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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저저저혈혈혈당당당증증증으으으로로로 응응응급급급실실실에에에 내내내원원원한한한 당당당뇨뇨뇨병병병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자자자가가가간간간호호호행행행위위위 및및및 가가가족족족지지지지지지

본 연구는 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간호행
위 및 가족지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서,자가간호행위 및 가족지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연구방법론 및 면담을 통해 현상을 분석하는 질적연구방법론인 트라
이앵귤레이션(triangulation)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저혈당증을 주호소로 내원한 당뇨환자로 서울시 소재 A 종합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총 3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2008년 3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

및 의무기록검토,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30분 정도의 면담을 통하여 자료수
집을 하였으며,자료분석방법은 조사 연구 자료는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를 사
용하였고 면담내용은 변수의 영역에 따른 범주,개념,의미있는 진술로 분석하였
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본 연구의 대상자의 유병기간은 평균 15.75년으로 당뇨유형은 제2형 (90.3%)당
뇨병이 많았으며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는 74.2%로 나타났다.내원시 평균혈당
은 36.9mg/dl,당화혈색소 수치는 6.7%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81%에서 의식
변화를 동반한 중증의 저혈당증상으로 본 응급실을 내원하였으며 65%정도의
대상자는 저혈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식사로 나타났다.

2.연구 대상자의 자가간호행위는 평균 4.70점(0.68)으로 나타났고 가족지지는 평균
3.65점(1.06)으로 나타났다.가장 높은 자가간호행위 이행 점수를 보인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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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요법(4.70점)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혈당관리영역(2.50점)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에서 정서적 지지(3.65점)가 신체적 지지(2.18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자가간호행위 촉진요인으로는 습관형성,정기적 외래예약,신체적응,절제,신체
변화 조기 파악,합병증 발생시 자각으로 나타났고,저해요인으로는 관리의 중
요성 인식부족,질병과정에 따른 주관적 판단,신체적 제한,노화,욕구조절 능
력 저하,약물의존,사회·환경적 제약,가족 및 동료지지부족,문맹,의료진에 대
한 신뢰감 부족,저혈당 무감지증,혈당기 없음으로 나타났다.

4.가족지지 촉진요인은 헌신적 돌봄,화목한 가족인지로 나타났고 저해요인으로
는 비수용적인 자기주장,비효율적인 가족구조,가족의 기능상실,갈등적 가족
관계,가족의 개인생활,가족의 지식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당뇨환자들의 자가
간호행위에 있어 습관형성과 가족의 지지가 가장 큰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
으며,당뇨 합병증과 중증의 질환들로 인한 신체적인 제약과 노인 특유의 요인들
그리고 오랜 유병기간 동안의 주관적 경험으로 인한 판단등이 중요한 저해요인임
을 확인 할 수 있었다.또한 가족지지에 있어서는 가족들이 헌신적 돌봄이 가장
큰 촉진요인이었으며 가족구조와 형태 및 가족특성에 따른 각각의 상황적 요인들
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로써 저혈당으로 응급실에 내
원한 환자들의 중증 질환들과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당뇨관리 교육을 강화시키고,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별 대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가족특성에 따른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가족들을 교육에 참여시킴으로,저혈당과 같은 합병증
예방 뿐만 아니라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
대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 용어:저혈당증,응급실,당뇨병,자가간호행위,가족지지,Trian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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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당뇨병은 아직까지 완전한 치료가 어려운 대사성 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 보고
에 의하면 전 세계적인 당뇨병의 유병률은 1995년에 4.0%였으나 2025년에는 5.4
%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당뇨병 유병률은
8.2%로 보고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이와 같이 증가하는 당뇨병의 유병률과 사망률에 비해 당뇨관리율은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당뇨 효과적인 혈당조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당뇨 유병률이 빠른 증가 및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인 당뇨병 환자의 현저한 증가
뿐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관리 및 사회적 지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당뇨관리는 자기관리가 소홀한 경우 저혈당 쇽과 같은 합병증을 경험하게 된다
(이혜진,김웅진,민경환 & 한경아,2005).
한편 의식변화를 주호소로 응급실에 내원한 당뇨병 환자들에 관한 국내 연구

들에서,의식변화의 원인 중 저혈당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최대식,박연희,이승훈,윤범,임충현 & 조문숙,2000;최태진,1995),고혈당
의 경우에 비해 저혈당의 경우 병원 치료에 덜 의존하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본다
면 상당수의 당뇨환자가 저혈당 쇽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Potter,Clarke,
Gale,Dave& Tattersall,1982).
저혈당증으로 인한 의식변화는 당뇨병환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저혈당증이 지속되면 비가역적인 뇌손상 및 뇌사까지 일으킬 수 있다.따라서 당
뇨병환자의 평소 자가간호행위와 저혈당증에 대한 증상 및 관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혈당으로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들은 주로 포도당 투여등의 처치만 이루어질

뿐 체계적인 혈당관리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어지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
다.당뇨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재내원하는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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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 수 있다.따라서 저혈당 환자의 응급실 귀가시 제공할 수 있는 퇴원교육
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존의 당뇨환자의 혈당조절 관련 연구를 보면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수량화된 연구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이기연 등,2006;이남희,
2005;조영임,2003;최대식 등,2000;최종필,2007).당뇨병환자가 혈당관리행위
를 수행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나,실천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느낌,문제대
처방식 등을 이해하고,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보다 실질적인 혈당관리 방법을
안내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혈당증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관리

를 어떻게 수행하여 왔으며 어떠한 사회적 지지를 받았는지에 대해 파악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당뇨환자들의 자가간호행

위와 가족지지등이 기존의 입원 및 외래 환자들의 그것에 비해 어떻게 다른지 파
악함으로써 추후 응급실 내원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자기관리 증진을 통한 당뇨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기 위
함이다.

BBB...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당뇨환자들의 자가간호행위와 가족
지지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당뇨환
자들의 자가간호행위와 가족지지를 파악하고 각각의 촉진 및 저해요인 정도를
파악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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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저혈당 (Hypoglycemia)

• 이론적 정의
저혈당의 진단기준(Whipple’striad)의 정의에 따라 저혈당 증상을 동반하면
서 혈장 포도당 농도(serum glucoselevel)가 50mg/dl이하이며 포도당 투
여로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한당뇨병학회,2006).

• 조작적 정의
응급실 내원시 저혈당 증상이 있고 혈당 검사(by fingerprick meter)에서
70mg/dl이하로 측정되고 50% 포도당 투여 후 증상이 소실되는 경우를
말한다 (AmericanDiabetesAssociation,2005).

2)자가간호행위 (self-carebehavior)

• 이론적 정의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환자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장기간의 접촉을 가지
면서 치료를 받는 행위로 자신의 생명과 건강,안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개
인이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Orem,1989).

• 조작적 정의
박오장(1984)이 개발한 당뇨환자 역할 행위이행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
며,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행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가족지지 (Family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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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 정의
가족 구성원이 환자를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치감을 갖도록 환
자 자신의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의 조직망에 속한다는 것을 믿도록 해주는
정보이다 (Cubb,1976).

• 조작적 정의
가족지지는 환자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지각한 지식의 정도
를 박오장(1984)이 성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5점 척도의 17문
항으로 구성된 가족지지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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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당당당뇨뇨뇨병병병성성성 저저저혈혈혈당당당 발발발생생생기기기전전전 및및및 합합합병병병증증증

당뇨병이란 체내에서 인슐린생산 또는 활용의 부족으로 인하여 혈중 포도당이
증가하는 질환으로 공복혈당이 2회 이상 140mg/dl이상이거나 다뇨,다음,다갈,
체중감소가 있으면서 식후 혈당이 200mg/dl이상을 의미한다 (대한당뇨병학회,
2006).
당뇨병환자에서의 저혈당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합병증이며,급성저혈당

인 경우는 신체기능저하,심리사회학적 장애뿐 아니라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무
서운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이라 할 수가 있다.저혈당의 임상적 진단은 의식변화,
어지럼증,두통,의식소실,신경발작 같은 저혈당 증상이 있으면서 혈장내 포도당
농도가 50mg/dl(2.78mmol/L)이하이며 포도당 투여 시 이러한 증상이 소실되
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저혈당으로 진단하고 있다.이를 저혈당 휘플 3징후
(Whipple’striad)라고 한다(Whipple,1935;Cryer,Gerich,1985;박태선,2006).
저혈당의 빈도는 제1형과 제2형 당뇨병 구별 없이 인슐린 치료를 받는 거의

모든 당뇨환자는 저혈당을 경험하게 된다.DCCT(DiabetesControlandComplic
ation Trial)연구에서는 비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의 약 1/3에서 심한 저혈
당이 발생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환자들에서는 두 배 이상의 중증의 저혈당
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Kumamoto연구
나 UKPDS(UntitedKingdom ProspectiveDiabetesStudy)연구에서도 DCCT와
비슷하게 집중적 관리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제 1형 당뇨병에서 보
다 드물기는 하지만 1년에 1~1.8%의 심한 저혈당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따라서 저혈당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보면 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보

고에서 6.5%의 환자들이 1회 이상의 저혈당을 경험했으며 130명의 환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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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1년 동안 9%에서 중증 저혈당을 경험하였다.이처럼
저혈당의 빈도는 저혈당의 정의나 대상 환자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
며,저혈당 발생 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가 치료하는 경우도 많아 실
제 저혈당의 빈도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2006,강양교).
저혈당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다.외인성 원인으로 인슐린,경구혈당강하제

의 부주의한 과량투여와 고의적인 투여,기타 다른 약제들이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내인성 원인으로는 기질적 원인에 의한 저혈당의 원인으
로 인슐린종,췌장 베타 세포 증식증,랑게르한스 모세포 증식증,유전적 대사이상
등이 있고 기능적 저혈당으로 식이성 저혈당,자발적 반응성 저혈당,알코올에 의
해 야기되는 반응성 저혈당,고농도 영양 주입 후 호르몬 결핍상태,심한 영양결핍
증,지속적인 근육운동,악성종양,신부전,자가면역성 인슐린 증후군 등이 있다.
저혈당 발생시 생리적인 반응은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며,증상

과 증후 또한 저혈당의 정도,환자의 연령 그리고 저혈당 직전의 혈당 농도에 따
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보고된 바에 따르면 혈당이 감소하여 70mg/dl정
도가 되면 뇌에서 당분흡수의 장애가 생기게 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억제
되며,저혈당을 방어하기 위한 길항호르몬(counter-regulatinghormone)의 분비가
시작된다.혈당이 60mg/dl정도에 이르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식욕이 증가되고,
55mg/dl이하로 내려가면 신경저혈당 증상이 생기며,30mg/dl이하가 되면 저
혈당에 의한 혼수가 생긴다고 한다 (Towler,Havlin,Craft& Cryer,1993).저혈
당의 증상과 증후는 신경계의 포도당 결핍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구체적인 증상으
로는 배고품,불안,떨림,불편감,빈맥,심계항진,발한,운동실조,혼수,경련 등
이 있으며 저혈당 발생시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치료의 목표는 가능한 빨리 혈장 포도당 농도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의식이 없는 경우 음식물이나 포도당을 함유한 경구투여는 흡인의 위험성이 있으
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대부분의 경우는 포도당 투여로 즉시 증상이 호전되나 심
한 저혈당이나 반복적인 저혈당인 경우는 글루카곤이나 코스티코스테로이드를 사
용 할 수도 있다.



- 7 -

저혈당 발생 후에는 정상 포도당을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12-24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혈당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발성 저혈당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
는 원인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저혈당의 증상과 증후 원인과 치
료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BBB...자자자가가가간간간호호호행행행위위위

최근 주요 건강문제가 만성질환으로 변화되면서 건강관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측면,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참여와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
에 자가간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Steiger& Lipson,1985).
특히 의료인의 지도하에 계속적인 자가 간호가 수행되어야 하는 당뇨병환자에

게 있어 당뇨관리의 성공여부는 환자의 자가간호행위와 환자지식의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달려 있어 어느 질환보다도 자가간호의 중요성이 크다 (Strausset
al,1984).
당뇨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심하게 된 뒤에나 혹은 타질환 진단중에 우연

히 알게 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평생 지속하게 되는 것이어서 치료라는 말보다
관리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최창훈 등,1993)질병의 특성상 평생을 투고
혈당조절을 위한 자기관리가 치료의 기본이 된다 (정혜숙,1994).
Krysan(1965)에 의하면 당뇨병에 시달리고 있는 수백만 환자에게 있어서 치료

의 중요한 열쇠는 자기 자신의 관리이고 이 자기관리는 아주 기술적인 환자교육
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당뇨 환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당뇨교육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당뇨병 환자의 치

료에서 '교육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없으므로 계속적인 당뇨교육이 필요
하다'라고 했듯이 당뇨병 환자치료에서 당뇨환자에 대한 교육은 중요성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언급되어져 왔다.1980년 WHO에서도 ”교육은 당뇨병 치료의
기초이며 당뇨병 환자가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천명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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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lly(1987)는 환자가 건강의 증진,질병예방 그리고 건강 일탈의 발견과
치료에서 의도적으로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자가간호행위로 정의하였다.
Orem(1985)은 자가간호행위를 생명과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각 개인

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활동의 실제라고 하면서 자가간호 형태를 일반적인 자가
간호 발달을 위한 자가간호와 건강이탈에 대한 자가간호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기
본적인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자
가간호,둘째 생의 여러 단계에서 생기는 상태와 사건과 성장발달에 불리한 영향
을 주는 사건시에만 요구되는 활동을 의미하는 발달을 위한 자가간호,셋째 질병
과 상해 시에 필요한 모든 활동인 건강 이탈에 대한 자가간호라 하였다.
당뇨병의 치료의 목적은 당뇨병으로 인한 증상 개선,당뇨병성 케톤산증과 저

혈당증과 같은 급성 합병증 예방,뇌혈관 질환이나 망막병증 등의 만성 합병증으
로 요약할 수 있다.특히 만성합병증 가운데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나 신장병증의
경우 엄격한 혈당조절을 통해 상당수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음이 보고
(DCCT:TheDiabetesControlandcomplicationTrialResearchGroup,1993)되면
서 더욱 혈당 조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혈당조절을 위한 방법으로는 식이
요법,운동요법,경구혈당강하제,인슐린 요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결국 환자
가 질병에 대해 이해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
라 할 수 있다.
Heisleretal(2003)은 환자들의 투약,자가 혈당 측정,발 관리,운동요법,식

사요법등의 자기 관리 항목을 실천하는 경우 HbA1c값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
고하여 환자의 스스로의 능동적 참여의 관리 항목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즉,당뇨병환자에게 있어 자가간호행위의 목적은 혈당치를 정상화하고 그 결

과 합병증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Glasgow,McCaul& Schafer,1987).
국내의 연구에서도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의 내용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병원방문,혈당측정,식이요법,운동,인슐린 자가 주사,인슐린 양 조절,
정확한 시간의 약물투여,위생적인 생활,저혈당 증상에 대한 대처를 다루고 있다
(김영주,2000;박오장,1984;박혜경,1986;백경신,1998;이숙희,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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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만성질환과 관련된 간호연구동향을 보면 당뇨환자를 비롯하여 고혈압환
자,만성요통환자,혈액투석환자,감염환자,만성질환 노인등의 관한 연구들이 이
루어졌고 이러한 연구들에서 주요하게 측정되는 개념 중 자가간호수행과 치료행
위 이행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져 있었다 (박영주 & 한금선,2002).
이렇게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들의 자가간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계속

해서 더욱 강조되어지고 있다.특히 당뇨병은 자신의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 할 수 있으며 당뇨의 합병증 또한 예방할 수 있다.따라서 당뇨
환자들의 자기 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당뇨교육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어지
고 있다.더욱이 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모니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내원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의 자가간호관리 실태

를 보고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저혈당증과 같은 급성합병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또한 자가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이들을 위한 간호중재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CCC...가가가족족족지지지지지지

지지적 체제란 자신에게 대중사회 속에서 상호전단체계의 결손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사회적 총체를 말한다(Norbeck,1985).최근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 사회적 측면에 비중을 두어 사회적 변수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
회적 지지 개념의 한 부분으로 가족지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Gardner,Wheel
ar,1981).
지지체계로서의 가족은 스트레스 혹은 위기 상황에서 가족구성원이 적응에 실

패하게 하는 주요원인인 불안,우울,좌절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감시켜주는 역
할을 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사회적 지지 체계이다 (원종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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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b(1976)은 가족지지란 가족구성원이 환자를 돌보아 주고 사랑하고 존중
하며 가치감을 갖도록 환자자신의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의 조직망에 속한다는 구
성을 믿도록 해주는 정보라고 하였다.질병에 걸렸을 때 성공적인 적응을 하는
가족의 특성은 가족의 역할이 뚜렷하고 융통성이 있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개성이 존중되고 수용되는 가족을 말한다.부적절한 지지는 질병에 대한 민감성
을 증가시켜 실제로 생리적인 변화에 원인이 되고 있다 (Hubbard,Muhlenkamp
& Brown,1984).
특히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자는 가족구성원에게 매우 의존적으로 가족의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가족지지는 이들의 회복과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므로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에 있어서 가족지지는 자가간호수행을 증진
시키므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Haynes,1987).
가족들의 당뇨병에 대한 대응은 여러 가지인데 가족이 과잉보호하는 경우에

환자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가족에게만 의지하며 관리가 잘 안될 때
에도 가족의 비협조의 탓으로 돌려버린다.가족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시하
고 비난만 하는 경우는 가족들이 당뇨병을 부인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당뇨환자의 관리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다.이때 환자는 소외감을 느끼고 당뇨
관리의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장수미,1999).
또한 환자는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가족들만 열심히 하는 경우에 가족들

은 환자에게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의 협조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최명민,1997).
당뇨환자의 경우 가족지지가 좋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식이요법을 가족이 함께

하고 혈당검사를 매일 하도록 격려하고 관심을 가지며 정기적인 병원 방문일을
일깨워 주는 것이며 규칙적인 약물치료와 운동요법,개인위생을 실천하도록 협조
하고 힘든 일을 돕고 환자를 존중하며 긍정적 태도로 자주 대화를 나누는 일을
하는 것으로 (박오장,1984)만성 질환자에게 있어서의 가족 지지는 매우 중요성
을 가지며,환자의 회복에 놀랄만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뇨환자들의 가족지지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Wilson(1986)은 인슐린 비

의존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가족지지는 당대사의 조절을 위한 영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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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에 대한 대상자들의 자기간호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심리사회적 요인
으로 보고 하였다.국내 연구에서도 김은영(1996)은 성인 당뇨환자가 지각한 가족
지지는 이들의 자가간호역량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면서 22.3%의 설명 변량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김영주(2000)의 연구 역시 제 2형 당뇨병환자의 가족 지지는
자가간호이행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면서 21.3%의 설명변량이 있음을 보고하였
다.조영임 등 (2003)의 당뇨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와 건강증진 생활양식과의 관
계연구에서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가족지지가
51.2%의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당뇨환자의 자가간호행위에 있어 가족지지가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가관리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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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저혈당으로 응급실 내원한 당뇨환자들의 자가간호행위,가족지지를
파악하기 위한 양적 조사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합한 트라이앵귤레이션 연구이다.
트라이앵귤레이션 연구방법은 보다 타당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의 연구

방법을 사용해 얻은 연구결과를,다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연구 결과와 비
교 재확인함으로 연구의 재확인을 통해,하나의 측정법을 사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정확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의 완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BB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저혈당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당뇨환자로서 다음과
같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된 자를 포함한다.

1) 만 16세 이상의 당뇨병을 진단 받은 자
2) 저혈당 관련 증상 및 상태에 대해 응급치료를 마친 후 입원 또는 퇴원을 기

다리고 있는 환자 및 보호자
3) 신경학적 후유증 없이 의식이 명료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자
4)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참여를 수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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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11)))자자자가가가 간간간호호호행행행위위위

자가간호행위는 박오장(1984)이 개발한 당뇨병 환자의 역할 행위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이는 당뇨관련 일반관리(병원방문,개인위생),혈당관리(혈당검사,저
혈당과 고혈당에 대처하는 정도),식이요법,운동,발관리,투약 등 당뇨병 환자가
지켜야 할 주관적인 자가간호행위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문항은 “전혀
안하고 있다”1점에서부터 “아주 잘하고 있다”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가 간호행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오장(1984)의 연구에서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 0

0.86이었으며,본 연구에서의 Cronbach’sAlpha는 0.80이었다.

222)))가가가족족족지지지지지지

지각된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오장(1984)이 개발한 가족지지측정도구를
사용할 것이다.가족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돌봄,존경과 인정,신뢰와 의사소통
등의 정서적 지지와 환자의 치료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에 대한 조력에 대한
주관적 인지정도를 17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평점이 높을수록 가족지지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오장(1984)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0.81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Alpha는 0.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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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111)))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자료수집은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은 후 관찰하는 기간 동안에 본 연구자가 연
구의 목적과 의도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구조화된 설문지에 답하게 하였
다.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경우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불편한 경우에는 연구자가 읽어주고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기
록하였다.

222)))질질질적적적면면면담담담

연구기간동안 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대상자 모두를 면담했으며 필요
에 따라서는 보호자와도 면담을 실시했었다.
면담을 익명성 보장과 본 연구 자료 이외에 면담내용을 노출하지 않을 것에

대한 설명과 녹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본 연구자가 개발한
반 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하였다.
연구시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와 면담을 한 당일 녹음된 내용을 대상자의 언어

적 표현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의미있는 진술에 표
시를 한 후 의미있는 진술을 중심으로 공통된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였고 특
히 일반 당뇨환자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저혈당을 경험한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특
징적인 의미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이런 과정에서 다음 면담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추가해야 할 면담내용에 대한 확인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면담이 진행되도
록 하였다.
면담시 사용하게 되는 반구조적인 질문은 연구자의 실무 경험과 문헌고찰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면담 질문지를 목록화하여 간호학 교수 3인에게 타당도 검증
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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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의 주요 개념은 크게 저혈당 관련 요인과 신체 행위적 요인과 사회적 요
인으로 구분지었으며 신체행위적 요인에 대한 질문으로는 현재의 자가간호행위
실태와 혈당 관리경험과 자가간호행위 촉진요인 저해요인과 무엇인지 그리고 사
회적 요인을 위한 질문으로는 가족지지에 관한 내용으로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어
떠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지와 어떤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표표 111>>>반반반구구구조조조적적적 면면면담담담 내내내용용용의의의 목목목록록록화화화

개개개 념념념 내내내 용용용 소소소요요요시시시간간간
시작 연구목적 연구자 소개 ·면담 동의서 작성
도입 저혈당 관련 ·저혈당 증상과 경험담
질문 ·상황적 요인 10분

·저혈당 경험 정서
주요
질문

신체 행위적 요인
-자가간호행위

·당뇨관리 행위 및 방법
-식이,운동,약물요법
-자가 혈당 측정

20분
·혈당 관리 경험
·촉진 및 저해 요인
·저혈당 발생 대처 행위

사회적 요인 ·당뇨관리의 조력자
-가족 지지 ·촉진 및 저해요인

·치료적,정서적 지지
·당뇨교육의 가족 참여
·가족의 당뇨관련 지식

마무리 면담내용요약 ·저혈당 증상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10분

·퇴원설명 및 간단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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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검검검토토토

본 연구가 수행되는 기간(2008년 4월 11일~6월 08일)동안 연구자가 개발한
조사 양식지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의무기록을 검토가 이루어졌다.
의무기록 검토 양식은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EEE...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양적조사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version14.0)프로그램을 이용하였
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자가간호행위와 가족지지정도등의
자료분석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2)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당뇨환자들의 자가간호행위와 가족지지의
심층적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서는 내용분석을 실
시하였다.
양적 연구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 질적자료를 같은 틀로 분석하였다.즉 면담

자료에서 나타난 개념을 크게 자가간호행위와 가족지지로 나누고 자가간호행위을
일반관리,혈당관리(혈당측정,저혈당과 고혈당시 대처),식이요법,운동요법, 발
관리,약물요법 총 6가지 범주로 가족지지를 신체적지지,정서적지지 총 2가지 범
주로 코딩하였다.분석단위로 각각의 범주를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의 하위범주로
코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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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자(61.3%)가 여자(38.7%)보다 더 많았고 전체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6.4세(31세~84세)로 나타났으며 60세 이후 대상자가 77.5%를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대상자는 기혼(87%),무직(83.9%)상태였으며 고졸(71%)정도의 학

력을 나타냈다.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가 54.8%로 가장 많았고

부부 둘만이 사는 경우도 38.7%로 많은 수를 차지했다.혼자 사는 경우는 1명 있
었으며 그 외 1명은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경우였다.
대상자 중 80.6%가 음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고,대부분이 비흡연자

(77.4%)이었으며,규칙적 운동을 하는 경우는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

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표 3>에 제시되었다.
제2형 당뇨병인 경우가 28명(90.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유병기간은 평

균 15.75년이었으며,5년에서 15년 미만인 경우가 10명(32.2%),15년에서 25년 미
만이 11명(32.2%)으로 나타났다.
치료형태로는 경구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17명(54.8%)인슐린 치료만

하는 경우는 6명(19.4%),인슐린과 경구혈당강하제의 병합치료는 8명(25.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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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1)

특특특 성성성 구구구 분분분 빈빈빈 도도도(((명명명))) 비비비 율율율(((%%%)))
성별 남

여
19
12

61.3
38.7

연령 80~
70-79
60-69
50-59
~50

3
11
10
4
3

9.6
35.5
32.4
12.9
9.6

결혼상태 미혼
기혼
사별

1
27
3

3.20
87.1
9.7

종교 있다
없다

11
20

35.5
64.5

직업 있다
없다

5
26

16.1
83.9

최종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9
16
6

29.0
51.6
19.4

가족형태 혼자생활
부부둘만 생활
자녀들과 생활
기타

1
12
17
1

3.2
38.7
54.8
3.2

음주 안 먹는다
월 1-2회
주 1-2회
주 3회이상
매일 마신다

25
3
3
0
0

80.6
9.7
9.7
0.0
0.0

흡연 피운다
안피운다

7
24

22.6
77.4

운동 규칙적
불규칙적
안한다

11
9
11

35.5
29.0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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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질병관련 특성
(N=31)

특 성 구 분 빈 도(명) 비 율(% )
†당뇨병 유형 제 1형 3 9.7

제 2형 28 90.3
유병기간 5년 미만 4 12.8

5~15년 미만 10 32.2
15~25년 미만 11 35.5
25~35만 5 16.2
35년이상 1 3.3

치료형태 경구요법 17 54.8
인슐린요법 6 19.4
병합(인슐린+경구) 8 25.8

†합병증 있다 23 74.2
없다 8 25.8

†당뇨외 질환 있다 27 87
없다 4 13

당뇨관리 정기적 병원방문 30 96.7
증상시 병원방문 1 3.3
받지 않는다 0 0.0

자가혈당측정 규칙적 8 25.8
증상있을때나 가끔 9 29
측정하지 않음 9 29
혈당기 없음 5 16.1

당뇨교육경험 있다 23 74.2
없다 8 25.8

†저혈당 원인 부적절한 식사 20 64.5
약물과다투여 2 6.4
기타 9 29.1

†저혈당증상 의식변화 25 80.5
어지럼증 3 9.8
기운없음 2 6.4
떨림 1 3.3

저혈당입원경험 있다 17 54.8
없다. 14 45.2

†의식상태 9점이하 23 74.2
(GCS) 10~14점 2 6.4

15점 이하 6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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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 의무기록 검토 내용

대상자 중 23명(74.2%)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 중 20명
(86.3%)은 2개 이상의 합병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합병증의 내용은 <표
4>와 같다
미세혈관과 합병증으로 인한 망막증과 신증,신경병증이 있었으며 대혈관 합

병증으로는 고혈압,뇌혈관질환,관상동맥 질환이 있었다.2명의 대상자에게서는
감염의 합병증이 나타났다.
당뇨 외 질환을 가진 경우는 27명(87%)으로 나타났으며 협심증,심근경색,신

부전과 같은 당뇨병성 합병증으로 인한 질환도 포함되었다.그 밖의 질환으로는
폐암,신장암,위암,담도암,췌장암,림프종,다발성 골수종이 있었다.

<표 4>당뇨병성 합병증
(N=23)

합병증 빈도(명) 비율(%)
미세혈관 20 44

망막증 7
신증 7
신경병증 6

대혈관 23 51
고혈압 12
뇌혈관 2
관상동맥심질환 9

감염 2 5

†혈당 내원시 36.9* (mg/d)
포도당 투여후 212.9* (mg/dl)
혈청 혈당 36.1* (mg/dl)
당화혈색소(HBA1c)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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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관리를 살펴보면,정기적인 병원방문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는 40명
(96.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규칙적인 혈당측정을 한다고 응답한 수는 8
명(25.8%),증상 있을 때 가끔 한다고 응답한 수는 9명(29%)인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을 측정하고 있지 않다 라고 응답한 수는 14명(45.1%)으로 과반수 정도의 대
상자들이 혈당측정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이(74%)당뇨교육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대부분 1

회의 교육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진단받았을 당시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혈당의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식사로 인한 경우가 21명(67.7%)으로 가장 많

은 수를 차지하였고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한 경우는 2명(6.4%)이었으며 기타원인
은 8명(25.9%)이었다.기타원인으로는 최근 경구혈당약이나 인슐린의 투여 용량
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저혈당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내원시 저혈당 증상으로는 의식변화가 25명(80.5%)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어지럼증 3명(9.8%),기운없음 2명(6.4%),떨림 1명(3.3%)등이 있었다.
의식변화는 중증 저혈당 일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대부부의 대상자들이 급성 중
증 저혈당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상자 중 54.8%가 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응급실 도착당시 의식상태는 Glasgow comascale(GCS)의 3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환자의 반응에 따라서,의식이 명료하거나 약간의 어지러움들의 증상을 호
소하는 경우(15점),지남력 등의 장해가 있거나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경우(10∼14
점)그리고 통증에 반응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9점 이하)로 구분하였는데 의식
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경우가 74.2% 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혈당 조절상태를 살펴보면,내원시 측정한 혈당(byfingerprickmeter)은 평균

36.9mg/dl이었으며 포도당 투여 후 평균 혈당은 219.9mg/dl였으며 평균 혈장
혈당은 36.1mg/이 로 fingerprickmeter를 이용해 측정한 혈당과 거의 차이가 없
었다.당화혈색소수치(HbAlc)는 평균 6.7%로 나타났다.



- 22 -

BBB...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자자자가가가간간간호호호행행행위위위

111...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결결결과과과

대상자의 자가간호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상자의 자가간호행위 이행정도는
평균이 3.26점으로 영역별로 보면,일반관리에 대한 자가간호이행정도는 평균평점
이 3.65점이었으며,가장 잘 이행되는 영역은 평균평점 4.70점으로 약물관련 영역
인 반면 발관리(2.81점),운동요법(2.81점),식이요법(2.69점),혈당관리(2.50점)영역
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문항별로 보면 자가간호 이행을 가장 잘하고 있는 문항으로는 ‘인슐린

투여시 주사부위를 돌아가며 맞고 있었다’(4.88점)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는 ‘약
물을 의사의 처방대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4.67점),‘주
사를 무균적으로 처방된 양 만큼 맞고 있었다’(4.67점),‘당뇨병 치료 혹은 지시를
위해 지시 받은 날짜에 병원을 방문했었다’(4.64점)‘약물을 의사의 처방대로 정
해진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4.61점)순으로 나타났다.반면에 상대적
으로 이행의 점수가 낮은 문항은 ‘식품교환표를 사용하여 식단을 짜고 있었다’
(1.45점)‘자신의 체중에 맞는 식이요법을 했었다’(1.83점),'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
는 고혈당 증세가 보이면 병원을 방문하고 있었다’(2.04점),‘집에서 뇨당,혈당검
사를 정해진 시간에 실시했었다’(2.25점),‘식후 30분-1시간에 중증도의 운동을 하
고 있었다’(2.38점)로 3.0이하의 점수를 나타냈다.

222...면면면담담담 결결결과과과

자가간호행위 영역에 대한 면담내용을,양적 조사연구의 토대로 일반관리,혈
당관리,식이요법,운동요법,발관리,약물요법 총 6가지 범주로 나누어 대상자와
의 면담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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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가간호행위 영역별 점수

영영영역역역 문문문항항항내내내용용용 평평평균균균 표표표준준준
편편편차차차

약물 인슐린 투여시 주사부위를 돌아가며 맞고 있었다. 4.88 0.54
약물을 의사의 처방대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했다. 4.67 0.74
주사를 무균적으로 처방된 양 만큼 맞고 있었다. 4.67 0.70
주사를 처방된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맞고 있었다. 4.67 0.74
약물을 처방대로 정해진 양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 4.61 0.71

소소소계계계 444...777000 000...666888
일반 당뇨병 치료를 위해 지시 받은 날짜에 병원을 방문했었다 4.64 0.83
관리 신경 쓰이는 일은 피하고 피곤을 느끼지 않게 휴식을 취했다. 3.70 0.83

감기나 기타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생활을 했었다. 3.61 0.88
피부나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늘 유의했었다. 3.54 1.15
정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고 있었다. 2.80 1.35

소소소 계계계 333...666555 111...000000
운동 적당한 활동(직장생활,공부,운동,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3.25 1.34

식후 30분-1시간에 중증도의 운동을 하고 있었다. 2.38 1.56
소소소계계계 222...888111 111...444555

발 늘 부드러운 양말을 신고 있었다. 3.25 1.34
관리 따뜻한 물로 발을 청결히 씻고 발 맛사지를 했다. 2.67 1.55

발톱을 일직선으로 깍고 있었다. 2.51 1.54
소소소계계계 222...888111 111...555444

식이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했었다. 3.83 1.29
평소에 당분이 많은 음식을 피했다. 3.38 1.35
자신의 체중에 맞는 식이요법을 했었다. 1.83 1.15
식품교환표를 사용하여 식단을 짜고 있었다. 1.45 0.85

소소소계계계 222...666222 111...111666
혈당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면 급히 당분을 섭취하고 있었다. 3.22 1.66
관리 집에서 뇨당 ,혈당검사를 정해진 시간에 실시했었다. 2.25 1.36

고혈당 증세가 보이면 병원을 방문하고 있었다. 2.04 1.05
소소소계계계 222...555000 111...333555
총총총계계계 333...222666 111...1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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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의 면담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진술을 이끌어 내어 개념을
도출하고 그 개념이 자가간호행위에서 촉진요인인지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하위범
주로 구분지었다.
본 연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별 특성은 <부록

3>에 기재되어 있다.
자가간호행위와 관련된 촉진 및 저해요인에 대한 면담 결과를 정리한 결과

<표 6><표 7>과 같다.자가간호행위을 촉진시키는 요인들을 살펴보면,정기적인
외래 예약이 환자들이 정기적인 검진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도록 하는 촉진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었으며,일상생활에서의 습관형성은 규칙적인 혈당체크와 인슐린
투여,정기적인 운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
이요법영역에서는 꾸준한 당뇨식이로 인한 신체적응과 절제 습관이 식이관리를
촉진시키고 있었으며,배우자 등의 가족 지지 또한 당뇨관리에 있어 촉진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증상 변화에 대한 조기 파악은 저혈당과 고혈당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당뇨 합병증의 발생이 건강상의 위기로 느꼈을 경우에도 자
가간호행위 촉진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가간호행
위를 저해하는 요인들로는 중요성 인식부족이 원인으로 나타났는데,체중측정과
개인위생과 같은 일반관리영역들은 당뇨환자들이 일상생활화 되어 실천되어야 할
행위영역이나,면담결과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실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혈당관리영역에서는 일부 당뇨 환자
들이 혈당의 변화를 신체변화를 통해 느낌으로 인지하고 있으므로,특별히 혈액
검사를 통한 혈당 확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9,16).
다른 이유로는 오랜 유병기간을 가진 대상자들의 경우 진단 초기 몇 해 동

안에는 지속적으로 혈당검사의 시행과 기록을 하였으나 혈당의 변화 없음을 알
고 혈당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며 (대상자 2),운동 또한 예전에 열심
히 했으나 경험상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상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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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자가간호행위 촉진요인 면담내용 분석

개 념 대상자 진술
일상생활로의
습관형성

“약 타러 매달 한 번씩 병원에 꼭 가”(대상자 3)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서 식전에 체크해요”(대상자 5)
“하루에 힌 시간 10분에서 30분정도 걷기 운동 항상
하지 ,힘든 운동 같은건 안해,위험하니까 안하지”
(대상자 30)
“(인슐린)주사 맞는게 뭐가 힘들어 그냥 조절하는게
더 어렵지.밥 먹는거랑 똑같지”(대상자 8)

정기적인
외래예약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오지”(대상자 22)
신체적응 “밥은 항상 잡곡밥으로 7-8숟가락 정도만 먹어요

오히려 더 먹으면 이젠 배가 더부륵하고 불편하더라
구”(대상자 30)
“단거는 안 먹을라고 하니까 싫어지대 지금은 안먹어
잡곡밥으로 하루세끼”(대상자 27)

절제 “내가 요정도 먹으면 그 이상은 안 먹어요 다른 사람
들은 막 먹잖아요 근데 나는 안 그래요 ”(대상자9)

신체변화 조기
파악 “저혈당이 오면 멀미하는 것처럼 느낌이 있어 그때는

단거를 먹지”(대상자 30)
“어제 기운이 조금 없어서 자기전에 안먹던 초콜렛을
먹었어요”(대상자 1)
“화장실을 자주 간다거나 갈증이 나고 몸이 많이 피곤
하면 혈당이 많이 올라간거 거든요 아주 심하다 싶을
때는 제가 RI8u정도 놓죠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죠 ”(대상자 29)

합병증
발생 “작년에 슬리퍼에 양말 안 신고 다녔는데 티눈이 생

겼거든.그래서 내가 임의로 티눈약을 바르고 했는데
상처가 안 낫더라구 그래서 있는 마이신도 먹구 했는
데 안 낫더라구 그래서 병원에 다녔었지 그래서 그
뒤로는 내가 발 관리는 잘 지키려고 해"(대상자 19)
"신장이 나빠지니까 고기 같은 단백질 조심하라고 하
더라구요 그래서 단백질 빼고 잡곡밥하고 싱겁게 해
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요.맛은 없지,그래서 먹
기가 저거 하니까 물 말아서 먹고 그래요.곡도 까칠
까칠하고 갑자기 싱겁고 하니까 먹기가 너무 힘들어
요.물 말으면 질척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얼른 먹
지 그래도 먹어야죠 어쩔 수 없지"(대상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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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상자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들로 인한 판단들이 자가간호행위
를 하는데 있어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신체적인 제한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운동영역과 식이

영역에 있어 큰 저해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제한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
났다.그 원인 중 하나가 통증으로서,허리통증과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발의 통
증은 운동하는데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당뇨합병증인 신부전을
비롯하여 심장질환과 암 등의 중증의 기저질환도 그 원인이 되고 있었다.대상
자 4의 경우,심장 수술을 받은 후부터는 운동을 못하고 있다고 하였고,대상자
5는 심장이식 후 체력저하로 예전에 했던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대상자 7의 경우도 뇌경색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암으로 인한 통증과 항암치료로 인한 오심,구토 또한 식이섭취를 어렵
게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당뇨 외 기저질환으로 인한
신체적인 제약들이 당뇨관리를 하는데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 대부분이 노인 당뇨병 환자로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

제들이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노화로 인한 기능적인 장애가 그 원인이었다.
예를 들어 대상자 19,31의 경우는 소화불량으로 거의 식사를 못하고 있었으며
대상자 22는 치아문제로 식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혈당기를 사용
하지 못하는 대상자(대상자 25,26,31)도 있었는데 혈당기 사용법을 모르거나 글
씨를 읽거나 쓸 줄 몰라서,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로 혈당기를 사용하
지 못한다고 하였다.또한 노인에게 있어서의 우울과 의욕 상실(대상자 26)이 영
양섭취의 부족으로 나타남으로 노인 당뇨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저혈당을 일으켰음
을 알 수 있었다.
식이요법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욕구조절능력의 문제로 나타났다.면담

중 당뇨관리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대상자 8의 경우 식
욕증가시 음식 유혹을 참기가 어렵다고 했으며,대상자 4의 경우 ’얼마 남지 않
은 여생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다.대상자 13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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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서의 회식으로 식이요법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했으며,대상자 29의 경
우도 직장에서의 인슐린 투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그 외에도 여행시에는 인슐
린 투여 및 혈당체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복용에 있어 규칙적인 복용은 당뇨관리에 있어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지만,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환자에게 있어서 맹목적인 약물의 복용은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저혈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대상
자 26의 진술을 보면 알 수 있듯이,밥은 안 먹어도 되지만 약을 꼭 먹어야 된다
는 약물에 대해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고,대상자 8의 경우는 인슐
린의 조절만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가능하기에 음식조절과 운동을 힘들게 할 필
요가 없다고 하며 인슐린에 대한 강한 의존을 나타내고 있었다.특히 유병기간이
오래된 노인 당뇨환자들의 경우에는 약물사용에 대한 장기적인 의존성이 증가하
여 약만 먹으면 식사조절이나 운동량에 상관없이 항상 혈당 조절이 되리라는 막
연한 기대심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20은 최근 저혈당 증상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고 호소하였다.이 대

상자는 1년에 3-4차례의 저혈당을 경험했던 제1형 당뇨환자로 최근에는 심한 저
혈당으로 인해 오랜기간 입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저혈당 무감지증
(hypoglycemiaunawareness)으로 인해 저혈당에 대한 경고증상을 느끼지 못하여
저혈당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고 중증 저혈당에 빠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 2,22에서도 저혈당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나타났다.이들은 빈번한

저혈당으로 인한 무감지증이 아닌 노인들의 기능의 감퇴와 쇠퇴로 인해 노인 당
뇨병에서 나타나는 저혈당 인식능의 감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족의 지지 부족,의료진에 대한 신뢰감 부족,혈당기를 가지고 있

지 않음 등이 자가간호 행위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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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자가간호행위 저해요인 면담내용 분석
개 념 대상자 진술

관리의 중요성
인식부족

“맨날은 아니고 가끔 목욕탕 가거나 하면 재지 뭐 요
즘 아무대나 가면 몸무게 다 잴 수 있는데 뭐 굳이
챙겨서 재려고 하나."(대상자 28)
“(감기나 기타 전염병)그런게 조심한다고 안걸리나”
(대상자 8)

질병과정에 따른
주관적 판단

“혈당체크는 예전에 내가했었지 지금은 안해요 내가
일단 혈당이 올라가면 아니까 그래서 (혈당체크)한
일년 전부터 아예 안하지”(대상자 9)
“당뇨가 오래 되어서 내가 저혈당이 오는 것을 알거
든요”(대상자 16)
“4-5년 전까지 혈당체크를 매일 했다고 당뇨수첩도
만들어서 근데 그때 올라가지고 내려가지고 않고 그
러니까 내가 혈당 체크를 안했지 .그때만 하고 지금
뭐 할 필요 있나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서 혈당
체크하지 약 받으러 가니까”(대상자 2)
“운동?예전에 규칙적으로 오래했어요 수영,아쿠아
로빅 한 15년 정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운
동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대상자19)

신체적 제한 “내가 암환자거든 통증 때문에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많이 먹었어 아프니까 먹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씹고 그러는게 너무 힘들어서 잘 먹질 못했어"(대상
자 14)
“올해 들어서는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거동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가서 약을 타가지고 왔어
요.그래서 한 2-3번정도 검사를 못했어요”(대상자
23보호자)
“운동은 4년전 심장수술을 받기전까지는 매일 등산
하고 사이클로 전국일주도 하고,수술하고는 그런거
를 못하고 40-50분씩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지 근데
1달전부터는 오른쪽엉덩이가 너 아파서 운동을 아예
못하고 있어"(대상자4)
“내가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해”(대상자 3)
“뇌경색이 있어서 운동은 거의 안해요”(대상자7)
“당뇨 때문에 발가락을 하나 잘랐거든 ,눈도 잘 안보
이고 발도 그렇구 해서 운동은 아예 안하지"(대상자
26)
“당뇨식사 그런거는 못하지 먹고 싶은데 이빨이 아파
서 못 먹어 그래서 죽밖에 못 먹어”(대상자 22)
“혈당당뇨는 크게 신경 안 썼어요 워낙에 췌장이 안
좋아지고 항암치료도 받고 그러니까 식이요법 운동
그런거는 할 생각도 안 했어요"(대상자21)

노화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매운 것두 짠것두 못 먹어 무슨
위장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먹기 싫어 ”(대상자 31)
“점심 안 먹었지,외래 오느라고 아침도 안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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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냥 먹기 싫어서 그냥 먹기 싫으니까 안먹지
왜 안먹어 ,먹고 싶은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먹기
싫어"(대상자 26)
“혈당기가 있는데 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냐 너무 복
잡해서 못하겠어.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바꿔 주더라
구 ”(대상자 31)
“글씨도 몰라 쓸 줄도 모르고 혈당 검사 같은 거 못해
"(대상자 25)

욕구조절능력
저하

“요즘 감기로 계속 밥을 잘 못 먹었어 입맛이 돌아왔
길래 라면에 밥을 말아먹었지,그리고 혈당을 재보니
까 500이 넝었더라고”(대상자 8)
“단것도 많이 좋아해서 먹지만 줄일 생각은 없어.나
이 먹어서 이런거 안 먹으면 어떻게 해,이제 살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걸 해야 하나"(대상자 4)

사회환경적 제약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생각보다 잘 안되요.회식
도 많고 먹는거 조절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오래
되다가보니까 (식이조절)잘 안하게 되더라구요"
(대상자13)
“인슐린을 아침에 맞고 밥을 먹었어야 하는데 우리
얘가 계속 해장국을 안 먹는다고 해서,얘기 먹을 김
밥을 사러가다가 .갔다가 와서 먹을라고 했죠 빨리
밥을 먹었어야 하는데”(대상자 29)
“회사 가서 맞을라니까 좀 그렇잖아요 .회사에 약하
고 소독약하고 다 가지고 가서 어떻게 맞아요”
(대상자 23)
“여행가거나 멀리 가게 되면 난감하지 ,인슐린은 냉
장 보관해야하는데 못하니까 그럴 땐 아침 일찍 나가
기 전에 놓거나 아님 안 맞아"(대상자30)

약물 의존 “나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먹으라는 대로 아침 저녁
으로 (당뇨약)먹고 있지”(대상자 25)
“(밥은)안 먹어도 약은 내가 먹지.인슐린은 아침에
한번,약은 아침 저녁으로 먹지”(대상자 26)
“식이요법 그것만 해서는 안 돼 인슐린을 맞으니까
조절이 잘 되는데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대상자 8)

가족지지 부족 “뇌졸중으로 잘 못 걷지만 부축하며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그걸 못하더라구 조금 지나니까 괜찮아지고.
당뇨라니까 혈당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줄은
생각도 못했지.요즘 이렇게 이상한 증상이 있길래
난 그냥 혈당이 올라간건지 알고 간식을 줄이긴 했지
”(대상자 6보호자)
“아침에 찬밥이 있어서 그거 먹구 내가 낮에 해먹을
라고 했는데 못해먹었지 그렇다구 이렇게 되나"
(대상자 25)

의료진에 대한
신뢰감 부족

“당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분비내과에서 이것 저
것 검사를 했는데 코스트만 많이 내고 뭐 알아낸 건
없어 그래서 내가 (종합)병원은 안 다니고 내 건물
에 있는 병원에 다니지 내가 말만하면 약 다 처방해"
(대상자 4)

저혈당 무감지증 “예전에는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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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부터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대상자20)
인식능감퇴 “내가 저혈당이 오면 사탕 먹고 그러는거 알지 내가

알면 먹지.근데 내가 모르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문제
지,내가 알면 바로 먹는다고 항상 초콜릿 같은거 가
지고 다녔거든 근데 저혈당인지 몰랐어 그냥 정신 차
리니까 여기야 ”(대상자 2)
“혈당 낮은거 높은거 그런거 모르겠는데”(대상자 22)

혈당기 없음 “혈당기 없는데 ”(대상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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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가가가족족족지지지지지지

111...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결결결과과과

대상자의 가족지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상자가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
는 평균이 3.16점으로 나타났다.자가간호를 위한 치료적 지지정도는 평균 2.18점
으로 정서적 지지를 위한 평균 3.65점보다 낮게 나타났다.이를 영역별로 보면 자
가간호를 위한 지지 문항 중 ‘나의 가족들은 내가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이야기
해 준다’(3.93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의 가족들은 내가 식사를 골고루 먹
도록 이야기 해 준다’(3.87점),‘나의 가족들은 내가 병원에 갈 날짜를 잊지 않도
록 일깨워 준다’(3.51점)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의 가족들은 내가 발을 씻을 때 도와주었다’(1.87점)가 가장 낮게 나

타났으며,‘나의 가족들은 내가 혈당검사를 매일 하도록 일깨워 준다’(1.93점),
‘나의 가족들은 나의 혈당 검사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다’(2.74점),‘나의 가
족들은 내가 집안일(혹은 다른 일)을 할 때 거들어 주었다’(2.61점)순으로 나타
났다.
정서적 지지 문항 중 ‘나의 가족들은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4.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의 가족들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었다’
(4.09점)도 높게 나타났다.반면 ‘나의 가족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루 중
나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3.19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나의 가족
들은 집안 문제나 개인 문제를 나와 의논한다고 생각한다’(3.38점)도 낮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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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가족지지 영역별 점수

영역 문항내용 평균 표준
편차

신체적 나의 가족들은 내가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이야기 해 준다. 3.93 1.20
지지 나의 가족들은 내가 식사를 골로루 먹도록 이야기 해 준다. 3.87 1.31

나의 가족들은 내가 병원에 갈 날짜를 잊지 않도록 일깨워 준다. 3.51 1.63
나의 가족들은 내가 인슐린 주사를 맞을때 약을 먹을 때,식이요법
을 할 때 협조해 준다. 3.12 1.58
나의 가족들은 내가 당뇨병에 해로운 음식을 절제하지 않을 때
일깨워 준다. 3.09 1.32
나의 가족들은 내가 약물(주사)을 거르지 않고 사용하도록 일깨워
준다. 2.87 1.60
나의 가족들은 내가 당뇨 식이요법을 할 때 같은 식사를 함께 먹고
보호해 주었다. 2.87 1.58

나의 가족들은 나의 혈당 검사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다. 2.74 1.43
나의 가족들은 내가 집안일(혹은 다른 일)을 할 때 거들어 주었다. 2.61 1.35
나의 가족들은 내가 혈당검사를 매일 하도록 일깨워 준다. 1.93 1.26
나의 가족들은 내가 발을 씻을 때 도와주었다. 1.87 1.47

영영영역역역별별별 평평평균균균 222...111888 111...444333
정서적 나의 가족들은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4.09 0.78
지지 나의 가족들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었다 4.09 0.87

나의 가족들은 나를 존중해 주고 칭찬 해 준다. 3.61 1.11
나의 가족들은 나를 짜증나거나 불퀘하게 하지 않았다. 3.54 1.12
나의 가족들은 집안 문제나 개인 문제를 의논한다고 생각한다. 3.38 1.35
나의 가족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루 중 나와 대화를 나
누는 시간을 가졌다. 3.19 1.16

영영영역역역별별별 평평평균균균 333...666555 111...000666
총총총평평평균균균 333...111666 111...00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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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면면면담담담 결결결과과과

면담내용을 양적 조사연구의 토대로 치료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의 조력
(치료적지지)과 정서적 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진술을 이끌어 내어 개념을 도출하고 그 개념이 가족지지에서 촉진요인과 저해요
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하위범주로 구분지었다.가족지지와 관련된 촉진 및 저
해요인에 대한 면담 결과를 정리한 결과는 <표 9><표 10>과 같다.

<표 9>가족지지 촉진요인 면담내용 분석

개 념 대상자 진술
헌신적 돌봄
(배우자,며느리)

“인슐린 양 재는 눈금도 못재고 안보이니까 인슐린을
못 놓고 있지.우리 마누라가 인슐린도 놓고 혈당도
재고"(대상자 22)
“집사람이 주사기에 약을 재주면 내가 놓치 내가 한쪽
눈은 아예 안보이고 이쪽 눈도 잘 안보여서 인슐린은
못재"(대상자 26)
“집사람이 혈당도 재주고 거의 다 챙겨주고 하지 항상
식사와 간식은 정확한 양으로 먹었어”(대상자 12)
“우리 남편이 아주 많이 도와 주죠”(대상자 9)
“우리 집사람이 가장 많이 도움을 주고 있죠"
(대상자 11)
"우리 할아버지가 당뇨관리 다 도와주지 뭐 아들들은
자기 벌이 하느라고 다 나가있지 뭐 신경을 쓰나"
(대상자 3)
“우리 며느리가 아주 심성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내
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얼른 병원 다녀가라고 하니
까 신경을 많이 써주는 편이지 우린 식구들이 많지도
않고 그냥 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어제 퇴원을 했
는데 하루 만에 다시 오니까 자식들한테 미안하지”
(대상자16)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밤을 샜어 손자들도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제발 집에 보내줘"(대상자 24)

화목한
가족인지

“우리 가족 아주 화목해요.이 당뇨 때문에 그렇지"
(대상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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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는 일생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하므로 정상인의 역할과 환자 역할 사이에
갈등을 느끼게 되어 환자의 역할을 포기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가족의
꾸준한 관심에 의해서 치료행위를 이행하는 데 동기유발이 되어야 한다.
면담분석을 통해 본 가족지지의 촉진요인으로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이 있었

던 것으로 나타났다.약물의 투약에 있어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경우는 대
상자 22,26처럼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망막의 손상으로 인슐린의 양을 잴 수 없
을 때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상자 12는 뇌졸중과 위암 투병
중으로 보호자(배우자)가 당뇨 관리 외에도 모든 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
었다.
또한 대부분이 당뇨관리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 또한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자 1,3,9,11,12).배우자 이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며느리로 대상자 16
의 경우 며느리에게 고마움과 미안함 마음을 표현했으며,대상자 24의 경우에는
며느리가 응급실에서 밤을 샌 것에 대해 계속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었다.
치료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력과 함께 동행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정서적인

지지로 양적인 연구 결과에서는 치료행위에 대한 지지보다는 정서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다.정서적 지지에 관한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 17과 같
이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라고 하는 화목한 가족인지가
가족의 지지에 있어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지지에 있어 저해요인들을 살펴보면,자기관리 의지가 강한 대상자의 경

우 가족의 지지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이는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 혈당 관리
를 해온 대상자나 신체 활동에 있어 제약이 있지 않은 대상자들로서,당뇨 관리
에 있어서 ‘스스로 잘 하고 있으며 가족의 도움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
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대상자 1,28,23,28,30의 진술에서 ‘약물
복용 및 투여에 있어서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고 나타났으며 대상자 7,
23들은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냐’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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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가족지지 저해요인 면담내용 분석

개 념 대상자 진술
비수용적
자기주장

“당뇨는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밥 잘 먹구 운동하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밥 먹으면 꼭 먹어.내가 잊지
않고 먹구 있지.내가 하니까 저 사람은 크게 신경
쓸거는 없어”(대상자 1)
“자기가 배가 고프고 하면 밥 먹으면 되지,그걸 뭐하
러 알려줘”(대상자 28)
“내가 다 알아서 혈당도 재고 주사도 내가 놓고 하지
누가 도와죠”(대상자 8)
"내가 하면 되지 그걸 왜(집사람)한테 시키고 배우게
해"(대상자 23)
“얘기 하지 않아도 알아서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대상자 30)
"가족이제 안 도와주죠.이제 몇 년이나 됐는데 ..
다 알아서 하죠"(대상자20)
“주사 놓거나 하는 건 내가 다하고 있지 부인이 신경
써주고 그런거는 없어 내가 병원 다니고 직접 약 먹고
,음식은 조심하라고는 하지 이따금씨…”(대상자2)
“아이고 당뇨약은 내가 챙겨먹지 아무 이상 없는데
,배 안고프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배고프면 손 떨리고
하는 증상이 있지 그렇지 앟으면 아무렇치도 않은데
가족도움을 왜 받아요”(대상자 17)
“정신은 멀쩡하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지 뭐 내가 약
을 하도 많이 먹어서 내가 신경을 써야지 .내가 약은
다 챙겨먹고 있지”(대상자 5)

비효율적인
가족구조

“우리 집사람이 뇌경색이라서 몸이 안 좋아서 나를
간호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입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
몸이 지금 불편한건 아닌데 신경쓰게 하면 안되니까”
(대상자 2)
“내 안식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 내가 다 알아서
다 하니까 (신경 안 쓰고)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봐
주고 있지”(대상자 4)
“도와주지 않아요.그냥 모른척해요.우리 할아버지
는 나에 대해서 거의 상관을 안하지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판막이 다되어가지고 아프거
든"(대상자 19)
“아무도 없어,나 혼자야 누구 도움 안 받아도 돼 내가
다 끓어먹고 김치도 해먹고 그랬다구.아니고 내가
해먹으면 되지 뭘 도움 같은걸 받어”(대상자 25)

가족기능의 상실 “3일정도 우리 며느리가 여행을 가서 없었거든 챙겨
놓고 가긴 했는데 잘 못먹게 더라구"(대상자 7)
“아들이랑 살 때에는 아들이 혈당 체크해주고 했지
그런데 지금은 따로 살어서 안해 ”(대상자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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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적
가족관계

“내가 자식들 보기 미안하더라구 아픈것도 그렇구 그
래서 (같이 살다가)그냥 나왔어 내가 아프니까 몸도
힘들고 해서 오히려 같이 사는게 더 힘들더라구"
(대상자 19)
“나도 아프고 할아버지도 아프고 하니까 스트레스 많
이 받죠"(대상자 19)
“우리 할아버지가 아파 중풍으로 한 20년 되었나 요즘
에는 밥마다 오줌 싸는 병에도 걸렸어 ,아주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그래서 음력으로 8월인가 부
터는 내가 잠을 못 잤어 .그게 아주 스트레스야,그래
서 내가 병에 걸린거 같아"(대상자 31)
“집에서 대화 그런거 안해.맨날 소리만 지르고 화를
내는 데 무슨 얘길 해”(대상자 31)
“나한테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 오히려 잘못되면 반감
만 사 ,내가 그러면 더하기 싫어,나한테 잔소리 하고
한다면 더하고 더했지 달라지는 건 없어 이런 것도
나한테는 스트레스야 ”(대상자 28)

가족의
개인생활

“와이프하고 딸 둘하고 살지 하나는 직장생활을 하고
하나는 학교 다니느라 바쁘지"(대상자 5)
“우리 식구는 다 각각 놀지,나는 아침에 일찍 나가고
딸은 같이 사는데 걔는 그냥 직장 생활하니까 아들은
나가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집에 혼자 있고
”(대상자 8)

가족 지식부족 “뇌졸중으로 잘 못걷지만 부축하며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그걸 못하더라구 조금 지나니까 괜찮아지고,
당뇨라니까 혈당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줄은
생각도 못했지.요즘 이렇게 이상한 증상이 있길래
난 그냥 혈당이 올라간건지 알고 간식을 줄이긴 했지
”(대상자 6보호자)
“몇일 전에도 자다가 발작을 일으키더라구요 그래서
119에 신고했는데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오늘 또 발작
을 일으키더라구요.저혈당이라서 그런건지 몰랐죠”
(대상자 7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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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진술을 통해서 대상자들의 당뇨관리에 대한 비수용적인 자기주장이
가족의 지지를 저해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아래에 나타난 진술은 치
료적 지지가 낮게 나타난 대상자 가족들의 진술로 오랜 시간동안 환자 스스로 관
리를 해왔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신경 쓸 일이 없다고 했으며 당뇨관리에 대해서
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가족지지 정도가 낮게 측정된 대상자들과의 면담내용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한 가족들의 지지부재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비효율적인 가족구조로 나타났는데 대상자 2,4,19의 경우처럼

노인부부 가족 구조인 경우 배우자의 질환으로 인해 배우자를 돌봐 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대상자 25는 자녀가 없
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으로 최근 4개월 전에 당뇨를 진단받은 후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으나 약 복용 외에는 다른 관리들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저혈당에 대한
경고 증상들이 여러 번 있었으나 본인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같이 사는 가족
도 없었기에 혼수상태가 된 후에야 이웃주민에게 발견되어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
었었다.또 다른 이유는 가족기능의 상실로 나타났다.대상자 7의 경우는 상황적
요인이긴 하였으나 며느리의 여행으로 3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되면서 식사를 제대
로 하지 못해 저혈당에 빠져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대상자 26은 얼마 전까지
아들과 같이 살면서 아들이 혈당 체크를 비롯한 당뇨관리를 해주었으나 최근에는
아들과 따로 살게 되면서 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자5)배우자 -“나는 하나도 몰라요.본인이 그냥 다 알아서 하니까 워낙에 병원
원에 오래 다니고 완전 단골이에요.그러니까 아주 반의사죠 ”

(대상자15)배우자-“정해진 시간에 빼 먹는 일 없이 꼭 놓죠.혼자 다 알아서 하죠 "

(대상자7)며느리-“본인이 워낙 잘하셔서 우리가 신경쓸 일이 없어요.워낙에 철저
하신 분이라서 "

(대상자28)배우자-"난 그런거 몰라.혼자서 다 알아서 하니까.뭐를 하는지 알어,
약도 하도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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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의 갈등관계 또한 가족지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대상자
28의 경우 배우자의 당뇨관리에 대한 관심이 잔소리로 생각된다고 하면서 이로
인한 부부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식이조
절로 인한 갈등이 많았으며,몇 몇 보호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대상자 8,15,26,28의 가족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대상자들은 이전에 식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보호자들 식이 조절을 해보려고 여러 차
례 시도했지만 현재는 거의 포기 상태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식이 외에도 대상자 19의 경우처럼 자녀들과 같이 사
는 것이 너무 힘들어 따로나와 산다고 말했으며 대상자 19,31의 경우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의 병이 더 나빠지
는 것 같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대상자 5,8처럼 가족들의 각각의 개인적인 생활로 인해,대상자 6,7의 보호

자의 진술처럼 가족들의 지식부족 인한 적절한 대처부족 또한 당뇨환자들의 가족
지지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배우자가 아프다거나,며느리가 여행을 갔다거나,자녀들과 별거를

시작했거나 혼자 살거나 하는 등의 상황적 요인들과 가족들간의 갈등 관계가 가
족지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대상자들의 가

(대상자8)배우자-“처음 진단받고는 1년 동안 도시락을 싸줬는데 그 후부터 맛 없다
고 안 먹을라고 하더라고요.그 이후로는 그냥 아무거나 먹어요.
단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내 말은 들을려고 하지 않아요.말해
도 소용없어요”

(대상자15)배우자 -“술 담배 다해요.매일 담배하고 술은 우리가 못 말려요”
(대상자26)아들 -“3월인가 입원해서 영양팀 교육을 받았는데 그 때 배워서 식사를

주면 당뇨 식사가 그렇잖아요 싱겁고 별로 맛없고,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그래도 좀 먹다가도 나중에는 안 먹었죠.그리고는 엄마
한테 화를 내죠"

(대상자28)배우자-“아무거나 막 먹어요 설탕,꿀,음료수도 맨날 먹고 박카스도
매일마다 먹고 맵고 짠거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고추장은 얼마
나 먹는지,맨날 얘기해도 말도 무진장 안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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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특성을 파악하여 활용 가능한 지지체계를 찾아,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DDD...저저저혈혈혈당당당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정정정서서서적적적 반반반응응응

저혈당은 당뇨환자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라 할 수 있다.많
은 환자들은 저혈당 증상이 발생했을 때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탄수화물
섭취 등의 자가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inde,2007)만약 자
가치료를 실패했거나 혹은 중증의 저혈당일 경우에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연구기간 동안 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 대부분이 다른 사
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 저혈당 상태였으며 의식변화를 동반한 혼수를 주
증상으로 내원하였다.포도당 투여 등의 응급 처치를 마친 후,의식이 회복된 환
자들과의 면담과정에서 환자들의 정서적 반응에 대해 기술하였다.정서적 반응에
대한 면담내용은 <표 11>과 같다.
대상자 2,4,5,13,11은 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왔다는 사실에 대한 놀람과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될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였
으며,당뇨조절이 잘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자 1,9의 경우에는 저혈당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내었다.대상자 4,11,16,17은
저혈당이 생긴 원인을 본인이 아닌 다른 외적인 원인으로 투사했으며 대상자 8,
23의 경우는 지금까지의 당뇨관리에 대한 후회와 저혈당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자기 효능감이 매우 저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각각의 환자들의 반응과 정서를 파악한 후,놀람과 걱정의 반응을 나타

내는 환자들에게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정서적 지지를 병행한 교육을 실시하고,
본인의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투사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각들을 충
분히 들어준 후 교육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며,자기 효능감이 저하된 경우에는
당뇨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정서적 지지와 가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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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중재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저혈당
대한 정서적 반응 파악이 응급실에 내원한 당뇨환자들의 저혈당 예방을 위한 간
호중재를 계획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환자의 교육접근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라
고 생각된다.

<표 11>저혈당 경험 면담내용 분석

개 념 의미있는 진술
부정적 정서
(걱정,불안,놀람)

“만약에 내가 혼자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
행히 어제는 (아내가)일찍 들어왔으니까 발견을
했지,(아내가)자주 안 들어 오는 일이 많으니까
이제 계속 집에 없을 텐데 혼자 있다가 이러면 안
되니까,(아내가)자주 안 들어는 일이 많으니까
.이제 계속 집에 없을 텐데 혼자 있다가 이러면 안
되니까”(대상자2)
“좀 놀래긴 했는데 그냥 잘 먹고 잘 못 먹으면 약
조절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대상자 4)
“정신을 또 잃게 될까봐 겁나”(대상자 5)
“내가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놀랬지 뭐”
(대상자11)
“오래되다가 보니까 크게 힘든 건 없는데 이런 일
이 자주 있으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걱정이 되죠”
(대상자 13)
“몇 일 전에 와서 검사했을때도 정상이었는데 몇
일 만에 혈당이 이렇게 떨어지다니”(대상자 1)
“집에 사탕 같은 것은 항상 비치해 놓고 그렇거든
내가 저혈당이 올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대상자 9)

외적투사 “내가 얼마나 조절을 잘 했다구 3일 인가 4일전에
여기와서 공복혈당이랑 밥먹구 2시간 후에 하는 하
고 갔는데 딴 이유는 전혀 없어.지붕 공사때 쓰는
독한 약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당이 떨어 진거야”
(대상자 1)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지,1주일전에 치아를 다
뽑고 치료를 받고 있거든.그러면서 죽을 먹었단
말이야.근데 항생제를 먹다보니까 속도 안 좋고
해서 몇 일 식사를 잘 못했어 그래서 이런 일이 생
긴거 같아”(대상자 4)
“내가 변비가 있거든 그래서 삼성인가 거기서 처
방받은 노란색 약을 먹었지 1년 넘었을꺼야 처방받
은지 냉장고에 있길래 4컵을 먹었지,그리고는 계
속 설사를 했어.그래서 그런거 같아”(대상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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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때문에 그런거 같아,내가 약을 먹었을때
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입원하면서 인슐린
을 맞으라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대상자 16)
“스트레스 일이 딱 한번 있었는데 이니 그게 뭐 가
정의 불란이 있어가지고 우리 영감이랑 입 다툼해
서 열 냈더니만 한 3일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싶네”(대상자 17)
“저혈당 자주 있어요 .인슐린을 맞고 밥을 먹었어
야 하는데 얘가 해장국을 안먹는다고 해서 밥을 바
로 못먹고 김밥을 사러 갔었는데 그래서 그런거 같
아요 검사 같은거 필요 없어요.안해도 되요”
(대상자 29)

자기효능감
저하

“이번에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혈당이 낮으면 뭘
더 먹고 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요구
르트만 먹은게 잘못한 거지 내가 잘 먹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대상자 8)
 “내가 아무래도 당뇨관리를 잘 못한거 같어,실패
한거 같어 ,이렇게 쓰러져서 왔으니 아마 회사는
다닐 수 없을 꺼야,그냥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할
것 같아”(대상자 23)
“내가 81먹도록 병원에 온 적은 첨이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그게 걱정이지.아이구 그냥 나
는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어”(대상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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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당뇨병 환자들의 자가간호행위와
가족 지지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혈 당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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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양적연구와 함께,저혈당증을 경험한 환자와의 면담
을 통해 저혈당 발생과 관련된 자가간호행위 이행과 가족지지 정도를 환자 중심
의 사고와 언어를 통해 살펴보면서 자가간호행위 이행과 가족지지에 있어 촉진요
인은 무엇이며 저해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논의 과정에서는 저혈당과 관련된 자가간호행위와 가족지지를 선행연구와 비

교하면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저혈당의 원인과 관련지어 설명하고,간호학적
측면에서는 어떤 의의가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111...자자자간간간간간간호호호행행행위위위와와와 저저저혈혈혈당당당

본 연구 결과 습관형성이 자가간호행위의 여러 영역에 걸쳐 중요 촉진요인으로
나타났다.일상생활로의 습관화는 당뇨병의 자가간호행위의 수행을 지속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자기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습관형성의
동기로 중요하다고 하였다(Reach,2004).따라서 저혈당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당뇨환
자들을 교육 할 때에 당뇨관리에 있어 자가간호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또한 긍
정적인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환자 개개인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그에 대한 중재계획을 세워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응급실에 내원한 저혈당증의 원인으로 부적절한 식사가 20명

(64.5%)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이는 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 (이기연 등,2007;이정림 등,2007;박진철 등,1998;
최태진 등,1995)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었다.이는 식이요법이 당뇨관리에
있어서 가장 실천하기 힘든 영역임을 의미하여 또한 당뇨병 자체가 환자가 섭취
하는 음식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음식 섭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혈
당조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저혈당과 같은 합병증을 초래 하게 될 수도 있
기에 식이요법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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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양적연구에서도 식이관련 영역은 평균 2.65점으로 낮은 이행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식이요법에 대한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최영옥 (2003)의 연구에
서 평균 2.03점,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영임 등(2003)의 연구에서는 2.80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남희(2005)의 연구에서 2.04점으로 본인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
식이요법 이행의 저조한 원인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제2형 당뇨병 노인을 대

상으로 한 이미라 등 (2006)의 연구에서 식이요법 이행의 저해요인은 식욕,간식
의 유혹,외식 이라고 하였으며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강명재 등 (1995)의 연
구에서는 한국인의 음식 섭취시 한 음식물을 같이 먹는 습관으로 섭취량을 측정
하기가 어렵다고 했으며 Eckerling(1984)은 식이요법보다 약물요법을 중시하는 의
료인의 태도가 환자의 식이요법 이행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저혈당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식이의 원인 중 하나는 연구

대상자중 7명(22.5%)이 암환자로서,암성통증으로 인한 식이섭취의 어려움과 암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인한 상대적인 당뇨관리소홀이 그 원인이었다.최근 의료기
술의 발전과 암 조기검진 프로그램이 보편화 되어 장기간 생존하는 암환자들이
늘게 되었고 또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암생존자들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최
신 연구에 따르면,노인환자의 당뇨유병율의 증가 (장경순,이관 & 임현술,2006;
신찬수,2001)와 당뇨환자의 암발병 확률의 증가(지선하,2005;박상민 등,2007)로
인해 앞으로 당뇨병을 가진 암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따라서
당뇨를 가진 암환자들을 위한 혈당 조절 관리에 대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또한 신체적 기능장애과 식욕상실은 노인 당뇨
병환자에게 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로.본 연구의 대상자중 24명(77.5%)이 60
세 이상의 노인 환자로 ‘이빨이 좋지 않아 씹지를 못한다’‘소화가 잘 안되기 때
문에 먹기 싫다‘입맛이 없다’‘그냥 먹는게 싫다’등의 이유로 식이요법을 실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심보민(2006)의 노인 당뇨병 환자들의 자기관
리 수행 방해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난 ‘(식품교환표,저울 등)실행하기 어려
워서’‘식욕이 너무 강해서’와 같은 방해요인과는 다른 결과였다.이는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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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자들이 유병기간도 길며 2~3가지의 만성합병증 뿐 아니라 중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따라서 만성 합병증과 중증 질환을 가진 당뇨
환자들에게 있어 식이에 대한 교육은 일반 당뇨환자들의 교육과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또한 이런 노인 당뇨병 환자들이 적절한 영양상태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기저질환과 더불어 신체적 기능장애,우울증,의욕상실 등에 기인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저혈당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잘못된 약물요법이 원인으로 작용했

다.박진철 등 (1998)의 연구에서도 약물의 과다 사용이 부적절한 식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준 (2001)또한 음식섭취 흡수 및 지연 감소와 더불어 과도
한 인슐린을 저혈당의 흔한 원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요법의 영역이 4.70점으로 이행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남희(2005)와 구미옥(1992),채영희(1988)의 연구에
서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 중 약물 투여는 대부분의 환자가 비교적 잘 이행
하고 있다고 한 것과,Dennis등(1986)과 김영주(2000),최영옥(2002)의 연구들에
서 가장 이행도가 높은 영역이 약물투여라고 한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약물복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는 약물에 대한 의존이 가

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기억력 감소‘가 가장 높은 저해요인으로 나
타난 기존의 연구들 (Song,Lee,Shim,Kim & Chang,2005;Hill-Briggs,Gary,
Bone,Hill,Levine& Brancati,2002;Schlenk,Dunbar-Jacob& Endberg,2004;
심보민,2006)과는 다른 결과였다.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의 약물
에 대한 맹신은 규칙적인 약물 투여 이행과는 다른 개념으로 저혈당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약물복용에 있어 약에 대한 의존성에 관한 연구에서 만성질
환을 가진 노인 환자들은 약물치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하였다(이의경,
2000).약물에 대한 높은 의존도 가진 대상자들과의 면담에서 ’밥은 안 먹어도 약
은 꼭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읽을 수가 있었으며,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서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게 됨으로써 저혈당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었다.이런
대상자들에게는 정기적인 혈당 검사가 절실히 요구된다.어떤 이유에서건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에서 자가혈당검사를 통해 현재의 혈당 상태를 확인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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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약물투여를 지속할건지,의료진의 도움을 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약물에 대한 맹신 외에도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처방된 용량

을 초과한 과량의 인슐린 투여와 적절한 시간에 인슐린을 투여하지 못한 경우가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인슐린 과량 투여로 저혈당을 일으켜 내원한 대상자의 면
담을 통해서 이들 또한 약물(인슐린)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식
사,운동과 같은 관리는 하지 않고 자가 혈당검사 결과를 보고 임의로 투여 용량
을 조절함으로써 혈당을 관리하고자 경향이 뚜렷했다.오랜 기간동안 지내온 이
러한 습관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며,오히려 이들에게 일반적
인 당뇨교육은 역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따라서 이런 대상자들에게는 저혈당
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이루어지는 교육이,저혈당과 같은 급성 합병증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데 효과적이며,다른 당뇨관리 이행
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자가간호행위 가장 낮은 이행도를 보인 영역은 2.50점으로 혈당관리였다.그

중 ‘저혈당시 당분섭취를 한다’라는 이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타났으나
‘정기적인 혈당 검사와 고혈당시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라는 문항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행도를 보이고 있었다.이는 유주화 & 서문자 (2003)와 김영주(2000)의 일
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와 동일한 결과였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저혈당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으나 저

혈당증으로 응급실에 온 이유는 무엇인지 면담내용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저혈당으로 응급실에 오기 전에 경고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환자들이

당분섭취를 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주관적으로 증상을 판단하고 당분을 섭취한 것
으로 적절한 혈당이 유지되지 못하고 저혈당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적
으로 당분 섭취 후 15분 정도가 지나면,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 35mg/dl이
정도 상승을 하며 그 효과는 45-60분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다.결국 증상이 해소
되었더라도 저혈당 처치 후 혈당이 얼마정도 올라가는지를 혈당 측정을 통해 확
인한 후,다시 치료를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대부분 대상자들은 주관적인
증상만을 믿고 있었으며 혈당 측정을 하고 있지 않았다.주관적인 증상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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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혈당 측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은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났었다(곽은영
등,1999).그러나 여러 가지 합병증과 이로 인한 중증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들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저혈당과 고혈당에 대한 대처는 많은 위험을 따르게 된다.따
라서 저혈당과 고혈당에 대한 대처에 있어,가시화된 혈당수치를 통한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자가혈당검사를 위한 교육이 더욱더 요구된다.
정기적인 혈당측정은 심각한 저혈당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다.그러나 정기적인 혈당 측정을 하기는 매우 어려
운 일이다.본 연구에서도 정기적인 혈당 측정을 하는 경우는 25.8%로 낮은 이행
도를 보이고 있었다.자가혈당 측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예전에 했지만 별
차이가 없다’‘병원에 다니면서 하는데 할 필요가 있냐’'혈당을 재지 않아도 몸
으로 알 수 있다’라는 등의 필요성 상실과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판단으로 나타
났다.이는 질병초기에 ‘자가간호행위를 잘 수행하지만 질병이 진행되면서 잘 이
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박오장(1984)의 의견과 일치된 결과였지만 혈당 측정
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검사결과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아서’라고 나타난 연구(이
창관,2000)나 ‘비용이 비싸서’라고 나타난 다른 연구들 (구미옥,유주화,엄동춘,
1994;Vincze,Barer,Lopez,2003)과는 일치되지 않았다.
그 외 자가혈당검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혈당기 사용이 복잡하다’ ‘글씨를

몰라서’‘혈당기 작동법이 너무 어려워서’‘눈이 안보여’라고 나타났다.이는 노
화에 따른 감각기능의 감소로 나타나는 노인의 특징으로,선행 연구에서도 (심보
민,2006;Funnell,2000)약물요법의 저해요인으로 제시되었다.자가 혈당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혈당기 사용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이라면 혈당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중요할 것이다.이런 이유로 본 연구자가 면담시 혈당체크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혈당검사를 할 것에 대해 이야기 하였을 때 보호자들의 반
응 중 일부에서 ‘노인네가 어떻게 혈당체크를 해’하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였
다.노인들도 성인과 같이 정확한 검사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이정림,2007)새
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인 당뇨병 환자들에게 맞는 쉽고 간단한 혈당 측정기로 천천히 교육을
진행하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전화나 가정방문을 통해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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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리를 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또한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나 혹은 노인 환자들이기 때문에 가족원이나 친구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교육에 참가시켜 혈당측정방법이나 인슐린 투여 혹은 저혈당과 고혈당시
의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서 가족의 지지를 높이는 방법이 요구될 것
이다.
저혈당에 대한 감지를 하였으나 직장생활이나 혹은 육아와 같은 사회 환경적

인 문제로 인해 '이것만 하고 (밥을)먹어야 겠다‘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지연시
킴으로 저혈당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저혈당의 적절한 치료는 결정,판단과 같
은 복잡한 정신적 과정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유형준,2001).따라서 스스로의 치
료결정을 위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빈번한 저혈당의 발생으로 인해 혈당의 높고 낮음에 대한 신체적 감각이 무뎌

지는 저혈당 무감지증(hypoglycemiaunawareness)을 가진 대상자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초기 경고증상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혈당을 평소보다 높은 상태로 유
지함으로써 저혈당을 예방하는 것과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박태선,2006)가족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 평균 혈색소치는 6.3% 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

혈당 쇽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노인환자들의 HBA1c농도에 관한 연구(박진철 등,
1998)에서도 나타났듯이 저혈당 쇽 이전에 인지되지 않은 경도의 저혈당이 발생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으며,이는 노인들의 신체 감각 기능의 상실
로 인한 혈당에 대한 인식능 감퇴라고 보여진다.따라서 노인 당뇨병 환자에 있
어서는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의 관심과 지속적 관찰이 저혈당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당뇨의 관리에 있어서 자가 행위 지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기화가 중요하

다 (Redland& Stuifbergen,1993).저혈당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은 당뇨환자들과
보호자들의 행위 의도를 극대화 시키는 적절한 시점으로,대상자 개개인의 촉진
요인과 저해요인을 파악해 간호중재를 계획하여 교육함으로써 전반적인 자가간호
행위 수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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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가가가족족족지지지지지지와와와 저저저혈혈혈당당당

만성질환인 당뇨병은 의료진에게 의존하는 급성질환과는 다르게 환자본인의
노력과 가족의 지지와 역할은 필수적이다.만성질환자들은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
의 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이때 가족의 기지는 만성질환의 단기 및
장기회복에 의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 가족지지와 자가간호행위,혈당조절이 서로 관련성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은숙 등,2007;김영주,2000;류은경,2003;박명순,2000;
백영남,2005;이용규,2000;최영옥,2001;Cole& Chesla,2006).또한 최근 당뇨
병 환자의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 중 당뇨병에 대한 환경,특히 가족지지가 자가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연구들에서,가족지지가 자가관리 행동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며 (강병임,2001;김연자,2002;서성희,2004),가족지지 인지도가 환자 역할
행위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정남연,1989),가족지지가 성인 당뇨병 환자
의 자기관리역량과 유의한 상관성이 보인다(김은영,1996)라는 일관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본 연구는 가족지지와 자가간호행위에 대한 관계 연구는 아니지
만 당뇨병환자에게 혈당 조절을 위한 식사요법,운동,약물투여 등이 가족의 지지
가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면담내용의 분석결과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이 가족의 지지를 촉진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배우자에 의한 돌봄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
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 보호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61.2%이었으며 이는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 배우자에 의한 수발이 51.7%이었음을 보고한 연구(최윤정,김문
규,김미진,김형방,심명숙,이준상 등,2002)와 유사하였으며,당뇨환자의 자가관
리에 미치는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장수미,1999)에서도 배우자가 있을수록 가족
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핵가족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
히 노년층 당뇨환자에게 있어 주 보호자가 배우자이며 학습능력이 저하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도 교육대상에 포함시켜 중재계획을 세워야
함을 다시 한번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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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연구결과에서 치료적 지지영역은 2.18점으로 정서적지지 영역인 3.65점 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렇게 낮게 측정된 원인을 살펴보면 당뇨관리는 ‘내
가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런 대상자들의 높은 자기관리의지는 가족으로 하여
금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으며,가족들의 지
식부족 또한 치료적 지지의 저해 요인 중 하나로,저혈당증과 같은 급성합병증이
발생했을 때에 가족들을 당황하게 만들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저혈당으로
인한 혼수상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65세의 이상의 대상자 중 23명중 10명의 대상자가 부부 둘만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가족이 노인의 부양담당자로서이
일차적인 책임을 수행해 왔으나,최근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인을 부양할 가
족이 없는 노인부부가족이나 독거노인과 같은 비효율적인 가족구조가 많이 나타
나고 있다(고영,2003).정상적인 가족구조와 기능을 유지해 온 가족이라면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질병에 걸리더라도 가족 구성원 간에 역할 대체가 쉽게 일어나
므로 가족기능이 활성화 되어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될 것이 될 것이다(차희수,
2004).그러나 본 연구에서 볼 수 있었던 노인부부 가족처럼,배우자의 중증의 질
환으로 인해 배우자를 돌봐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떨어지
게 된다.또한 Klein(1968)는 한 쪽 배우자가 질병에 걸릴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
신체 증상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실제로 배우자의 56%가 다른 배우자의 질병
기간동안 긴장(tension)이 증가한다고 하였다.따라서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지지
체계가 없는 이러한 노인부부들에게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적 정책의 적
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족지지에 대한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나의 가족들은 나를 아

끼고 사랑해 주었다’로 나타났다.이는 중년기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류은
경(2003)의 연구와 노인 당뇨병을 대상으로 한 최윤정(2002)의 연구의 결과와 일
치하였다.그러나 본 연구자와의 면담에서의 환자의 진술은 양적연구의 결과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가족의 사랑과 돌봄 신뢰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
‘섭섭한 건 있지만 크게 신경 안 쓴다.지금까지 살아준 것도 고맙다’‘나하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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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남편은 나에 대해 관심 없다.아프니까 그렇지.’등의 가족들에 대해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가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또한 배
우자와의 갈등을 나타내면서도 배우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래도 ‘이 사
람밖에 없다’‘어쩔 수 없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다.이것은 실제적인
정서적 지지는 높지 않더라고 배우자와의 사랑과 신뢰,가족간의 정 등이 영향을
주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김은숙 등 (2007)의 노년층 당뇨환자의 가족지지 정도와 혈당 조절간의 관계

에 관한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었다.이 연구에서 ‘노년층 당뇨병 환자
가 지각하는 가족지지정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전체 가족지지 척도와 혈당 조절
사이에 상관성은 없다’라고 나타났으며 이는 주관적인 설문에 기초하기에 실제
보다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난 것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
한다.
정서적 지지가 당뇨 환자들의 저혈당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

인 제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간의 신뢰와 사랑,돌봄의 부족으로 인한 스트
레스는 당뇨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뇨의 자가관리를 함에 있어 긍정적
인 반응과 격려가 자가간호행위 이행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본 연구진
행시 환자와의 면담에서 가족지지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알아보려 했으나 응급실
이라는 상황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리는 경향,자신과 관련된 것을 높게 평가
하려는 경향으로 면담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실제적인 환자의 가족지지를 파악하고 가족지지를 높일 있는 교육과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가 뿐만 아니라 객
관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관찰함으로써 가족의 지지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52 -

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111)))간간간호호호연연연구구구

본 연구는 양적 연구 결과와 면담 내용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저혈당증으로 응
급실에 내원한 당뇨환자들의 자가간호행위,가족지지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저혈당을 경험한 당뇨환자의 저혈당 원인에 대한 분석과 원인
에 따른 환자별 중재 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였고 추후 저혈당증으로 응
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된 연구로 간호연
구 측면에서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다.

222)))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

본 연구는 현재 당뇨환자의 관리에 있어 중요한 변수인 자가간호행위와 가족
지지를 양적,질적 자료수집을 병행해 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당뇨 환자
의 이해를 도모하였고 연구에서 밝혀진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통해 응급실에서
의 저혈당 예방 교육 및 당뇨관리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444...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는 서울시 A 종합병원 응급실에 저혈당증으로 내원하는 당뇨병 환자
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당뇨병 환자에게 일반
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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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간호행
위 및 가족지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서,자가간호행위 및 가족지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

를 이용한 양적 연구방법론 및 면담을 통해 현상을 분석하는 질적연구방법론인
트라이앵귤레이션(triangulation)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저혈당증을 주호소로 내원한 당뇨환자로 서울시 소재 A 종

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총 3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2008년 3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

및 의무기록검토,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30분 정도의 면담을 통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자료분석방법은 조사 연구 자료는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면담내용은 변수의 영역에 따른 범주,개념,의미있는 진술로 분석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본 연구의 대상자의 유병기간은 평균 15.75년으로 당뇨유형은 제2형
(90.3%)당뇨병이 많았으며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는 74.2%로 나타났다.내원시 평
균혈당은 36.9mg/dl,당화혈색소 수치는 6.7%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81%에서
의식변화를 동반한 중증의 저혈당증상으로 본 응급실을 내원하였으며 65%정도
의 대상자는 저혈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식사로 나타났다.
2.연구 대상자의 자가간호행위는 평균 4.70점(0.68)으로 나타났고 가족지지는

평균 3.65점(1.06)으로 나타났다.가장 높은 자가간호행위 이행 점수를 보인 영역
은 약물요법(4.70점)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혈당관리영역(2.50점)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에서 정서적 지지(3.65점)가 신체적 지지(2.18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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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가간호행위 촉진요인으로는 습관형성,정기적 외래예약,신체적응,절제,
신체변화 조기 파악,합병증 발생시 자각으로 나타났고 저해요인으로는 관리의
중요성 인식부족,질병과정에 따른 주관적 판단,신체적 제한,노화,욕구조절 능
력 저하,약물의존,사회·환경적 제약,보호자 및 동료지지부족,문맹,의료진에 대
한 신뢰감 부족,저혈당 무감지증,혈당기 없음으로 나타났다.
4.가족지지 촉진요인은 헌신적 돌봄,화목한 가족인지로 나타났고 저해요인으

로는 비수용적 자기주장,비효율적인 가족구조,가족의 기능상실,갈등적 가족관
계,가족의 개인생활,가족의 지식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당뇨환자들의 자가
간호행위에 있어 습관형성과 가족의 지지가 가장 큰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
으며,당뇨 합병증과 중증의 질환들로 인한 신체적인 제약과 노인 특유의 요인들
그리고 오랜 유병기간으로 인한 주관적 경험으로 인한 판단등이 중요한 저해요인
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또한 가족지지에 있어서는 가족들이 헌신적 돌봄이 가
장 큰 촉진요인이었으며 가족구조와 형태 및 가족특성에 따른 각각의 상황적 요
인들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로써 저혈당으로 응급실
에 내원한 환자들의 중증 질환들과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당뇨관리 교육을 강화
시키고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별 대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가족특성
에 따른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가족들을 교육에 참여시킴으로 저혈당과 같은
합병증 예방 뿐만 아니라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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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본 연구 결과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중증 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환을 가진
당뇨환자들에게는 일반 당뇨환자와는 다른 교육이 요구되어 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영역별 저해요인을 집중하여 중증질환을 가진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2.본 연구의 결과 가족지지에 대한 연구를 환자의 측면에서만 조사하였는데
이는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는 결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족구성원들도
연구대상자에 포함시켜 연구자가 객관적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
한다.

3.본 연구의 면담내용 분석을 토대로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증을 일으키는 경
로 분석을 밝히는 분석 연구를 제언한다.

4.본 연구를 토대로 저혈당을 일으키는 당뇨병 환자들의 유형에 따른 간호중
재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

5.본 연구에서는 조사 연구 대상자수가 적고 대상자가 3차 병원에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앞으로 1,2차 병원을 포함한 많은 대상자를 확보하여 저혈당증 경험
한 환자들의 자가간호행위와 가족지지를 파악함으로써 당뇨환자들의 개별 특성에
맞는 중재방법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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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계속
대상자 성별연령 당뇨종류

유병
기간 합병증 치 료

형 태
당뇨

관리주체 가족형태 최초
발견자

제1
조력자 기타

17 F 73제2형 12년 무 경구요법 본인 남편아들,며느리,손주 본인 배우자
18 F 73제2형 6년 무 경구요법 본인 배우자,아들,며느리 배우자 배우자
19 F 69제2형 20년 유 병용요법 본인 본인,남편 아들 아들
20 F 31제1형 15년 유 인슐린요법 본인 부모,형제 엄마 엄마 만성신부전,혈액투석
21 M 63제2형 2년 유 경구요법 배우자 부인 부인 배우자 췌장암
22 M 84제2형 22년 무 병용요법 배우자 부인 부인 배우자
23 M 52제2형 10년 유 병용요법 본인 부인 딸 본인 배우자 신부전
24 F 75제2형 7년 유 경구요법 며느리 아들,손주,며느리 며느리 며느리 요추,압박골절
25 F 79제2형 4개월 유 경구요법 본인 혼자 친구 주치의
26 M 79제2형 32년 유 인슐린요법 본인 부인 아들 아들 신부전,발가락 절단
27 M 83제2형 10년 유 경구요법 본인 부인,딸,사위,손자 딸 딸
28 M 68제2형 25년 유 병용요법 본인 부인 부인 부인
29 F 41제1형 22년 무 병용요법 본인 남편,자녀 행인 배우자
30 M 69제2형 41년 유 병용요법 본인 부인 부인 배우자
31 F 76제2형 25년 유 병용요법 본인 남편 딸 주치의 심근경색,심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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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연연연구구구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다니는 학생이며 서울 아
산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평소 저혈당증으로 응급
실에 내원한 당뇨환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당뇨환자들의 자가간호행위와

가족지지 조사하여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를 마련하는데 기
초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각 질문마다 성의껏 답변해주시면 당뇨환자의 합병증예방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모든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순수한 연구의 목적으

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안녕을 기

원합니다.

2008년 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연구자 신 지 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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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다음 질문을 읽은 후 해당하는 부분에 V표 하거나 직접 기록해 주십시오

연 령 만 ___________세
성 별 □①남 □②여
결혼상태 □①미혼 □②기혼 □③이혼/별거 □④사별
종 교 □①있다 □②없다
가족동거유형 □①혼자생활 □②부부둘만생활

□③자녀들과 생활 □④기타
직 업 □①있다 □②없다
최종학력 □①중졸이하 □②고졸 □③대졸이상
당뇨관리 □①정기적으로 외래를 다니고 있다.

□②증상이 있을 때 간다
□③전혀 받지 않는다.
□④기타 (__________________)

자가혈당측정 □①규칙적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있다
□②증상이 있을때나 생각날 때 가끔 측정한다.
□③혈당을 측정하지 않고 있다.
□④혈당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저혈당 경험 □①있다 (횟수:__________)
□②없다

당뇨교육경험 □①있다 (교육기관명:____________________)
□②없다

음주여부 □①안먹는다 □②월 1~회 □③주 1~2회
□④주3회상 □⑤매일 마신다

흡연여부 □①피운다 □②안피운다
운 동 □①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②불규칙적으로 한다.

□③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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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자가가가 간간간호호호 행행행위위위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란에 O 혹은 V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안한
다

안하
는편
이다

보통
이다

하는
편이
다

잘하
고있
다

1 2 3 4 5
1 당뇨병 치료 혹은 지시를 위해 지시받은 날

짜에 병원을 방문했었다.

2 집에서 뇨당,혈당검사를 정해진 시간에 실
시했었다.

3 평소에 당분이 많은 음식을 피했다.

4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했었다.

5 자신의 체중에 맞는 식이요법을 했었다.

6 식품 교환 표를 사용하여 식단을 짜고 있었다.

7 정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고 있었다.

8 적당한 활동(직장생활,공부,운동,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9 식후 30~1시간에 중증도의 운종(자전거타기,
계단오르내리기)을 하고 있었다.

10 신경 쓰이는 일을 피하고 피곤을 느끼지 않
게 적당한 휴식을 취했다.

11 감기나 기타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서 생활을 했었다.

12 피부나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늘 유의했었다.

13 따뜻한 물로 발을 청결히 씻고 발 맛사지
를 했다.

14 늘 부드러운 양말을 신고 있었다.

15 발톱을 일직선으로 깍고 있었다.

16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면 급히 당분을 섭취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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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고혈당 증세가 보
이면 병원을 방문하고 있었다.

18 약물을 처방대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투여하고 있다.

19 약물을 의사의 처방대로 정해진 시간에 규칙
적으로 복용했다.

20 주사를 무균적으로 처방된 양 만큼 맞고 있었다.

21 주사를 처방된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규칙적
으로 맞고 있었다.

22 인슐린 투여시 주사부위를 돌아가며 맞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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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족족족지지지지지지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란에 O 혹은 V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안
해준
다

가끔
해준
다

어쩌
다해
준다

자주
해준
다

항상
해준
다

1 2 3 4 5
1 나의 가족들은 내가 약(혹은 주사)을 거르지
않고 사용하도록 일깨워 준다.

2 나의 가족들은 내가 당뇨 식이요법을 할때
같은 식사를 함께 먹고 보조해 주었다.

3 나의 가족들은 나의 혈당검사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다.

4 나의 가족들은 내가 병원에 갈 날짜를 잊지
않도록 일깨워 준다.

5 나의 가족들은 내가 인슐린 주사를 맞을때 혹
은 약을 먹을때,식이요법을 할때 협조해준다.

6 나의 가족들은 내가 당뇨병에 해로운 음식
을 절제하지 않을때 일깨워 준다.

7 나의 가족들은 내가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이야기 해준다.

8 나의 가족들은 내가 식사를 골고루 먹도록
이야기 해준다.

9 나의 가족들은 내가 혈당검사를 매일 하도
록 일깨워준다.

10 나의 가족들은 내가 발을 씻을 때 도와주었다.
11 나의 가족들은 내가 집안일(혹은 다른일)을

할 때 거들어 주었다.

12 나의 가족들은 나를 짜증나거나 불쾌하게 하
지 않았다.

13 나의 가족들은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14 나의 가족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
루 중 나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5 나의 가족들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
해 주었다.

16 나의 가족들은 집안 문제나 개인 문제를 나
와 의논한다고 생각한다.

17 나의 가족들은 나를 존중해 주고 칭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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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
MMMeeedddiiicccaaalllRRReeecccooorrrddd(((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 이이이용용용)))

당뇨병 종류 ■①제1형 ■②제2형 ■③기타

유병 기간 약 년 개월

치료형태

■①비약물 요법 ( )
■②경구용 당뇨약 (종류: )
■③인슐린 (용량: )
■④경구용당뇨약 +인슐린 주사
■⑤치료중단
■⑥치료하지 않음

내원시저혈당증상 __________________

내원시 의식상태 GCS: 점

저혈당 원인
■①인슐린 과량 사용
■②부적절한 식사
■③기타( )

당뇨합병증 ■①무 ■②유( )

기저질환(과거력) ■①있다(질환명: )
■②없다

혈당조절상태

내원당시 혈당 mg/㎗
포도당 투여후 mg/㎗
Serum glucoselevel mg/㎗
HbA1c(당화혈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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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444>>>
반반반구구구조조조적적적 면면면담담담 참참참여여여자자자 서서서면면면 동동동의의의서서서

 

  본인은 본 연구(저혈당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당뇨환자들의 자가간호행위, 

가족지지에 관한 연구)를 위한 반구조적 면담의 목적과 방법,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하나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을 들었었습니다.

  또한 본 면담내용이 연구목적으로 녹음되고 인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본 면

담 참여에 동의한 후에라도 언제든지 면담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

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 면담에 참여하기를 동의합니다.

                        2008년      월       일

면담 참여자 :                               (서명)

연구자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신 지 선

연락처 :근무처(02-3010-0000), HP(011-0000-0000)

본 서면동의서 원본은 연구자가 보관하며 사본 1부는 면담 참여자에게 제공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연구자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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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SSSeeelllfff---cccaaarrreeeBBBeeehhhaaavvviiiooorrraaannndddFFFaaammmiiilllyyySSSuuuppppppooorrrtttooofff
DDDiiiaaabbbeeettteeesssMMMeeelllllliiitttuuusssPPPaaatttiiieeennntttssswwwiiittthhhHHHyyypppoooggglllyyyccceeemmmiiiaaa

iiinnnEEEmmmeeerrrgggeeennncccyyyRRRoooooommmsss

Shin,JiSun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 research has attempted to grasp the understanding of self-care
behaviorandfamilysupportofdiabetesmellituspatientswithhypoglycemia
inemergencyrooms.
Surveyshavebeenusedinthisresearchastodetermineself-carebehavior

and family support with interviews as to perform quality analysis on
phenomenabyadaptingthetriangulationmethod.
Theexperimentalgroup consisted of31 diabetesmellituspatientswith

hypoglycemiawhohavevisitedtheemergencyroom ofGeneralHospitalA
locatedinSeoul.
Thedatacollectionperiodwasfrom March28toJune6of2008.Structural

survey,medicalrecordreview andsemi-structuralsurveyshavebeenadapted
togetherwitha30minuteinterview fordatacollection.Descriptivestatistics
forvariablesmethodhasbeenusedfordataanalysisandtheinterview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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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accordingtocategory,conceptandmeans.Theresearchresultsare
asfollows.

1.Theexperimentalgrouppatientshaveshowntohavebeenundergoing
thediseasefor15.75yearswith90.3% oftype2diabetesmellitusand74.2%
with complication.Averageblood sugarlevelhasshown to be36.9mg/dl,
HbAlclevel6.7% andseriousillnessduetomentalchange81% while65% of
theexperimentalgroup hashad inappropriatedietasthemain reason of
hypoglycemia.
2.Self-carebehaviorpointshaveshowntobeanaverageof4.70points

(0.68)andfamilysupporttobeanaverageof3.65points(1.06).Medication
therapy(4.70)wasofthehighestpreferencewhileglucosecontrolwasthe
leastpreferredat2.50points.Asforfamilysupport,emotionalsupport(3.65
points)hasshowntobehigherthanphysicalsupport(2.18points).
3.Facilitatorfactorofself-carebehaviorwerehabitual,periodicalmedical

appointments,physicaladaption,self-restraint,earlydetermination ofphysical
change,and consciousnessupon complication.Barriersfactorswerelack of
recognitionofcare,subjectivejudgementofdiseaseprocessexperience,physic
allimitations,aging,deteriorationofdesirecontrolabilities,drugdependence,
social& environmentallimitation,lackoffamilysupport,illiteracy,disbeliefon
medicalteam,hypoglycemiaunawarenessanddonotownbloodglucosetester.
4.Facilitator factors offamily supportwere devotionalcare,peaceful

family,comfortandacceptance.Meanwhilebarriersfactorswereself-assertion
ofnon·acceptance,inefficientfamilystructure,lossoffamilyfunction,family
relationconflict,personallifeoffamily,andlackoffamilyknowledge.

Suchresultshaveshownthathabitualand familysupporthasbeenthe
greatestpromotingfactorsofself-carebehaviorfordiabetesmellitus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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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hypoglycemiainemergencyrooms.Physicallimitationsduetocomplicati
onandseriousillness,characteristicsoftheelderly,andsubjectivejudgment
oflongterm diseasehaveshowntobethemainfactorsofbarriers.Asfor
familysupport,devotionalcarewasthemostimportantfacilitatorfactorwith
familystructureandsituationalfactorsfrom variousfamilytraitshaveshown
tobethefactorsforbarriers.
Therefore,there is a need forintensified situationalcoping education

program inconsiderationtoelderlypatientsandpatientsundergoingserious
illness.Furthermore,educationalprogramsmustbedevelopedastoprevent
hypoglycemiaanditsmanagement.Havingfamilymembersparticipateinthe
education program willcontribute in prevention ofhypoglycemia and in
improvingqualityoflifeofpatientsundergoingdiabet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hypoglycemia,Emergency Rooms,Diabetes Mellitus patients,

self-carebehavior,familysupport,Trian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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