당뇨병일 때 자녀에게서 발병할 가능성은 25-30%라고 알려

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당뇨병이 발병하는 것

은 아니고 환경적인 인자가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 환경적 인자 : 비만, 노화, 임신, 감염, 수술, 스트레스, 약물남용, 과식, 운동부

족, 고지방 식사

   당뇨병의 증상

◈ 3다(多) 증상 

  1) 다식(多食) - 혈액 속에 당분은 많지만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여 세포에 연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배가 고프게 됩니다. 

  2) 다뇨(多尿) - 소변으로 나가는 당이 수분을 끌고 함께 나가게 되어 소변량이 

많아 집니다.

  3) 다음(多飮) - 혈당이 수분을 끌고 세포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탈수상태가 되

고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 그 외의 증상 

  : 항상 노곤하고 피곤하다. 몸무게가 줄어든다. 상처가 더디가 낫는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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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의 종류

◈ 제 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성, 소아형) 

  :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당

뇨병

◈ 제 2형 당뇨병(인슐린 비의존성, 성인형) 

  : 인슐린 분비는 어느 정도 되지만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한 상태이거나 인슐린

이 작용하는 능력이 떨어져(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상대적인 인슐린 결핍이 

나타나는 당뇨병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그림 1> 당뇨병은 전신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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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중 중요한 급성, 만성 합병증을 알아볼까요?

1. 급성 합병증

  당뇨병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합병증은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반

대로 혈당이 너무 낮아서 일어나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저혈당증

  저혈당은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정상보다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저혈당은 

혈당이 70mg/dl로 떨어지거나 평소보다 50% 이상이 갑작스럽게 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은 포도당 농도가 높은 상태이지만 혈당을 낮추기 위한 치료를 

하는 중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저혈당 증상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 증상 : 배고픔, 식은땀, 허약감, 어지러움, 떨림, 두통, 시력이상, 흥분, 혼수

▶ 원인 : 1) 식사량이 갑자기 줄었거나 굶은 경우

          2) 인슐린 주사량이 많았을 경우

          3) 먹는 혈당강하제를 처방량 보다 많이 먹었을 경우

          4) 무리해서 운동을 하거나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였을 경우

          5) 과음을 했거나 빈속에 술을 마신 경우

▶ 대처방법 : 

    1)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혈당검사를 하여 혈당이 낮아졌는지 확인합니다. 

    2) 가장 신속히 흡수되어 신체에 작용하는 당질을 15-20g 섭취합니다. 즉 콜

라나 쥬스는 종이컵으로 1-2컵, 또는 각설탕 2-3개를 물에 녹여서, 또는 

사탕 3-4개 등을 섭취합니다. 

    3) 휴식을 취하면서 약 15분 가량을 기다리면 혈당이 50-100mg/dl 정도 올

라가게 됩니다. 

    4)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면 한번더 음식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저혈당 증상이 

모두 없어지면 가벼운 식사를 합니다. 

    5) 만일 혈당이 계속 낮거나 저혈당 증상이 지속되면 곧바로 의사에게 연락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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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만일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 억지로 음료를 먹이지 말고 빨리 응급실로 

이송하여 포도당 주사를 맞도록 해야 합니다. 

▶ 예방법 :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운동, 약물 요법 간에 균형을 맞

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굶거나 식사시간을 미루는 일은 피하도록 하고, 심한 

운동을 하게 된 경우 거기에 맞추어 식사량을 늘리거나 약물량을 줄여야 합니

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혈당 혼수를 대비

해서 당뇨병 환자임을 나타내는 인식표(카드)를 지참하여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2) 당뇨병성 케톤산증

    인슐린이 부족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당뇨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내거나 인슐린 치료를 중단할 때, 또는 감염이나 기타 심한 급성 

질환을 앓게 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혈당이 아주 높아져 당분 대신 지

방질을 이용하게 되면서‘케톤체’라는 산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 냅니다. 증상으로

는 심한 탈수 증상과 구역질, 구토, 설사, 복통 등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혼수 상

태에 빠지게 되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3) 고삼투압성 혼수

    이는 주로 고령의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생기는 합병증으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중풍이나 폐렴 등의 심한 감염질환에 걸리면서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은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비슷하고 

혼수와 경련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렴이나 패혈증이 있을 때 사망률은 

50% 이상입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투약 등으로 예방 가능

하며 아파서 수분을 섭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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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 합병증

  당뇨병에 의한 증상은 공복혈당이 250mg/dl 이상으로 매우 높을 때에만 나타나

는 것이 보통이며 이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많은 환자들이 당이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

다. 그러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방심하면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합병증으로 

더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1) 눈에 발생하는 합병증 -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 환자 200명 중 2명이 망막증 때문에 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망막은 우

리 눈에서 카메라의 필름과 같이 상이 맺히는 곳인데, 합병증이 생기면 망막이 붓

고 출혈이 되다가 나중에는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가능하면 시력

에 관계없이 매년 안과 검진을 받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장에 발생하는 합병증 - 당뇨병성 신증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에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당뇨병성 신

증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신장기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당뇨병

이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소변 검사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

니다. 

  3) 신경에 발생하는 합병증 - 당뇨병성 신경병증

  만성합병증은 신경에도 침범하여 말초신경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즉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때로는 감각이 둔해져 심지어는 못에 찔리거나 불에 데어도 느끼

지 못하게 되어 상처를 입기 쉽게 됩니다. 

  4) 혈관에 발생하는 합병증 - 관상동맥 질환 및 뇌졸중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동맥경화증에 걸릴 확률이 2-3배나 높아집니다. 

그래서 식사에서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하고 혈액 내 지질 농도를 검사해야 합

니다. 동맥경화증에 의해 혈압도 높아지고 심장의 혈관이 막히는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조절 뿐 아니라 혈압조

절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금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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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혈당측정

  평소에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서 일정한 혈당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혈

당측정으로 고혈당이나 저혈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하루 4번 

이상 측정하고 평소에는 하루 2번(아침 식전, 점심 식후 2시간), 혈당이 잘 조절

될 때에는 일주일에 2-3회 일정한 시간에 측정합니다. 

◈ 자가혈당측정 방법

1.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알코올 소독을 한 경우는 완전히 말린 후 측정

합니다. 

2. 혈액이 손끝에 고이도록 손마사지를 시행합니다. 

3. 손가락 가장자리를 채혈침을 이용하여 찌릅니다. 매번 채혈부위를 바꿉니다. 

4. 충분한 혈액으로 혈당측정을 합니다. 혈당측정기마다 방법이 다르므로 설명서

를 참조하세요.

5. 측정된 혈당치와 그 당시의 운동, 식사량, 스트레스 정도를 당뇨 수첩에 기록

합니다. 

                당뇨병! 관리만 잘 하면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당검사를 하고 식사, 운동, 약물 등 처방에 따라 

건강관리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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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요법

◈ 식사요법의 목표 

  1) 적당한 혈당과 혈중 지질치를 유지한다. 

  2) 바람직한 체중을 유지한다. 

  3) 좋은 영양상태를 유지한다. 

◈ 식사요법의 원칙 

  당뇨병의 식사요법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알맞은 열량을 각 영양소별로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1) 나에게 맞는 적절한 열량을 섭취한다. 

  2) 균형 있는 식사를 섭취한다. 

: 식품을 구성하는 5가지 영양소를 고루 섭취한다. 

: 총 열량 중에 탄수화물은 55-60%, 단백질은15-20%, 지방은 25% 정도가 되도

록 섭취하는 것이 좋다. 

표준체중 
계산방법

남자 : 키의 제곱 ✕ 22
여자 : 키의 제곱 ✕ 21

 나의 표준체중은?

활동별 열량 
계산방법

중환자, 비만한 사람 : 25 kcal/kg
보통 활동 하는 사람 : 30 kcal/kg
마른체격, 중등활동 하는 사람 : 35-40 
kcal/kg

 나의 1일 총 필요열량은?

1일 총 
필요열량
계산방법

표준체중(kg) ✕ 활동별 열량(kcal/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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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함유식품 기능

탄수화물
밥, 빵, 국수, 떡, 

감자, 옥수수, 밤

활동하는데 힘을 내주는 것으로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므로 적당량 섭취가 중요하다. 

단백질

쇠고기, 돼지고

기, 콩, 생선류, 

두부, 계란

신체구성 물질로 혈액, 근육, 피부를 구성하므로 가능한 

권장량 만큼 섭취한다. 

지방
기름, 마요네즈, 

버터, 땅콩, 호두 

에너지를 내고 체온을 유지시키나 과잉섭취시 혈당을 높

이므로 조금씩 섭취한다. 

비타민 야채, 과일 몸의 생리기능을 조절하므로 열량이 낮은 야채는 많이 

섭취해도 되며 과일, 우유는 권장량만큼 섭취한다. 무기질 우유, 유제품

  3) 규칙적인 식사시간을 지킨다. 

    : 식사를 거르거나 늦추면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고 인슐린이나 혈당약의 

작용시간과 맞지 않게 되므로 식사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식품교환표3)

  식품교환표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고 있는 식품들을 영양소의 구성이 

비슷한 것끼리 6가지 식품군으로 나누어 묶은 표입니다. 6가지 식품군은 ① 곡류

군 ② 어육류군 ③ 채소군 ④ 지방군 ⑤ 우유군 ⑥ 과일군 입니다. 

  같은 식품군 내에서는 영양소가 비슷하므로 열량이 동일하면 서로 바꾸어 먹을 

수 있습니다. 교환할 때 기준이 되는 양을‘교환단위’라고 말합니다. 

3) www.dangnyo.or.kr에서 인용함.

하루 필요 열량에 따른 식품군의 단위수
식품군＼처방열량 1,200 1,400 1,600 1,800 2,000 2,200

곡   류   군 5 7 8 9 10 11
어육류군 저지방 1 1 2 2 2 2

중지방 3 3 3 3 3 4
채   소   군 7 7 7 7 7 7
지   방   군 3 3 3 4 4 4
우   유   군 1 1 1 1 2 2
과   일   군 1 1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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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류군 : 1교환단위 - 100kcal, 당질 23g, 단백질 2g

2. 어육류군

   저지방 어육류군 : 1교환단위 - 50 kcal, 단백질 8g, 지방 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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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방 어육류군 : 1교환단위 - 75kcal, 단백질 8g, 지방 5g

   고지방 어육류군 : 1교환단위 - 100kcal, 단백질 8g, 지방 8g

3. 채소군 : 1교환단위 - 20kcal, 당질 3g, 단백질 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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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군 : 1교환단위 - 45kcal, 지방 5g

      

5. 우유군 : 1교환단위 - 125kcal, 당질 11g, 단백질 6g, 지방 6g

      

6. 과일군 : 1교환단위 - 50kcal, 당질 1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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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단 작성

  자, 이제 자신의 식단을 만들어 봅시다. 

  1) 나의 처방 열량을 확인한다. 

  2) 하루 총 필요 열량에 따라 하루에 섭취할 각 식품군의 양을 확인한다.

  3) 하루 식품군의 허용단위수를 3끼 식사와 간식으로 배분한다. 

  4) 끼니별 교환단위수에 맞추어 1일 식단을 작성한다. 

1,600 칼로리의 끼니별 교환단위수 배분의 예
식품군 하루량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간식

곡   류   군 8 2 3 3
어육류군 저지방 2 1 1

중지방 3 1 1 1
채   소   군 7 2 2.5 2.5
지   방   군 3 1 1 1
우   유   군 1 1
과   일   군 2 1 1

나의 하루 총 필요 열량 : (         ) 칼로리
식품군 하루량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간식

곡   류   군

어육류군 저지방
중지방

채   소   군
지   방   군
우   유   군
과   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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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요법시 자주하는 질문

1. 설탕을 넣은 음식은 피해야 하나요?

  단순당은 주로 설탕, 과일, 꿀 등에 들어 있는 당질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

니다. 또한 다른 영양소는 없고 열량만 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케익, 아이스크림, 쿠키 등은 지방도 많아서 비만인 제2형 당

뇨병 환자에게는 더욱 좋지 않습니다. 설탕 외에도 과일 쥬스나 꿀, 시럽도 단순

당이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는 많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단순당은 저혈

당과 같은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600칼로리 점심식사를 예를 들면,
식품군 식단의 예 1 교환 단위량 1끼 

교환단위수 1끼의 식사량
곡   류   군 밥 1/3공기 ×3 = 1공기

어육류군 저지방 쇠고기 숙채 쇠고기
(탁구공 크기 1토막) ×1 = 동일

중지방 이면수 구이 이면수(소 1토막) ×1 = 동일

채   소   군
시금치 나물

버섯볶음
배추김치

익힌 것 1/3컵 ×2.5 = 약 1컵

지   방   군 쇠고기 숙채
버섯볶음 식용유 1작은술 ×1 = 동일

우   유   군 -
과   일   군 -

주의하여야 할 식품

사탕, 꿀, 쨈, 설탕, 케익, 젤리, 껌, 단 쿠키, 초콜렛, 엿, 조청, 파이류, 시럽, 양갱, 
약과, 가당 요구르트, 가당연유, 과일통조림, 꿀떡, 유자차, 모과차, 초코우유 등



- 86 -

2. 인공감미료는 사용할 수 없나요?

  인공감미료는 열량이 없어서 혈당을 올리지 않고 단맛을 낼 수 있으므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린스위트나 화인스위트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

는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등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가열하면 단맛이 없어지고 쌉

쌀한 맛을 내므로 조리의 마지막 단계에 첨가하도록 합니다. 

3. 배가 고플 때는 어떤 식품을 먹을 수 있나요?

  정해진 식사 외에 배가 고플 경우에는 열량은 거의 내지 않고 공복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식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

니다. 

4. 술은 끊어야 하나요?

  술은 영양소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열량만 냅니다. 또한 약물요법을 하

는 경우 술을 마시면 저혈당을 초래하므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병증

이 있는 사람, 인슐린이나 먹는 혈당약을 사용하는 사람,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

종류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예
국 기름기를 제거한 맑은 고기국, 맑은 채소국

음료 홍차, 녹차, 다이어트 콜라, 다이어트 사이다, 토닉워터

채소
푸른잎 채소류(생것으로 2컵, 익혀서 1컵) : 오이, 배추, 상치, 양상치, 
샐러리, 양배추, 버섯
해조류 : 김, 미역, 다시마

향신료 겨자, 식초, 계피, 후추, 핫소스, 토마토케찹(1큰술), 레몬, 우스타소스, 
카레, 향료, 마늘, 머스터드

기타 곤약, 한천, 버섯, 젤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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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 비만하거나 체중미달인 사람,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금지하고 있

습니다. 허용되는 경우에도 1주에 1번, 1번의 기준은 소주 1잔, 혹은 와인 1잔

(150cc), 맥주 2잔(260cc) 정도입니다. 

5.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하나요?

  너무 많은 지방은 정상인에게도 해롭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 동맥경화증의 위

험이 더욱 높으므로 식사에서 지방을 제한해야 합니다.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름기를 제거한 살코기, 껍질 벗긴 닭고기를 선택한다. 

  2) 생선류를 선택한다. 

  3) 버터 대신 마가린을 선택한다. 

  4) 우유 대신 저지방 우유나 탈지 우유를 선택한다. 

  5) 계란은 일주일에 2-3알 정도로 제한하고 동물 내장은 피한다. 

  6) 식물성 기름과 올리브 기름은 허용범위 내에서 섭취하도록 한다. 

6. 운동을 하는 경우 열량 보충은 어떻게 하나요?

  매일 하는 규칙적인 운동 이외에 특별한 날 운동을 더하게 된다면 소모열량에 

따라 식사량을 추가하거나 간식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전 혈당이 250mg/dl 이상

이고 소변에서 케톤이 나올 때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7. 외식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외식은 고열량인 경우가 많고 조리시 사용된 재료와 분량을 모르므

로 열량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외식에서 필요열량을 초과하여 섭취하

였다면 다음 끼니 때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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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시 식사 지침

1) 가급적 외식의 횟수를 줄인다. 

2) 외식을 할 경우 집에서 식사하는 것과 동일한 양만큼만 먹도록 한다. 

3) 식품군이 골고루 포함된 음식을 먹도록 한다. 

4) 설탕이나 기름이 많이 사용된 음식이나 짠 음식은 피한다. 서양식은 기름 함량

이 높고 중국음식도 열량이 많고 설탕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바람

직하지 않다. 

▶ 칼로리별 외식의 열량 (공기밥 포함)

열량 (칼로리) 음    식    명

250 - 300 김밥, 김치전, 생등심구이, 전복죽

300 - 350 녹두전, 불고기(1인분), 햄버거(데리버거), 고기만두

350 - 400 사발면(육개장), 햄버거(불고기버거), 김초밥, 된장찌개

400 - 450 수제비, 사골만두국, 장터국수

450 - 500 김치째개, 메밀국수, 물냉면, 설렁탕, 칼국수, 육개장

500 - 550
대구매운탕, 불낙전골, 비빔냉면, 사발면(왕뚜껑), 유부초밥, 진곰탕, 

짬뽕, 회냉면, 회덮밥

550 - 600 갈비탕, 갈비구이(1인분), 돌냄비우동, 순두부백반, 안성탕면, 비빔밥

600 - 650 김치볶음밥, 카레라이스

650 - 700 오므라이스, 짜장면

700 - 750 도시락(일식형), 중국식볶음밥(짜장소스 포함)

800 - 850 삼계탕

850 - 900 안심스테이크, 생선까스

900 - 950 햄벅스테이크

950 - 1,000 돈까스, 보쌈

1,000 - 1,050 정식

1,100 - 1,150 피자(레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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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요법

◈ 운동요법의 원칙

1. 운동은 오래하기보다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가벼운 운동(맨손체조)부터 천천히 시작하여 규칙적으로 즐기면서 할 수 있어

야 한다. 

3. 식전에 하는 운동은 저혈당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한다. 

4. 혈당이 너무 높은 경우(공복시 혈당 250mg/dl 이상)는 혈당 조절 후 운동을 

시작한다.

5. 운동 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하고 너무 더운 날에는 운동하는 

것을 피한다.   

6. 심폐기능을 좋게 하려면 숨이 조금 가쁘거나 땀이 촉촉하게 날 정도로 하여야 

한다. 단 심혈관계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운동방법에 대해서 담당의사와 상의한

다. 

7. 팔다리를 힘차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8. 맥박을 재서 운동량을 측정하고 최대 가능 맥박수의 50-60%에 도달하는 정도

로 한다.  

     ▶ 최대 가능 맥박수 = (220-연령)/분

        나의 최대 가능 맥박수는?                   

9. 당뇨인 인식표를 가지고 다녀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운동시간 식사 후 30분 -1시간 후 

운 동 량 1회에 30-45분, 1주에 3-5번

운동강도 등에 땀이 촉촉이 밸 정도 

운동종류

유산소 운동

: 빠르게 걷기, 가볍게 달리기, 등산, 줄넘기, 수영, 계단 오르내리기, 

테니스, 자전거 타기, 체조 등

준 비 물

사탕이나 음료 (저혈당을 대비한다.)

양말과 운동화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당뇨인 인식표 (응급상황을 대비한다.)

             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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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요법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반드시 써야 하지만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과 경구 

혈당강하제를 병행 혹은 단독 사용합니다. 

◈ 먹는 혈당강하제

◈ 인슐린

종류 작용기전 복용시간 약이름

설폰요소제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

린 분비를 촉진하고 분비된 인슐린

의 작용을 증강한다. 

식사

30분 전

다오닐, 다이그린,

다이아미크롱,  

글리콘, 글리슈린, 

라스티논 

비구아나이드계
간에서 당생성을 억제하고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방해한다. 

식사 후

즉시
글루코파지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

장에서 당질섭취를 줄이거나 흡수

를 느리게 한다. 

식사와

함께
글루코바이, 베이슨

글리타론계
말초근육에서의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식전 아반디아, 엑토스

인슐린제제 pen형 인슐린 시작시간 최대효과 시간 지속시간

초속효성 15분 1시간 2-4시간

속효성 노란색 30븐 2-5시간 5-8시간

중간형 연두색 1-3시간 6-12시간 16-24시간

혼합형 고동색 30분 7-12시간 16-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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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슐린 주사방법

1. 차가운 인슐린은 통증을 더 유발시키므로 주사 놓기 15분 전에 미리 꺼내 놓

습니다. 인슐린은 3-6℃ 사이의 온도(냉장고)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2. 인슐린 사용 전에 인슐린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속효성은 맑은 상태이고 중간

형은 흐린 빛을 띄고 있습니다. 

3. 인슐린은 손 안에서 천천히 굴려 섞이게 합니다. 병을 흔들지는 맙시다. 

4. 처방받은 데로 맞을 인슐린의 용량을 확인하고 주사 전 주사기 안에 공기방울

을 없앱니다. (공기 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톡톡 쳐서 공기를 빼줍니다.)

5. 소독 알코올이 완전히 마른 다음 주사하여 알코올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지 않

게 합니다. 

6. 주사부위를 손끝으로 살짝 잡아 피하지방 층에 45-90。각도로 찌릅니다.  

7. 주사 후 주사부위, 시간, 주사용량을 기록합니다. 

8. 한번 주사한 부위에는 한달 이내에 재주사 하지 않고 배 부위에는 1cm 정도 

자리를 옮겨가며 주사할 수 있습니다. 

▶ 주사부위 흡수율 : 배 > 팔의 상부(상완부) > 허벅지 바깥쪽 >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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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관리

1. 신발은 편하고 잘 맞는 것으로 신기(샌들은 피하기)

2. 맨발로 다니지 말고 면양말 신기. 꽉 조이는 양말은 신지 않기 

3. 매일매일 발가락 사이와 발 표면 관찰하기 

4. 자극성이 적은 비누로 매일 씻고 잘 말리기. 

  (발에 땀이 많이 날 경우에는 파우더를 사용할 수 있다.)

5. 적당한 보습크림이나 로션 바르기(발가락 사이는 제외)

6. 발톱은 일자로 자르고 너무 바짝 자르지 말기

7. 사마귀나 티눈, 굳은 살을 억지로 제거하지 않기

  (로션을 발라주면 서서히 없어진다.)

8. 신발 신기 전에 신발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살피기

9. 금연하기 

10. 규칙적으로 하루 3-4회 정도 발운동 하기

◈ 발문제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1) 발의 피부가 갈라지거나 찢어졌을 경우 (길이 2cm 이상, 깊이 0.5cm 이상) 

    → 작은 상처라도 48시간 이내에 좋아지지 않으면 병원 가기 

2) 발톱이 파고들어가거나 진물이 나오는 경우

3) 발톱 주변이 붉은 색으로 변했을 경우

4) 티눈이나 굳은 살 주변에 색깔변화가 있는 경우

5) 고열(38도 이상)이나 통증에 대한 감각이 줄었을 경우

6) 발이 비정상적으로 차거나 경련이 있거나 불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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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건강관리

◈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당뇨병의 적입니다. 

  스트레스는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호르몬은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그 작용을 방해해서 혈당을 높입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은 몸의 건강 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을 편

안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 나의 스트레스원은?

  ▶ 스트레스 극복 방법은?

♥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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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날의 치료 지침

1. 인슐린 주사를 빠뜨려서는 안됩니다. 

2. 적어도 2-4시간 간격으로 혈당을 측정해야 합니다. 

3.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4.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당뇨병, 병을 알고 잘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픈날의 관리 :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황
  1. 즉시 병원 방문을 요하는 상황

1) 호흡곤란
2) 심한 복통
3) 지속적인 구토
4) 흉통
5) 중증의 탈수 
6) 급성 시력 손실

  2. 병원 방문을 요하는 상황
1) 인슐린 증량에 반응 없는, 식전 혈당의 상승(>250mg/dl)
2) 케톤뇨
3) 지속적인 설사
4) 37.8℃ 이상의 열
5) 기타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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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교육 자료

< 제 2영역 : 가족상담 자료 >

목   차

가족상담 자료 당뇨병 환자와 가족지지

가족지지 10계명 

가족지지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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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 환자와 가족지지

  가족이란 구성원 상호간에 애정과 이해로 결합되고 친밀한 인간관계로써 일체

감을 갖는 집단입니다. 건강의 입장에서 볼 때 건강이 유지 증진되고 또 질병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발견되고 치료 역시 가장 먼저 취해지며 오래 계속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특히 당뇨병에 있어서는 식이요법, 약물요법, 운동요법을 평생동안 꾸준히 실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인데 이와 같은 치료가 중단되지 않으려면 가족의 

이해와 격려 역시 중단되지 않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외에도 가족의 정서적 지지 역시 뺄 수 없는 치

료법이므로 가족 여러분께서는 환자의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가족은 당뇨교육에 함께 참여하여 당뇨병에 대해서 알고, 환자를 

위로하고 환자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실제적인 관리에 있어서 도움

을 주어야 합니다.

1. 당뇨병에 대해서 알고,

 ▶ 가족의 지식 상태는?

우리 __________ 는 제 ____ 형 당뇨병 환자이다. 

당뇨병 환자는 _______ , _______ , _______ , _______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 

처방받은 식사는 하루 ________ 칼로리이다. 

처방받은 약이름은 _________ 이고 하루 _____ 번 _____ 에 투여해야 한다. 

다음 외래 방문일은 __________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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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음으로 돕고,

  ▶ 환자에게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환자를 도울 때 어려움 점은 무엇인가요?

  ▶ 가족이 도움을 주었을 때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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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로 돕는다. 

  ▶ 가능하면 환자 외래 방문시 동행해 주세요.

  ▶ 당뇨병 교육에 환자와 함께 참석해 주세요.

  ▶ 당뇨병 치료와 환자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환자를 위로하고 당뇨병 관리를 격려해 주세요.

  ▶ 매일 가족지지 10계명을 점검하세요.

  가족지지 10계명

항   목 방     법
혈당검사

1. 혈당검사를 하도록 일깨워 주고 혈당검사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갖는

다.

식사요법

2. 환자가 당뇨병에 해로운 음식을 절제하지 않을 때 일깨워 준다. 

  (환자에게 금지된 음식을 환자 앞에서 먹지 않는다.)

3. 식사를 거르지 않고 식품을 고루 섭취하도록 격려한다.

운동요법 4. 환자의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함께 운동을 한다. 

약물요법 5. 구강약 혹은 주사약을 거르지 않고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준다. 

발관리 6. 매일 발 상태를 살펴보고 발을 청결히 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준다. 

외래방문 7. 병원에 갈 약속일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 준다. 

스트레스 관리 

+ 

정서적 지지

8. 집안 일이나 기타 힘든 일을 할 때 거들어준다. 

9. 하루 중 자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화를 내거나 불

쾌한 언행은 삼간다.

10. 아끼고 사랑하며 칭찬해주며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집안문

제나 개인문제를 상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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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지지 점검표

    월       째주

날  짜 / / / / / / /

요  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혈당

공복

식후2시간

식사량 (kcal)

운동량 (분/일)

복용약물

몸무게 (kg)

새로운 자각증상

스트레스 지수

병원 가는 날

격려 한마디

▷ 금주의 목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혈당치 : _____________ mg/dl   

▷ 체중 : ___________ kg

환자와 가족이 함께 점검해 보세요. 가족은 한 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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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Family Education on Type 2 Diabetic Patients‘ 

Self-Care Behavior and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Moon, Yu Jeo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verify if the intervention of family education for type 2 

diabetic patients and their family is significantly effective in the promotion of 

patient's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and self-care behavior.

This study is a quasi-experimental approach,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 The research subjects are total 116 patients with the 

experiment group of 56 and the control group of 60, who are selected from 

the outpatients of H Clinic in Seoul by convenience sampling during the 

period from April 6 to June 5, 2004. 

The experiment engaged in this study is family education, and it is 

conducted according to the family education protocol the researcher developed 

based upon literature. For the research procedures, the patients and family in 

the experiment group are given the intervention of family education after 

pretesting, and posttesting is given by telephone one week after the education. 

For research tools, Self-Efficacy Measurement Tool (Mi-Ok Koo,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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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of Family Support Measurement Tool (Nam-Yeon Jung, 1989), and 

Self-Care Behavior Measurement Tool (Young-Ok Kim, 1996) are employed. 

The data is analyzed by SPSS/WIN program. For the homogeneity analysis 

about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lf-efficacy of the experiment groups and the 

control groups, chi-squared test and t-test are adopted. For educational effect 

analysis, paired t-test is employed. For hypothesis testing, t-test is us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pre- and post scores between the two groups. For 

the comparison of differences in patients' response and family's response, t-test 

is used to evaluate the reliability of responses in the measurement of self-care 

behavior.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re are no factor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in verifying of 

demographic features, diabetes-related features and the homogeneity of 

self-efficacy of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s well,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scores from 

pre-intervention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and self-care behavior. 

2. The result of education effect shows that there are increases in the scores 

from post-intervention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of the experiment group 

and self-care behavior, and the scores from post-intervention self-care behavior 

of the control group.

3. The results of hypothesis verification are as follows ;

 1) The first hypothesis is that "the type 2 diabetic patient group with 

family education will have higher scores in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than 

the patient group without family education." The verification result proves the 

hypothesis in that the experiment group with family education has higher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increase of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than the 

control group (t=5.45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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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he second hypothesis is that "the type 2 diabetic patient group with 

family education will have higher scores in self-care behavior than the patient 

group without family education." The verification result proves the hypothesis 

in that the experiment group with family education has higher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increase of self-care behavior scores than the control group 

(t=4.103, p<.001).

4. The result of the differences between patient's response and family's 

response to complement the reliability of the patient's response data show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atient's response and family's 

response (t=-.230, p=.818). Thus, the reliability of patient's response is well 

verified. 

To sum up, the intervention of family education which includes family in 

the education has the effect in improving the type 2 diabetic patient's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and self-care behavior.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is study provides enough ground for family education to be used in 

clinical practice as more strategic nursing intervention for diabetes patient 

management.

Key Word : Type 2 Diabetic Patient, Family Education,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Self-Care Behavi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