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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제제제 222형형형 당당당뇨뇨뇨병병병 환환환자자자의의의 혈혈혈당당당조조조절절절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본 연구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혈당 양호조절군과 혈당 비양호조
절군간 혈당조절 관련 요인들을 Cox‘sInteractionModelofClientHealthBehavior의
주요 개념 중심으로 규명하고 두 군간 당뇨 관리 경험을 비교하고자 시도된 횡단
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주요 변수인 내적 동기(자기 효능감),인지적 평가(당뇨 지식),정서적

반응(스트레스),전문가와 대상자간 상호작용(의료진과 대상자간 관계의 질),치료
적 지시 이행(신체활동과 식습관 등)에 대해 질문지 조사와 면담을 병행한 data
triangulation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Y대학병원과 부산시 M종합병원의 제 2형 당뇨병 환

자 총 215명으로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 당화혈색소 수치 7%,연령이 65세 이
상인 경우는 당화혈색소 수치 8% 기준을 적용하여 혈당 양호조절군 118명,혈당
비양호조절군 97명이었고 반구조적 면담 대상자는 총 16명으로 당뇨 유병기간 5
년 이상인 자로 혈당 양호조절군(HbA1c<7%)과 비양호조절군(HbA1c≥9%)각각
8명이었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2006년 8월24일부터 11월 24일까지였다.조사 자료
분석은 SPSS/WIN version12.0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t-test,χ2-test이용하였고
면담 내용은 범주,하위범주,의미있는 진술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총 연구 대상자의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는 7.48±1.16%였고 혈당 양호조절

군과 혈당 비양호조절군의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는 각각 6.77±0.54%,8.35±1.13%
였다.
222...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

는 일반적 요인에서 연령,동거형태였고 질병관련 요인에서는 치료형태,당뇨약물



- vi -

가지수,항고혈압제 복용유무,당뇨병 가족력 유무,가족력 명수,본인 인지 당뇨
합병증 유무였으며,생리학적 지표 및 신체 계측치에서는 공복시 혈당,식후 2시
간혈당,H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수치였다.Cox모델의 역동적 변수에서는 당뇨
관리 자기 효능감 중 운동 관련 자기효능감,당뇨 관련 스트레스 중 심리적 부담
감 관련 스트레스였고,Cox모델의 전문가와 대상자간 상호 작용 요소에서는 관
계만족도,의료진의 전문적/기술적 능력,건강정보 제공이었으며 건강결과 요소인
치료적 지시 이행에서는 신체활동 정도(걷기,여가관련,직업관련 신체활동),간식
빈도,지방질 음식 섭취빈도,음주빈도로 나타났다.
333...면담 내용 분석에서 내적 동기,인지적 평가,정서적 반응,치료적 지시 이

행,의료진과의 관계 총 5가지 범주로 혈당 양호조절군에서는 하위범주 28개,의
미있는 진술 113개가,혈당 비양호조절군에서는 하위범주 26개,의미있는 진술
100개가 추출되었다.
444...혈당 양호조절군의 내적 동기에는 자신감,자기통제감,인지적 평가에서는

관리우선적,조절,스스로 깨닫기,정보 추구,긍정적 사고로 전환,내적 성숙,정
서적 반응에서는 스스로 힘북돋우기,긍정적,힘듬,불안,치료적 지시 이행에서는
무조건적,규칙적,구체적,목표지향적,적응,활용 및 응용,자기 주장하기,자기
감시,절제,체험의 공유,의료진과의 관계에서는 협조적,친밀감,아쉬움,미안함,
만족감,진료 내용의 충실성,감사함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혈당 비양호조절군
의 내적 동기에는 자제력 부족,자신감 저하,인지적 평가에서는 업무우선적,제
한,비수용적,지식부족,회피,정서적 반응에서는 후회,좌절감,분노,양가감정,부
담감,지지부족,갈등상황 존재,치료적 지시 이행에서는 자기합리화,임의성,비합
리적 접근,보류하기,힘듬,절제,의료진과 관계에서는 불신,비실용적 설명,일방
적 지시,불만,미안함,창피함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555...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통합한 결과 혈당 양호 조절 특성은 유동적,합리

적,협조적,자기통제적이었고 혈당 비양호 조절 특성은 의지부족,회피,고착 또
는 불신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의 연구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당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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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변수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에 대해 datatriangulation방법을 적용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고 연구 결과들은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 관련
요인을 포괄적으로 규명하고 당뇨 관리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여 현
재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
로 기대된다.

핵심되는 말 :제 2형 당뇨병,혈당 조절,관련 요인,Cox'sInteractionalModel
ClientHealthBehavior,DataTrian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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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개인적인 건강행위의 선택과 실천이 건강의 잠재력을 최대화시키는데 큰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법칙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
실이다.즉,평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특히 제 2형 당뇨병은 잘못된 생활습관이 원인이 되어 발병
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일단 발병하면 질병 경과의 조절은 어느 정도 가능
하나 완치가 어렵고 평생동안 치료와 자기관리가 요구되는 질환이다.당뇨병이 평
생 자기관리가 요구되는 질환인만큼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혈당조절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한다.식사량의 조절이나 꾸준한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서는 상당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고(유지수 등,2004),어느 정도 혈당이 조절되
면 진단 후 초기에 느꼈던 걱정의 감소와 함께 혈당조절에 대한 경각심도 감소하
여 혈당조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환기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른
합병증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강성구,1998;황애란,유지수 & 김춘자,2001).
이러한 질병 경험과정들은 당뇨병 환자들의 만족할만한 혈당조절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좌절감,우울,합병증에 대한 두려움,반복되는 입․퇴원으로 인한 경제
적 부담감,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사회적 고립감,삶의 질 저하 등
다양한 정신․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박봉숙,2004)이는 또다시 지속적인 혈당
조절의 실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계,임상 및 지

역사회에서 많은 당뇨관련 연구와 중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나라
일 종합병원의 당 조절에 대한 목표달성정도를 평가한 연구(박정호 등,2004)에
서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목표인 당화혈색소 7%미만에 도달한 환자의
비율이 35.7%로 전체 조사 대상의 반도 되지 않음을 보고하였고 외국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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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대와는 달리 그 목표에 도달하는 정도가 24-37%정도로 미흡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Liebl,Mata& Eschwege,2002;Suwattee,Lynch & Pendergrass,
2003).
세계 보건 기구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인 당뇨병의 유병률은 1995년에 4.0%

였으나 2025년에는 5.4%로 증가하여 3억에 가까운 인구가 당뇨병을 가지게 될 것
으로 예측하고 있고(조남한,2005),2001년과 2004년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은
각각 8.0%와 8.2%로 보고되었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2004년 우리나라에
서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은 인구 10만명 당 24.3명(남자 24.1명,여자 24.5명)으로
사망순위 5위를 차지하였다(통계청,2005).또한 당뇨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93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0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직접치
료비와 간접적인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국민경제적 손실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이와 같이 증가하는 당뇨병의 유병률과 사
망률에 비해 효과적인 혈당조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당뇨 유
병률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서구화된 생활방식으로 당뇨발생시기가 빨라
지며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당뇨병 환자의 현저한 증가와 같은 당뇨병 환자의 경
향이 달라짐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이혜진,한경아,민경완 & 김
응진,2005)당뇨병이 끊임없는 자기관리와 노력을 요하는 질환이고 개인,가족,
및 여러 자원들이 당뇨병 관리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조절
에 필수적인 치료지시 이행 및 고수과정은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변인들이 상
호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Wens,Vermeire,Royen,Sabbe & Denekens,
2005).그러나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자기 간호 행위와 대
사조절(구미옥,1992;김영옥,1997;정혜경,1997;이희진,1999;Heisleretal,
2005),치료지시 이행(이혜옥,1982;송민선,유양숙 & 김희승,2001)및 환자역할행
위 이행(백경신 & 최연희,1998;서성희,2004)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대상
자들의 제한된 측면에서만 고려하여 관련요인들을 규명하였거나 평생 자기관리가
중요한 당뇨병의 특성상 전문가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이를 혈당 조절 관련 주요 요인으로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건강행위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데 대상자의 생리적,신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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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행위적 측면과 같은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대상
자와 전문가간의 상호작용 요소를 주요 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는 Cox의 상호작용
모델(IMCHB:InteractionModelofClientHealthBehavior)을 이론적 기틀로 하여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조절 관련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이라는 본 연구의 관심 현상은 현재까지 연구

를 통해 이미 밝혀진,밝혀지는 과정 중에 있지만 그 실체가 정확히 무엇이라고
명명되지 않은 그리고 아직 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실재(實在)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복잡한 현상이다.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질문지를 이용해서 수집된 수
량화된 연구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특정 혈당 관리 행
위를 수행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와 목적,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정도,실천 시 경
험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느낌,문제 대처방식 등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요구에 적
합한 보다 실질적인 혈당 관리 방법들을 안내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그러므
로 본 연구를 시도함에 있어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양적 자료와 반구조적 면
담을 통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합하는 datatriangulation방법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관련 요인을 다영역적 측

면에서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반구조적 면담을 병행하여 좀 더 깊이있고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여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이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
과 관련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게 하고 효과적
인 중재를 마련하는데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BBB...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혈당 양호조절군과 혈당 비
양호조절군간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Cox의 상호작용 모델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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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중심으로 규명하고 두 군간 당뇨 관리 경험을 비교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혈당 양호조절군과 혈당 비양호조절군간 대상자 고유 요소(배경 변수와 역동적
변수),대상자-전문가간 상호작용 요소,건강결과 요소의 차이를 파악한다.

2)혈당 양호조절군과 혈당 비양호조절군간 당뇨 관리 경험을 대상자 고유 요소 중 역
동적 변수,대상자-전문가간 상호작용 요소,건강결과 요소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CCC...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기틀로 Cox(1982)의 상호작용(InteractionalModelClient
HealthBehavior)모델을 적용하였으므로 용어의 정의는 Cox모델의 주요 개념에
따라 기술하겠다.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 고고고유유유 요요요소소소

111)))배배배경경경변변변수수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정정정의의의:::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사회적 영향,
주․객관적 건강력을 포함한 이전 건강간호 경험,건강 행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리적,경제적,정보적,인적 자원을 나타내는 환경적 자원을 의미하며 수정 불가
능한 변수이다(Cox,1982).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질병관련 및 생리적 변수(생리적 지
표와 신체계측치)를 의미한다.

222)))역역역동동동적적적 변변변수수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정정정의의의:::대상자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수정 가능한 변수들로 내적동
기,인지적 평가,정서적 반응으로 구성된다(Cox,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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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본 연구에서는 내적 동기는 당뇨 관리 자기효능감,인지적 평가는
당뇨 관련 지식,정서적 반응은 당뇨 관련 스트레스 정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내내내적적적 동동동기기기
이이이론론론적적적 정정정의의의:::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 인과적인 요소로 건강행위에 대한 선택,
욕구,자신감과 자가 결정감을 경험하고자 하는 요구를 의미한다(Cox,1982).자기
결정감은 궁극적으로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키고 건강관련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증가시킨다(Cox,2003).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본 연구에서는 제 2형 당뇨병이라는 상황에서 대상자가 긍정적인
건강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말
하며 백경신(1996)이 개발한 당뇨병 환자를 위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연구자가 수
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인인인지지지적적적 평평평가가가
이이이론론론적적적 정정정의의의:::현 건강상태,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의 선택,건강
간호제공자(의료진)와의 관계 특성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현재의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태도,신념,지식을 의미한다(Cox,1982).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관련 지식정도로 University ofMichigan
DiabetesResearchandTrainingCenter의 Fitzeraldetal(1998)이 개발한 Diabetes
KnowledgeTest(DKT)를 번역,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정정정서서서적적적 반반반응응응
이이이론론론적적적 정정정의의의:::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동시에 일어나는 감정적 각
성을 의미한다(Cox,1982).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본 연구에서는 제 2형 당뇨병 환자가 자신의 치료과정이나 질병경
험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로 Polonskyetal(2005)이 개발한 DiabetesDistress
Scale를 번역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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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와와와 전전전문문문가가가의의의 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 요요요소소소

이이이론론론적적적 정정정의의의:대상자의 건강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와 건강간호
전문가간의 상호작용으로 대상자 고유특성과 건강 간호 요구도에 따라 변화하는
정서적 지지,건강정보,의사결정적 통제,전문적․기술적 능력의 4가지 요소로 구
성된다(Cox,1982).
∙정서적 지지:대상자의 감정적 각성 수준에 반응하고 대상자와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건강정보:대상자에게 건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의사결정적 통제: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이다.

∙전문적․기술적 능력:대상자 고유 특성과 대상자의 기술적 또는 내적인 요구에
적합한 방법으로 대상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간호제공자의 치료적 기술 또는
능력을 의미한다.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본 연구에서는 의료진과 대상자간 관계의 질로서 Bear&Bowers(1998)
가 Cox모델의 4가지 대상자와 전문가의 상호작용 요소 즉 정서적 지지,건강 정
보,의사결정적 통제,전문적․기술적 능력에 근거하여 개발한 치료 또는 간호에
대한 ClientSatisfactionTool을 번역,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333...건건건강강강결결결과과과 요요요소소소

이이이론론론적적적 정정정의의의:::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강행위 또는 건강 결과로 유용한 건강간
호 자원을 사용하고 찾는 정도인 건강간호 서비스 이용도,신체적,심리적,사회적
건강과 안녕 지수로 측정될 수 있는 임상적 건강상태 지표,질병 진행정도,치료
후유증 또는 질병으로 인한 기능적 상태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건강관리 문제의
심각성,적절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치료,간호,행위에 환자가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처방된 치료 지시 이행,건강간호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 반응이 적절했는지를 환자가 평가하거나 환자의 기대가 충족되었는지의 유무
를 의미하는 건강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포함된다(Cox,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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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본 연구에서는 임상적 건강 상태 지표와 처방된 치료 지시 이행만
을 측정하였고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상적 건강상태 지표:본 연구의 최종적인 건강 결과 변수로 제 2형 당뇨병 환
자의 혈당조절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인 당화혈색소 수치이다.당
화혈색소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내 당화혈색소 수치에 따라 혈당
양호조절군과 혈당 비양호조절군으로 구분하였는데,65세 이상 노인 당뇨병 환
자일 경우 당화혈색소 7%기준은 너무 엄격하여 혈당 조절로 인한 잇점보다는
저혈당과 신체 기능 악화와 같은 위험요소들이 초래될 수 있음(American
GeriatricsSociety Panel& CaliforniaHealthcareFoundation,2003;Huang,
Sachs& Chin,2006)을 고려하여 <표 1>과 같은 기준을 정하였다.

<표 1>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에 대한 조작적 정의#

대상자 구분 연령 <65세 연령 ≥ 65세

혈당 양호조절군 7% 미만 8% 이하

혈당 비양호조절군 7% 이상 8% 초과

#최근 3개월 내 HbA1c기준

∙처방된 치료 지시 이행: 신체활동 정도와 식습관,흡연 및 음주력,수면상태를
말한다.신체활동 정도는 Washburn etal(1993)이 개발한 PhysicalActivity
ScaleforElderly(PASE)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
수이고 식습관은 이지현(2002)의 영양진단 설문지를 참고로 연구자가 개발한 도
구로,흡연력은 흡연상태와 흡연력,음주는 현재 음주 상태,음주 횟수,음주량,
수면 상태는 평균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에 대한 평가로 측정하였다.본 연구에
서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 변수(당화혈색소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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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제제제 222형형형 당당당뇨뇨뇨병병병 환환환자자자의의의 혈혈혈당당당조조조절절절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관련요인들을 Cox의
상호작용 모델의 주요 변수에 따라 대상자 고유 요소(배경변수,역동적 변수),대
상자와 전문가간 상호작용 요소,건강 간호 결과 요소(치료적 지시 이행 변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 고고고유유유 요요요소소소

Cox모델의 대상자 고유 요소는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질
병 관련 요인,생리적,신체적 요인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으로 Cox모델에서는
크게 배경 변수와 역동적 변수로 구분된다.

111)))배배배경경경 변변변수수수:::일일일반반반적적적 및및및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혈당 조절,자가 간호

행위 및 환자 역할 행위 수행 등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요인과 질병관련 요인으
로는 성별(이혜옥,1982;구미옥,1992;김소헌 등,2004),연령(최연희,1996;이정
민,1998;이용규,2000;Benoit,Eleming& Philis-Tsimikas,2005),교육정도(심영
숙,1984;Goudswaard,Stolk,Zuithoff& Rutten,2004),입원경험(박오장,1984;
박봉숙,2004),교육경험(이정민,1998;이선애,2000;서혜정 등,2003;Habib&
Aslam,2003),질병기간(박오장,1984;김지윤,2005),직업상태(이영휘,1994),경제
적 상태(Benoitetal.,2005)등이 보고되었으며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 관련 연구에
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이희진
(1999)의 연구에 의하면 병원방문특성,당뇨병 극복시 도움제공자,직업유무,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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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진단시기,연령이 자가간호 이행에 있어 45%의 설명력을 보였다고 하였고 이
중 연령은 혈당 조절 능력을 반영하는 인슐린 분비능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리
적으로 감소하므로 연령과 혈당 조절 정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김지연 등,2005)Benoitetal(2005)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예
측 요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혈당 조절이 불량하다고 하여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당뇨병 환자의 질병의 이환기간에 대해서는 질병 이환기간에 따라 혈당 조절

지표인 당화혈색소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UK prospect
DiabetesstudyGroup,1998)이환기간이 길수록 당뇨병 합병증이 증가하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알려졌다(이대배,1997;강성구,1998;송민선,유양숙 & 김희
승,2001).그러나 홍영혜와 김명애(2001)는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연령,성별,결혼상태,교육수준,경제적 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입원경험,당뇨병 교육 경험,유병기간,합병증 등의 질
병 특성이 자가관리 이행 및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은
일관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222)))배배배경경경 변변변수수수:::생생생리리리적적적 요요요인인인

①①① 인인인슐슐슐린린린 분분분비비비능능능과과과 인인인슐슐슐린린린 저저저항항항성성성
제 2형 당뇨병의 병태생리는 췌장 베타세포에서의 인슐린 분비 능력 감소와

인슐린의 분비능력은 정상이나 인체 내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고인
슐린혈증을 야기하는 인슐린저항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Abrahamson,2004).당뇨
병이 없는 정상인에서 생리적인 인슐린 분비는 기저량과 식사 후 음식에 자극된
인슐린 분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기저 인슐린은 하루 종일 분비되며 식후 인슐
린은 2-5분간의 일시적인 분비 증가와 함께 서서히 지속적인 인슐린 분비가 5-52
분 동안 일어나면서 식사 후 2-4시간이 되면 기저량으로 돌아온다(오승준,2006).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 하
는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 중 혈중 C-peptide는 인슐린 치료 필요 유무와 합병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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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과 같은 예후 판단에 필수적이다.C-peptide는 혈액상에 돌아다니는 인슐린의
전구물질로 인슐린과 같은 몰량(eqiumolaramount)으로 분비되고 인슐린과는 달
리 일정한 말초 청소율(peripheralclearance)을 보이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능에 대
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인슐린이 투여되는 상황에서 C-peptide농도
측정은 잔여 베타세포 기능을 비교적 정확히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Polonsky,
1995).혈청 C-peptide는 BMI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 비만도가 기저 상태의 인
슐린 분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고(박성우,권영배,이철우,함상수 & 이기업,
2006),김지연 등(2005)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감소로 포도당
자극 후에 반응할 수 있는 인슐린 저장량이 감소되어 인슐린 분비능이 감소되거
나 지연되며 연령 증가에 따른 체구성의 변화,특히 복부내장 지방의 축적 및 제
지방량의 감소로 인슐린의 감수성이 저하되고 운동량의 감소로 인한 포도당 이용
과 당수송체 감소로 감수성이 더욱 저하된다고 하였다.또한 강정묵,이원형,김지
연,윤증원과 김선우(2002)의 연구에서는 기저 C-peptide치에 따라 대상자를 4그룹
으로 분류하여 대사조절 정도를 평가하였는데 C-peptide가 가장 낮은 그룹은 당뇨
유병기간이 길고 당화혈색소,식후혈당치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치가 높았고
C-peptide가 가장 높은 그룹에서는 BMI,수축기 혈압,총콜레스테롤치와 중성지방
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C-peptide가 인슐린 분비능을 정확히 대표하지는 못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정혜원(2002)의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과 C-peptide를 기준으로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총 6군으로 분류하여 한국인 당뇨병 환자의 표준치료 지침을 개발하는 등
여러 연구에서 C-peptide를 인슐린 분비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선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공복 C-peptide는 비교적 임상에서 얻기 쉬운 생화학적 자료임에도 불구
하고 간호학 논문에서 활용된 예는 많지 않아 본 연구에서 주요변수로 채택하기
에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이란 표적세포에서 인슐린의 작용(insulin

sensitivity)이 정상보다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최절수 & 박성우,2002).이러한 원
인으로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자체의 결함,인슐린의 혈중 운반과정,운반된 인
슐린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부위로부터 세포내 대사과정에 대한 인슐린 작용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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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까지 이 모든 단계에서의 결함이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이현철,
1995).비만형 당뇨병일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췌장 베타 세포에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 인슐린 분비능이 증가하는 경우 혈당은 거의 정상을 유지하지만
점차 인슐린 분비능의 증가가 인슐린 저항성을 보상하지 못하는 상대적 부족 상
태를 초래하게 되어 당뇨병이 발생한다고 생각되고 있으나 한국인에게 많은 비비
만형 당뇨병에서도 같은 기전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박경수,1998).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지질대사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인슐린의 지단

백 생성 억제 효과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중에 지단백 농도가 높아지고 간 내 중성
지방 함량이 많아지며 이는 지단백의 생성을 촉진한다(조홍근,2006).특히 당뇨병
환자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중성지방은 높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치가 낮으며
산화에 더 민감하여 심혈관 질환을 잘 유발하는 더 작고 조밀한 초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입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상지혈증은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질
환 사망위험률이 높은 것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Solano& Goldberg,2006).그리고
인슐린 저항성과 총콜레스테롤치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농도와의 관계에 대
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조홍근,2006;Solano &
Goldberg,2006),Saydah,FradkinandCowie(2004)의 연구에 의하면 NHANESⅢ
조사대상자의 51.8%가 혈중 총콜레스테롤수치가 200mg/dl이상이었고 단지 7.3%
만이 그 수치가 200mg/dl미만이었다고 하여 실제 당뇨병 환자들의 지질 대사 및
조절 정도가 목표 조절 수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MI와 허리/둔부 둘레비(WHR)가 인슐린 저항성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

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고(이현철,허갑범,박석원 & 이종호,1999;박혜자,이인
옥 & 김세현,2001;정혜원,2004),Evans,Hoffman,Kalkhoff& Kissebah(1984)은
당질 및 지질대사 장애의 가장 좋은 지표라고 하였다.인슐린 저항성에서 혈압도
중요 관련인자임이 보고되었는데 남문석 등(1995)의 연구에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과 인슐린 저항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복 혈청 인슐린 농도간에 양의 상관성
을 보였으며 다중회귀분석 시 공복 혈청 인슐린 농도가 가장 중요한 인자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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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② 당당당조조조절절절 상상상태태태 지지지표표표:::HHHbbbAAA111ccc,,,공공공복복복혈혈혈당당당,,,식식식후후후 222시시시간간간 혈혈혈당당당
당뇨병 환자의 당조절 상태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써 가장 많이 쓰이고 이용하

기에 편리한 생화학적 자료로 당화혈색소 수치(HbA1c),공복혈당(FBG),식후2시간
혈당치(PPG)가 있다.
당화혈색소는 혈중 혈색소의 베타 체인에 있는 말단 아미노산인 발린(valine)이

포도당과 반응하여 당화된 후 당화혈색소가 되는데 전체 혈색소에 대한 당화혈색
소의 비율로 표시되며 혈색소에서 당화된 부분은 적혈구가 포도당에 노출된 기간
과 혈액내 포도당 농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측정된 시간보다 수주전 기간 최
근 2-3개월간의 평균적인 대사조절 상태를 반영해 준다(대한당뇨병학회,1998).미
국 당뇨병 협회(ADA:AmericanDiabetesAssociation)에서는 제 2형 당뇨병 환자
의 목표 당화혈색소수치로 7%미만을 권장하고 있고 7%미만으로 유지할 경우 미
세혈관합병증의 발생률이 최저에 가깝다고 하였다.Valensi(1997)는 인슐린 의존성
및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에서 심각한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이
고 이상적인 당화혈색소 농도는 7-7.5%라고 하였지만 미국 내분비 학회(
AmericanCollegeofEndocrinology)와 유럽 당뇨병 정책 그룹(EuropeanDiabetes
policyGroup)및 영국 당뇨병 학회(BritishDiabeticAssociation)에서는 6.5%미만
을 양호(Good)혈당조절 그룹으로 나누어 혈당 조절을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당화혈색소 7%이상을 혈당 조절 불량 상태로 판단

할 수 있는데 각 연구들마다 7%이상으로 제시한 연구(김소헌 등,2004;Gambino
etal.,2004;Goudswaardetal.,2004;심강희 등,2006),7.5%이상으로 제시한 연
구(Habib & Aslam,2003;Scheen,Bruwier& Schmitt,2003),8%이상을 제시한
연구(Savoca,Miller,& Quandt,2004;송민선 등,2005; Rothman,2005;Karter
etal.,2005)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분류하고 있었고 1997년에 미국 당뇨 관리 질
향상 프로젝트(DOIP)에서 Alliancemeasurementset을 제시하였는데 당화혈색소
9%이상을 불량조절군으로 분류하였다(Flemingetal.,2001).그리고 당화혈색소
1% 증가함에 따라 평균혈당치는 30～35mg/dl증가하고 질병의 이환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가혈당 검사,운동이나 식이 요법 실시가 당화혈색소
수치를 개선시킬 수 있다(김지윤,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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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 혈당은 대개 8-12시간 금식 후에 측정하는 혈당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아
침 식전의 혈당이다.정상인의 공복 혈당은 60-110mg/이고 당뇨병 환자에게는
ADA(2006)에서 90-130mg/dl유지를 권장하고 있다.공복 혈당은 전날의 평균 혈
당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운동과 식사요법으로만 조절을 받는 제 2형 당
뇨병 환자에서 당뇨병의 조절 정도를 추적관찰 할 수 있다(김영건,2001).그리고
김형진 등(2002)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당화혈색소와 가장 좋은 상관성을 보
이는 지표로 하루 중 아침 6시에 측정한 공복 혈당수치임을 밝혔다.
식후 2시간 혈당은 일반적으로 아침 식후 2시간 혈당치를 많이 이용하는데

ADA(2006)에서는 조절 목표 기준으로 180mg/dl미만을 제시하고 있다.식후 2시
간 혈당은 식사 요법과 운동 요법 시행유무,흡연,스트레스와 같은 생활양식에
의한 혈당치의 변화를 잘 반영해주고 공복혈당보다 식후 혈당의 상승이 두드러지
는 제 2형 당뇨병 발생 초기와 평소에 혈당조절이 잘 되고 있는 환자들의 당 조
절 정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김영건,2001).그리고 Cavalotetal(2006)은 공복
혈당보다는 식후 혈당이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질환 발생정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임을 보고하였고 Ceriello& Motz(2004)은 식후혈당은 산화 스트레스
(oxidativestress)가 혈관 상피세포에 미치는 독성 영향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여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식후혈당 조절이 중요한 전략임을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요인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서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생리적 요인으로 인슐린
분비능과 저항성이 있으며 이는 대상자의 연령,당뇨유병기간,비만도,혈압,허리
/둔부 둘레비,lipidprofile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당조절 상태를 반영하
는 HbA1c,공복혈당,식후 2시간 혈당은 각각의 수치가 나타내는 의미가 조금씩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생리학적 지표와 신체계측
치를 함께 고려하므로 본 연구의 목적인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관련 요
인을 규명하는데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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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역역역동동동적적적 변변변수수수
Cox모델의 역동적 변수는 일반적으로 인지적,심리적 요인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당뇨 관리 자기 효능감,당뇨 지식,당뇨 관련 스트레스
를 조사하였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그 행동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

나 오랫동안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행동 변화의 주요 예측 요
인으로 설명되고 있다(구미옥,1992;백경신 & 최연희,1998).당뇨병 환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혜경(1997)은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이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당뇨병 관리 자기효능감임을 보고하였고 구미옥(1992)의 당뇨
병 자가간호 행위와 대사조절에 관한 구조모형에서 자가간호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식,자기조절 및 자기효능이었고 이 중 자기효능은 자기
간호 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그리고 Sousa,Zauszniewski,
Musil,PriceLea& Davis(2005)의 연구에서도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제 1,2형 당
뇨병 환자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혈당조절이 더 잘 되고 자가간호 수행도도
높음을 보고하였다.또한 Nakaharaetal(2006)은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으로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지시 이행에 영향을 미치고 치료 지시 이행은 당화혈색소수
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스트레스,심리적 부담감과 정
서 중심 대처 방식들이 자기 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당화혈색소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당뇨관련 지식정도는 당뇨지식이 높을수록 환자역할 행위 이행 및 자가간호

수행 정도가 높고 교육의 효과로 당뇨에 관한 지식이 향상되었다고 하나 당뇨조
절을 잘 못하고 있는 집단에서 오히려 당뇨병에 대한 지식이 더 높았다는 역설적
인 보고와 함께 질병에 대한 지식과 이행과의 관계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오장,1984;이용규,2000).그러나 서혜정 등(2003)은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의
병에 대한 인식도는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며 많은 경우 오히려 잘못된 지식
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병관리에도 장애가 되고 환자역할 행위 이행의 정도가 낮
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한 지식과 이행과의
관계연구에서 식이교환에 대한 지식이 식사실천에 영향을 미치며 식품교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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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은 당뇨 교육에 참여한 횟수와 유의하므로 당뇨병 교육은 더욱 강화되어
야 함을 강조한 연구(이승림 등,2004)도 있었다.그러므로 당뇨지식은 제 2형 당
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혈당조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정 가능한 요인이기 때문에 현재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
는 많은 중재연구들에서 교육을 중재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음(박성희,
1994;Norrisetal,2002;정수미,2005;이미라,송미순,심보민,김선호 & 장선주,
2006;)을 확인할 수 있었다.당화혈색소 7.9%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체계
적인 당뇨교육이 1년간의 장기 혈당조절 효과가 있음이 송민선 등(2005)의 연구에
의해 보고되었고 김성래 등(2006)은 3개월간의 당뇨병 교육이 당화혈색소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중재 전 당화혈색소 7%이상인 혈당조절 불량군의 당화혈
색소가 중재 후 0.5% 감소하여 혈당조절 양호군에 비해 교육의 효과가 더 컸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당뇨 지식 측정 도구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대규모의 조사에 사용할

만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가 부족하였고 대부분의 당뇨지식 측정 도구
들의 응답양식이 예,아니오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반면 ADA에서 당뇨병
환자의 당뇨 관련 지식 측정을 위해서 사용한 도구의 경우 3가지,또는 4가지의
보기들 중에 선택하는 형식의 도구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 그 문항들의 난이도도
우리나라 도구들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www.med.umich.edu/mdrtc).
스트레스는 2가지 방법으로 혈당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첫째,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 가지 항조절호르몬(couter-regularyhormone)의 분비가 증가
하여 포도당 대사에 영향을 준다.아세틸콜린은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노어에
피네프린과 베타 엔돌핀은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며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
축(HPA axis)의 활성화로 당질코르티코이드의 분비를 증가시켜 간에서 포도당 신
합성을 항진시키고 세포에서의 포도당 섭취를 감소시킨다(안유현,2002).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당뇨병 환자에서는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된 혈당의 증가가 대
사될 수 없으며 따라서 스트레스는 당뇨병 환자에서 만성적인 고혈당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결국 고혈당은 그 자체에 의해 췌장의 포도당 자극에 대한 반응
능력을 저해하여 췌장의 분비능력에 영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Sur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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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neider,1993).두 번째로,스트레스 하의 당뇨병 환자들은 음주,흡연,운동량
감소,식사 요법이나 자가혈당 검사를 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잊어버리게 되어 자
기 간호 활동이 감소하고 이는 혈당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http://www.diabetes.org/type-1-diabetes/stress.jsp).
당뇨병과 스트레스의 관계는 당뇨병의 발생에 스트레스 인자가 관련된 경우는

환자들의 73%,당뇨병의 악화에 스트레스 인자가 관련된 경우는 약 78%로 나타나
당뇨병 환자들의 상당수가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스트레
스가 직접적,간접적으로 당뇨병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경봉 & 이현
철,1992;서혜정 등,2003).특히 제 1형 보다는 제 2형 당뇨병이 스트레스에 대하
여 더 반응적이라고 하였고(안유현,2002),이용미(1997)의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
의 80%이상이 '자신의 스트레스가 혈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임정원 등(2001)의 연구에서도 당뇨병 환자의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양이 많을수록 공복혈당치,식후 2시간 혈당,당화혈색소 수치가 스트
레스가 낮은 집단보다 높음을 보고하였고 합병증의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트레스 자체가 혈당조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대처 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함이 보고되었는데 김준영,최경
애,이병완,정인경과 유형준(2006)의 연구와 Nakaharaetal(2006)의 연구에서 스트
레스 대처 방식 중 문제중심 대처,정서 완화적 대처 방식이 당화혈색소 수치와 음
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의 스트레스원은 매우 다
양한데 김은경(2005)은 당뇨로 인해 지켜야 할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자가혈당
검사,약물요법과 같은 치료나 간호활동과 관련된 스트레스,합병증 발병이나 미래
의 건강에 대한 걱정,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혈당관리가 안될 경우 의료진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치료비 문제,사회적 고립감,자신의 자기 관리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나 환자 역

할 행위,치료 지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에 대한 일관성 있는 보
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자기효능감이나 당뇨지식과 직접적인 혈당조절과
의 관계는 더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당뇨지식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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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보기들을 다양화하여 대상자들이 질문지에 응답하면
서 동시에 당뇨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생각되었다.그리고 스트레스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도 매우 다양하였는데 당
뇨병 관리에 있어 조절할 수 없는 대표적인 요인인 연령,성별,당뇨유병기간에
따라 그리고 혈당조절 정도에 따라 다양한 스트레스원 중 어떤 스트레스원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와와와 전전전문문문가가가간간간 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 요요요소소소

본 연구에서는 Cox모델의 대상자와 전문가간 상호작용 요소를 대상자와 의료
진간 관계의 질로 측정하였는데 예전에는 의료진과 환자와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환자가 수동적이었던 반면 요즘에는 그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하였고 자신의 질
병에 대한 치료나 관리에 있어 능동적인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진과 환자와
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되고 있었다.
Escudero-Carreteroetal(2006)은 제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시행하여 당뇨병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당뇨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있어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최선하(1998)는 포
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당뇨환자가 식사 요법을 실천하고 준수하는데 의사의 영
향력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이와 같이 당뇨병은 평생 관
리해야하는 질환이므로 의료진과 대상자간의 관계가 어떤 질환에서보다도 중요한
데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혈당 조절 요인이나 당뇨 관리 경험과 관련된
의료진과 대상자간 상호작용,관계정도를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료진과 대상자간 관계의 질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였다.

333...건건건강강강 결결결과과과 요요요소소소

본 연구에서는 Cox모델의 건강결과 요소 중 치료적 지시 이행을 조사하였는
데 이 변수는 일반적으로 행위적 요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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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신신신체체체활활활동동동
운동은 식사요법,약물요법과 더불어 당뇨병 관리의 3대 요소 중 하나로 공복

및 식후 인슐린 농도를 감소시키며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킨다(민경완 & 박상우,
2006).식사요법이나 설폰요소제를 복용하고 있는 비만형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45분간의 운동은 혈당을 약 50mg/dl가량 감소시키고,운동은 혈당 개선의 효과
뿐만 아니라 비만,고혈압,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심혈관질환의 위험 인자에도 유
용한 변화를 준다(민경완 등,2005).안근희,한경아와 민경완(2005)은 일주일에 3
회 이상,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1년간 실시한 결과 운동의 효과는 BMI보다 허
리/엉덩이 둘레 비의 개선으로 먼저 나타났고 1년 후 평균 당화 혈색소가 8.9%에
서 7.9%로 감소하여 장기간 운동의 효과를 검증하였다.유해영(2004)의 연구에서
도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운동습관은 보통 이상의 강도와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당화혈색소가 더 낮았다고 하였다.이와 같은 운동
의 유익성을 반영하듯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요법을 실시하거나 생
활 습관 중재 방법 중에 걷기나 스트레칭과 같은 신체 활동을 포함하여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김소헌 등,2004;유지수 등,2004)이 많이 시행되어
오고 있었다.그러나 민경완 등(2005)의 한국인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운동 습관에
관한 다기관 연구에 의하면 제 2형 당뇨병 환자 중 47.5%가 일주일에 한 번도 운
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당뇨병 학회에서 권장하는 운동 횟수인 일주일에 3
회 이상 운동 실시 비율이 45.1%로 미국 당뇨병 환자의 운동 실시 비율이 69%임
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고하였다.또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장기간 지
속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로 Nelson,Rriber& Boyko(2002)는 제 2형 당뇨병 환자
의 경우 운동을 시작한 지 2년이 되면 그 중 25%만이 운동을 지속한다고 보고하
였다.한편 규칙적인 운동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는데 Kingetal(2006)은 제 2형 당뇨병 환자 개개인의 활
동 패턴에 따라 신체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정해 주는 것이 중요
한 자기 관리법의 한 부분임을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헌고찰을 통해서 현재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에서 운동을 중요한 중재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었지만 실제 운동 실천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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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속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신체활동 정도는 제 2형 당뇨병 환
자의 혈당조절 관련요인을 규명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할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
었고 면담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운동요법과 관련된 경험들을 살펴보
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었다.특히 간호학 논문에서 PASE(PhyicalActivity
ScaleforElderly)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구체적인 PhysicalActivity를
조사한 연구는 없었고 PASE는 집안일,다른 사람 돌보기와 같은 일상적인 신체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스포츠 활동에의 참여도가 낮은 연령이 높은 대상
자들의 신체활동 정도를 측정하기에 유용하므로(Washburnetal.,1993)제 2형 당
뇨병 환자들의 연령이 비교적 높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도구 선택의 적절성을 확
보할 수 있었다.

222)))식식식습습습관관관
당뇨병에서의 식이 요법은 섭취한 에너지 기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혈당을 포

함한 체내 대사의 조절 자체가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하여
야 한다.특히 적절한 식사관리는 인슐린의 효과적인 작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식이요법의 올바른 실천만으로도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Hoogeveen,1998).당뇨병의 식사지침으로는 식이요법을 통한 적절한 체중의 유
지 및 일반적으로 하루 3회 식사와 2-3회의 간식을 통한 규칙적인 식사,일정한
식사 조성 등이 있다(대한영양사회,1999).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에서 식습관과
식사 시 선택하게 되는 식품의 영양소 조성이 문제가 되는데 열량 및 탄수화물
섭취량과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동물성 단백질 등이 당뇨병의 유발인자로 알
려져 있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인 밥 위주의 고탄수화물 식이는 고인슐
린혈증과 고지방혈증을 야기시켜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되어 대사장애를 일으킨다
고 보고있다(Sevak,McKeigue& Marmot,1994).이렇듯 식이요법은 당뇨병 환자
의 치료에 중요한 요소인데 실제로 환자들은 식이요법을 가장 어려워하고 실천율
도 낮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어(최선하,1998),식이 요법 장애요인 규명을 위한 연
구들이 수행되어왔다.유해영(2004)의 연구에서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식습관과 당
화혈색소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안희정(2004)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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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외식의 횟수가 잦을 경우 시간이 불규칙하며 외식 시 선호하는 식품종류
로 육류섭취가 많고 지방 섭취율이 높으며 외식 시 대부분에서 평소보다 많이 섭
취한다고 조사되어 외식이 혈당조절에 방해가 된다고 조사되었다.최지은(2005)은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요법 실천 관련요인으로 동기부
여와 같은 내적 인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고 하였고 이혜진과 윤진숙(2005)은
당뇨병 환자의 식행동 영향 요인을 포커스 집단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
는데 의지 부족,경제적인 문제,부담감,식이 요법 실시 후 변화에 대한 두려움,
식품 선택 시 가족간의 갈등 등을 방해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습관은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실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식습관을 조사함과 동시에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의
당뇨 관리 경험에 대한 면담을 통해 식이요법 수행 시의 문제점들을 좀 더 자세
히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33)))흡흡흡연연연 및및및 음음음주주주
흡연이 당뇨병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지만 적어도 일반인에 미치는 영향에 상응하는 또는 그 이상의 나
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당뇨병 환자가 흡연 시 이환율이 증가하고
합병증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증가함이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고 미세혈관병
증의 조기 발현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제 2형 당뇨병의 발생에도 중요한 알려지고
있다(대한당뇨병학회,2005).
당뇨병과 음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음주(3-6잔/일)는 당뇨병 발병을 낯

추지만 과도한 음주(6잔 이상/일)발병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었다(Wannamethee,
Shaper,Perry& Alberti,2002).그러나 당뇨가 발병한 환자에게 음주는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수미,최경애와 유형준(2004)은 술 권하는 사회라고
지칭될 정도로 음주에 대해 관대한 한국 사회에서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음주
는 성공적인 당뇨병 관리를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알
코올이 저혈당에 영향을 미치고 과도한 음주는 췌장염,위염 등 다양한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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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과 각종 사고 및 자가 간호 불이행 등 혈당관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2005년 당뇨병 진료의 임상 권고안에서 당뇨병 환자에게서 음주와 흡연력은

하나의 기본적인 활력징후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이에 본 연구에서도 주요
변수로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면담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음주 관련 문제들이 밝혀
지기를 기대한다.

444)))수수수면면면
수면과 당뇨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대호 등(1994)이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

환 환자에게서 정상인에 비해 수면장애의 빈도가 더 높다고 하였고 외국의 경우
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검증되었다.반면 수면이 혈당 조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연구는 2006년 Knutson,Ryden,,ManderandCauter가 조사하였는
데 수면의 질과 수면시간은 당화혈색소의 주요 예측인자임을 밝혔다.이 연구에서
수면 장애가 당뇨병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예전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면서 제 2
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위한 이상적인 수면 시간과 질이 중제 연구로 검
증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문헌 고찰 결과 본 연구자의 관심 현상인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은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러나 제 2형 당
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관련 요인은 일반적,질병관련,생리적,인지적,심리적,행
위적,의료진과 대상자간 관계 요인에 대해 각각 연구된 바 있으나 이러한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부족하였고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 조사
방법에 그치고 있어 대상자의 주관적이고 다양한 당뇨 관리 경험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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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제제제 222형형형 당당당뇨뇨뇨병병병 환환환자자자의의의 혈혈혈당당당조조조절절절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질질질적적적연연연구구구

간호현상은 너무나 복합적이어서 한 가지 연구방법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호학을 포함한 기타 여러 분야에서는 양적 연구방법의 제한점을
보완코자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당뇨병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2000년 이후 출판물들

에서 질적 연구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이 치
료와 간호를 이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당뇨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나 진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러한 것들이 당뇨병 환자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
지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Vinter-Repalust,Petricek& Katic(2004)
는 내용분석을 통해 건강신념,환자와 건강관리전문가간의 관계,질병에 대한 지식,
건강간호전문가의 기대,가족,직장,건강간호시스템과 같은 사회적 환경,건강간호
전문가로부터 받은 정보의 질,질병과 관련된 변화가 치료 지시를 이행하는데 주요
한 장애물이 된다고 하였다.Smith,Heckemeyer,Kratt& Masson(1997)은 포커스
집단 3그룹을 면담한 결과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와 평생 함께 지내야 한다
는 것에 대한 좌절감,희생양,무기력감을 느끼고 그들의 혈당을 조절하고 약물을
복용하는데 경제적 부담감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그리고 Hill-Briggs,Cooper,
Loman,Brancati& Cooper(2003)은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당뇨가 잘 조절되는
환자들은 질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자가 관리를 수행하는 반면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에 대
해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부주의하고 회피하려는 문제해결 과정을 가지
고 있다고 하였다.또한 이미라 등(2006)은 당뇨병 교육을 받은 노인의 자가관리
지속의 방해요인 및 촉진요인을 4개의 포커스 그룹을 통하여 운동,식이,투약,발
관리 부분에서 지속적인 자가관리의 방해요인과 촉진 요인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과 관련된 질적 선행연구들을 고찰
한 결과 대부분 요법 중심으로 주제,개념,범주 등을 도출하거나 방해요인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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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요인(지속 요인)으로 나누는 양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제한적이었고 거의 질적 자료 수집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었으
므로 양적 연구와의 조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인 혈당 조
절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풍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포괄적인 관점
에서 접근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변수를 측
정하기 위해 한 연구에 두 가지 이상의 자료수집 방법을 병용하는 data
triangulation을 적용하였고 이는 자료의 풍부함과 더불어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데 시너지적 효과를 유발하여 대상자에 대한 이
해를 한층 더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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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기기기틀틀틀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Cox(1982)의 상호작용(IMCHB)모델이다.Cox는 건강
행위를 설명하는 기존의 The Health Belief Model,The Suchman Model,
AndersonandNewmanModel,Self-regulationModel등이 전통적인 생물학적
질병 모델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환자를 수동적인 존재로만 묘사하고 대상자와
전문가간의 상호작용을 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환자의 불이행을 중재하기 위해
고려되어야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음을 인지하여 1982년에
대상자의 건강행위에 대한 상호작용 모델을 제시하였다.이 모델의 목적은 모델의
3가지 주요 변수인 대상자 고유 특성,대상자와 전문가간의 상호작용,건강 결과
요소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건강관리 행위들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다.이 모델에서는 대상자가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환경적인 변수들과 변수들간의 역동성,대상자와 전문가
간의 만남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단기간의 행동 결정인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대상자의 건강 행위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Cox의 모델은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상자 고유 요소,대상자

와 전문가간 상호작용 요소,건강결과 요소이다.대상자 고유 요소는 수정 불가능
한 변수로 대상자의 배경변수 즉 인구학적 특성,이전의 건강관리 경험,사회적
영향,환경적인 요소와 역동적 또는 수정 가능한 변수인 내적 동기,인지적 평가,
정서적 반응으로 구성된다.배경 변수들은 서로 동시에,누적적,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주며 모두 역동적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역동적 변수인 정서적 반응은
인지적 평가를 방해할 수 있고 특정한 행동을 하려는 대상자의 동기는 사회문화
적인 영향력,증가된 정서적 반응,비현실적인 인지적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으
며,내적 동기는 건강간호결과에 직접적 그리고 대상자와 전문가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줌으로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특히 역동적 변수들은 대상자와 전
문가간의 상호작용요소인 중재에 의해 배경변수들보다 즉시 영향을 받는다(Cox,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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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와 전문가간의 상호작용 요소는 전문가와 대상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치
료적 과정과 내용으로 대상자의 건강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대
상자에게 건강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건강 정보,대상자의 감정 각성정도를 고려하고 대상자와 전문가간에 유대감을 쌓
는 것을 의미하는 정서적 지지,자신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능력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인 의사결정적 통제,대상자의 고유 요소를 고려하고
대상자의 기술적,개인적 요구를 적절히 평가하는 방향으로 상호작용할 수 전문가
의 능력인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Cox,2003).이는
대상자 고유 변수와 건강 간호 요구도에 따라 달라지고 각 구성요소에 의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Cox,1982,1984).
마지막으로 건강결과 요소는 행동과 관련되는 건강행위 또는 건강 상태를 의

미하는 것으로 병원 방문 회수와 같은 건강간호 서비스의 이용도,자가 보고식 건
강 상태측정이나 생리학적 또는 실험실 자료,정서적․인지적 상태 측정과 같은
임상 건강상태 지표,치료나 질병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피로,삶의 질,식욕,
오심정도로 측정될 수 있는 건강관리 문제의 심각성,중재 참여횟수,pillcounts,
치료적 약물농도와 같은 처방된 치료적 지시 이행 준수,후속적인 건강행위를 위
한 강력한 예측인자인 건강관리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된다(Cox,2003).이는 연구
의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다. 특히 이 모델은 대상자 고
유 요소 중 역동적 변수와 대상자와 전문가간 상호작용요소 부분을 비반복적 영
역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모델의 역동적 변수인 내적동기,인지적 평가,정
서적 반응은 대상자와 전문가간 상호작용 요소(정서적 지지,건강정보,의사결정적
통제,전문적․기술적 능력)들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가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므로 쌍방향의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Cox의 상호작용 모델을 이용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건강 관련 행위의 결정 요

인을 검증하는데 사용되었고(소희영,이영란 & 손식영,1997;Read,2002;Abel&
Chambers,2004;Robinson& Thomas,2004),이러한 연구들에서 Cox의 상호작용
모델은 대상자들의 건강관련 행위들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들을 확인하는데 유용
한 이론임이 확인되었으며 이 이론에 근거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이숙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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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bur,Miller,Chandler& McDevitt,2001;Marion& Cox,2002;정영미,2001;
김효정,2004)도 입증되었다.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관련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 기틀로
서 IMCHB의 적절성은 첫째,대상자의 건강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임상 현장이나
연구에 활용가능한 중범위 이론이고 둘째,당뇨병 환자의 불이행과 관련된 요소들
을 어떻게 간호사가 중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대상자의 생리적,신체적,인지
적 심리적,사회적경제적,행위적 측면에서와 같은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며,셋째,
평생 자기관리가 중요한 당뇨병의 특성상 전문가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작용이 중요한데 이 모델에서는 대상자와 전문가간의 상호작용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조절과 관련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들
을 규명하기에 적절하다고 사료된다.Cox의 상호작용 모델과 이를 근거로 한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그림 1>과 같다.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관련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Cox의 상호작용 모델에서 제시된
주요 개념들을 사용하였고 개념간의 관계는 Cox의 모델에서 제시한 경로를 검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므로 본 연구자가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변수
들간의 관계들만을 표시하였다.그리고 Cox상호작용 모델의 건강 결과 요소 중
치료적 지시 이행은 본 연구에서 행위적 요인 즉,신체활동과 식습관 등에 해당되
는데 이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 본 연구의 최
종적인 건강 결과 요소인 당화혈색소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연구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배경 변수,역동적 변수와 전문가와 대상자간 상호
작용요소와 같은 선행 변수로 고려하였다.Cox모델의 이론적 정의와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와의 연결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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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Cox의 상호작용 모델과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

 : Cox의 상호작용 모델
: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
: 본 연구의 측정변수

* : 선행 요인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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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Cox모델의 이론적 정의와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와의 연결

모델의 주요변수 연구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측정도구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 고고고유유유요요요소소소
1)배경 변수 일반적,질병관련,생리적,신체적 요인
∙ 인구학적 특성 나이,성별,직업 ․구조화된 질문지
∙ 사회적 영향 학력,결혼상태,동거가족
∙ 이전 건강간호경험 질병관련 변수,생리적 지표,신체계측치
∙ 환경적 자원 경제 상태
2)역동적 변수 인지적,심리․정서적 요인

∙ 내적동기 당뇨 관리 자기 효능감 수정보완한 백경신
(1996)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 인지적 평가 당뇨관련 지식 정도 수정보완한 MDRTC
(1998)의 Diabetes
KnowledgeTest

∙ 정서적 반응 당뇨 관련 스트레스 지각정도 Polonsky etal(2005)
의 DiabetesDistress
Scale를 번역한 도구

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와와와 건건건강강강간간간호호호
전전전문문문가가가간간간의의의 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

• 정서적지지

의료진과 대상자간 관계의 질로서 당뇨
치료 또는 간호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도구 중 정서적 지지에 해당하는 2
문항,건강정보 제공에 해당하는 1문항,
의사결정적 통제에 해당하는 1문항,전문
적/기술적 능력에 해당하는 2문항,전반
적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 1문항

수정보완한 Bear&
Bowers(1998)의
ClientSatisfaction
Tool

• 건강정보 제공

• 의사결정적 통제

• 전문적/기술적 능력

333...건건건강강강 결결결과과과 요요요소소소

•처방된 치료지시이행 행위적 요인 :신체활동 정도와 식습관,
음주,흡연력,수면상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요인으로 고려함

․Washburnetal
(1993)의 PASE

․구조화된 질문지
•임상적 건강상태지표 최종 건강 결과 요소로 최근 3개월 내

당화혈색소 수치
Serum HbA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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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 연구로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관련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질문지 자료 수집과 반구조적 면담 자료 수집을 병행
한 Datatriangulation(Thurmond,2001)방법을 적용하였다.

BB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111...조조조사사사 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표적 모집단으로,서울과 부산에 거
주하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서울에 소재하는 1곳의 대학
부속병원과 P시에 소재하는 1개의 종합병원 당뇨병 센터 외래에 등록된 환자로
다음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240명을 임의 표출하였다.자료 수집 과정 중 결
측치가 2개 이상이거나 연구에 필요한 임상 검사치를 의무기록을 통해 정확히 찾
아볼 수 없었던 대상자 25명을 제외하여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자 수
는 총 215명이었다.
∙조사연구 대상자 선정기준
․제 2형 당뇨병 환자
․각 자료수집 해당병원에서 치료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의사소통 가능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조사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먼저,본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결과 수치

를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각 자료수집 해당병원에서 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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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정하였고 연구대상자 수는 G Poweranalysis2.0i프로그램
에서 prioripoweranalysis방법으로 유의수준 alpha=.05,검정력(1-β)=.95,중정
도의 효과크기(d)=0.5,양측검정에서 계산된 표본 수는 210명이었다.

222...면면면담담담 대대대상상상자자자

반구조적 면담 대상자는 현재 가능한 당뇨 관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대상자를 선택해야하고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 사이에는 경험상의 차이가 클수록 비교가 용이하다.그러므로 표집
방법은 목적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Y대학병원 당뇨병 외래에 등록되어 있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로 최종 면담 대상자 수는 혈당 양호조절군과 혈당 비양호조절군
각각 8명,총 16명이었다.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혈당 양호조절군 면담 대상자 선정 기준
․당뇨 유병기간 5년 이상
․조사 시점 기준 최근 당화혈색소와 그 전 3개월 당화혈색소 수치 모두 7%미만
인 자

∙혈당 비양호조절군 면담 대상자 선정 기준
․당뇨 유병기간 5년 이상
․조사 시점 기준 최근 당화혈색소와 그 전 3개월 당화혈색소 수치 모두 9%이상
인 자
면담 대상자 선정 기준 중 당뇨유병 기간을 5년으로 정한 이유는 당뇨이환 기간

5년 이상부터 당뇨 합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
을 경우 5년 이상되면 당뇨병성 망막증과 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10년 이상
지나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대한 당
뇨병 교육 간호사회,2004).그리고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목표 혈당조절 기준(혈당
양호 조절 기준)은 2006년 ADA에서 제시한 7%를 적용하였고 혈당 비양호 조절군
당화혈색소 9%는 1997년 미국 당뇨 관리 질 향상 프로젝트(Diabetes Quality
ImprovementProject)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였다(Flemingetal.,2001).당화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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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 수치 중 최근 당화혈색소 수치와 그 전 3개월 당화혈색소 수치(기간상 약 6개
월 이내)로 정한 이유는 당화혈색소는 지난 8-12주간의 평균 혈당조절 정도를 반영
하는 지표인데 1회 즉 3개월 동안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2회,6개월 동안의
당뇨조절 경험이 더 풍부할 것으로 생각되었고 6개월 더 이전 수치까지 참고로 하
지 않은 이유는 혈당 양호조절군에서는 제한된 자료 수집 기간내에 대상자 선정기
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구하기 어려웠고 비양호 조절군일 경우는 규칙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8%이상이면 약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다른 치료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혈당조절 정도가 대상자들의 노력으로 인
한 생활습관의 변화보다는 약물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CCC...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11...당당당뇨뇨뇨 관관관리리리 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당뇨 관리 자기효능감은 Cox(1982)의 상호작용 모델 중 내적동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백경신(1996)이 개발한 당뇨병 관리를 위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연구자
가 수정 보완한 것이다.당뇨식이 3문항,운동과 제중조절 3문항,자가혈당검사 2
문항,투약 2문항,일반적 관리 7문항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문항은
‘전혀 자신이 없다’1점에서 ‘아주 자신이 있다’10점으로 가능한 점수는 17～170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개발 당시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22...당당당뇨뇨뇨 관관관련련련 지지지식식식

당뇨 관련 지식은 MDRTC(MichiganDiabetesResearchandTrainingCenter)
의 Fitzeraldetal.이 1998년에 개발한 DiabetesKnowledgeTest를 연구자가 번
역한 뒤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도록 문헌고찰을 통하여 수정 보완하였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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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번역 과정을 거친 도구이다.원 도구는 총 23문항(일반적 관리 14문항과 인
슐린 요법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총 19문항으로 당뇨
병의 원인 1문항,증상 1문항,알맞은 혈당조절 수치 3문항,식이 4문항,운동 1문
항,일반적 관리 4문항,약물(경구약,인슐린)요법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문
항이 정답인 경우 1점,오답인 경우 0점으로 하여 가능한 점수는 인슐린을 사용하
지 않을 경우는 0～15점,인슐린 사용자인 경우 0점～19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0～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5이었다.

333...당당당뇨뇨뇨 관관관련련련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당뇨병 관련 스트레스는 Polonskyetal(2005)이 개발한 DDS(DiabetesDistress
Scale)를 번역하고 전문가의 역번역 과정을 거친 도구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심리적 부담감 5문항,의료진 관련 스트레스 4문항,치료 관련 스트레스 5문
항,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Likert식 5점 척도로 각 문
항마다 지난 1달 동안 스트레스를 느낀 빈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가능한 점수는 17～8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 α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444...의의의료료료진진진과과과 대대대상상상자자자간간간 관관관계계계의의의 질질질

의료진과 대상자간 관계의 질은 Bear& Bowers(1998)가 Cox의 상호작용 모델
중 전문가와 대상자간 상호작용 요소 4가지를 근거로 개발한 ClientSatisfaction
Tool(DST)를 연구자가 번역하고 수정보완한 뒤 전문가의 역번역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이 도구는 5점 Likert식 척도로 정서적 지지에 대한 2문항,의사결정
적 통제에 대한 1문항,건강정보에 대한 1문항,전문적/기술적 능력에 대한 2문항,
의료진과 환자간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어보는 1문항,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전적으로 동의한다’5점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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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까지 가능한 점수는 7～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6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 α =.87이었다.

555...신신신체체체활활활동동동

신체활동(PhysicalActivity)은 Washburn etal(1993)이 개발한 PASE(Physical
ActivityScalefortheElderly)를 번역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보완한 도구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지난 7일 동안의 신체활동 정도를 직업관련 신체활
동 2문항,가사관련 신체활동 6문항(힘든 집안일,가벼운 집안일,집안수리,집주위
청소,화단 또는 정원 가꾸기,다른 사람 돌보기),여가시간 신체활동(고강도,중강
도,저강도 운동,근력운동,걷기,앉아서 하는 활동)6문항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
다.신체활동 정도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Caltraccounts에 근거를 두고 산출된
상수․운동일수/wkㆍhr/day로 계산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활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개발당시 Cronbach α =.69였고 본 연구에서는 .68이었다.

666...식식식습습습관관관

식습관은 의 건강을 위한 영양진단 설문지 중 일부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식
사의 규칙성,하루 평균 간식 횟수,지난 1달 동안 외식 횟수,지난 1주일 동안의
곡류,단백질,지방질,채소류,유지류,단순과당,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빈도를 조
사하였다.

777...흡흡흡연연연,,,음음음주주주,,,수수수면면면상상상태태태

흡연은 현재 흡연 상태와 흡연력을 pack․years로 계산하였고 음주는 지난 1달
동안의 평균 음주 횟수와 양(소주 1잔 기준)을 조사하였으며 수면상태는 지난 7일
동안의 평균 총수면시간과 질을 조사하였다.수면의 질은 1점에서 5점까지로 점수
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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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완된 모든 도구들은 내분비전공 의학과 교수 1인,간호학 전공 교수 3
인,사회체육학 전공 교수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DDD...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111...각각각 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병병병원원원의의의 간간간호호호국국국 및및및 당당당뇨뇨뇨병병병 센센센터터터 연연연구구구 동동동의의의 의의의뢰뢰뢰

본격적인 자료수집에 앞서 자료수집 해당 병원의 간호국과 당뇨병 센터에 연
구 동의와 협조를 의뢰하였고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 정도를 파악하고 수집
하고자 하는 임상 검사들이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외래 EHR을 통해 검토하
였다.외래 EHR조회를 위해 사전에 각 병원 의무기록 조회 승인 과정을 거쳤다.

222...예예예비비비 조조조사사사

예비조사는 2006년 8월 1일에서 15일까지 2주 동안 Y대학병원의 당뇨병 센터
외래에서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일대일 면담으로 설문지에 응답케하여 이해하기 힘든 문장과 질
문사항 및 반응을 조사하였고 그 내용들을 설문지에 반영하여 최종적인 문항을
결정하였다.그리고 각 도구들은 신뢰도를 Cronbach값으로 산출하여 문항간 상
관계수를 참고하여 문항의 수를 조정하였고 최종 분석 전 Factoranalysis방법을
통해 각 도구들의 하위 영역들간 분류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333...본본본조조조사사사

자료수집기간은 2006년 8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로 각 자료 수집 병원의
당뇨병 센터 외래에 내원하는 자에게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2인이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뒤 연구 참여를 수락하는 자에게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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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연구보조원들은 자료수집 경험이 있는 전직 간호사로서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자료 수집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문서화된 자료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시작하였다.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비교적 연령대가 높아
대부분 1:1면담을 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고 연령이 젊거나 설문지에 응할 시간
이 부족한 대상자들은 동의를 얻은 후 우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대상자의 신
체계측치 중 혈압,허리둘레,엉덩이둘레는 자료 수집이 끝난 직후 측정자간의 오
차를 줄이기 위해 한 사람이 전자혈압계와 줄자로 측정하였고 생리적 변수에 해
당하는 각종 검사치들은 각 해당병원의 EHR를 조회하여 기록하였다.모든 검사
수치는 자료 수집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결과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의
자료 수집 해당 병원에서는 당뇨병 센터 방문 약 7～10일전에 혈액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 기본적인 혈당 검사와 지질 대사 검사는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자료수
집 시점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검사 결과들을 조회할 수 있었다.지질
대사 검사 항목 중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검사가 누락된 경우 Fridewald(1972)
공식 (LDL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중성지방/5,in mg/dl])을
사용하여 직접 계산 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444...반반반구구구조조조적적적 면면면담담담 실실실시시시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 관리 경험을 조사하기 위한 면담 지원자 모집 공
고를 당뇨병 센터에 2달 정도 게시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다.그래서 담당 주치의
와 해당 병동의 수간호사에게 반구조적 면담에 대한 동의를 받은 뒤 혈당 양호조
절군은 2년 전 Y대학에서 실시한 당뇨병 환자를 위한 생활습관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혈당 비양호조절군은 현재 혈당조절을 위해
입원한 환자를 중심으로 면담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정하였다.면담
전 모든 면담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용도,자료 이용의 정도,녹음에 대한
동의,언제든지 자유의사에 따라 면담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담 서면 동의
서를 받아 참여자들을 윤리적으로 보호하였다.그리고 일반적인 사항과 질병관련
특성은 연구자가 만든 면담 등록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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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면담 시작 전에 주요 질문들을 목록화하여 면담 스크립트를 작성한
후 간호학 교수 3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확인받았으며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관련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큰 연구문제 아래 주요 면담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반구조적 면담의 주요 내용

질문 유형 면담 내용 소요시간

시작질문 ․ 연구의 목적 및 연구자 소개
․ 당뇨 진단을 받은 시기와 현재 치료 방법

5분

도입질문 ․ 현 당뇨 조절 상태에 대한 본인의 평가와 평가의 근거 5～10분

주요질문 ․ 현재 당뇨 조절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행위
․ 혈당 조절 행위와 관련된 느낌,정서
․ 가장 조절하기 힘들었거나 가장 효과적이었던 관리 경험,
․ 어려움이나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 당뇨 관리 성공 또는 실패 요인
․ 의료진과의 관계,바라는 점
․ 당뇨 관리 경험에 대한 반추

30～40분

마무리질문 ․ 연구자의 면담 내용 요약 10～20분
․ 요약된 내용 확인 및 추가 질문 확인
․ 간단한 혈당 측정 및 상담

    

면담 장소는 가능한 조용한 환경에서 수집하고자 주로 Y대학 연구실과 입원한
환자의 휴게실에서 이루어졌고 면담시간은 평균 30분-80분 정도였다.면담 시 참여
자에 대한 느낌이나 당시 상황,참여자들의 반응 등에 대해 면담노트를 작성하였고
각 면담이 끝난 직후 녹취록을 작성하여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참여자의
비언어적 반응을 기록하고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은 후 의미있는 문장에는 밑줄을
그었다.밑줄 그은 문장을 중심으로 공통된 의미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였고 다음
면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추가해야 할 면담내용들을 확인하였다.자료 수집 종
료 시기는 두 군 모두 면담 내용의 이론적 포화가 되는 시점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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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Version12.0)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
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혈당 양호조절군과 혈당 비양호조절군간 대상자 고유 요소,대상자와 전문
가간 상호작용 요소,건강결과 요소와의 차이는 기술적 통계,t-test,χ

2test를
사용하였다.

2)반구조적 면담 내용은 의미있는 진술,하위 범주,범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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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조조조사사사 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분분분석석석

111...혈혈혈당당당 양양양호호호조조조절절절군군군과과과 비비비양양양호호호조조조절절절군군군의의의 구구구분분분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p7에서 제시한 당화혈색소 수치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최근 3개월 내 당화혈색소 수치와 연령으로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으로
구분하였다.전체 215명 중 혈당 양호조절군은 총 118명(54.9%),혈당 비양호조절
군은 총 97명(45.1%)이었고 전체 215명의 최근 3개월 내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는
7.48±1.16%,혈당 양호조절군은 6.77±0.54%,혈당 비양호조절군은 8.35±1.13%였다
<표 4>.

<표 4>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의 구분

대상자 구분
<65세 ≥ 65세 평균

당화혈색소(%)
구분기준 실수(%) 구분기준 실수(%)총(N=215) 7.48±1.16

혈당 양호조절군 7% 미만 59(50.0) 8% 이하 59(50.0) 118(54.9) 6.77±0.54

혈당 비양호조절군 7% 이상 84(86.6) 8% 초과 13(13.4) 97(45.1) 8.3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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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혈혈혈당당당 양양양호호호조조조절절절군군군과과과 비비비양양양호호호조조조절절절군군군간간간 대대대상상상자자자 고고고유유유 요요요소소소와와와의의의 차차차이이이

111)))혈혈혈당당당 양양양호호호조조조절절절군군군과과과 비비비양양양호호호조조조절절절군군군간간간 일일일반반반적적적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차차차이이이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대상자 고유 요소 중 일반적 변수의 차이

는 <표 5>와 같다.혈당 양호조절군과 혈당 비양호조절군 내에서 성별은 여자가
각각 70명,63명,남자가 각각 48명,34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남자와 여
자 모두 혈당 양호 조절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혈당 비양호조절군에 해당하는 사
람보다 많았으며 혈당 조절정도에 따른 성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전체 대상자의 연령은 최저 27세,최고 80세로 27～35세가 연령에서의 이상치
에 해당하여 이를 제외하고 평균 연령을 계산해 보았으나 제외 전후 평균 연령에
서 ±1세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아 자료 분석에 포함시켰다.혈당 양호 조절군이
평균 61.99±8.81세로 비양호조절군 55.29±9.64세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309,p=0.000).연령의 분포별로는 혈당 양호조절군에서는 65세
이상이 59명(50.0%),비양호조절군에서는 55～64세가 42명(43.3%)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에서는 두 군 모두 기혼인 경우가 각각 92명(42.8%),78명(36.3%)으로 제
일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동거형태는 자녀들과 생활하는 경
우가 각각 58명(27.0%),64명(29.8%)으로 두 군 모두에서 가장 많았고 통계적으로
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11.997,p=0.007).종교는 있는 경우가,직업은 없는 경
우가,최종학력은 고졸인 경우가 두 군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가
족의 월수입은 99만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두 군에서 비슷한 빈도를 보여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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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일반적 변수의 차이 N=215

변수 구분
혈당 양호조절군

(n=118)
혈당 비양호조절군

(n=97)  t or χ
2

실수(%) Mean±SD 실수(%) Mean±SD

성별 남자 48(22.3) 34(15.8) .714
여자 70(32.6) 63(29.3)

연령(세) 61.99±8.81 55.29±9.64 5.309***
～44 5(4.2) 12(12.4)

45～54 21(17.8) 30(30.9)
55～64 33(28.0) 42(43.3)
65～ 59(50.0) 13(13.4)

결혼상태 미혼 4(1.9) 4(1.9) 1.314
기혼 92(42.8) 78(36.3)
이혼/별거 2(0.9) 3(1.4)
사별 20(9.3) 12(5.6)

동거형태 혼자 생활 17(7.9) 4(1.9) 11.997**
부부 둘만 생활 38(17.7) 21(9.8)
자녀들과 생활 58(27.0) 64(29.8)
기타 5(2.3) 8(3.7)

종교 있다 88(40.9) 66(30.7) 1.119
없다 30(14.0) 31(14.4)

직업 있다 37(17.2) 37(17.2) 1.087
없다 81(37.7) 60(27.9)

최종학력 중졸 이하 33(15.3) 28(13.0) .617
고졸 49(22.8) 44(20.5)
대졸 이상 36(16.7) 25(11.6)

가족의 99이하 29(13.5) 18(8.4) 1.447
월수입(만원) 100～199 29(13.5) 24(11.2)

200～399 29(13.5) 29(13.5)
400이상 31(14.4) 26(12.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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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혈혈혈당당당 양양양호호호조조조절절절군군군과과과 비비비양양양호호호조조조절절절군군군간간간 질질질병병병 관관관련련련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차차차이이이
대상자 고유 요소 중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의 질병관련 변수의

차이는 <표 6>과 같다.당뇨 유병기간은 최저 1년,최고 35년이었고 혈당 비양호
조절군이 11.29±7.45년으로 혈당 양호조절군 10.57±7.20년보다 더 길었지만 두 군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유병기간 분포별로는 두 군 모두 6～10년
이 각각 39명(33.1%),31명(32.0%)으로 가장 많았다.당뇨 치료 형태는 두 군 모두
에서 경구용 당뇨약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각각 92명(42.8%),67명(31.2%)으로 가장
빈도수가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13.162,p=0.004).당뇨약물
가지수는 혈당 비양호조절군이 평균 1.70±0.95개를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혈당
양호조절군 평균 1.40±0.84개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384,p=0.018).그 외 복용 중인 약물로는 두 군 모두에
서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빈도수가 각각 65(30.2%),39명(18.1%)으로 가장 많았고
두 군간 항고혈압제 복용 유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4.719,
p=0.030).당뇨병 가족력은 혈당 양호조절군에서는 가족력이 없는 경우가 70명
(32.6%),혈당 비양호조절군에서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60명(27.9%)으로 더 많았
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9.551,p=0.002).당뇨병 가족력 수는 혈
당 비양호조절군에서 1.02±1.07명으로 혈당 조절 양호군 0.58±0.86명보다 많은 것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3.293,p=0.001)과거 당뇨 교육
경험은 두 군 모두에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각각 76명(35.3%),59명(27.4%)이
었으며 통계적으로는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본인 인지 당뇨 합병증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92명(42.8%),58명(27.0%)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였고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χ2=8.346,p=0.015),당뇨 합병증으로
는 당뇨병성 망막증과 신경증 등으로 나타났다. 당뇨 외 다른 질환은 두 군 모두
에서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60명(27.9%),50명(23.3%)으로 있다고 응답한 경
우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당뇨 외 다른 질환으로는 고
혈압,관절염,요통,혐십증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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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질병 관련 변수의 차이 N=215

변수 구분
혈당 양호조절군

(n=118)
혈당 비양호조절군

(n=97)  t or χ
2

실수(%) Mean±SD 실수(%) Mean±SD

유병기간(년) 10.57±7.20 11.29±7.45 -.717
1～5 34(28.8) 24(24.7)
6～10 39(33.1) 31(32.0)
11～20 18(15.3) 20(20.6)
21～35 27(22.9) 22(22.7)

치료형태 비약물요법 13(6.0) 3(1.4) 13.162**
경구용당뇨약 92(42.8) 67(31.2)
인슐린 주사 5(2.3) 10(4.7)
경구약＋인슐린 8(3.7) 17(7.9)

당뇨약물가지수 1.40±0.84 1.70±0.95 -2.384*

그 외 복용 항고혈압제 65(30.2) 39(18.1) 4.719*
중인 약물 † 지질강하제 29(13.5) 29(13.5) .765

심장질환제 7(3.3) 4(1.9) .359
항응고제 34(15.8) 26(12.1) .107

당뇨병 가족력 있다 48(22.3) 60(27.9) 9.551**
없다 70(32.6) 37(17.2)

가족력 수(명) 0.58±0.86 1.02±1.07 -3.293**

과거 당뇨 있다 76(35.3) 59(27.4) .292
교육경험 없다 42(19.5) 38(17.7)

당뇨 합병증 있다 17(7.9) 25(11.6) 8.346*
없다 92(42.8) 58(27.0)
모름 9(4.2) 14(6.5)

당뇨 외 있다 58(27.0) 47(21.9) .010
다른 질환 없다 60(27.9) 50(23.3)

*p<.05 **p<.01 ***p<.001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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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혈혈혈당당당 양양양호호호조조조절절절군군군과과과 비비비양양양호호호조조조절절절군군군간간간 생생생리리리적적적 변변변수수수 차차차이이이
대상자 고유 요소 중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생리적 변수(생리학적

지표 및 신체계측치)의 차이는 <표 7>과 같다.<표 7>의 변수 중 공복시 혈당,식
후 2시간 혈당,lipidprofile,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의 정상치 또는 조절 목표 수
치는 ADA(2006)에서 제시한 StandardsofMedicalCareGuideline에 근거하였고
대상자의 신체계측치 중 체질량지수는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아시아인용 BMI
기준으로 정상범위를 정하였으며 허리둘레는 아시아 태평양 비만학회에서 제시한
복부 비만 판단 기준 허리둘레인 남자 90cm이상,여자 80cm이상보다 미만을 정상
범위로 정하였다.
생리적 지표 중 공복시 혈당,식후 2시간 혈당은 모두 혈당 비양호조절군이 혈

당 양호조절군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3.913,p=0.000,t=-4.670,p=0.000).총 콜레스테롤치와 LDL콜레스테롤치는 혈
당 양호조절군이 혈당 비양호조절군보다 수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고 HDL콜레스테롤은 혈당 양호조절군이,중성지방은 혈당 비양호조
절군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422,p=0.016,t=-2.187,
p=0.030).평균 공복 C-peptide와 공복 Insulin수치는 두 군이 비슷한 수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혈압,신체 계측치에 해당하는 체질량지수,
허리둘레,엉덩이 둘레,허리엉덩이 둘레비도 평균치에서 두 군간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혈당 비양호조절군에서 혈당 양호
조절군보다 각 변수별 정상 범위 또는 조절 목표 범위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았
던 변수는 총 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공복 Insulin수치,수축기혈압,체질량
지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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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생리적 변수 차이

변 수
전체
N=215

혈당 양호조절군
(n=118)

혈당비양호조절군
(n=97)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정상 or조절목표 수치 ‡ 실수(%) 실수(%) 실수(%)
․․․생생생리리리적적적 지지지표표표
공복시혈당(mg/dl) 131.50±39.43 121.77±25.95 143.32±48.87 -3.913***

90～130 108(50.2) 71(60.2) 37(38.1)

식후 2시간 혈당(mg/dl)† 194.33±74.16 173.67±61.13 222.11±81.11 -4.670***
<180 99(48.5) 72(61.0) 27(27.8)

총 콜레스테롤 (mg/dl) 172.24±32.67 173.83±31.47 170.29±34.14 .790
<200 170(79.1) 92(78.0) 78(80.4)

HDL콜레스테롤(mg/dl) 51.78±12.09 53.57±12.27 49.60±11.55 2.422*
>40 181(84.2) 102(86.4) 79(81.4)

LDL콜레스테롤(mg/dl) 100.26±33.64 101.47±32.65 98.78±34.92 1.386
<100 113(52.6) 57(48.3) 56(57.7)

중성지방(mg/dl) 145.50±86.36 133.92±81.83 159.58±89.99 -2.187*
<150 142(66.0) 86(72.9) 56(57.7)

공복 C-peptide(ng/ml)† 1.73±0.98 1.74±0.96 1.71±1.02 .243
1～3.5 146(75.3) 82(69.5) 64(66.0)

공복 Insulin(μu/ml)† 7.62±7.16 8.02±8.83 7.13±4.47 .776
3～12 117(54.4) 63(53.4) 54(55.7)

수축기혈압(mmHg) 126.24±13.54 127.05±13.77 125.26±13.27 .960
≤ 130 149(69.3) 80(67.8) 69(71.1)

이완기혈압(mmHg) 76.14±9.37 75.32±9.18 77.14±9.54 -1.422
≤ 80 172(80.0) 95(80.5) 77(79.4)

․․․신신신체체체계계계측측측치치치

체질량지수(kg/m2) 24.86±2.94 24.87±2.69 24.85±3.22 .049
18.5～22.9 58(27.0) 29(24.6) 29(29.9)

허리둘레(cm) 86.14±8.08 85.83±7.58 86.53±8.67 -.632
남 ≤90,여 ≤80 82(38.1) 48(40.7) 3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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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결측치 제외
‡StandardsofMedicalCareGuideline(ADA,2006)

444)))혈혈혈당당당 양양양호호호조조조절절절군군군과과과 비비비양양양호호호조조조절절절군군군간간간 역역역동동동적적적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차차차이이이
대상자 고유 요소 중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역동적 변수와의 차

이는 <표 8>과 같다.역동적 변수 중 당뇨 관리 자기효능감 총합의 평균은 혈당
양호조절군이 99.45±23.00점으로 혈당 비양호조절군 95.22±26.47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그러나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의 하위 4가지
영역 중 운동요법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 점수는 혈당 양호조절군(20.02±6.07점)
이 혈당 비양호조절군(17.78±6.07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694,p=0.008).그리고 4가지 하위 영역 중 두 군 모두에서 일
반적 관리에 해당하는 자기 효능감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역동적 변수 중
당뇨 관련 지식은 혈당 양호조절군(9.40±3.24점)보다 오히려 혈당 비양호조절군
(9.83±3.50점)에서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그 하위 영역들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그리고 4가지 하위 영역 중 두 군 모두에
서 운동 및 일반적 관리에 대한 지식 점수가 가장 높았다.역동적 변수 중 당뇨
관련 스트레스는 총합의 평균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t=-2.612,
p=0.010) 혈당 비양호조절군의 평균 점수(49.09±11.09점)가 혈당 양호조절군
(45.16±10.85점)의 평균 점수보다 높았다.그리고 당뇨관련 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하위 4가지 영역 중 심리적 부담감에 해당되는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가 혈당 조
절비양호군(16.26±4.33점)이 혈당 조절 양호군(14.38±4.32점)보다 높았고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182,p=0.002).그러나 다른 하위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4가지 하위 영역 중 두 군 모두 심리적 부담감과 관련된
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았다.

엉덩이둘레(cm) 94.58±6.83 93.96±5.80 95.33±7.87 -1.462

허리엉덩이둘레비 0.91±0.06 0.91±0.06 0.90±0.06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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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역동적 변수의 차이 N=215

변 수
(범주)

구 분
혈당 양호조절군

(n=118)
혈당비양호조절군

(n=97) t 최
소

최
대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자기효능감
(0~170)

총 99.45±23.00 95.22±26.47 1.253 48 158
운동 요법 20.02±6.07 17.78±6.07 2.694** 3 30
식사 요법 15.00±5.78 13.53±5.92 1.826 3 30
일반적 관리 50.95±13.34 51.19±15.83 -.120 8 88
스트레스 대처 13.47±3.58 12.71±3.82 1.506 2 20

당뇨지식
(0~19)

총 9.40±3.24 9.83±3.50 -.929 2 18
원인 및 수치관련 3.24±1.67 3.17±1.68 .306 0 6
운동/일반적 관리 3.66±1.03 3.72±1.10 -.356 0 5
식이요법 2.27±1.13 2.29±1.11 -.125 0 4
인슐린 요법† 1.92±1.32 2.13±1.12 -.542 0 4

당뇨관련
스트레스
(17~85)

총 45.16±10.85 49.09±11.09 -2.612** 18 78
심리적 부담 14.38±4.32 16.26±4.33 -3.182** 5 25
의료진 관련 8.79±3.31 9.52±3.56 -1.551 4 19
치료 섭생 13.78±3.72 14.77±4.03 -1.859 5 25
대인 관계 8.20±2.56 8.52±2.79 -.880 3 15

*p<.05 **p<.01 ***p<.001
†인슐린 요법을 하는 대상자만 포함(n=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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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혈혈혈당당당 양양양호호호조조조절절절군군군과과과 비비비양양양호호호조조조절절절군군군간간간 대대대상상상자자자와와와 전전전문문문가가가간간간 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 요요요소소소와와와의의의
차차차이이이

대상자와 전문가간 상호작용 요소는 대상자와 의료진간 관계의 질로서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차이는 <표 9>와 같다.
대상자와 의료진간 관계의 질은 총합과 하위 영역 중 관계 만족도,의료진의 전

문적 능력,건강정보 제공에 해당되는 점수들이 모두 혈당 양호조절군에서 더 높았
으며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533,p=0.012,t=2.528,p=0.012,t=2.084,
p=0.038,t=2.271,p=0.024).그리고 5가지의 하위 영역 중 혈당 양호조절군에서는
의료진의 전문적 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혈당 비양호조절군에서는 정서적
지지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대상자와 의료진간 관계의 질 차이
N=215

변 수
(범주)

구 분
혈당 양호조절군

(n=118)
혈당비양호조절군

(n=97) t 최
소

최
대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의료진과
대상자간
관계의 질
(7~35)

총 29.35±4.35 27.71±5.16 2.533* 11 35
관계 만족도 4.37±0.72 4.08±0.92 2.528* 1 5
정서적 지지 8.29±1.52 7.89±1.77 1.774 3 10
의료진의 기술적/
전문적 능력 8.31±1.59 7.84±1.68 2.084* 2 10

건강정보 제공 4.33±0.85 4.04±1.00 2.271* 1 5
의사 결정적 통제 4.04±0.83 3.84±1.01 1.536 1 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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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혈혈혈당당당 양양양호호호조조조절절절군군군과과과 비비비양양양호호호조조조절절절군군군간간간 건건건강강강 결결결과과과 요요요소소소(((치치치료료료적적적 지지지시시시 이이이행행행)))와와와의의의 차차차이이이

건강 결과 요소 중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치료적 지시 이행 변수
의 <표 10>,<표 11>과 같다.치료적 지시 이행 변수 중 신체활동 총합의 평균은
혈당 양호조절군(429.52±337.91점)이 혈당 비양호조절군(316.30±200.96점)보다 높았
고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043,p=0.003).신체 활동 측정 도구의 하
위 척도 중에서는 걷기와 여가관련 신체활동,직업관련 신체활동점수가 두 군간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는데(t=2.440,p=0.016,t=3.728,p=0.000,t=-2.215,
p=0.028),걷기와 여가관련 신체활동 점수는 혈당 양호조절군에서,직업관련 신체
활동 점수는 혈당 비양호조절군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4가지 하위
척도 중 혈당 양호조절군은 여가관련 신체활동 점수가 가장 높았던 반면,혈당 비
양호조절군에서는 걷기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적 지시 이행 변수 중 식습관에서 식사는 두 군 모두 규칙적으로 한다는

경우가 불규칙적으로 한다보다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간
식 빈도에서는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χ2=11.860,p=0.008)혈
당 양호조절군에서는 하루 1회가,혈당 비양호조절군에서는 하루 2회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였다.외식빈도에서는 두 군 모두 주 1회 이상이 빈도수가 가장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식품별 섭취빈도는 지방음식 섭취 빈도
에서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t=-2.388,p=0.018),혈당 비양호
조절군(1.82±0.97)이 혈당 양호 조절군(1.55±0.69)보다 그 빈도가 높았다<표 10>.
치료적 지시 이행 중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흡연,음주,수면 상태의

차이는 먼저,흡연은 두 군 모두 피운 적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흡연력도 혈당 비양호조절군(9.93±21.22PYS)이 혈당 양호조절
군(6.49±14.34PYS)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음주빈도에서는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χ2=20.387,p=0.001),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가 두
군 모두 제일 높은 빈도를 보였다.음주량은 혈당 비양호조절군보다 혈당 양호조절군
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하루 평균 수면시
간과 본인수면 인지의 질에서도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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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치료적 지시 이행(신체활동정도와 식
습관)변수의 차이 N=215

변 수
(범주) 구분

혈당양호조절군
(N=118)

혈당비양호조절군
(N=97)  t or χ

2

실수(%) Mean±SD 실수(%) Mean±SD

신체활동 총 429.52±337.91 316.30±200.96 3.043**
걷기 143.98±119.42 107.37±100.56 2.440*
여가관련 193.82±267.10 90.89±123.70 3.728***
가사일관련 65.40±37.42 73.07±42.10 -1.412
직업관련 26.31±48.71 44.96±70.20 -2.215*

식습관
식사의 규칙적 94(43.7) 75(34.9) .174
규칙성 불규칙적 24(11.2) 22(10.2)

간식빈도 먹지않음 41(19.1) 21(9.8) 11.860**
1회/일 34(15.8) 28(13.0)
2회/일 32(14.9) 45(20.9)
3회/일 이상 11(5.1) 3(1.4)

외식빈도 하지않음 20(9.3) 12(5.6) 4.611
월 1회 이상 28(13.0) 30(14.0)
주 1회 이상 51(23.7) 33(15.3)
하루1회 이상 14(6.5) 14(6.5)
하루2회 이상 5(2.3) 8(3.7)

식품별 단백질 3.54±1.27 3.56±1.24 -.143
섭취빈도 탄수화물 4.39±1.07 4.35±1.21 .305
(1～5)‡ 지방질 1.55±0.69 1.82±0.97 -2.388*

채소류 4.05±1.08 3.87±1.27 1.084
과일 3.80±1.35 3.75±1.35 .283
유제품 2.72±1.56 2.96±1.59 -1.152
인스턴트 1.34±0.74 1.51±0.77 -1.613
단순당질 1.52±0.75 1.76±1.00 -1.969

*p<.05 **p<.01 ***p<.001
‡1:먹지 않는다,2:1-2회/주,3:3-4회/주,4:5-6회/주,5:매일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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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치료적 지시 이행(흡연,음주,수면
상태)변수의 차이 N=215

변수 (범주) 구분
혈당양호조절군
(n=118)

혈당비양호조절군
(n=97)  t or χ

2

실수(%) Mean±SD 실수(%) Mean±SD
흡연
흡연상태 피운적 없음 88(40.9) 63(29.3) 5.430

흡연 7(3.3) 15(7.0)
금연 23(10.7) 19(8.8)

흡연력(PYS)† 6.49±14.34 9.93±21.22 -1.364

음주
음주빈도 전혀 안마심 73(34.0) 60(27.9) 20.387**

월 1회 이하 5(2.3) 19(8.8)
월 2～3회 9(4.2) 9(4.2)
주 1～2회 16(7.4) 5(2.3)
주 3～4회 8(3.7) 1(0.5)
거의 매일 7(3.3) 3(1.4)

음주량(소주1잔)† 1.98±3.76 1.50±3.01 1.031

수면상태
수면시간 4～5 32(14.9) 18(8.4) 5.613
(hrs/일) 6～8 82(38.1) 69(32.1)

9이상 4(1.9) 10(4.7)

본인 인지 수면의 질 (1～5) 3.43±0.91 3.41±0.85 0.164

*p<.05 **p<.01 ***p<.001
†흡연한 적이 없거나 음주하지 않는 대상자 제외(n=64,n=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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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면면면담담담 내내내용용용분분분석석석

111...면면면담담담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및및및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반구조적 면담 대상자는 총 16명으로 혈당 양호조절군 8명,혈당 비양호조절군
8명이었다.면담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은 <표 12>,<표 13>와 같다.
혈당 양호조절군의 성별은 남자 3명,여자 5명이었고 연령은 5～60대였으며 유병
기간은 5～22년까지였다.약물요법과 비약물 요법 해당자가 각각 6명,2명이었고
당뇨 합병증은 의무기록을 조회한 결과 모두 없었으며 최근 3개월 당화혈색소 수
치는 모두 혈당 조절 양호기준인 7%미만이었고 6개월 전 당화혈색소 수치는 4명
은 7%미만이었고 나머지 4명도 7%에 거의 가까운 수치였다.그리고 혈당 양호조
절군 총 8명의 대상자 중 1명을 제외한 7명은 2년 전 Y대학병원과 간호대학에서
운영하였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1년 정도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자들로 7
명 중 5명은 현재까지도 당뇨관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본 연구자와 만나는
사람들이다.
혈당 비양호조절군의 성별은 남자 2명,여자 6명이었고 연령은 5～70대로 양호

조절군보다 연령대가 넓었으며 당뇨 유병기간도 5～37년까지로 다양하였다.치료
형태로는 약물요법만 하는 경우가 5명,약물요법과 인슐린 주사를 병용하는 경우
가 3명이었으며 의무기록을 통해 조회한 결과 당뇨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5명으로
확인되었다.최근 3개월 당화혈색소 수치는 모두 혈당 조절 불량을 나타내는 9%
이상이었고 6개월 전 당화혈색소 수치도 1명을 제외하고 9%이상이었다.6개월 전
당화혈색소 수치가 6.6%였던 대상자를 본 연구에 포함시킨 이유는 <표 13>에서와
같이 3개월만에 갑작스런 당화혈색소 수치의 상승이 있어 항상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던 대상자들과는 다른 경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혈당
비양호조절군 총 8명 중 2명을 제외한 6명은 최근에 혈당조절을 위해 입원한 경
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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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혈당 양호 조절군의 일반적 및 질병관련 특성

No 성별 연령 직업 유병기간
(년) 치료형태 합병증 최근 3개월

당화혈색소(%)
6개월

당화혈색소(%)

1 여 58 무 7 약물요법 무 6.9 7.0

2 여 56 무 17 약물요법 무 6.6 6.2

3 여 64 무 22 약물요법 무 6.2 6.9

4 여 50 무 15 약물요법 무 6.6 7.0

5 여 64 무 15 약물요법 무 6.9 7.2

6 남 66 무 5 약물요법 무 6.5 6.8

7 남 52 유 5 비약물요법 무 6.9 7.1

8 남 66 유 10.5 비약물요법 무 6.6 6.3

<표 13>혈당 비양호 조절군의 일반적 및 질병관련 특성

No 성별 연령 직업 유병기간
(년) 치료형태 합병증 최근 3개월

당화혈색소(%)
6개월

당화혈색소(%)

1 여 50 유 5.5 약물요법 무 10.9 10.6

2 여 59 무 16 약물요법 신경병증 9.2 9.1

3 여 57 무 22 약＋인슐린 무 9.3 9.8

4 여 73 무 30 약물요법 신경병증 9.0 9.0

5 여 75 무 37 약물요법 망막증 10.0 10.3

6 여 70 무 5 약물요법 신경병증 13.4 6.6

7 남 68 무 26 약＋인슐린 무 9.7 10.6

8 남 61 유 5 약＋인슐린 신경병증 9.7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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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면면면담담담 내내내용용용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본 연구의 면담 내용 분석은 Downe-Wamboldt(1992)의 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표 14>와 같다.

<표 14>면담 내용 분석과정

본 연구의 면담 내용 분석 과정

1. 내용 분석 단위를 문장으로 결정
2. 총 5가지의 범주 결정

-Cox모델의 내적 동기,인지적 평가,정서적 반응,치료적 지시 이행,전문가
와 대상자간 상호 작용 요소에 해당하는 의료진과의 관계

3. 선행 연구와 문헌을 통해 5가지 범주에 대한 사전적 정의와 이론적 정의 확인

4. 혈당 양호조절군 109개,혈당 비양호조절군 98개의 의미있는 진술 추출

5. 선정된 의미있는 진술을 5가지 범주에 따라 분류하여 1차 도식 완성
6. 1차 도식 완성 후 비슷한 의미의 진술들끼리 묶어 2차 하위범주 도출

-혈당 양호조절군 28개,혈당 비양호조절군 25개의 하위범주 도출
7. 도출된 하위 범주의 사전적 & 이론적 정의 확인

8. 범주,하위범주,의미있는 진술간 연계성과 하위범주간의 배타성 검토 및 수정
-최종적으로 혈당 양호조절군 의미있는 진술 113개,하위범주 28개와 혈당 비양
호조절군 의미있는 진술 100개,하위범주 26개 확정

9. 분석 결과의 신뢰도 확인
-간호학 전공 교수 3인,간호학 박사 1인,국문학 전공 석사 1인에게 확인

10. 분석 결과의 타당성 확인
-혈당 양호 조절군 2명과 혈당 비양호 조절군 2명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공감하는 의미있는 진술에 표시하게 하여 70%이상 표시하였을 경우 타당성
확보로 간주

먼저,내용 분석 단위는 구문 또는 문장으로 정하였다.혈당 양호조절군과 비
양호 조절군의 당뇨 관리 경험은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인 Cox의 상호작용 모델
에 따라 질문지 조사에서 측정된 수정가능한 주요 변수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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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즉 내적 동기,인지적 평가,정서적 반응,치료적 지시 이행,일정한 간
격으로 병원을 방문하면서 경험한 대상자와 의료진간 관계 측면의 5가지 범주가
선택되었다.그 다음 대상자의 녹취록을 읽으면서 5개의 범주와 관련된 문장에 밑
줄을 그었고 밑줄을 그은 내용이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재기술하고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혈당 양호조절군에서는 109개,혈당 비양호조
절군에서는 총 98개의 의미있는 진술을 선정하였다.다음으로 앞 단계에서 정한 5
개의 범주에 선정된 총 207개의 의미있는 진술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이 과정
중에서 선정된 하나의 의미있는 구문 또는 문장 속에 5가지의 범주 중 1개 이상
의 의미들이 혼재되어 하나의 범주로 뚜렷이 분리하기가 어려운 진술들이 있었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특정 당뇨 관리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 행위의 시작과 지속
에 관련된 대상자의 선택,자기결정감과의 관련성,현재 당뇨병에 대한 태도,신
념,지식과 같은 인지 및 사고 과정과의 관련성,당뇨 관리와 관련된 여러가지 심
리․정서적인 느낌과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기 위함과의 관련성,당뇨 관리 행위
실천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의료진과의 만남에서 비롯된 것인지의 정도에 따라 각
각 내적 동기,인지적 평가,정서적 반응,치료 지시 이행,대상자와 의료진과의
관계로 분류되었다.그 다음 5가지 범주로 분류된 의미있는 진술들을 각 범주 안
에서 다시 비슷한 의미의 문장끼리 분류하고 비슷한 의미로 묶인 진술들을 위한
하위범주를 고안하였다.같은 하위범주에 속하는 진술끼리 의미가 일맥상통하는지
하위범주들간에는 의미의 혼란 없이 잘 분류되었는지 비교하면서 그리고 범주,하
위범주,의미있는 진술들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혈당 양호조절군 의
미있는 진술 113개,하위범주 28개와 혈당 비양호조절군 의미있는 진술 100개,하
위범주 26개가 도출되었다.최종적으로 도출된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
해 간호학 교수 3인,간호학 박사 1인,국문학 전공 석사 1인에게 5가지의 범주,
하위 범주,의미있는 진술이 연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혈당 양
호 조절군 2명과 혈당 비양호조절군 2명에게 최종 내용 분석 결과 중 각자의 혈
당 관리 경험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의미있는 진술에 표시하게 하여 모두 70%
이상의 일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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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혈혈혈당당당 양양양호호호 조조조절절절군군군의의의 면면면담담담 내내내용용용 분분분석석석
혈당 양호조절군의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5개의 범주,28개의 하위범주,

113개의 의미있는 진술이 도출되었는데 결과는 <표 15>와 같다.
혈당 양호조절군에서의 내적 동기 측면은 자신감과 자기 통제감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성공적인 혈당 조절 경험으로 자신감이 높고 과거에 심각한 질환을 극
복한 경험 때문에 현재 당뇨병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혈
당 조절 관리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그리고 혈당 조절 과정 중 힘들거나 스
트레스가 높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스스로 마음 다스리기,내적․외적 동기부
여,상기하기,경각심 가지기 등을 통해 자신을 통제하고자 하며 당뇨 관리를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인지적 평가 측면에서
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업무 수행보다는 당뇨 관리를 우선적으로 여기
고 당뇨 관리를 조절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과
거 혈당 관리의 경험을 통해 어떤 방법이 좋고 나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의 혈당 조절 행위 중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나 잘
못된 점을 반성하며 개선하려고 한다.그리고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 방법과 시간
을 찾아내고 당뇨 관련 자료들을 읽고 공부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잘 몰랐던
지식을 얻게 되고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는 경험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함을 느
낀다.또한 혈당 조절 행위들이 하기 싫거나 실천하기 힘들 때에는 긍정적인 방향
으로 생각을 바꾸거나 대책을 찾으며 그 행위 속에서 재미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정서적 반응은 신체를 지극히 아끼고 감사함을 느끼며 현재나 미래의 당뇨
관리에 대해 긍정적이다.그러나 자신이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음
식,술,기호식품 등을 절제하거나 체중조절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기본
적인 욕구 억제의 어려움,익숙치 않은 관리 방법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열심
히 해도 잘 나타나지 않는 효과 등으로 힘들어 하며 항상 조절을 잘 하는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우므로 의료진을 만날 때나 약물 변경 시 불안함을 느끼고 자신
의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한다.혈당 조절을 하기 위한 치료적 지시 행위를
이행할 때에는 처해진 상황이나 개인의 기호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이고 규칙적이
며 나름대로의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기구 사용 또는 기록을 작성하는 등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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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접근하는 특성이 있었다.그리고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나 스트레스가 높을
시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리고 도움을 요구하는 자기 주
장하기와 당뇨 약물이나 여러 가지 요법 시행 후 효과를 관찰하고 자가혈당 검사
등을 통해 자신의 관리 정도를 감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그리하여 변화된
생활습관에 신체가 적응하여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스스로 관리
를 할 수 있게 되며 주어진 상황에 따라 평소 해 왔던 방법들을 활용하거나 응용
할 수 있고 이러한 당뇨 관리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 등을 가족들이
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한다.또한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제하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의료진과의 관계 측면은
의료진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며 매우 협조적이고 의료진에게 친밀감을 느낀다.그
리고 혈당 조절에 대한 의료진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고 짧은 진료 시간이지만
진료 내용에 대한 충실성,의료진에 대한 만족감,병원 환경에 대한 고마움이 높
고 의료진의 격려에 의해 혈당 조절 행위들은 더욱 촉진된다.그러나 진료 시간
부족이나 설명부족에 대한 아쉬움,혈당 조절을 잘 하지 못했을 때의 미안함도 함
께 확인되었다.

<표 15>혈당 양호 조절군의 범주,하위범주,의미있는 진술

범주 하위범주 의미있는 진술

내내내적적적 동동동기기기 자신감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혈당조절을 할 자신이 있다
철저하게 운동과 식이조절을 하면 약물을 끊을 수 있다
과거에 심각한 질환을 이겨낸 경험이 있어 당뇨 관리에도
자신감이 있다
성공적인 당뇨 관리 경험으로 더욱 자신감이 고무된다

자기 통제감 관리하기 어렵거나 힘들 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린다
당뇨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동기부여를 받는다
당뇨 관리에 있어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한다
효과적이었던 조절 방법이나 기본적인 당뇨 지식을 항상
상기하여 갈등 상황을 극복한다
의사의 충고를 듣거나 약을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 57 -

심각한 당뇨 합병증이나 다른 중한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
자들을 보고 경각심을 가진다

인인인지지지적적적 평평평가가가 관리우선적 당뇨 관리를 위해 일을 줄이거나 좀 편한 일을 선택한다
운동이나 식이 조절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

조절 당뇨식이는 하루 3번 나누어 소식하는 것이다
권장되는 대체 음식이나 대안법을 적극 이용한다
꼭 먹고 싶은 음식은 먹되 양을 줄인다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면 운동 강도를 올린다
운동요법과 식사 요법의 적절한 병행이 중요하다

스스로 깨닫기 경험상 혈당 조절에는 과식이 가장 좋지 않다
관리를 잘 하지 못했던 부분은 빨리 반성한다
식사 일지를 적어보니 자신이 많이 먹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무엇이든지 먼저 스스로 깨달아야 개선이 된다

정보 추구 자신의 생활 방식에 적합한 운동 방법과 시간을 찾는다
자신의 검사수치와 운동 및 식이요법과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당뇨 관련 책을 읽고 공부하여 외우다시피한다
당뇨 관련 자료나 정보를 구하고 모은다

긍정적 사고로 산행 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 행복하다
전환 등산은 자연이 나를 치유해 주는 기회가 된다

산행 시 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다
운동은 좋아하는 음악 감상이나 멋진 운동복을 입는 시간
이다

내적 성숙 당뇨 관리를 하다보니 저절로 인격수양이 된 것 같다
평소 관심도 없었고 몰랐던 지식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당뇨 관리 경험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
었다

정정정서서서적적적 반반반응응응 스스로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감사히 여긴다
힘북돋우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조절이 잘 된 부분은 스스로에게 칭찬한다
좋은 말이나 잠언 등을 읽고 힘을 얻는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관리하자고 재다짐한다

긍정적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다
운동과 식이 요법의 유익성을 경험하게 되어 앞으로의 혈
당 조절에 낙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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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조절 성공 경험으로 재미를 느낀다
힘듬 기호식품은 조절하기 힘들다

처음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힘들었다
외식 시,음주 모임시 조절하기 힘들다
피로감,허약감,공복감,잦은 감기로 힘들었다
처음 운동이나 식사 요법시 익숙치 않아서 힘들었다

불안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까봐 걱정이다
의료진을 만날 때 마다 긴장된다
한번 조절이 잘 안 되면 그 상태가 지속될까봐 염려스럽다
약물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면 불안하다

치치치료료료지지지시시시이이이행행행 무조건적 행동에 일부러 강제성을 부여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처방된 운동이나 식이 조절을 한다
선택 또는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하는 일이다

규칙적 식사는 제 시간에 세 끼 먹는다
운동은 하나의 일상적인 메뉴이다
산악회나 당뇨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구체적 기구(저울,스푼,체중계)를 이용하거나 일지를 작성한다
평소 운동 시 특정한 거리에 대한 자신의 걸음수,소요시
간을 알고 있다
자신의 검사수치를 알고 있고 기록한다
자주 먹는 음식의 용량,크기,조리방법에 대한 열량을 알
고 있다
자신이 정한 관리목표 또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목표 지향적 정신적,신체적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시킨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지키려고 노력한다
하기 싫더라도 일단 시작하면 자신이 정한 운동량만큼은
반드시 한다
항상 당뇨 관리 행위에 부족함을 느낀다
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시도한다

적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외식,여행,음주시)에서도 조절된다
운동이나 식이 조절 후에도 공복감,피로감이 없다
변화된 생활습관에 익숙하다
성공적인 혈당 조절 이후로 그 상태가 유지된다

활용/응용 처해진 상황에 따라 관리방법을 선택,수정한다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저칼로리 음식을 직접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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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익힌 걸음수와 음식에 대한 열량을 다른 장소,상황
에서도 이용한다

자기 주장하기 조절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자신의 의
사를 표현한다.
당뇨관리를 위해 혈연적,사회적 책임감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의 처지를 알린다
자신이 먼저 당뇨환자임을 밝히고 도움과 지지를 요구한다

자기 감시 약물과 운동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계속 관찰한다
음주나 외식 후에는 반드시 자가혈당검사를 한다
전 혈액 검사 수치와 현 검사수치를 비교한다

절제 식사량을 절반 정도로 줄인다
당뇨 조절에 방해가 되는 기호식품을 수년간 먹지 않는다
세 끼 식사 외에는 잘 먹지 않는다
5-10kg정도의 체중감소가 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정량이상은 먹지 않는다
음식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
술 한 잔을 여러 모금 나누어 먹는다
음주하면 다른 음식량을 줄인다
다음 날 운동에 방해되는 과음,늦은 모임을 피한다
조절하기 힘든 상황은 일부러 피하거나 다른 행동을 한다

체험의 공유 학생이나 자녀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가르친다
자신이 관리를 하다보니 배우자도 유전적 소질이 있지만
당뇨가 예방된다
당뇨식이는 건강식이니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권유
한다
반 학생들에게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과제를 내어 가족
들이 함께 해결해오도록 한다

의의의료료료진진진과과과의의의 협조적 의료진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른다
관관관계계계 의료진이 지시한 목표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의료진 지시사항만 잘 따르면 당뇨는 극복할 수 있다고 믿
는다
의료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한다
의료진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친밀감 나의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든다
휴진하여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면 섭섭하다
의료진은 나의 상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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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혈혈혈당당당 비비비양양양호호호 조조조절절절군군군 면면면담담담 내내내용용용 분분분석석석
혈당 비양호조절군의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5개의 범주,26개의 하위범

주,100개의 의미있는 진술이 도출되었는데 결과는 <표 16>과 같다.
혈당 비양호조절군의 내적 동기 측면은 자제력 부족과 자신감 저하로 대별될

수 있는데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욕구를 자제하거나
유혹을 뿌리치기 못함이 많이 확인되었고 혈당 조절 실패경험으로 인한 자신감
저하와 무기력함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인지적 평가 측면에서는 자신
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나 일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혈당 조절 관련 행위를
즉시 수행하는 것을 미루거나 수행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당뇨 관리
를 ‘～를 할 수 없다’는 제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혈
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당뇨 관리 방법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이 강하며
의료진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 자체를 거부하거나 필요없다고 생각하
는 등 비수용적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지식 부족으로 잘못된 방법
을 시도하여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던 경우가 있었고 고혈당 증상

아쉬움 궁금한 것을 물어볼 시간이 부족하여 아쉽다
기다린 것에 비해 진료시간은 너무 짧다
비교 설명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미안함 당뇨 관리를 잘 하지 못했을 때는 의료진 보기가 미안하다
만족감 혈당 조절에 대한 의료진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한다

의료진의 격려에 기분이 좋았고 더 잘하고 싶었다
적절한 시기에 현재 의료진을 만나고 병원을 찾게 된 것이
행운이고 다행이다

진료내용의 바쁘지만 진료에 최선을 다한다
충실성 짧은 시간에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감사함 병원의 모든 시설과 환경들이 고맙게 느껴진다

병원은 친근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곳이다
약물보다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
의료진의 나무람에 자극을 받아 당뇨 관리에 소홀해짐을
경계할 수 있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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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모르고 진통제를 먹고 견디는 위험한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자신이
당뇨라는 사실에 대한 반발심으로 당뇨 조절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방치해 버
리거나 일부러 검사 수치 등을 알려고 하지 않고 당뇨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정서적 반응은 당뇨 진단 초기부터 열심히 관리하
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계속적인 혈당 조절 실패 경험으로 인한 좌절감,절제와
제한적인 생활에 대한 분노,경제적인 부담감,계속 조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가족이 감당해야 할 부담감,지지부족 등을 느끼고
혈당 비양호조절군 중 입원한 경험이 있었던 대상자 6명 중 4명은 입원 전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갈등 상황이 존재하였다.한편 당뇨 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잘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차라리 병원에 입원하여 조절하게 됨을 다행스럽게 여기
고 면담을 위해 본 연구자와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을 앞으로의 당뇨 관리를 위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양가감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혈당 조절을 위
한 치료적 지시 이행 측면에서는 당뇨 관리 행위를 잘 하지 못했을 때나 하기 싫
을 때 그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자기합리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고 행동
들이 일정한 목표나 기준없이 임의적이며 자신의 검사수치나 비교적 잘 알려진
정보에 근거하지 않는 등 비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그리고 어떤 특
정 관리 행위들을 지금 즉시 실천하지 않고 다음을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 특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또한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혈당 양호조절군에서와 마찬가지
로 음식과 관련하여 절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 과정 중에 힘들어 하지만 혈당
조절 행위와 관련된 정신적인 힘듬보다는 당뇨 합병증이나 고혈당 또는 저혈당
증상 경험과 관련된 육체적인 힘듬이 많이 나타났다.의료진과의 관계 측면은 혈
당 조절 방법,고혈당의 원인,약물 요법에 대한 의료진과 대상자간의 견해 차이
가 항상 존재하여 불신감이 높은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었다.의료진의 대답
이나 지시 사항은 단답적이고 이론적인 것이라 도움이 되지 않고 짧은 진료시간
에 오고가는 대화는 양방향의 대화라기보다는 의료진 중심의 일방적 지시에 가까
우며 이런 의미 없는 상호작용이 지속됨으로써 대상자는 자신의 당뇨 치료에 대
해 여러 가지 불만이 생기고 의료진이 혈당 조절에 대한 결과를 두고 나무라는
과정 중에 미안함이나 창피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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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혈당 비양호 조절군의 범주,하위범주,의미있는 진술

범주 하위범주 의미있는 진술

내내내적적적 동동동기기기 자제력 부족 자신도 모르게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음식을 직접 만들다 보니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한 번 먹게 되면 자제하기가 어렵다

자신감저하 입원 이후에 조절을 잘 할 자신감이 없어졌다
항상 좋은 일이 없으니 소심해진다
항상 기운이 없고 지친다
긍정적인 관리 경험이 없으니 조절할 의욕이 없다
당뇨 관리에 있어 무기력하다

인인인지지지적적적 평평평가가가 업무우선적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처방된 당뇨식만으로는 부
족하다

제한 혈당조절을 하려면 무조건 먹지 않는 수 밖에 없다
당뇨환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음식 선택의 자유가 없어졌다

비수용적 더 이상의 당뇨 관련 지식이나 정보는 필요 없다
당뇨 관리를 위해 개선해야 할 것들 중 절대 (포기)할 수 없
다고 하는 것이 있다
당뇨 관리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고 부정적인 자신의 주장
이 강하다
모든 당뇨 관리 방법들이 자신에게는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당뇨 관리에 권장되는 조절방법이나 의료진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식부족 무조건 안 먹고 운동만 많이 하면 좋은 줄 알았다
나름대로 실천했던 것들이 잘못된 방법이었다
고혈당 증세를 진통제를 먹고 견딘다
당뇨 관리의 원리를 몰라서 혈당 조절에 실패하였다
교육을 받아도 이해하기 힘들고 잊어버린다
당뇨는 고급병이라 일을 많이 하면 조절이 안 된다
당뇨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자신은 약한 당뇨라 조절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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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자신이 왜 당뇨에 걸렸는지 너무 화가 나서 방치해버렸다
검사 수치를 알면 더 스트레스니까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
는다
당뇨 관련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 가지
않는다

정정정서서서적적적 반반반응응응 후회 젊은 시절 무절제한 생활이 당뇨의 원인이다
당뇨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병이라 처음에 관리할 시기를
놓쳐 버렸다
생활이 너무 바빠 당뇨 관리를 일찍 시작하지 못해 후회스
럽다

좌절감 퇴원하면 어떻게 관리해야할지 막막하다
열심히 하는데도 조절되지 않아서 너무 고민스럽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기도 힘든다
운동이나 식이요법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잦은 고혈당 또는 저혈당 증상으로 당뇨 관리에 대한 의지
와 결심이 무너진다
당뇨라는 병에 압도당하는 기분이다
순간적으로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

분노 먹을 때 항상 절제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뭐든지 제한해야 하는 생활이 짜증스럽다
가족의 충고도 듣기 싫을 때가 있다
암도 고칠 수 있는데 당뇨는 왜 치료되지 않는 것인지 화가
난다

양가감정 입원하기 싫었지만 입원하게 된 것이 다행스럽다
당뇨 관리에 무관심하였지만 면담에 참여하게 된 것이 자신
에게 당뇨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한다

부담감 혈당 조절을 위해 약 먹고 검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
이 된다
항상 조절을 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자신이 당뇨환자라는 것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

지지부족 배우자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혼자서 혈당 조절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갈등 상황 갑자기 집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존재 지인,형제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질환에 이환되었다

자녀들이나 배우자와 심한 다툼이 있다
자녀의 이혼,배우자의 외도로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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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치치료료료지지지시시시이이이행행행 자기합리화 기호식품을 조절 하지 못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
다
의료진이 지시하는 양만큼 적게 먹고는 살 수 없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맛이 없다
먹되 자주,많이 먹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자신은 열심히 조절해도 효과가 없는 체질이다

임의성 자기 판단에 의해 약물 복용횟수나 가지수를 줄인다
식사를 억지로 하기도 하고 끼니를 거를 때가 많다
목표나 기준의 설정 없이 대충 알아서 한다

비합리적 혈당 조절 시 당뇨 관련 자료나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접근 광고 또는 소문을 믿고 민간 요법을 자주 시도해본다

기구를 이용하거나 기록하는 것을 귀찮아한다
자신의 검사수치를 잘 모른다

보류하기 금주는 최후의 조절 방법으로 남겨둔다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할 자신감은 있지만 실천하기를 미룬
다
당뇨 수치가 높지 않아 처음부터 관리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신체적 힘듬 고혈당 또는 저혈당 증상이 자주 나타나서 힘든다
나이가 많아 조절하기가 힘든다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더 힘든다

절제 식사량이 많이 줄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실허하는 잡곡밥을 먹는다
평소 선호하던 육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

의의의료료료진진진과과과
관관관계계계 특특특성성성

불신 혈당조절이 잘 안 되는 이유와 당뇨 관리 방법에 대해 자신
과 의료진간 견해 차이가 있다
자신이 많은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자신의 상태와 의료진의 지시사항은 맞지 않는다
의료진이 권유하는 사항들에 대해 회의적이다

비실용적
설명

의료진의 대답은 단답형이고 이분법적이라 도움이 되지 않
는다
의료진은 이론적이고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해 준다
당뇨 교육은 어렵고 실용적이지 않다

일방적 지시 당뇨 관리 과정 보다는 검사 결과를 더 중요시한다
전후사정 고려없이 의료진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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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지시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의료진이 나무라면 부끄럽고 당황이 되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다
자신의 치료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의료진에게 질문이나 불
만사항을 이야기 하지 못한다

불만 항상 나무라니까 반발심이 생긴다
약물 요법에 대한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물가지 수만
증가하여 불만이다
합병증 검사 때문에 종합병원에 다니지만 개인 병원에 다니
는 사람들이 혈당조절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인슐린이나 처방해 준 약의 부작용을 경험한다
신약도 많이 개발되었는데 예전에 먹던 약만 계속 준다
오랫동안 기다린 것에 비해 진료시간이 너무 짧다
의료진한테 물어봐도 자신이 원하는 답은 들을 수 없다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물어봐 주지도 않으니 답답하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안함 당뇨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자신의 상태나 궁금한 점을 물
어보기가 미안하다
의료진을 만나기가 부담스럽고 미안하다

창피함 어른이 꾸중을 들으니 부끄러웠다
의료진이 다른 환자들 앞에서 나무라서 창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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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양양양적적적 자자자료료료와와와 질질질적적적 자자자료료료의의의 통통통합합합

혈당 양호조절군 대상자 8명과 혈당 비양호조절군 대상자 8명의 면담 내용을
내적 동기,인지적 평가,정서적 반응,치료 지시 이행,의료진과의 관계 측면에서
유사한 점들을 묶고 성격적 측면을 추가하여 분석한 것과 본 연구의 조사 자료
결과를 통합하여 혈당 양호 조절 특성 4가지와 혈당 비양호 조절 특성 3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7>,<표 18>과 같다.

111...혈혈혈당당당 양양양호호호 조조조절절절 특특특성성성

혈당 양호 조절 특성은 유동적,합리적,협조적,자기통제적이다<표 17>.
유동적인 특성은 <표 12>의 대상자 사례 6번과 7번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었는

데 당뇨 유병기간이 비교적 짧아서 현재는 당뇨 관리 행위들을 열심히 하지 않
아도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으나 언제든지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위험이 있
어 혈당 양호조절과 비양호조절의 경계선상에 놓여있는 경우이다.다른 특성과 구
분되는 뚜렷한 성격적 측면은 발견할 수 없었고 약물이나 식이,운동 요법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조절 행위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잘 하지
않을 때도 있다.당뇨지식과 자기효능감은 보통정도이며 자신의 당뇨 조절 행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당뇨 관련 지식이 높지 않으므로 당뇨 관련 자기효능
감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료진,가족,친구 등)의 영향도 비
교적 많이 받는다.그리고 현재는 혈당 조절이 잘 되므로 스트레스는 보통 정도였
고 의료진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상태를 감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감시 결과에
따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요구도가 높은 만큼 의존도도 높은 편이었다.
합리적인 특성은 <표 12>의 대상자 사례 1번과 4번에서 많이 확인되었는데 성

격적 측면은 꼼꼼하고 다소 강박적이다.혈당 조절 행위를 할 때 정확한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어떤 행위나 방법들이 자신에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받아들이
고 열심히 한다.그러므로 당뇨 지식과 효능감은 높으나 강박적인 면이 있으므로
스트레스는 높은 편이었다.그리고 항상 특정 행위를 하거나 검사 결과 등에 대하



- 67 -

여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을 필요로하므로 의료진에 대한 의존도보
다는 요구도가 높은 편이었다.
협조적인 특성은 <표 12>의 대상자 사례 2번과 3번에서 많이 확인되었고 의료

진의 지시사항을 무조건 잘 따르고 그대로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한다.성격적 측
면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어서 스트레스 수준이 다른 특성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자신의 당뇨 관련 지식보다는 의료진의 의견,태도,권유사항 등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당뇨 지식은 보통수준이었으며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보다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자기 통제적 특성은 <표 12>의 대상자 사례 5번과 8번에서 많이 확인되었고

가장 이상적인 혈당 양호조절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성격적 측면은 승부근성과
의지력이 강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모든 당뇨 관련 행위들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당뇨지식과 자기효능감도 높고 이러한 당뇨지식과 자기 효능감이 상황에 따
라 또는 다른 사람의 영향에도 잘 변화하지 않는 안정적인 특성이 있었으며 혈당
조절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수준도 그다지 높지 않
았다.이러한 경향들을 반영하듯 의료진과의 관계에서도 요구도와 의존도가 낮은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혈당 양호 조절 특성

구분 특성 유동적 합리적 협조적 자기 통제적

성격적 측면 - 꼼꼼하고 강박적 낙관적,긍정적 의지와 승부
근성이 강함

치료지시이행 자기 감시 근거에 기반 열심히 노력 조절

내적동기 &
인지적 평가

당뇨지식 보통,
자기효능감 보통,
지식과 효능감이
불안정적

당뇨지식 ↑
자기효능감 ↑

당뇨지식 보통
자기효능감 ↑

당뇨지식 ↑
자기효능감 ↑
지식과 효능감이

안정적
정서적 반응 스트레스 보통 스트레스 ↑ 스트레스 ↓ 스트레스 보통
의료진과의
관계 요구도↑=의존도↑ 요구도 〉의존도 요구도〈 의존도 요구도↓=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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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혈혈혈당당당 비비비양양양호호호 조조조절절절 특특특성성성

혈당 비양호 조절 특성은 의지부족,회피적,고착 또는 불신으로 분류할 수 있
었다.이러한 3가지 특성을 본 연구의 조사 자료 분석에서 다루었던 주요 변수들
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18>와 같다.
의지부족의 특성이 강한 경우는 <표 13>의 대상자 사례 3번,4번,5번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성격적 측면은 의지가 약하고 소극적이며 당뇨 관리 행위
들을 의지가 부족하여 또는 잦은 고혈당이나 저혈당 증상 경험과 당뇨 합병증으
로 인해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지속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당뇨 조절과 관
련된 모든 면에서 의욕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당뇨지식과 자기효능감도 낮고 의
료진과의 관계 특성에서도 요구도보다는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당뇨 관
리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것이 행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신체적 힘
듬으로 인해 잘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되어 스트레스도 높은 수준
이었다.
회피적 특성은 <표 13>의 대상자 사례 2번과 7번에서 많이 확인되었는데 성격

적 측면에서는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끝까지 열심히 하고 하지 않으면 아예 무관
심하거나 내버려두는 다소 극단적인 면이 있었고 혈당 조절에 있어서는 후자의
경우와 일치되는 치료적 지시 이행 경향이 있었다.일부러 당뇨 관리방법이나 자
신의 검사 수치를 잘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당뇨지식이나 자기효능감이 낮고 당
뇨 조절과 관련된 것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본인은 스트레스를 사전에
차단하는 편이라고 표현하였다.의료진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요구도와 의존도 정
도는 파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본인의 의지에 따라 회피했던 부분들을 개선하
고 혈당 조절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요구도와 의존도는 변할 수 있어 유
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고착(불신)의 특성이 강한 경우는 <표 13>의 대상자 사례 1번과 8번에서 많

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혈당 비양호 조절 특성 중 가장 좋지 않은 경우이다.당
뇨 관리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
자 의료진의 말보다는 당뇨 관리에 대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 69 -

행동에 고착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혈당 조절 행위를 무조건 ‘…하면 안 된
다’라는 제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혈당 조절을 위해 노력한 경험은 있으므
로 알고 있는 당뇨 지식은 다른 특성들에 비해 낮지 않았으나 자신이 노력한 만
큼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므로 스트레스 정도는 높았다.그리고 당뇨 관리와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이 많아서 자기효능감이 낮았으며 의료진의 지시사항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알려진 당뇨 관리 방법들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므로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와 의존도는 낮은 상태에서 앞으로도 변화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표 13>의 대상자 사례 6번은 앞에서 제시한 어느 특성에도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로 평소 혈당을 잘 조절해 오다 갑작스런 심한 감염증상으로 자신이 당뇨 환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부지불식간에 혈당이 높은 음식들을 한꺼번에 많이 먹
어 병원에 입원한 사례로 고연령으로 인한 인지 부족,고혈당 증상에 대한 두려
움,입원 중이지만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합병증에 대한 염려,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퇴원 후 앞으로의 혈당 조절에 대
한 자신감 상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8>혈당 비양호 조절 특성

구분 특성 의지부족 회피 고착 or불신

성격적 측면 의지가 약함,소극적 극단적 자기 주장 강함

치료지시이행 근성과 자신감 부족 회피하거나 무관심 제한
내적 동기 &
인지적 평가

당뇨지식↓
자기효능감 ↓

당뇨지식 ↓
자기효능감 ↓

당뇨지식 보통
자기효능감 ↓

정서적 반응 스트레스 ↑ 스트레스 보통 스트레스 ↑
의료진과의
관계 요구도〈 의존도 요구도와 의존도가

유동적
요구도↓,의존도↓

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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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혈혈혈당당당 양양양호호호조조조절절절군군군과과과 비비비양양양호호호조조조절절절군군군간간간 양양양적적적 및및및 질질질적적적 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비비비교교교

본 연구의 질문지 조사 자료 분석에서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 중 Cox의 상호작용 모델에서 수정 불가능한
변수를 제외하고 내적 동기,인지적 평가,정서적 반응,치료적 지시 이행,4가지
의 전문가와 대상자간 상호작용 요소에 대해 양적 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질적 연
구에서 나온 결과들을 통합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111)))내내내적적적 동동동기기기 변변변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비비비교교교
본 연구의 내적 동기에 해당하는 연구변수는 당뇨 관리 자기 효능감으로 하위

영역 중 운동 요법 관련 자기 효능감이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 조절군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이에 대한 질적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표
19>와 같이 비교하였다.내적 동기 측면에서는 양적 연구 결과에서 혈당 양호조절
군의 운동자기 효능감이 비양호조절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듯이 질적 연구 결
과에서는 두 군간 뚜렷한 대비가 있었다.혈당 양호조절군에서는 자신감과 자기
통제력이 두드러졌는데 이의 주된 이유는 혈당 조절 성공 경험 때문이었다.내적
동기의 형태로는 과거의 질병 극복 경험으로 인한 자신감,현재의 혈당 조절 상태
와 미래의 혈당 조절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 통제력을
의미하는 스스로 마음 다스리기,내ㆍ외적 동기부여,갈등 상황 극복과 같은 진술
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반면 혈당 비양호조절군은 자제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혈
당 조절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자신감이 더욱 저하되고 의욕 상실,무기력함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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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내적 동기에 대한 연구 결과 비교

양적 연구 결과 운동 요법 관련 자기효능감 :양호조절군이 높음
질적 연구 결과 혈당 양호조절군 혈당 비양호조절군

ㆍ내적 동기의 근원 혈당 조절 성공 경험 혈당 조절 실패 경험
ㆍ내적 동기의 형태 -자신감

과거의 질병 극복 경험
현재의 혈당 조절 상태
미래의 당뇨 관리 능력

-자신감 저하
의욕 상실,무기력함

-자기 통제감
스스로 마음 다스리기
내ㆍ외적 동기 부여
긴장감과 경각심 가지기
효과적인 조절 방법 상기하
여 갈등 상황 극복

-자제력 부족

222)))인인인지지지적적적 평평평가가가 변변변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비비비교교교
본 연구의 인지적 평가에 해당하는 변수는 당뇨 지식이었는데 양적 연구 결과

혈당 앙호조절군과 혈당 비양호조절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에
대한 질적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표 20>과 같이 비교하였다.양적 연구에서
는 당뇨 지식이라는 한 변수만을 측정할 수 밖에 없었는데 질적 연구에서는 전체
적인 인지적 평가 측면에서 두 군간 비교를 할 수 있었다.혈당 양호조절군은 자
신이 맡은 업무보다는 당뇨 관리를 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반면 혈당 비양호조
절군은 관리하는 것보다 업무나 일을 처리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리고 혈당 양호 조절군은 당뇨 관리를 조절 또는 병행으로 받아들이는 경
향이 강하였으나 혈당 비양호 조절군은 당뇨 관리를 제한으로 여기고 비수용적이
며 알려진 당뇨 관리 방법이나 의료진의 지시 사항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
다.당뇨 관리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고로 당뇨 관리 행위를 유발하고 지
속시키게 하는 것으로 혈당 양호조절군은 스스로 깨닫기,정보 추구하기,긍정적
사고와 대안 이용하기 등이 있었고 혈당 비양호 조절군에서는 지식 부족,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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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으로 후속적인 당뇨 관리 행위가 유발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마지막으로
이러한 당뇨 관리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결과로 혈당 양호조절군은 혈당 조절 성
공과 함께 부가적으로 당뇨 관리 경험을 통해 내적 성숙을 경험하고 비양호 조절
군은 혈당 조절 실패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잘못된 생각에 고착되어 버리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0>인지적 평가에 대한 연구 결과 비교

양적 연구 결과 당뇨 지식 :두 군간 유의한 차이 없음
질적 연구 결과 혈당 양호조절군 혈당 비양호조절군

ㆍ당뇨 관리에 대한 인지적
평가 관리우선적 업무우선적

․당뇨 관리에 대한 태도 조절,병행 제한,비수용적,거부적
․당뇨 관리 행위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사고

-스스로 깨닫기
-정보 추구하기
-당뇨 관리 행위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긍정적
대안 활용

-지식 부족
-당뇨 관련 프로그램 참석
을 꺼려함

-검사 결과 알기나 자가혈
당 검사 회피

․인지적 평가로 인한
부가적인 결과

내적 성숙 잘못된 생각에 고착

333)))정정정서서서적적적 반반반응응응 변변변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비비비교교교
본 연구의 정서적 반응에 해당하는 변수는 당뇨 관련 스트레스였는데 조사 연

구 결과 혈당 앙호조절군과 혈당 비양호조절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던 변수는 심리적 부담감 관련 스트레스로 나타났다.이에 대한 질적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표 21>와 같이 비교하였다.혈당 양호조절군은 현 혈당 조절 상
태의 유지 또는 현 상태보다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정서적 반응이 유
발되는 반면 혈당 비양호조절군은 현 혈당 조절 상태에 대한 불만족,현 상태보다
악화 우려,지지부족이나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유발되는 경향이
있었다.양적 연구 결과에서 혈당 비양호조절군이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던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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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양호조절군은 불안감과 힘듬,비양호조절군은 후회,좌절감,분노,양가감정
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많이 확인되었다.이러한 정서적 반응의 대처 방법은 혈
당 양호조절군은 여러 가지 스스로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긍정적
인 마음가짐을 갖는 반면 혈당 비양호조절군은 면담 대상자 8명 중 2명에서 참는
다라는 진술을 찾아볼 수 있었고 회피하기를 통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경감시
키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21>정서적 반응에 대한 연구 결과 비교

양적 연구 결과 심리적 부담감 관련 스트레스 :비양호조절군이 높음
질적 연구 결과 혈당 양호조절군 혈당 비양호조절군

․정서적 반응 유발요인 현 상태보다 향상 또는
현 상태의 유지

현 상태에 대한 불만족 또는
악화 우려,지지부족,집안 또
는 주위 사람과의 갈등

․정서적 반응의 종류 불안감,힘듬 후회,좌절감,분노,부담감,
양가감정

․정서적 반응 대처 방법 -스스로 힘북돋우기
자신의 신체 사랑하기
스스로 위로 및 격려하기
스스로에게 칭찬하기
좋은 말이나 잠언 읽기

-긍정적

참는다
회피하기

444)))치치치료료료적적적 지지지시시시 이이이행행행 변변변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비비비교교교
본 연구의 치료적 지시 이행에 해당하는 연구변수는 신체활동 정도,식습관,

음주 및 흡연력,수면상태였는데 이 중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 조절군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는 신체활동 정도,식습관 중 간식 횟수,음주
횟수,지방질 음식 섭취 빈도였고 이에 대한 질적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표
22>와 같이 비교하였다.혈당 양호조절군에서는 운동 및 식사 요법과 같은 치료적
지시 이행 시 무조건적,규칙적,구체적,목표 지향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혈당 비
양호조절군은 자기합리화하며 임의적,비합리적으로 접근하였다.치료적 지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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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도는 혈당 양호조절군은 활용 또는 응용까지 가능하나 혈당 비양호조절군은
양적 연구 결과에서 신체활동 정도도 낮았고 특정 치료적 지시 행위는 이행을 보
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치료적 지시 이행 시 도움이 되는 방법은 혈당 양호조절
군은 자기 주장하기와 자기 감시,혈당 비양호조절군은 치료적 지시 이행의 방해
요소로 육체적인 힘듬이 비교되었다.이러한 치료 지시 이행의 결과는 혈당 양호
조절군은 적응,체험의 공유로 나타났고 혈당 비양호조절군에서는 이와 관련된 진
술들은 확인할 수 없었다.반면 두 군간 치료 지시 이행 시 공통점은 절제하는 것
이었다.

<표 22>치료적 지시 이행에 대한 연구 결과 비교

양적 연구 결과 신체활동 정도 :양호조절군이 높음
간식 횟수와 음주 횟수 :두 군간 유의한 차이 있음

질적 연구 결과 혈당 양호조절군 혈당 비양호조절군

ㆍ치료적 지시 이행 시
접근 방법

무조건적,규칙적,
구체적,목표 지향적

임의적,비합리적,
자기합리화

ㆍ치료적 지시 이행 정도 활용/응용 보류하기
ㆍ치료적 지시 이행 시
도움/방해요소

자기 주장하기,
자기 감시

육체적인 힘듬

ㆍ이행/미이행 결과 적응,체험의 공유 ―
ㆍ치료적 지시 이행 시 공통점 절제 절제

555)))전전전문문문가가가와와와 대대대상상상자자자간간간 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 요요요소소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비비비교교교
본 연구의 전문가와 대상자간 상호작용은 의료진과 대상자간 관계의 질로 측

정되었는데 전체적인 관계 만족도와 4가지 의료진과 대상자간 관계 변수 중 양적
연구 결과에서 혈당 앙호조절군과 혈당 비양호조절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던 변수는 관계 만족도,의료진의 전문적/기술적 능력,건강정보 제공이
었고 의사 결정적 통제는 양적 연구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질적 연구 자료에서는 이와 관련된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질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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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표 23>와 같이 비교하였다.정서적 지지와 관련된 질
적 자료들은 앞의 정서적 반응과 구별하기 어려워 결과를 통합하여 비교하지 않
았다.
양적 연구 결과에서 혈당 양호 조절군의 관계만족도,의료진의 전문적/기술적

능력,건강 정보 제공 정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관계 만족도 측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혈당 양호조절군은 당뇨 관리 방법과 조절 불량 이
유에 대해 의료진과 대상자간의 견해가 일치하였고 비양호 조절군은 견해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혈당 양호조절군은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
기는 하지만 만족감,협조적,친밀감,감사함와 같은 관계 만족을 표현하는 진술
들이 많았고 혈당 비양호조절군은 불신,불만,미안함,창피함과 같은 관계 불만
족을 표현하는 진술들이 많았다.의료진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에 대해서는 혈당
양호조절군은 진료 내용에 충실성이 있고 짧은 진료 시간이지만 세심하게 살피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비양호 조절군은 치료 지시 사항에 회의적이며 잘 따르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 정보 제공은 의료진에게 받은 정보가 자신의 당뇨 관
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의미하는데 혈당 양호조절군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표현한
반면 비양호조절군은 의료진의 설명이 너무 이론적이어서 실제로 당뇨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교육내용도 이해하기에 어렵다고 하였다.의사 결정적 통제
는 자신의 치료나 간호방법을 결정할 때 환자 자신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되는지
를 의미하는데 혈당 양호조절군에서는 이와 관련된 진술은 확인할 수 없었고 비
양호 조절군에서는 의료진과의 대화는 일방향적인 지시수준이었고 혈당 조절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의료진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 하였으며 치료나 간
호 결정 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의사 결정적 통제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의료진과의 관계는 혈당 양호조
절군에게는 당뇨 관리 행위를 더욱 고무시키는 촉진제로 혈당 비양호조절군에게
는 당뇨 관리 행위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시 사항 자체를 거부하게 하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 76 -

<표 23>의료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비교

양적 연구 결과 관계만족도,의료진의 전문적/기술적 능력,건강정보제공 :
모두 양호조절군이 높음

질적 연구 결과 혈당 양호조절군 혈당 비양호조절군
․관계 만족도 -설명 부족이나 짧은 진료 시

간에 대한 아쉬움,미안함
-견해 일치로 인한 만족감,협
조적인 태도

-의료진에 대한 친밀감
-병원환경에 대한 감사함
-격려에 대한 고마움

-사용 약물가지수,약물 부작용
경험,짧은 진료에 대한 불만

-혈당 조절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불신

-혈당 조절을 잘 하지 못한 것
에 대한 미안함

-의료진의 나무람으로 인한 창
피함

․의료진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

-진료 내용의 충실성
-세심하게 살핌

-치료적 지시 사항에 대해
회의적

․건강 정보 제공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므로
지시 사항을 잘 따름

-비실용적 설명과 교육
-정보 부족으로 인한 답답함

․의사 결정적 통제 ―
-일방적 지시
-과정보다는 결과 중요시
-자신의 의견 반영되지 않음

․관계의 영향 당뇨 관리 행위 고무 더욱 힘들어지거나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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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논논논 의의의

전 세계적인 당뇨병 환자의 증가와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
이 높아지면서 당뇨병은 어떤 다른 질환보다 인지도가 높은 질환이 되었고 연구
주제로서도 많이 다루어져 왔다.본 연구에서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관련 요인을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선행 연구와는 다른 연구 접근방법을 사용
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여기에서는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주요 연구변수를 중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AAA...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혈혈혈당당당 조조조절절절 정정정도도도

총 연구대상자 215명의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는 7.48±1.16%로 ADA에서 제
시한 목표 혈당 조절 수준인 7%미만 비율이 39.5%였고 연령을 고려하여 65세
이상인 경우 8%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하였을 때는 54.8%가 혈당 양호 조절군에
해당되었다.이는 박정호 등(2004)이 일 종합 병원 제 2형 당뇨병 환자 1,012명의
혈당 조절 정도를 평가한 연구의 7%미만 환자 35.7%,김성래 등(2006)의 연구에
서 30,900명의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 7.56±1.39%,7%이하인 자의 비율 38.3%와
비교하여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도 낮았고 목표 혈당 조절율도 약간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은 조절목표치인 180mg/dl미만에 도달한
자의 비율(48.5%)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51.5%)보다 더 적었으나 공복시
혈당은 조절 목표치인 90～130mg/dl에 해당하는 자의 비율(50.2%)이 그렇지 못
한 자의 비율(49.3%)보다 많아 대체적으로 혈당 조절 정도는 양호한 편으로 판
단할 수 있겠지만 목표 혈당 조절 정도에 도달한 비율이 다른 연구에서 미흡하
다고 보고한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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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HealthandNutritionExaminationSurvey(NHANES)1999-2000에서
는 37.0%만이 목표 당화혈색소 수치에 도달하였으며 그 비율은 NHANES Ⅲ
(1988-1994)와 비교하여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고(Saydah etal.,
2004),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서 30세 이상 인구의 당뇨
병 유병율은 8.1%,당뇨병 인지율(의사로부터 당뇨병이라고 진단받은 자의 비율)
은 61.8%,당뇨병 치료율(당뇨병 유병자 중 현재 혈당강하제나 인슐린 주사를 투
여하는 자의 비율)53.5%,적정 혈당 조절율(당뇨병 치료자 중 당화혈색소 6.5%미
만 비율)은 11.9%로 각각 보고하고 있어 외국과 비교하여 혈당 조절 수준은 저조
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므로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혈당 조절 수준
의 원인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권유되고 있는 관리법들이 환자들의 일
상생활을 너무 제한하여 자신의 역할 수행에 방해가 되거나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환자 개개인의 삶의 의미 또는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지는 않은지,실제로 본 연구의 면담 내용 분석에서 당뇨 관리 경험과 관련하여
힘듬,압박감,좌절감,분노,무기력함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많이 확인되었으므
로 혈당 조절 수준을 평가할 때 단지 객관적인 수치뿐만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주
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 정도도 같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 정도에 대한 평가 연구들의 대부분은 대학병
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병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당뇨병 환자들
에 대한 지역사회 여러 기관에서의 정기적인 혈당 조절 평가 연구도 함께 시행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BBB...연연연구구구변변변수수수와와와 혈혈혈당당당 조조조절절절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변변변수수수와와와 혈혈혈당당당 조조조절절절

본 연구에서 배경 변수(일반적,질병관련,생리적 변수)중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 조절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은 연령,가족 동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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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치료형태,당뇨약물 가지수,당뇨병 가족력 유무,본인 인지 당뇨 합병증
유무,공복시혈당,식후 2시간 혈당,H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 등이었다.
먼저,연령과 혈당 조절의 관계에서는 혈당 양호조절군의 연령이 비양호조절

군의 연령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다른 연구결과들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은 최근 당화혈색소 수치 8%를 기준으로 두 군을 구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Benoitetal(2005)은 비보험 환자,긴 유병기간,
인슐린 또는 여러 개의 경구용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높은 총 콜레스테롤 수
치를 혈당 조절 불량의 주요 예측인자로 보고하여 당뇨병 치료 형태가 주요 관
련 요인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udswaardetal(2004)의 제 2형 당뇨병 환자들 중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

는 당화혈색소 7.0%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이가 어릴수록,유병
기간이 길수록,가장 최근의 공복시 혈당과 총콜레스테롤치가 높을수록,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혈당 조절이 불량함을 보고하였고 Wolffenbutteletal(1999)은
최대용량의 경구용 혈당 강하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화혈색소 수치 8.0%이상인 환자들의 인슐린 치료 반응에 대한 독립
적인 예측인자로 체질량 지수와 당뇨 유병기간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혈당 조절 정도에 따라 당뇨 유병기간이나 체질량 지수,총콜레스테롤치와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그러므로 선행 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들에 대한 연구결과들간에 일관성이 없
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의 배경들이 그만큼 다양하
다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효과적인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개인적인 배
경을 고려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능을 판단할 수 있는 공복 C-peptide치도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연구를 위해 혈액 채취를 별도로
하여 모든 대상자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결과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
서는 이미 검사하였던 결과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C-peptide를 제외한 모든 항목들
은 최근 10일 이내의 결과들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C-peptide는 다른 검사들과 비
교하여 자주 행해지는 검사가 아니어서 자료 수집 시점으로부터 오래된 결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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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결측치도 존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최근 간호학 연구에서도 생
행동 연구가 강조되면서 연구를 위해 직접 혈액채취를 하거나 임상환경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화학적 수치들을 사용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미 검사가 이
루어진 임상 수치들을 자료로 수집할 때에는 어느 시기에 이루어진 검사 결과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료 수집 현장
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적절한 자료 수집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역역역동동동적적적 변변변수수수와와와 혈혈혈당당당 조조조절절절

본 연구의 역동적 변수 중 당뇨관리 자기효능감 중 운동관련 자기 효능감만이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혈당
양호조절군이 운동 관련 자기효능감 점수가 더 높았다.이는 대부분의 당뇨 환자
를 위한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운동요법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기효능감
이 자기간호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대사조절은 자기간호행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 구미옥(1992),Nakaharaetal(2006)의 연구 결
과와 일치하였고 당뇨 환자를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 중재 프로그램이 혈당 조절
에 효과적임을 밝힌 김춘자(1995),유재희(2002),Pibernik-Okanovicetal(200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운동 관련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는 면담 내용 분석을 통해 대상자들은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데,그리고 운동을 지
속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 운동
시작 시 어떤 운동을,하루 중 언제,어떤 강도로,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
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
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그리고 환자들은 많은 양의 정보를 원하
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마디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조언을 듣고 싶어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당뇨 관련 지식정도는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고 당뇨 지식정도와 직접적인 혈당 조절과의 관련성에 대해 일관된 결과가 보고



- 81 -

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당뇨 관련 중재 프로그램 중에는 환자들의 지식을 높이
기 위한 교육부분이 항상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당뇨교육
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간과할 수 없는 중재 요소이다.김성래 등(2006)의 연구에서
당뇨병 교육 3개월 후 대상자의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가 의미있게 감소하였고 특
히 혈당 조절이 불량한 대상자에게 당뇨 교육을 실시할 경우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유주화 등(2005)은 당뇨병 환자에게 교육의 효과는 2개월까
지 유지되므로 2개월 전후에 반복교육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이와 같이 당뇨 관
련 지식 교육이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
지만 현재 당뇨병 교육에서의 문제점은 당뇨병 환자들의 지속적인 참여율이 저조
하고 관리방법과 수행률이 결여되어 대사 조절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정성
오 등,2000)인데,본 연구의 면담 분석을 통해서도 연령이 젊은 대상자라 할지라
도 가장 기본적인 당화혈색소에 대한 지식조차 부족하였고 병원이나 의료진으로
부터 받는 교육이 어렵고 이론적이어서 당뇨 관리에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Rafique& Shaikh(2006)의 연구에서도 당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에 당뇨병 환자들의 요구와 기대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그러므로 대상자의 이해 수준에 맞는 당뇨 교육 내용 선정,
적절한 시기의 반복 교육,효과적인 지식 전달을 위한 방법과 더불어 단순히 지식
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치료 지시이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환자 교육 시스
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최근 유비쿼터스를 이용한 최첨단 당뇨관리 시스템
등(조재현,권혁상 & 윤건호,2006)이 등장하고 있는데 고연령 당뇨병 환자가 증가
하고 있어 적용가능성과 상용화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
되지만 당뇨병 예방과 조기 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시도는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
로도 이와 관련된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그리고 직업이
교육자였던 한 면담 대상자는 자신이 혈당 관리로 습득하게 된 지식을 반 학생들
에게 또 과제를 통해 반 학생들의 가족들에게도 전달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는데
제대로 이루어진 당뇨 교육 효과의 반향을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해 볼 수 있는 부
분이기도 하였다.
당뇨 관련 스트레스는 의료진,치료 섭생,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보다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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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 관련 스트레스가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Nichols,Hillier& Brown(2000)의 인슐린 요법을 받는 제 2
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낮은 체질량
지수,정서적 스트레스의 증가가 불량한 혈당조절(당화혈색소 8.0%이상)의 예측인
자임을 규명한 결과와 일치하였고 Ismail,Winkley& Rabe-Hesketh(2004)의 제 2
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한 심리적 중재방법이 평균 당화혈색
소 0.76%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메타 분석 방법으로 규명한 결과와도 일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담 내용 분석에서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 모
두 스트레스와 관련된 진술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혈당 양호조절군에서는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라도 자기 주장하기,스스로 마음 다스리기,자신에게 힘
북돋워주기,동기 부여 받기,좋은 경험 상기하기와 같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통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주 활용하는 반면 혈당 비양호조절군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나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참거나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므로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스트레스 중재 내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 환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대
처 능력을 고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이나 구성면
에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좀 더 민감한 당뇨 관련 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 어떤 부분에서의 스트레스가 더 높은지
를 규명하는 시도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의료진과 대상자간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계 만족도,의료진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건강 정보 제공 측면에서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면담 분석에서도 두 군간 뚜렷한 대비
를 확인할 수 있었다.본 연구에서 의료진과 대상자간 관계의 질에 대한 질문문항
들이 다른 문항들에 비해 그 수가 적었고,대상자들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
경향(socialdesirability)등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면담 자료 수
집을 통해 보완할 수 있었고 조사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의사 결정적
통제와 관련된 진술들도 확인할 수 있어 다른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의미있는 발
견이었다.혈당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의료진과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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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진 차이점은 양호조절군은 당뇨병 치료 및 관리방법,고혈당의 원인,자신
의 약물요법 등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는 반면 비양호조절군에서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양호조절군에서는 의료진과 대상자간 견해가 일치하
므로 의료진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고 의료진에 대한 만족감이 높으며 의료진의
나무람도 더 잘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한다.반면 비양호조절군에
서는 견해 차이가 존재하므로 의료진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회의적이며 아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의료진의 나무람에 반발심과 창피함을 느낀다.이는 환
자를 더욱 병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신감을 감소시킨다.Kleinman(홍영혜,조명
옥 & 태영숙,2005에서 인용함)은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의 질병관리 개념 및
건강관리 방식과 의료진들의 전문가적인 질병 관리개념 및 건강관리 방식사이에
는 차이가 존재하여 이 두 사이에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질병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그리고 환자가 나름대로 노력한 혈당 조절 과정은 무
시한 채 검사결과에 따라서만 당뇨 관리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태도들이 환자
들을 순종형과 비순종형,잘 하는 자와 못 하는 자 등의 양분법적인 틀 속에 묶어
두게 하여 의료진에게는 환자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더욱 감소시켜 버리고 환자
들은 더욱 더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로,또는 요구를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
는 사람들로 의료진을 인식하게 한다.그러므로 의료진들은 의료진의 지시를 받고
처방을 따르는 수동적인 환자이기 이전에 건강과 질병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일상의 삶에서 만들어진 나름대로의 규칙 안에서 건강행위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자율적인 인간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333...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치치치료료료적적적 지지지시시시 이이이행행행 변변변수수수와와와 혈혈혈당당당 조조조절절절

본 연구의 치료적 지시 이행 변수인 신체 활동은 혈당 양호조절군과 혈당 비
양호조절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혈당 비양호조절군에서 신체활동
정도가 낮았다.특히 신체활동의 하위 영역 중 걷기,여가관련 신체 활동,직업관
련 신체활동에서 두 군간 차이가 있었고 직장 관련 신체활동은 비양호조절군에서
점수가 더 높게 나왔는데 두 군간 직업이 있는 사람의 수는 같았지만 비양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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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군의 연령이 적었기 때문에 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생활 관련 신
체활동 시간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혈당 양
호조절군에서는 여가관련 신체활동 정도가 높게 나왔던 것이다.
운동은 특성상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때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특히

당뇨환자에게 적용되는 운동은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 가능한 걷기 운동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이 권장되고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걷기에서도 두 군
간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여가관련 신체활동(일주일 동안 여가시간에 고강도,중
강도,저강도,근력운동을 하는 횟수 ×한 번 할 때 지속시간)이 점수가 가장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여가 관련 신체활동이란 결국 의도적으로 시간을 할애
하여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뇨환자라면 누구나 다 걷기운동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가시간에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가가 중요한 혈당 조절 관련 요
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Dunstanetal(2002)은 제 2형 노인 당뇨병 환
자에게 고강도의 점진적 저항 운동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여 당뇨병
환자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음을 제언하여 본 연구결과와 관
련됨을 확인하였다.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걷기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을 할 때 본인 인지 운동의 강도에서는 전체 대상자가 약간 편안하다～
보통 정도의 강도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운동은 하지만 운동의 효과가 나타날
만큼 충분한 강도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이해정과 박경언
(2005)의 연구에서 걷기 운동의 경우 걷는 속도가 당뇨조절 정도와 높은 상관성이
있으므로 걷는 속도에 대한 조절과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이 있으며 민경완 등(2005)이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운동으로 일주
일에 700～2000kcal이상을 소모하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비율은 전체 54.5%에
불과하여 45.5%의 환자들이 충분한 양의 운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한 결고와도 일치한다.본 연구를 포함하여 이러한 조사 연구 결과에서 운동 요법
실시정도만 알 수 있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운동 요법을 포함한 치료적 지시 이행
을 할 때 당뇨병 환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하
고 있으며 잘 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 외 다른 의미까지도 발견할 수 있어 다른
선행 연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면담 내용 분석을 통해 혈당 양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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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군에서는 무조건적,규칙적,구체적,목표 지향적,활용 및 응용,적응 등의 하위
범주가 나타났고 비양호조절군에서는 자기합리화,임의적,비합리적 접근,보류하
기 등의 특징을 보여 두 군간 치료적 지시 이행을 실천하고 접근하는 데 차이를
찾을 수 있었다.그러므로 임상이나 지역사회에서 의료진들이 당뇨병 환자에게 운
동요법을 안내할 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식습관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간식 횟수

와 음주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음주와 혈당조절과의 관련성
에 대한 면담 내용에서는 남자 대상자의 수가 적어 음주와 관련된 진술들을 많이
확보할 수 없어 아쉬웠는데 앞으로 음주와 혈당 조절과의 직접적인 관련성,혈당
조절에 있어서 적당한 음주량과 과음의 기준,또 이에 따른 당뇨 관리의 영향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들이 필요하겠다.
면담내용 분석 시 간식과 관련하여 기호식품 조절에 대한 어려움이 혈당 양호

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 모두에게서 확인되었다.식습관과 혈당조절에 대한 선행연
구들은 대부분 식사의 규칙성,영양소 섭취 상태,식사량 분석 및 식사의 질 평가
에 관한 주제(우미혜,우정택,김진우 & 조여원,2006;안희정 등,2006)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혜진과 윤진숙(2005)은 식사 요법 실천시 장애요인으로 ‘정상인과 달리
식사 억제하는 것이 고통스럽다’,‘식사 요법은 내게 큰 짐이다’,‘의지력이 부족하
다’와 같은 면담 내용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고 Peresetal(2006)의 연구에서는 식
이요법과 관련하여 제 2형 여성 당뇨병 환자들은 먹는 즐거움과 음식 선택의 자
유 상실,음식 준비 시 먹고 싶은 욕구의 억제 어려움,슬픔,분노 등을 느끼는 것
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내용 분석 결과와 비슷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면담 과정 중에 혈당 조절 정도에 상관없이 당뇨병 환자라면 기본적인

식사 지침인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가능한 음식양을 조절하고 고콜레스테롤 음식
을 절제해야 하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혈당 양호조절군인 경우는 혈당을 올리는 간식을 포함한 기호식품조
차도 비교적 잘 절제하는 반면 혈당 비양호조절군에서는 기호식품에 대한 절제
정도가 약하고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다.또한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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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방법 중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식사요법 실천을 꼽고 식사 제한과 관련된 스
트레스도 높게 보고되고 있으므로 식사 요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접근하
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이와 관련하여 우예지(2006)는 제 2형 당뇨병 환자
들을 대상으로 식사 실습교육과 개인별 맞춤 교육의 혈당 조절 효과를 규명하기
도 하였다.그러므로 식이 요법 교육 시 어려운 하루 섭취열량이나 식품교환표에
대한 교육보다는 먼저,자주 먹는 기호식품 등을 조사한 후 평소 간식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 횟수를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기호식품에 대한 열량정도는
정확하게 알려주어 인지도를 높이고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다른 대체식품 등을
소개해 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그리고 식사 조절 후 식사량이 줄
어들면서 느끼게 되는 공복감이나 허약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
로 알려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당뇨환자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식사와 운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건강관리에 해당하므로 이제는 국가적으로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 참여율과 지속율을 높이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할 시점으
로 생각된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공식품에 영양소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트랜스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규제하는 등의 일부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미
국 ADA에서는 2006년 11월 1일자로 미국 당뇨 주간의 일환으로 ‘IDecideto
FightDiabetes’캠페인을 발족하였는데(www.diabetes.org/I-decide-campaign.jsp),
이 캠페인은 미국 당뇨환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대응하여 당뇨인과 모든 일반
인에게 당뇨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당뇨병 예방 및 당뇨환자들의 치료와 삶
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이와 함께 Gold's Gym
International과 협약을 체결하여 당뇨병 환자이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운동 시작과
운동 목표 설정 및 유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40명의 전문가들
이 대상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도 광고 매체를 이용한 정부 차원의 당뇨 예방 및 관리 캠페인을 시도하거나 당
뇨 식이는 건강 식단이므로 일반인들에게도 알리고 직접 음식을 해 먹을 수 없는
노인 당뇨병 환자를 위해 당뇨식 배달업체나 외식 시 이용할 수 있는 당뇨식 전
문점 등을 지정하는 등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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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당당당뇨뇨뇨 관관관리리리 경경경험험험과과과 혈혈혈당당당 조조조절절절

당뇨 관리 경험에 대한 면담 내용 분석 결과에서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
절군간 내적 동기,인지적 평가,정서적 반응,치료지시 이행,의료진과의 관계 측
면으로 정리를 하였는데 각 범주별로 두 군간 뚜렷히 대비가 되는 하위범주들이
확인되었다.내적 동기 측면에서 혈당 양호조절군에서는 자신감과 자기 통제감이,
비양호조절군에서는 자제력 부족과 자신감 저하가 주된 하위범주였다.인지적 평
가 측면에서는 두 군간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혈당 양호조절군에서는 당뇨 관리
를 우선적으로 여기며 당뇨 관리를 ‘조절’로 생각하는 반면 비양호조절군에서는
당뇨 관리보다는 현재 자신의 업무 수행을 더 우선시하고 당뇨 관리를 ‘제한’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었다.정서적 반응 측면에서는 두 군 모두에서 비교적
많은 의미있는 진술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정적인 정서들도 같이 존재하고 있
었다.그리고 치료적 지시 이행 측면에서는 혈당 양호조절군은 관리 행위를 실천
함에 있어 무조건적,규칙적,목표 지향적인 경향이 강하고 접근 방법은 구체적이
며 상황에 따라 활용이나 응용을 하며 최종 단계는 적응되는 것이었다.반면 비양
호조절군에서는 자기합리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접근이 임의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일부 관리 행위들은 보류하는 경향이 있었다.그러나 두 군 모두 당뇨 관리 과정
중 절제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힘듬을 호소하였다.마지막으로 의료진과 대상자 간
관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의료진과 대상자간 견해 차이 존재 유무로 인한 만
족감과 불신이었다.이정섭 등(2000)는 당뇨병 환자의 생활경험을 문화기술지적 방
법으로 연구하였는데 중심현상은 ‘지침’으로 어려움,감당 못함,다스림,터득함,
견디어냄,피함과 같은 범주들이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였고 전점이(1996)의 연구에
서는 의지부족,좌절감,합병증 발생,인식 부족,사회적 지지부족,불안,가족의
지지 등을 면담 내용의 공통요소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하위범주와
의미있는 진술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하위범주들은 각각 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측면

중 어느 하나가 촉진되거나 방해되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순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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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듯 많은 당뇨 관련 연구에서
내적 동기,인지적 평가,정서적 반응,치료적 지시 이행 등을 중요한 중재 부분으
로 이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중재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입장은 어
떤 특성들과 요구들이 있는지 깊이 있게 시도된 연구는 없었다.이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당뇨 교육이나 중재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연구결과와 면담 내용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유동적,합

리적,협조적,자기 통제적의 4가지 혈당 양호 조절 특성을,의지부족,회피형,고
착(불신)의 3가지 혈당 비양호 조절 특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홍영혜 등(2005)의
한국 성인 당뇨병 환자의 식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지적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식생
활 유형을 병리중심형,증상중심형,역할 중심형,욕구충족형으로 나누었는데 병
리 중심형은 합리적인 특성과 증상 중심형은 유동적 특성과 비슷한 유형임을 확
인하였다.
각 특성별 간호 접근 방법으로는 먼저,유동적인 특성이 강한 대상자들은 현재

상황에 따라 자주 변화하는 대상자의 당뇨 조절 행위,태도 등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조절을 열심히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에 대
한 분명한 비교설명이 필요하고 열심히 했을 때의 좋은 점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
며 특히 어떤 점이 효과적이었는가를 알려주어 그 부분을 강화한다.
협조적인 특성이 우세한 대상자들은 의료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치료

중간에 의료진이 바뀌면 불안감을 느낀다.그러나 당뇨는 스스로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임을 일깨워 주고 적절한 이유과정을 통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합리적인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은 어떤 관리 방법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대

상자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때 당뇨 관리 행위가 증가하므로 약물변경이나 검사
결과 등에 대해,즉 실천한 행위와 결과간의 인과 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해
주고 스트레스 정도가 높으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통제적 경향이 강한 대상자들은 혈당 관리의 이상적인 유형으로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간단한 정서적 지지정도가 요구된다.이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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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대상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당뇨병 환자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준다거나 당뇨병 환자들의 모임에서 리더역할을 맡기면 환자 자신은 물론 참
석한 대상자들은 대리 경험의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다.
의지 부족 특성이 두드러지는 대상자들은 무엇보다도 고혈당이나 저혈당으로

인한 신체적인 불편감을 감소시켜 주어 자신감을 북돋워 주는 것이 우선이고 가
족,의료진의 정서적인 지지가 가장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회피적인 경향이 강한 대상자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어 경각

심을 가지도록 한 다음 회피 또는 방치적인 태도가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바뀌
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그 후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정해 주어 실천하도
록 한 다음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고착 또는 불신감이 우세한 대상자들은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해 주고 유전적 영향으로 인한 인슐린 분비능력 부족과 같은 조절할 수 없는 부
분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목표치를 정해주어 한번이라도 혈당 조절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
이 중요하다.
당뇨 관리 방법들은 대상자에게 거부감이나 불편감 없이 체화되어 하나의 일

상으로 습관화되지 않으면 혈당 관리의 지속성과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그러므
로 적어도 습관화되기까지는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요구되고 앞에서 밝혀진 다양한 특성을 가진 환자들의 요구에 맞는 당
뇨 관리 방법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뇨 전문 간호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그리
고 현재 정부기관의 지원금을 받고 시행되는 실험 연구의 대부분이 연구기간이
끝나면 결과보고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 연구에 사용되었던 좋은 중재 프로그램들
이 없어지고 참석했던 대상자들도 계속 참여할 수 없음에 아쉬워하는데 이러한
연구 종료 후 참여했던 대상자들에 대한 도덕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에도 당뇨
전문 간호사만큼의 대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
들은 전문 간호사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돕기 위해 인지적,심리․정서적,
행위적,의료진과 대상자와간 관계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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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마지막으로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 상태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이상과 같은 면담 분석 결과들은 연구 조사 시점에서 이러
한 경향이 우세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양한 대상자 전체의 경험을 대표할
수는 없다.그러므로 앞으로 이미 연구된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의 특성들을 더욱
정련화하고 다른 특성들을 찾아내려는 후속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 많은 연구에
서 이상적인 중재 형태로 제안하고 있는 맞춤형 당뇨 관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
겠다.

DDD...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이제까지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자기간호 능력,처방 이행,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근거로 다양한 중
재 방법들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간호연구의 역량을 집중해왔고
많은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당뇨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정도는 미흡한 수준이다.이는 간호연구의 방향과 중재 방법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진 datatriangulation방법
을 적용한 연구로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간호이론,간호연구,간
호실무 측면에서의 의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111...간간간호호호이이이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Cox의 상호작용 이론을 토대로 하였는데 Cox의 상호작용 이론의 주요개념들이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관련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는데 유용함
을 확인하여 이론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는데 이론적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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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간간간호호호연연연구구구

본 연구의 조사 연구결과와 면담 내용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양호 조절 특성과 혈당 비양호조절 특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맞춤
형 중재 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고 후속 연구 유도 및 당뇨 전문 간호
사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확보한 연구임에 간호연구 측면에서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다.

333...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

본 연구는 현재 당뇨 환자를 위한 중재 변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내적 동
기,인지적,평가,정서적 반응,치료적 지시 이행 및 의료진과의 관계 변수에 대
해 양적․질적 자료 수집을 병행하여 제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
였고 특히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의료진과 대상자간 관계 특성들은 의료인들 스스
로에게 평소 환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반추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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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혈당 양호조절군과 혈당 비양호조
절군간 혈당조절 관련 요인들을 Cox‘sInteractionModelofClientHealthBehavior의
주요 개념에 따라 규명하고 두 군간 당뇨 관리 경험을 비교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설계는 횡단적 조사 연구로 주요 변수인 내적 동기(자기 효능감),인지적

평가(당뇨 지식),정서적 반응(스트레스),전문가와 대상자간 상호작용(의료진과 대
상자간 관계의 질),치료적 지시 이행(신체활동과 식습관 등)에 대해 질문지 자료
수집과 면담 자료 수집을 병행한 datatriangulation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Y대학과 부산시 M병원의 제 2형 당뇨병 환자로 조사

연구를 위한 대상자 수는 총 215명(혈당 양호조절군 118명,혈당 비양호조절군 97
명),반구조적 면담 대상자는 총 16명(혈당 양호조절군 8명,혈당 비양호조절군 8
명)이었다.자료 수집기간은 2006년 8월24일부터 11월 24일까지로 구조화된 설문
지와 병원 의무기록 조회를 통하여 조사 자료를 수집하였고 면담은 각 개인당 1-2
회,30～8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은 조사 연구 자료는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t또는 χ2

test를 사용하였고 면담 내용은 범주,하위범주,의미있는 진술로 분석하였으며 주
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총 연구 대상자의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는 7.48±1.16%였고 혈당 양호조절
군과 혈당 비양호조절군의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는 각각 6.77±0.54%,8.35±1.13%
였다.
222...조사 연구 분석 결과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는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동거형태였고 질병관련 특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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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형태,당뇨약물 가지수,항고혈압제 복용유무,당뇨병 가족력 유무,가족력 명
수,본인 인지 당뇨 합병증 유무였으며,생리학적 지표 및 신체 계측치에서는 공
복시 혈당,식후 2시간혈당,H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수치였다.
333...Cox모델의 역동적 변수에서는 당뇨 관리 자기 효능감 중 운동 관련 자기

효능감,당뇨 관련 스트레스 중 심리적 부담감 관련 스트레스,Cox모델의 전문가
와 대상자간 상호 작용 요소에서는 의료진과 대상자간 관계(관계 만족도,의료진
의 전문적/기술적 능력,건강정보 제공),Cox모델의 건강결과 요소인 치료적 지
시 이행에서는 신체활동 정도(걷기,여가관련 신체활동,직업관련 신체활동),간식
빈도,지방질 음식 섭취빈도,음주빈도가 혈당 양호조절군과 비양호 조절군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로 나타났다.
444...면담 내용 분석에서 두 군간 당뇨 관리 경험을 내적 동기,인지적 평가,정

서적 반응,치료적 지시 이행,의료진과의 관계 총 5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혈당
양호조절군에서는 하위범주 28개,의미있는 진술 113개가,혈당 비양호조절군에서
는 하위범주 26개,의미있는 진술 100개가 추출되었다.
555...혈당 양호조절군의 내적 동기에는 자신감,자기통제감,인지적 평가에서는

관리우선적,조절,스스로 깨닫기,정보 추구,긍정적 사고로 전환,내적 성숙,정
서적 반응에서는 스스로 힘북돋우기,긍정적,힘듬,불안,치료지시 이행에서는 무
조건적,규칙적,구체적,목표지향적,적응,활용 및 응용,자기 주장하기,자기 감
시,절제,체험의 공유,의료진과의 관계에서는 협조적,친밀감,아쉬움,미안함,만
족감,진료 내용의 충실성,감사함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혈당 비양호조절군의
내적 동기에는 자제력 부족,자신감 저하,인지적 평가에서는 업무우선적,제한,
비수용적,지식부족,회피,정서적 반응에서는 후회,좌절감,분노,양가감정,부담
감,지지부족,갈등상황 존재,치료지시 이행에서는 자기합리화,임의성,비합리적
접근,보류하기,힘듬,절제,의료진과 관계 특성에서는 불신,비실용적 설명,일방
적 지시,불만,미안함,창피함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666...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통합한 결과 혈당 양호 조절 특성은 유동적,합리

적,협조적,자기통제적이었고 혈당 비양호 조절 특성은 의지부족,회피,고착 또
는 불신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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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간호연구의 방향과 중재 방법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시도된 datatriangulation을 적용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맞춤형 중재 개발은 현재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를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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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본 연구에서는 조사 연구대상자 수가 적었고 당뇨유병기간과 연령이 혈당 양호
조절군과 비양호조절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대표적인 조정
불가능한 변수인 연령별,당뇨유병기간별 혈당 조절 관련 요인 분석은 시도하지
못하였다.그러므로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를 확보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하위집단 안에서 혈당 조절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제 2형 당뇨
병 환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맞춤형 중재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언
한다.

2.본 연구 결과의 마지막에 제시한 혈당 양호 조절 유형과 비양호 조절 유형에
대한 타당성 확보와 이러한 유형들을 더욱 정련화하기 위한 다양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3.본 연구에서는 의료진과 대상자간 상호작용을 환자측면에서만 조사하였는데 상
호작용은 한 방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 연구의 면담 과정에서 의
료진과 대상자간 질병에 대한 태도,관리방법상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였으므로
의료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4.본 연구의 면담 내용 분석을 토대로 당뇨병 환자의 생활습관을 총괄적으로 사
정할 수 있는 보다 구체화된 생활습관 사정 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5.본 연구에서 사용된 Cox이론을 이용하여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관련 요인
에 대한 직접․간접 효과를 밝히는 경로분석 또는 구조모형 분석 연구를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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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연구 설문지

제제제 222형형형 당당당뇨뇨뇨병병병 환환환자자자의의의 혈혈혈당당당조조조절절절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조조조사사사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 요인을 조사하여 당뇨병 환자들의 당뇨 관리
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분은 무작위로 결정되는
것이지 특별한 문제가 있어 의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설문지는 당뇨병 환
자들의 당뇨 관련 자기효능감,당뇨 관련 지식,스트레스,신체활동 정도,식습관 및 의
료진과 환자간 관계의 질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작성 시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분정도 소요됩니다.
응답해 주시는 질문에 대한 내용은 연구자만이 볼 수 있고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
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다소 힘드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해주시길 부탁드
립니다.성실히 응답해 주신 내용은 현재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설문 참여에 거절하셔도 되고 설문에 응하신 이후라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만약 거절하시거나 취소하셔도 그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 내용 중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여 주시고 이 연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설문 작성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일 본 연구와 관
련하여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연구자 최은진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본 조사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일
연구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최 은 진 올림
연락처 :011-0000-0000



- 112 -

※ 다음 항목을 잘 읽고 난 후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동동동의의의정정정도도도를 Ⅴ표 해 주
십시오.

항항항 목목목
전전전적적적으으으로로로
동동동의의의
한한한다다다

대대대체체체로로로
동동동의의의
한한한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대대대체체체로로로
동동동의의의하하하지지지
않않않는는는다다다

전전전적적적으으으로로로
동동동의의의하하하지지지
않않않는는는다다다

1.의료진(의사,간호사)들은 나의 건
강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5 □4 □3 □2 □1

2.의료진들은 내가 건강문제를 관
리하는데 용기와 격려를 북돋워
준다.

□5 □4 □3 □2 □1

3.의료진들은 나의 이해력 정도에
맞게 내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준다. □5 □4 □3 □2 □1

4.병원에서 받은 정보는 내가 집에
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5 □4 □3 □2 □1

5.나의 건강문제에 대한 치료나 간
호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이 포함
된다.

□5 □4 □3 □2 □1

6.내가 받고 있는 치료와 간호의
질은 높다. □5 □4 □3 □2 □1

7.나는 현재 의료진과 나와의 관계
에 만족한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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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께서 당뇨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잘 읽고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1.다음 중 당당당뇨뇨뇨병병병의의의 원원원인인인이이이 아아아닌닌닌 것것것은 무엇입니까?
□①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② 비만
□③ 유전(가족력) □④ 모르겠다

2.다음 중 당당당뇨뇨뇨병병병의의의 가가가장장장 흔흔흔한한한 증증증상상상은 무엇입니까?
□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
□② 소변양이 많고 갈증이 나며 항상 배가 고프다
□③ 땀을 많이 흘리고 구역질이 난다
□④ 모르겠다

3.다음 중 공공공복복복 시시시 정정정상상상 혈혈혈당당당수수수치치치는 얼마입니까?
□① 40-70mg/dl □② 65-110mg/dl
□③ 115-160mg/dl □④ 모르겠다

4.당당당화화화혈혈혈색색색소소소란 지난 (□① 하루 □② 일주일 □③ 8-12주 □④ 모름 )동안의
평균 혈당 조절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① 7% □② 8% □③ 9% □④
모름 )이하이면 혈당 조절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경경경구구구용용용 당당당뇨뇨뇨병병병약약약은 □① 먹는 인슐린이다
□② 혈당수치를 내리는 역할을 한다
□③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먹는다
□④ 모르겠다

6.다음 중 흔흔흔한한한 당당당뇨뇨뇨병병병의의의 합합합병병병증증증이이이 아아아닌닌닌 것것것은 무엇입니까?
□① 눈(망막증)문제 □② 신장(콩팥)질환
□③ 폐 질환 □④ 모르겠다

7.규규규칙칙칙적적적인인인 운운운동동동은 혈당치를 □① 올린다
□② 내린다
□③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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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감기나 발열 증상과 같은 감감감염염염상상상태태태는 혈당치를 □① 올린다
□② 내린다
□③ 아무런 영향 없음

9.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혈당치를 내리기 위해 □②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③ 당뇨병성 망막증 예방을 위해 □④ 모르겠다

10.다음 음식 중 칼칼칼로로로리리리가가가 가가가장장장 높높높은은은 음음음식식식은 무엇입니까?
□① 비빔밥 □② 칼국수 □③ 자장면 □④ 모름

11.다음 중 밥밥밥 111///333공공공기기기와와와 교교교환환환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우유 1잔(200cc) □② 식빵 1쪽 □③ 사과1/3개 □④ 모름

12.다음 중 당뇨병 환자의 발발발 간간간호호호 방방방법법법을 가가가장장장 잘잘잘 설설설명명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매일 발 상태를 잘 살피고 씻는다
□② 신발은 발에 꼭 맞는 사이즈를 신는다
□③ 매일 한 시간 정도 족욕을 한다
□④ 모르겠다

13.무무무과과과당당당 과과과일일일 쥬쥬쥬스스스를 먹으면 혈당수치가 □① 올라간다
□② 내려간다
□③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4.당뇨환자가 공복감,식은땀,손발저림,두통 등의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① 사탕이나 초콜렛을 먹는다 □②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
□③ 물을 마신다 □④ 모르겠다

(((★★★ 111555번번번부부부터터터 111888번번번까까까지지지는는는 인인인슐슐슐린린린을을을 사사사용용용하하하시시시는는는 경경경우우우에에에만만만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5.다음 중 저저저혈혈혈당당당증증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① 너무 적게 운동을 했을 경우 □② 인슐린을 너무 많이 주사한 경우
□③ 인슐린을 너무 적게 주사한 경우 □④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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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슐린의 역할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하루 종일 혈당치를 일정하게 유지해준다
□②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
□③ 음식에서 섭취한 당을 세포내로 들어가게 하여 에너지를 생산한다
□④ 모르겠다

17.당신이 아침에 깜박 잊고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점심때 알게
되었습니다.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자가혈당검사를 해보고 인슐린 투여량을 결정한다
□② 평소 용량의 인슐린을 지금 투여한다
□③ 평소보다 2배 많은 용량의 인슐린을 투여한다
□④ 모르겠다

18.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인인인슐슐슐린린린의의의 종종종류류류는
(□① 속효성 □② 중간형 □③ 지속형 □④ 모르겠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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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당뇨병 관리에 해당하는 각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자자자신신신
감감감의의의 정정정도도도를를를 111～～～111000점점점까까까지지지 ∨표해 주십시오.

항항항 목목목

자자자신신신감감감 정정정도도도
전전전혀혀혀 중중중간간간정정정도도도로로로 아아아주주주
자자자신신신없없없다다다 자자자신신신있있있다다다 자자자신신신있있있다다다
111 222 333 444 555 666 777 888 999 111000

1.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2.처방된 식사 요법
3.외식 시 식사 요법
4.식품교환표 사용
5.당뇨약 복용법
6.인슐린 주사법
7.규칙적인 운동
8.체중 조절
9.운동 및 식사와 혈당조절
10.자가 혈당 검사와 기록
11.기록한 결과의 해석과 그에 따

른 식사량이나 운동량 조절
12.고혈당시 대처법
13.저혈당시 대처법
14.발 간호
15.감기,과로,아플 때 혈당 조절
16.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한 정기

적 검진
17.당뇨 관리에 필요한 정보나 지

식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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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지지지난난난 111달달달동동동안안안 다음 항목과 같은 느느느낌낌낌을을을 얼얼얼마마마나나나 자자자주주주 느느느끼끼끼셨셨셨는는는지지지 V표
해 주십시오.

항항항 목목목 항항항상상상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자자자주주주
그그그렇렇렇다다다

가가가끔끔끔씩씩씩
그그그렇렇렇다다다

거거거의의의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1.당뇨병은 매일 나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시킨다. □5 □4 □3 □2 □1

2.나의 의료진들은 당뇨병과 당뇨 관리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5 □4 □3 □2 □1

3.내가 당뇨병과 평생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우울하며 두렵다. □5 □4 □3 □2 □1

4.나의 의료진들은 내게 당뇨병을 관리
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주
지 않는다.

□5 □4 □3 □2 □1

5.나는 필요한 만큼 자가 혈당 검사를
자주 하지 않는다. □5 □4 □3 □2 □1

6.나는 나의 당뇨병 관리(약복용,식사
및 운동요법 실시 등)에 종종 실패하
고 있다.

□5 □4 □3 □2 □1

7.나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내가 당
뇨병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는 것 같다.

□5 □4 □3 □2 □1

8.당뇨병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5 □4 □3 □2 □1

9.나의 의료진들은 나의 근심이나 걱정
을 진심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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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항 목목목 항항항상상상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자자자주주주
그그그렇렇렇다다다

가가가끔끔끔씩씩씩
그그그렇렇렇다다다

거거거의의의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10.나는 일상생활에서 당뇨병을 관리할
나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 □5 □4 □3 □2 □1

11.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심각
한 당뇨 합병증으로 일생을 마감할
것이다.

□5 □4 □3 □2 □1

12.나는 당뇨환자들에게 권장되는 당뇨
식이를 충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 □5 □4 □3 □2 □1

13.가족과 친구들은 당뇨병을 갖고 살
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
해 주지 못한다.

□5 □4 □3 □2 □1

14.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하
는 많은 요구나 지시사항에 의해
압도당하는 기분이다.

□5 □4 □3 □2 □1

15.나에게는 나의 당뇨병에 대해 규칙
적으로 만나 상담할 수 있는 의료
진이 없다.

□5 □4 □3 □2 □1

16.나에게는 스스로 당뇨병 관리를 계
속 잘하도록 하는 동기가 부족하다. □5 □4 □3 □2 □1

17.나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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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신 신 신 체 체 체 체 활 활 활 활 동동동동

1.귀하의 일일일상상상 생생생활활활 활활활동동동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① 거의 누워 있거나 앉아서 지냄
□② 가벼운 활동:사무관리직 종사자,시계수리공,버스 또는 택시운전,가사노

동 시간이 적은 주부(자녀가 없거나 직접 돌보지 않는 주부 포함)등
□③ 보통 활동:가사작업량이 많은 주부(자녀를 직접 돌보는 주부 포함),제조업,

가공업,계산대 업무,판매업,교사 등
□④ 심한 활동:농업,어업,토목업,건축업 종사자,우체부,식당일,이와 유사직
□⑤ 격렬한 활동:운동선수,목재운반 등 중노동직 종사자

2. 지지지난난난 777일일일간간간,,,얼마나 자주 앉앉앉아아아서서서 하하하는는는 활활활동동동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독서,TV시청,라디오 청취,컴퓨터,또는 수공예)

□① 전혀 없다(0일) □② 아주 가끔(1-2일) □③ 가끔(3-4일) □④ 자주(5-7일)
↓ ↓ ↓ ↓

3번 질문으로 2(1)과 2(2)번으로 2(1)과 2(2)번으로 2(1)과 2(2)번으로

 2(1).어떠한 활동을 하셨습니까?
2(2).하루 평균 몇 시간 이런 활동들을 하셨습니까?

□① 1시간 이하 □② 1시간-2시간미만 □③ 2-4시간 □④ 4시간 초과

3. 지난  7일간 , 얼마나  자주  야외 (집  밖 )에서  걷걷걷기기기를  하셨습니까 ? 

   (예를  들어  운동,출/퇴근시,또는 산책을 위해)

□① 전혀 없다(0일) □② 아주 가끔(1-2일) □③ 가끔(3-4일) □④ 자주(5-7일)
↓ ↓ ↓ ↓

4번 질문으로 3(1)번으로 3(1)번으로 3(1)번으로

   3(1). 평균 ,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걸으셨습니까 ?

        □① 1시간 이하 □② 1시간-2시간미만 □③ 2-4시간 □④ 4시간 초과

4. 지난 7일간,얼마나 자주 가가가벼벼벼운운운 운동 (걷기를 제외한)또는 여가 신체활동을
하셨습니까?(예를 들어 건강체조,스트레칭,낚시 또는 이와 유사한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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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혀 없다(0일) □② 아주 가끔(1-2일) □③ 가끔(3-4일) □④ 자주(5-7일)
↓ ↓ ↓ ↓

5번 질문으로 4(1)과 4(2)번으로 4(1)과 4(2)번으로 4(1)과 (2)번으로
  

   4(1). 어떤  신체활동들  인가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2). 평균 , 하루에  몇  시간  이  신체활동들을  하셨습니까 ?

        □① 1시간 이하 □② 1시간-2시간미만 □③ 2-4시간 □④ 4시간 초과

5. 지난  7일간 , 얼마나  자주  보보보통통통  강강강도도도 (평소보다 숨이 조금 더 차게 만드는 활동 )  

   의  운동  또는  여가  신체활동을  하셨습니까 ? 

   (예를 들어 자전거타기,복식테니스,골프,포크댄스,게이트볼,노인율동체조)
□① 전혀 없다(0일) □② 아주 가끔(1-2일) □③ 가끔(3-4일) □④ 자주(5-7일)

↓ ↓ ↓ ↓
6번 질문으로 5(1)과 5(2)번으로 5(1)과 5(2)번으로 5(1)과 5(2)번으로

   5(1). 어떤  신체활동들  인가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2). 평균 , 하루에  몇  시간  이  신체활동들을  하셨습니까 ?

        □① 1시간 이하 □② 1시간-2시간미만 □③ 2-4시간 □④ 4시간 초과  

6. 지난  7일간 , 얼마나  자주  고고고강강강도도도의  운동 (숨이 많이 가쁘고 심장 박동이 증가하
  며 흘리는 활동 ) 또는  여가  신체활동을  하셨습니까 ? 

  (예를 들어 조깅,수영,단식 테니스,에어로빅 댄스,트레드밀에서 빠르게 달리
기,줄넘기,배드민턴,등산 등 )
□① 전혀 없다(0일) □② 아주 가끔(1-2일) □③ 가끔(3-4일) □④ 자주(5-7일)

↓ ↓ ↓ ↓
7번 질문으로 6(1)과 6(2)번으로 6(1)과 6(2)번으로 6(1)과 6(2)번으로

  6(1). 어떤  신체활동들  인가요 ? ______________________

  6(2). 평균 , 하루에  몇  시간  이  신체활동들을  하셨습니까 ?

       □① 1시간 이하 □② 1시간-2시간미만 □③ 2-4시간 □④ 4시간 초과

7. 지난 7일간,얼마나 자주 근근근력력력 또또또는는는 근근근지지지구구구력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운동을 하셨
습니까?(예를 들어 헬스센터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쎄라 밴드,아령이나 역기

들기,팔 굽혀 펴기,윗몸 일으키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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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혀 없다(0일) □② 아주 가끔(1-2일) □③ 가끔(3-4일) □④ 자주(5-7일)
↓ ↓ ↓ ↓

8번 질문으로 7(1)과 7(2)번으로 7(1)과 7(2)번으로 7(1)과 7(2)번으로

  7(1). 어떤  운동인가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

  7(2). 평균 , 하루에  몇  시간  이  운동들을  하셨습니까 ?

       □① 1시간 이하 □② 1시간-2시간미만 □③ 2-4시간 □④ 4시간 초과  

8. 지난 7일간,가가가벼벼벼운운운 집안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식사준비,다림질,세탁기 빨래)

□① 아니오 □② 예

9.지난 7일간,힘힘힘든든든 집안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집안 청소,창문 닦기,짐 운반,걸레질,손빨래,김치 담그기 등)

□① 아니오 □② 예

10. 지난  7일간 , 직장생활을  하셨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또는  봉사  모두  포함 )

□① 아니오 □② 예 → 1주일에 몇 시간 이 일을
하셨습니까?( 시간 )

11.지난 7일간,아래의 신체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란에 V표 해주십시오.

활동 종류 아니오 예

집안  수리 , 페인트칠 , 도배  □ □

집앞 청소    □ □

화단  또는  정원  가꾸기    □ □

다른  사람  돌보기  (아이들 , 배우자  등 )  □ □

       

12.지난 7일 동안 귀하가 가가가장장장 많많많은은은 한한한 운운운동동동은 무엇이었습니까?하나만 기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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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가장 많이 하는 운동을 할 때 귀귀귀하하하가가가 느느느끼끼끼는는는 운운운동동동의의의 강강강도도도는 어떠했습니까?

매우
편안하다 편안하다 약간

편안하다 보통이다 약간
힘들다 힘들다 매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     식     식     식     습     습     습     습     관  관  관  관  

1.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십니까?
□① 규칙적(하루 회) □② 불규칙

2.간간간식식식(((하하하루루루 333끼끼끼 식식식사사사 외외외 드드드시시시는는는 우우우유유유,,,빵빵빵,,,견견견과과과류류류,,,쥬쥬쥬스스스 등등등이이이 모모모두두두 포포포함함함)))은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① 하루 3회 이상 □② 하루 2회
□③ 하루 1회만 □④ 거의 안한다

3.지난 1년간 평균적으로 외외외식식식(((매매매식식식)))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① 하루 2회 이상 □② 하루 1회 □③ 주 1회 이상
□④ 월 1회 이상 □⑤ 거의 안 한다

4.하하하루루루에에에 몇몇몇 시시시간간간 정정정도도도 주주주무무무십십십니니니까까까???
□① 4-5시간 □② 6-8시간 □③ 9시간 이상

5.지난 7일동안 수수수면면면의의의 질질질은 어떠했습니까?

아주 좋았다 좋았다 그저그랬다 나빴다 아주 나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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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다음의 음식들을 일주일에 얼얼얼마마마나나나 자자자주주주 드드드시시시는는는지지지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음음음 식식식 종종종 류류류 먹먹먹지지지
않않않는는는다다다

111---222회회회
///111주주주

333---444회회회
///111주주주

555---666회회회
///111주주주

매매매일일일
먹먹먹는는는다다다

단백질식이
(생선,고기,계란,콩 등 )
지방질 식이
(튀김류,전,볶음,생크림)
탄수화물 식이
(밥,라면,빵,국수 등)

채소류(나물,야채),해조류,버섯

과일

우유 및 유제품

인스턴트 식품

단음식(과자,꿀,사탕,아이스크림,
탄산음료,초코렛 등)
                

                                                                                                                            

                                                                                                                                    음주 음주 음주 음주 및 및 및 및 흡연흡연흡연흡연

1.술술술을을을 마마마시시시는는는 횟횟횟수수수는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안 마신다 ☞ 2번으로 □② 월 1회 이하
□③ 월 2-3회 □④ 주 1-2회
□⑤ 주 3-4회 □⑥ 거의 매일

1-1.술을 마시는 날은 보통 몇몇몇 잔잔잔을 마십니까?
소주 잔 (맥주 1컵은 소주 1잔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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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재 담담담배배배를 피우십니까?
□① 현재 피우고 있다

→ 하루 평균 갑을 년 개월간 피우고 있다
□② 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피우지 않는다

→ 하루 평균 갑을 년 개월간 피웠다
□③ 피운 적 없다

        

※ 다음 질문을 읽은 후 해당하는 부분에 V표 하거나 직접 기록해 주십시오.         

                                                                                                                                                

                                                                                                                                    질병관련 질병관련 질병관련 질병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당뇨유병기간 약 년 개월

현 당뇨치료 형태 □① 비약물요법 □② 경구용 당뇨약
□③ 인슐린 □④ 경구용 당뇨약 +인슐린 주사

복용 중인 당뇨
약물가지수

★현 당뇨치료 형태(바로 위 문항)를 ②번 또는 ④번으
로 표시한 경우에만 기록: 가지

그 외 복용 중인
다른 약물

□① 항고혈압제 □② 지질강하제
□③ 심장질환(협심증)치료제 □④ 호르몬제
□⑤ 기타 약물( )

현재 규칙적으로 복용
중인 비처방약물 또는
건강보조식품

□① 있다(어떤 종류: )
□② 없다

당뇨병 가족력
(부모,형제자매,
외조모,외조부 중)

□① 있다( 명),(가족관계: )
□② 없다

과거 당뇨 교육경험 □① 있다 □② 없다

당뇨 합병증
□① 없다 □② 당뇨병성 망막증
□③ 당뇨병성 신장증 □④ 당뇨병성 신경증
□⑤ 당뇨병성 족부 질환 □⑥ 모름

당뇨병 외 현재 앓고
있는 질환

□① 없다
□② 있다(질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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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 특성 특성 특성                       

진찰권 번호 No. 담당의사

주소 연락처

연령 만 세

성별 □①남 □②여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별거 □④ 사별

종교 □① 있다 □② 없다

가족동거유형 □① 혼자 생활 □② 부부 둘만 생활
□③ 자녀들과 생활 □④ 기타

직업 □① 있다 □② 없다

최종학력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이상

가족의 월수입 □① 99만원 이하 □② 100-199만원
□③ 200-399만원 □④ 4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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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eeedddiiicccaaalllRRReeecccooorrrddd

혈액 수치 검사

최근 혈당

당화혈색소 3개월( )%, 6개월( )%

공복시 mg/dl

식후 2시간 mg/dl

최근 지질

Totalcholesterol mg/dl

HDLcholesterol mg/dl

LDL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최근 인슐린 분비능

공복 시 C-peptide
식후 C-peptide
공복시 insulin
식후 insulin

신체 계측

혈압 mmHg
키 cm
몸무게 kg
체질량 지수 m2/kg
허리둘레 cm
엉덩이 둘레 cm
허리/엉덩이 둘레 비

        

                                                                                                                                                                                                                                    ☺☺☺☺    감 감 감 감 사 사 사 사 합 합 합 합 니 니 니 니 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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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 . . . 반구조적 면담 참여자 등록지     

                                                                        반반반구구구조조조적적적 면면면담담담 참참참여여여자자자 등등등록록록지지지
※ 다음 질문에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연령 만 세
성별 □①남 □②여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별거 □④ 사별

종교 □① 있다 □② 없다

가족동거유형
□① 혼자 생활 □② 부부 둘만 생활
□③ 자녀들과 생활
누구와 같이 사는지 적어주세요:

직업 □① 있다 (: ) □② 없다

최종학력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이상

당뇨유병기간 약 년 개월

현 당뇨치료 형태 □① 비약물요법 □② 경구용 당뇨약
□③ 인슐린 □④ 경구용 당뇨약 +인슐린 주사

당뇨병 가족력
(부모,형제자매,
외조모,외조부 중)

□① 있다( 명) □② 없다

과거 당뇨 교육
경험 □① 있다 □② 없다

당뇨 합병증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름

당뇨병 외 현재 앓고
있는 질환

□① 있다(질환명: )
□② 없다

당화혈색소치 3개월( ) % 6개월( ) %

최근혈당치 최근 공복시 식후 2시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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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반구조적 면담 참여자 서면 동의서

반반반구구구조조조적적적 면면면담담담 참참참여여여자자자 서서서면면면 동동동의의의서서서

본인은 본 연구(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요인 조사)를 위한 반구조
적 면담의 목적,방법,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본 면담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녹음되고 인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본
면담 참여에 동의한 후에라도 언제든지 면담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 초점 집단 면담에 참여하기를 동의합니다.

2006년 월 일

면담 참여자 : (서명)
연구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최 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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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FFFaaaccctttooorrrsssRRReeelllaaattteeedddtttoooGGGlllyyyccceeemmmiiiccccccooonnntttrrrooolll
iiinnnPPPaaatttiiieeennntttssswwwiiittthhhTTTyyypppeee222DDDiiiaaabbbeeettteeesssMMMeeelllllliiitttuuusss

Choi,EunJin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 wastoidentify glycemiccontroland compare
experienceofdiabetescarebetween good and poorglycemiccontrolgroups
withtype2diabeticpatientsintheconceptofCox'sInteractionalModelClient
HealthBehavior.
Theresearchmethodofthisstudywasacross-sectionalstudybasedonthe

datatriangulationinbothqualitativedatathroughsemi-constructedinterview
andquantitativedatathroughquestionnairesonmajorvariablesofthisstudy.
Thesubjectsforthisstudy weretotal215with type2diabetesfrom Y

universityhospitalinSeoulandM generalhospitalinBusan.Thenumberof
118wereenrolledingoodglycemiccontrolgroupandthatof97wereenrolled
inbadglycemiccontrolgroupinaccordancewiththeirHbA1clevel<7% or≤
8% dependsonage(lessormorethan65years).Amongtotal16interviewees
forsemi-constructured interview,8wereinthegood glycemiccontrolgroup
(HbA1clevel<7%)andtherestof8wereinthebadglycemiccontrolgroup
(HbA1clevel≥9%).Theperiod ofdatacollection wasfrom August24th to
November24th,2006.
Themajorfindingsofthisstudyweredescribedin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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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TheaverageHbA1cleveloftotalpatientswas7.48±1.16% andthoseofboth
good & bad glycemic control group were 6.77±0.54% and 8.35±1.13%
respectively.
222...Thevariablesshown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betweenthegoodand
thebad glycemiccontrolgroup wereage,person wholiveswith,treatment
type,numberofdiabetesmedicine,(not)takinganti-hypertensivedrug,family
historiesofdiabetes,numberofdiabetesin familiesand perceived diabetes
complications, FBG, PPG, HD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level from
backgroundvariables.Inthedynamicvariablesfrom Cox'sModel,theywere
exerciserelatedself-efficacyandemotionalburdenrelateddiabeticstress.Inthe
client-professionalinteractionfrom Cox'sModel,theywereoverallsatisfaction
with treatment,professional/technicalcompetencies and health information.
Finally in adherence to recommended care regimen which is the health
outcomeofCox'sModel,theywerethelevelofphysicalactivities(walking,
activitiesrelatedtoleisureandwork),thefrequencyofhavingbetween-meals,
fattyfoodanddrinking.
333...Incontentanalysis,total5categoriessuchasintrinsicmotivation,cognitive
appraisal,affectiveresponse,adherencetorecommendedcareregimenandthe
relationship between clients and medicalstaffs,28 subcategories and 113
significantstatementswerederivedfrom thegoodglycemiccontrolgroupand
26subcategoriesand 100significantstatementswerefrom thebad glycemic
controlgroup.
444...From the good glycemic controlgroup,the intrinsic motivation drew
self-confidenceandself-controlled,thecognitiveappraisaldrew control-oriented,
regulation,self-realization,information search,switching to positivethinking
and intrinsic development,the affective response drew self-empowerment,
positive,hardship and anxiety,the adherence to the recommended care
regimen drew unconditional, regular, concrete, goal-oriented,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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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andapplication,self-assertive,self-monitoring,restrictionandsharing
ofexperiences,and therelationship between clientsand medicalstaffsdrew
cooperative,intimacy,wanting,regrettable,satisfaction,repletion oftreatment
andgratitude.Inthebadglycemiccontrolgroup,theintrinsicmotivationdrew
lack ofself-controland low self-confidence,the cognitive appraisaldrew
work-oriented,restriction,unacceptable,lackofknowledgeandavoidance,the
affectiveresponsedrew regret,frustration,anger,ambivalence,burden,lackof
supportandexistenceofconflictsituation,theadherencetotherecommended
careregimendrew selfrationalization,optional,irrationalapproach,hesitation
and hardship,andtherelationshipbetweenclientsand medicalstaffsdrew
disbelief,impracticalexplanation,one-way instructions,complaint,regrettable
andhumiliation.
555...The integrated resultsfrom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have
shownthatthemajorcharacteristicsofgood glycemiccontrolwereshiftable,
reasonable,cooperativeand self-controlled and thoseofbad glycemiccontrol
wereturnedouttobelackofwill,avoidanceandstickingordisbelief.

Thisstudyhasthesignificanceinasensethatitapplieddatatriangulation
to timely meetthe need to change the direction on research ofdiabetes
patientsand intervention.The resultsofthisstudy willbe contributed to
improvethediabeticmanagementfortype2diabetespatientsbyidentifying
factors related to glycemic control comprehensively, providing practical
guidancethroughunderstandingofdiabeticcareexperiences.

KeyWords:Type2Diabetes,Glycemiccontrol,Relatedfactors,Cox'sInteractional
ModelClientHealthBehavior,DataTrian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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