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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청소년기 당뇨 환자가 인지하는 

부모양육 행동과 당뇨관리와의 관계

  이 연구는 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청소년기 환자가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과 당뇨 

관리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관계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강원도와 충청도에 소재한 2개 대학병원에 내원하는 청소년기 당뇨병 

환자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총 2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도구

는 허 묘연(1999)의 부모양육행동척도와 심 현옥(1993)의 자가 관리 척도를 사용하

였고, 자료 수집 기간은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이었다.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 program이 사용하여 기술 통계 

분석, 빈도분석,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가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은 아버지 평균 126.83±17.40, 어머니 평균 

127.48±18.38이었다.

2) 연구 대상자의 당뇨 관리로서 자가 관리는 50.86±9.53, 당화혈색소는 9.87±2.45

이었다. 자가 관리 중에서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은 규칙전인 식사가 평균 4.00±1.00

이었고, 가장 낮았던 것은 식품 교환표에 의한 식사요법이 평균 3.14±1.01이었다.

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가 관리는 부모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부 Z=-2.372/ p=.018, 모 Z=-2.261/ p=.024).

4)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긍정적인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중학생 평균 

47.7±5.8, 고등학생 평균 39.8±7.0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아버지의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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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행동을 높게 인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Z=-2.114, p=.035)를 보였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중학생 평균 54.3±11.4, 고등학생 평균 66.0±11.4로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높게 인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Z=-2.015, p=.044)를 보였다. 

5) 연구대상자의 임상적 특성과 긍정적인 양육 행동은 아버지의 경우 당뇨병 교육경

험에서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평균 43.6±6.0, 안 받은 대상자가 평균 57.0±1.4로 교

육을 안 받은 대상자가 높게 인지하였고, 유의한 차이(Z=-2.255, p=.024)를 보였다. 

6) 연구대상자의 부모양육 행동과 당뇨 관리는 자가 관리의 경우, 아버지는 감독 영

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r=.313, p=0.25), 어머니는 합리적 설명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503, p=.020).

7) 연구 대상자의 자가 관리와 당화혈색소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자가 관리를 잘할수록 당화혈색소가 양호하게 관리된다는 의미이었다(p 0.031). 

  이 연구 결과 만성질환인 당뇨병 환자의 자가 간호 중재 시 환자를 포함한 가족을 

한 단위의 대상으로 보고 보건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긍정적

인 양육행동을 보여주는 부모와의 관계가 당뇨관리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기 환자의 관리 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

를 제시해 주는 간호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 부모양육행동, 자가 관리, 청소년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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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과학과 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사망률을 낮추었으며 인

간 배아복제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으나 아직까지 암, 심혈관계 질환, 내분비 

질환 등의 만성질환의 문제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미혜, 권은경 & 김수

강, 2006). 

  대표적 만성질환인 당뇨병은 크게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누며 1형 당뇨

병은  대부분 30세 이전에 발병하나 자가 면역으로 인한 베타세포 파괴 과정은 어느 

연령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부적절한 인슐린 분비, 포

도당 생산의 증가 등의 다양한 원인의 증가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나이가 많은 사람에

서 주로 발병하나 최근에는 비전형적으로 어린이, 특히 비만 청소년에서도 나타난다

(강종명 등, 2006). 

   1형 당뇨병의 발병 빈도는 민족에 따라 다르며 WHO조사에 의하면 1990~1994년

에 15세 미만의 소아 인구 10만 명당 34.5명으로 빈도는 핀란드가 가장 높았고, 미

국은 10.2~16.3명이었다. 15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 조사에 의하면 소아 

인구 100,000명당 1987년 서울 지역에서는 0.68명, 1994년 전국 조사에서는 1.41명

이였으며, 최근에 대한소아과학회에서 보고한 1995~2000년도의 발병률은 1.37명으

로서 서양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안효섭 등, 2007).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

해 조사한 결과 제 1 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20세 이하 청소년기 환자들 4069명이 

당뇨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소아당뇨인협회, 2010 ). 

  청소년기에 발병되는 문제점은 발생연령이 낮은 만큼 유병기간이 길어져 합병증이 

어린 나이에 나타나 수명 기대치가 낮아진다는 점과 자라고 있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

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최미혜, 

1998). 즉, 당뇨질환자들은 혈당이 정상범위에 머물도록 혈당검사와 인슐린 주사, 식

사와 운동으로 지속적인 조절을 해야 하며 저혈당으로 오는 신체적 증상에도 대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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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것은 생애 처음으로 독립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책임에 직면한 청소년에게

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최미혜 등, 2006). 특히 당뇨병관리의 여러 측면들은 아직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고, 전반적인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기에 발병되는 1형 당뇨병은 청소년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인 상태이기는 하지

만, 잠재적으로 심각한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의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

에 이를 예방 또는 늦추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과 지속적인 질병 관리를 필요로 한

다고 하였으며(김민경, 2006), 청소년기 당뇨환자가 치료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질병의 조절이 가능하고 위험한 급, 만성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정상인과 같

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였다(심현옥, 1993). 이는 당뇨병 환자의 자기관

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성공적인 자기관리가 곧 만성질환자인 당뇨병환자의 건

강증진과도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당뇨병은 복잡한 자기관리 활동을 비롯하여, 생활양식의 수정, 자기통제감과 신체상

의 변화 등을 수반하는 만성질환으로 환자가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특히 위

기 적응과 변화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이와 같은 질병이 발병되거나 경험하는 경우에

는 발달단계상 겪게 되는 기본적인 발달 과업 이외에도 질병으로 인해 수반되는 신체

적, 정서적, 사회적 갈등을 겪게 되며(권은경, 2003), 평생에 걸쳐 아동 자신뿐 아니

라 가족구성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민경, 2006). 흔히 알려진 대로 1형 

당뇨병의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슐린의 보충, 꾸준한 운동요법과 효과적인 식사

요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1형 당뇨병의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일

상생활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므로 소아 및 청소년시기의 환자들은 혼자 힘으로

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가정, 학교 등을 포함한 주위 환경에서 당

뇨병 관리를 위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중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이 

가족 내 환경이라 할 수 있다(권은영, 2009). 즉 청소년기 당뇨병 환자의 치료와 지

속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부모, 청소년기 환자 등의 능동적인 참여가 함께 

맞물려 이루어져야 하며(김미예 외, 2004), 연속선상에 있는 건강한 삶을 위한 당뇨

관리 습관의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서 상  부모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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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형 당뇨병을 가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는 환자의 당뇨병 관리에 많은 관심

이 집중된 행동을 하게 되고 다른 가족들에겐 환자의 당뇨 관리에 같이 동참할 것을 

강요하게 된다(Katon, von Korff, Ciechanowski, Russo, Lin, & Simon, 2004). 이

로 말미암아 1형 당뇨병의 관리는 가족의 일상적인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

족 간의 스트레스 및 갈등이 증가하게 된다(권은영, 2009). 가족은  청소년기 당뇨환

자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당뇨관리의 최고의 지지체계이다. 가족 

관계 중 부모는 자녀에 대해 최고의 교육자이고 가장 장기간에 걸쳐 통제력과 영향력

을 갖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격, 태도, 행동양식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동일시의 대상이 되고 창조의 모델이 된다(김재은, 

1987). 이러한  부모가 환자의 치료에 함께 동참하고 환자에게 집중된 행동을 보이면

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가족은 역동성에 의해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환자로 인하여 가족 모두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안양희, 1988).  

  당뇨 관리라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환자에게 보여 주는 부모가 부정적 양육태도

를 보여 줄수록 발달단계상 청소년기인 당뇨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야기시킬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만성 질환인 당뇨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은 독립성과 의존성이 공존하는 청소년기 환자의 당뇨관리에 중요하다고 보

겠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노력이 많은 만큼 만성질환을 경험하게 되

는 자녀에게 당뇨관리의 수행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양육태도가 부모

에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부모의 양육태도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생리적, 정서적 

및 심리적 욕구 충족 과정에서 반응하는 부모의 태도 및 행동(김정옥, 구향숙, 2007)

이며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뿐 아니라 인지,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된다(임소영, 2006). 

  선행 연구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동의 삶에서 당뇨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아동보다 부모에게 더 많이 나타나며, 이러한 부모의 인식은 아동의 일반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학업적 능력과 당뇨와 관련된 증상, 치료, 걱정, 의사소통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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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고 이러한 부조화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와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indy et al, 2008). 이 연구에 의하면 특히 부모들이 당뇨병의 증상

과 치료, 부작용에 더 힘들어하며 혈당관리나 인슐린 조절의 불편감을 과대평가하며 

치료계획을 어려워하여 1형 당뇨병을 가진 아동의 불충분한 당뇨 조절을 예견하게 된

다고 하였다. 또 다른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도 당뇨병환아의 가족기능을 높이기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필요하며 당뇨병환아의 올바른 정신건강과 바른 혈당조절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부모 양육 태도의 유형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권은영, 

200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질환의 자가 관리에 부모의 직접적인 참여와 지지가 요구되

는  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자

녀양육행동과 당뇨 관리와의 관계를 확인해 봄으로써 당뇨 관리에 효율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양육 태도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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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1형 청소년기 당뇨 환자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당뇨 관리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기 당뇨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을 조사한다.

  2) 청소년기 당뇨환자가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을 조사한다. 

  3) 청소년기 당뇨환자의 당뇨 관리(자가 관리, 당화혈색소) 정도를 조사한다.

  

  4) 청소년기 당뇨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에 따른 부모양육행동을 

확인한다.

  5) 청소년기 당뇨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에 따른 당뇨 관리를 분석한

다.

  6) 청소년기 당뇨환자가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과 당뇨관리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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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부모양육행동

① 이론적 정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기르고 가

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 자녀의 성격형성에 중요한 의미

를 지니며 가정에서 인간관계가 모순 없이 원만하고 바람직하게 조성되어 가는 전체

적인 양상에 의해 규정된다(김신정 & 김영희, 2007).

② 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허 묘연(1999)이 개발한 부모양육척

도에 의해 측정한 값을 말한다.

2) 당뇨관리

  당뇨관리는 자가 관리와 당화 혈색소를 포함한다. 

(1) 자가 관리  

① 이론적 정의: 자가 관리란 자신의 삶, 건강,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이 시작하

고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Orem,1985). 

② 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의 심 현옥(1993)의 도구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2) 당화 혈색소(HbA1c)

① 이론적 정의: 고혈당 상태 하에서 비효소적으로 glucose와 결합반응이 진행하여 

생긴 것 이다(권오헌 & 이귀녕, 2000).

② 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는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analysis method) 법으로 측정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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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개념적 틀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기 당뇨병 환자의 당뇨 관리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연구의 개념적 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틀

청소년기 당뇨병환자가 인지한 

부모양육행동

 감독          비일관성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애정          과잉간섭

              학대

            방치 당뇨 관리

 자가 관리 

  당화혈색소

청소년기 당뇨병환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학년, 종교, 부모동거,   

  경제수준, 부모연령, 부모학력)

   임상적 특성

 (진단기간, 입원경험, 합병증,   

  당뇨교육, 당뇨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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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청소년기 당뇨병관리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지

금까지 유지시켜 온 그들의 자아일관성에 위협을 받게 되어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며(이은희, 정순옥, 2006),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신

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또한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고 발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고민하고 갈등하기도 하며, 학교 및 가

족문제, 교사와 또래친구와의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을 개발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윤명희 & 장아름, 2008). 이러한 시기에 만성질환

인 당뇨병을 진단 받아 자가 간호의 과업까지 안게 된다면 정상적인 성장의 지속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나 작용의 결함에 의해 초래되는 질환으

로서 발병원인에 따라서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분류된다. 1형 당뇨병이란 인

슐린 의존형 당뇨병의 병인론적인 명칭으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생기는데,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는 원인은 주로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하

나 특발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1형 당뇨병은 대부분은 20세 이전의 청소년

기에 생기지만 어느 연령에서나 발병 할 수 있다(하태선, 2009). 

  발병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1형 당뇨병은 유전적 감수성을 가

진 환자에게서 바이러스 감염이나 독성물질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췌장 베타 

세포에 대한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하여 췌장 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 분비 결핍을 초

래하는 질환으로서(홍은희, 박준석, 이환석, 조민현 & 고철우, 2009), 평생 인슐린 공

급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이다.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의 경우, 자기 몸에

서 필요한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슐린 주사

가 필수적이다.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은 소아 연령기에 많이 발생하여 소아 당뇨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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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도 불리며, 아직까지 확실한 완치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

으면 여러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는 만성질환이다(서병규, 1995; 임승규, 1999; 권은

경, 2003 재인용). 이러한 합병증으로는 미세 알부민 뇨, 망막병증, 신경병증 등이 있

으며, 이는 혈당 조절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그리고 당뇨병 유병기간이 길수록 증가

하였다(박이병 & 백세현, 2009).

   1형 당뇨병은 남아보다는 여아에게서 더 호발하며, 사춘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이병두, 2003). 특히 소아기에 발생한 당뇨병의 조절이 불량할 경우 

10대 후반이나 20대에 만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대한당뇨병학회, 1998) 청소년

기의  당뇨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발병되는 문제점은 발생

연령이 낮은 만큼 유병기간이 길어져 합병증이 이른 나이에 나타나 수명 기대치가 낮

아진다는 점과 자라고 있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스스

로 자기 관리를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최미혜, 1996). 즉, 당뇨병환자들은 혈당이 

정상범위에 머물도록 혈당검사와 인슐린 주사, 식이와 운동으로 지속적인 조절을 해

야 하며 저혈당으로 오는 신체적 증상에도 대처해야 한다. 이것은 생애 처음으로 독

립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책임에 직면한 청소년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최미혜, 

권은경 & 김수강, 2006). 당뇨병은 환자에게 신체적인 어려움 외에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주고, 사춘기 당뇨병 환자에게서 문제 행동 유형의 대부분이 발견되었으며, 

이들 환자로 인해 가족생활이나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에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고하

였다(Garcia et al., 1988; 최미혜, 1998 재인용).   

  당뇨병은 사춘기 전에 발생하는 경우보다 사춘기나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에 혈

관합병증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사춘기가 위험인자로 작용하며(하태선, 2009), 1형 당

뇨병은 청소년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인 상태이기는 하지만, 잠재적으로 심각한 미세혈

관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과 연관되어 있다. 당뇨를 앓은 기간, 혈당관리 상태, 사춘

기 연령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가족력,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등이 또 다른 위험요

소가 된다고 하였다(김민경, 2006). 청소년기 당뇨환자는 기본 발달 과업 이외에도 

질병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갖추어 스스로 조절하는 역할을 습득하여 

정상에 가까운 혈당을 유지하고 건강한 신체 및 정신을 도모하여 당뇨병 관리의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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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목표인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대한당뇨병학회, 1998). 

  이러한 1형 당뇨병의 관리는 인슐린 요법, 식사 요법, 운동 요법 등을 병행하여 고

혈당을 조절하며 이들 대부분이 자가 간호로 이루어진다. 1형 당뇨병환자의 인슐린요

법은 외부로부터의 인슐린 공급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인슐린의 투입이 가능한 인슐린 

펌프나 하루 3~4회의 주사와 그에 맞는 회수의 혈당검사를 하여야 한다(대한당뇨병

학회, 1998). 

  당뇨병환자에게 식사 요법은 혈당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환자들이 가

장 힘들어하는 부분으로 어린 환자들이 먹는 유혹을 스스로 조절하며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아당뇨의 식사요법은 열량 면에서 다른 아이와 차이

를 두지 않아야 정상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강연하, 2005)고 하였다. 이것은 정

상적인 성장 발달을 돕는 것이 당뇨를 앓는 소아 및 청소년기 당뇨환자들의 당뇨 합

병증을 예방한다는 연구와도 연관성이 있고, 이 연구에 따르면 대사 조절 질환인 당

뇨를 앓고 소아 및 청소년기 환자들의 당뇨관리에 있어서 당뇨환자의 당뇨 진단시기

의 환경적 상태와 성장 단계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Ferrnandes, Verreschi, & Dib, 2001).

  이렇게 식사요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창 자라나는 시기인 청소년기 당뇨환자

에게 식사 요법의 수행은 제일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당화혈색소의 목표 설정 값의 

관리에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겠다. 당뇨병환자의 당뇨관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인 당화혈색소의 측정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방법에 따라 정상 기준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ADA에서 권장하는 방법

은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analysis method) 법이며, 정상

인의 기준 참고치는 4-6% 이다. 단, 약물 요법이나 인슐린 사용 환자의 경우 정상치

를 유지하도록 하면 저혈당이 초래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으며(권오헌 & 이귀녕, 

2000), 중증 저혈당의 경험이 있거나 소아, 노령, 안정적인 미세 또는 대혈관 합병증

이 있는 경우 HbA1c의 목표치를 완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하였다(ADA, 2010).

  ADA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HbA1c의 목표가 4~6%(정상), 7~8%(합병증의 위

험이 낮음), 9~13%(합병증의 위험 높음) 등으로 분류하여 보고하였고, 혈당치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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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당뇨를 앓지 않는 일반인들의 HbA1c는 3%-6.5%에 걸쳐 있으나 당뇨환자의 

경우 8%이하이면 혈당조절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10%이상에 달하는 

HbA1c는 혈당 조절이 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는 혈당목표

치를 아동의 연령에 따라 7-9%로 제시하고 있다(대한소아내분비학회, 2004 ; 이채

원, 2004 재인용).         

  당뇨병환자가 시행하는 규칙적인 운동은 청소년기 당뇨환자에게 심리적인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강화시켜주므로 격려해주며, 성취감과 이상적인 몸무게 유지, 신체 구

성을 가지게 한다(Eva Tsalikian et. al, 2005). 식이조절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

년기 당뇨환자도 정상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성인당뇨환

자들처럼 철저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용량을 늘린다던지 운동량을 증가시켜 

혈당 관리를 해야 한다(대한당뇨병학회, 1998). 또한 당뇨병환자가 자기간호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면 타 질환 발생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간호의 증진은 중요한 

과제이다(최은옥, 2001).

  따라서 청소년기 당뇨환자에게 충분한 동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당뇨병의 관리가 

잘 시행되지 않아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이 20대에 발생할 수 있고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치 못한 나이에 발생함으로써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실행에 많은 문제를 가져

온다. 이러한 문제는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영양사, 사회사업가 등이 하나의 팀으로 

청소년기 당뇨환자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야하며, 환자의 부모에게도 끈임 없이 

관심과 전문적 상담을 통하여 이들의 자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한당뇨병학회, 1998). 또한 의학의 발달로 당뇨병의 급성 합

병증으로 인한 사망은 감소하였으나 유병기간의 연장에 따른 만성 합병증의 빈도는 

증가하고 있어서 당뇨병의 장기적인 예후는 만성 합병증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 좌우

된다(하태선, 2009)고 보고한 연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뇨병성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혈당검사가 중요하고, 정상 혈당 수

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하

였다(Hoffman, 2004). 또 당뇨 청소년들은 3개월에 1번씩 다제학적 클리닉에 방문하

여야 하고, 당화혈색소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정기적인 안과 검사, 혈압 관찰,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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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 뇨 측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Hoffman, 2004). 만성 합병증은 당뇨를 진단받

은 시기에 드러나는 증상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당뇨 환자의 건강증진의 측면에서 본

다면 만성합병증의 조기진단과 고혈당 조절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당뇨환자의 자가 관리가 가정 내 환경에서 상당 부분

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정 내 환경 중 부모의 양육행동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당뇨환자가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기 당뇨병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소년기 당뇨환자는 인슐린 요법, 식사 요법, 운동 요법 등

의 이 세 가지를 서로 잘 조절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성인기를 앞둔 청소년기 당

뇨환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고, 반면에 평생에 걸쳐 자가 관리 습관을 지속적

으로 유지시켜야함에 있어서 당뇨관리의 제일 큰 어려움이라 보여 진다. 이러한 당뇨

관리의 자기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 중 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당뇨환자 

교육 시 주위 자원 즉 가족, 학교 담임이나 보건 교사, 또래 친구 등을 포함하여 대상

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여건들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뇨병은 치료를 하여 완치되는 병이 아니므로 치료라는 말 대신에 조절이라는 말

을 사용한다. 따라서 환자에게는 자신의 질병관리에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이 요구되

며,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 개인이 지켜야 할 지침과 부담도 일생동안 지속적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질병의 조절은 가능하나 완치되지 않는다

는 점과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도 평생 동안 치료와 자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질환이라기보다는 장애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권은경, 2003). 또 다른 

자가 관리의 어려움 중 하나로 당뇨병으로 진단된 환자가 매일 2~4회의 인슐린 주사 

및  운동과 식사요법을 하도록 강요를 받으며 적절한 혈당 조절 상태를 유지하기 위

해 하루에 여러 차례 혈당 검사를 하며 당뇨관리를 시행하는 당뇨병 환자는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협조 상태, 부모의 태도, 자녀와 대화, 부모들의 자신감 등

이 환자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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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당뇨병을 가진 청소년기 환자도 특별한 발달기적 과업을 달성하는 시기를 거치며 

신체적, 심리적 발달과업을 달성해야할 시기에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경험하는 경

우, 기본 과업 이외에도 질병으로 인해 수반되는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만

성 질환인 당뇨병은 개인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활을 많은 제한과 관리를 

하게끔 강요받기 때문에 다른 어느 연령보다 청소년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준다. 또한, 

청소년기 당뇨환자가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고 느낌으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정상감

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고도 하였다(Schwartz, 1991; 권은경, 2003 재인용). 

  청소년기는 이상적인 독립 상태와 강요된 의존상태 사이에서의 갈등이 분노와 정체

감의 상실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의존과 독립의 충돌되는 요구로 인해 스트레스를 

갖게 된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의 대응에 

특히 취약하고 성공적으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

(Bateman,1990). 특히 부모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려는 시도가 

강해진다. 부모 대신 또래 친구와의 정신적 유대감이 강해지고 친구로부터 정신적 지

지와 위로를 구하게 된다. 과거의 가족중심세계에서 새로운 또래 친구관계 중심의 세

계로 전환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중기 청소년인 14세-16세의 중요한 정신적 

과제이다.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공동의 규율을 스스로 지키고 상대방의 입장을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인관계기술을 요구하게 되며 또래친구와의 객관

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대인관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또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하나 실제로 현실적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

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아직도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결단하지 못하

거나, 반항을 하는 모습으로 표출된다(신의진, 1997). 이러한 시기에 지속적인 당뇨관

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의무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최근에는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당뇨병 치료의 기술이 발달되었다하나, 당뇨병의 

관리는 환자의 자가 간호에 의지되며 학업과 병행되어 방학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병원방문은 당뇨 수첩을 지참한 보호자만이 방문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소아당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일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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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있고(김진숙,1997), 청소년기 당뇨병환자의 질병경험

을 문화 기술적으로 접근한 최 혜경(2000)의 연구를 보면 당뇨를 경험하는 청소년들

은 치료 지시 이행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자신이 당뇨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그 결과 

자기 폐쇄 경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 또 소아당뇨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살펴

본 권 태연(2003)의 연구는 소아당뇨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제 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청소년에

게 혈당조절이 잘 안되어 좌절감, 거부감,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며 무분별한 식사나 

인슐린 양을 임의로 조절하며, 소변과 혈당검사를 거부하기도 한다. 때로는 의료진이

나 부모의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김덕희,1997). 

  이로 인해 청소년기 당뇨 환자의 당뇨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환자의 

당뇨 관리에 함께 참여하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부모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 내 갈등이 발생할 때 환자의 순응도 저하 및 혈당 조절의 악화의 위험

에 처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기에 있어 부모 환자 간 갈등이 심화

되는 시기에 당뇨관리 수준이 악화됨을 보여준다(Schafer et al, 1983). 그러나 당뇨

를 자신의 결점, 부정적인 부분, 어려움으로만 인정하고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것은 

환자자신과 그 가족에게 부정적인 가치관을 심어 줄 것이고, 당뇨를 갖고 있지만 당

뇨 관리를 통하여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은 당뇨를 가진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긍정적인 삶을 안겨 줄 것이다(김민경, 2005).

  환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로부터 점차 독립하여 스스로의 당뇨관리에 대한 

책임을 넘겨받게 되고 부모의 지도 감독 하에 당뇨병 관리 행동의 기술 및 지식을 다

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권은영, 2008) 이러한 맥락에서 당뇨병 

환자의 당뇨관리를 교육하는 의료진은 환자 부모의 양육 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소아 당뇨병 환자를 가진 부모가 HbA1c의 중요성을 빠르게 인식하

고 목표수치의 설정 값을 향해 함께 노력함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Mann & 

Johnston, 1982).

  부모는 아동의 대인관계나 교섭양식의 최초의 모델이며, 교육의 책임자이며, 자녀의 

성격 형성의 주 결정요인이 된다(김재은, 1974 ; 김신정 외, 2007 재인용).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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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일생동안 돌봐왔기 때문에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할 때에

도 많은 영향력을 유지한다(Stemberg, 2001).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초기의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의 심리 

사회적 발달, 즉 성격과 정서 상태는 물론 자아개념, 태도, 가치관 및 행동수행능력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주며(정원식, 1975), 역기능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다양

한 문제 행동 및 정신 병리와 연관된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허묘

연, 1999).

  여러 문헌 고찰을 통해 청소년기 당뇨환자 개개인만을 대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당뇨관리를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가족 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

가 관리의 올바른 습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만성질환가

족의 경우 가족이 질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질병치료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가

지고 있으면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혹은 질병 그 자체가 지속적인 중대한 위험요

인이 되어 가족은 비효과적으로 기능 수행을 하게 된다(안양희, 2006). 

  당뇨병 환자나 가족은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죄책감, 분노, 분개, 도전 등 

심리적 변화가 오며 당뇨병으로 인해 자아상이 변화하게 되고, 합병증과 단명에 대한 

공포감을 나타나게 된다. 사춘기 연령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경우 고의로 

아이스크림, 콜라, 사이다 같은 음료수를 부모 앞에서 마시며 자학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반항심과 독립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식이요법을 하지 않으며, 인슐린 주사나 

혈당검사를 거부하며 화를 내기도 한다(김덕희, 1997). 

  1형 당뇨병 소아 및 청소년기 환자의 관리는 가족과 환자, 간호사와 소아내분비의

사를 포함한 전문가, 당뇨병 교육 간호사, 영양사를 포함한 각 분야의 협력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도도 필요하다. 의료 기관에서는 팀 구

성원의 대화가 필수적이며(김미예 외, 2004) 만성 질환인 질병의 특성 상 완치가 아

닌 조절의 의미로 볼 때 기관 밖에서의 환자와 가족, 서로 간의 적절한 지지가 필수

적이다. 청소년기 당뇨 환자의 자가 관리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졌으며 환

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이 요구되고, 자가 관리 수행 시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가 간호 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연구되어 당뇨 치료에 있어 가족의 역할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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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권은영,2008).

다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자녀 양육과 교육을 어머니가 주로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아버지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태도와  참여

성이 요구되고 (양명숙 & 한영숙, 2007), 이와 같은 사실은 청소년기 당뇨환자를 가

족구성원으로 갖는 가족에게 당뇨관리의 참여시 양부모가 질환관리에 도움을 주는 양

육행동을 보여 줌으로서 자녀가 스스로 자가 관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모할 수 

있다. 

  반면에 부모의 질병 관리에 의존도와 순응도가 높았던 아동기를 거쳐 독립적이고 

또래 집단과의 어울림을 통해 사회성을 길러 나가야 할 청소년기에 있는 당뇨 환자와 

부모의 과잉보호나 지나친 간섭 등의 양육태도는 갈등을 만들 수 있고 당뇨관리 수준

을 악화시킬 수 있다. 부모는 아동이 어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죄책감을 느

끼며 과잉보호는 부모의 소유욕과 그들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하려는 기전 때문이다. 

부모의 과잉보호는 아동을 숨막히게 하고 그로 인해 아동의 성장, 발달, 성숙을 저해

하기도 한다. 반면에 무관심한 부모는 아동이 성인의 규칙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기 

전에 책임을 부과한다. 위협적인 부모는 아동을 구속하는 방법으로 질병을 이용하며 

만일 아동이 독립심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면 부모는 위기감을 느끼고 기회를 방해

한다. 이러한 부모의 문제 행동도 상담과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김미예 외, 2004), 

임상 현장에서는 만성질환인 당뇨병의 관리를 부모와 청소년기 환자가 함께 능동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기술과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가족 환경과 환자의 혈당 조절과의 상관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가족 구성원이 자급자족하고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는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합리

적 설명과 일치된 태도를 보일수록 환자의 자가 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

증의 발생도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고(권은영, 2008),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동의 삶

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는 당뇨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아동보다 부모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보고(Cindy L. et al., 2008)도 있었다. 소아당뇨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

한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당뇨환자들이 당뇨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 가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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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안함과 경제적 안전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아당뇨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서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 교육 등을 

통한 가족개입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하였다(권은경, 2003).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당뇨병환자의 질병관리에 중

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과 만성질환인 제 1형 당뇨병의 특성이 맞물

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발생되고,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고 하였다(김민경, 2005). 그 이유는 개인의 건강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고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 가족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을 통해 전인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전달을 하기 때문이고 하였다(Johonson, 1988). 

  가족 내 환자발생으로 가족은 이전에 비해 더욱 친밀해지고 결속력이 높아지며, 다

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여 환자질병간호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기능수행을 잘 

하는 가족이 있는 반면에 가족구성원의 질병발생으로 가족은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구

성원 간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며 궁극적으로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다(안양희, 

2006). 과거와 달리 핵가족화 되어 가족끼리 더욱 밀착되고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

면 조정자는 줄어들고 자녀의 사회성은 낮아져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가 더욱 힘들어 

질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러한 핵가족화는 만성 질환을 가진 청소년기 당뇨 환자와 

부모의 상호 영향력을 크게 하여 질환의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1형 청소년 당뇨 환자를 위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접근과 환자 개인만이 

아닌 가족 개념으로서의 대상자 접근은 필수적인 것이며,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스스

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고자 할 때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

어 주어야 할 것이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상 부모

의 지나친 관심 또는 무관심은 자가 간호로 이루어지는 질환관리에 좋지 않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뇨관리에 있어 청소년기 당뇨환자가 성장함에 따라 스스

로의 역량에 맞는 자가 관리에 대한 수행과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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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자가 관리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일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당뇨병 환자가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과 당뇨 관리의 

관계를 확인하고 당뇨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양육모델을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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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청소년기 1형 당뇨 환자가 인지하는 부모양육 행동과 당뇨관리와의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관계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W시와 C시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1형 당뇨 진단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기 당뇨 환자이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만 12∼18세의 연령층으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둘째,  제 1형 당뇨병을 진단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청소년기 

  셋째,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 합병증이 없는 대상자

  넷째,  인지적 장애가 없으며 부모와 환자가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

의한 대상자  

  따라서 선정 기준에 의한 편의 표집 수는 21명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자 소속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 대상자에게 설문 조사에 앞서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연

구 참여에 동의하였더라도 연구 대상자 본인과 부모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으며, 설문지 참여를 거절하더라도 질병치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음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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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설문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만 사용할 것을 설명한 후 사

전 서면 동의서를 받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 도구

1) 사례 기록지

  사례 기록지는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① 인슐린 투여 횟수와 용량, ② 당화혈색소 

결과, ③ 저혈당의 발생 유무와 당뇨병성 케톤산증 횟수, ④ 만성합병증 유무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환자의 당화혈색소(HbA1c)는 HPLC기법으로 

분석하여 최근 2회 결과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환자의 급성 합병증의 유무는 최근 1년간의 당뇨병성 케톤산증(Diabetic 

ketoacidosis, DKA)의 횟수와 의식 소실이 있는 저혈당 경험 유무를 조사하였다. 환

자의 만성 합병증의 유무는 환자의 의무기록 상 나타난 당뇨망막증, 당뇨병성 신경병

증, 단백뇨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2) 부모양육행동척도(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BI)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허 묘연(1999)이 개발한 부모양육행동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서 감독(monitoring) 4문항, 합리적 설명

(reasoning) 5문항, 비일관성(inconsistency) 4문항, 과잉기대(over-expectation) 6

문항, 과잉간섭(intrusiveness) 7문항, 학대(physical abuse) 6문항, 방치(neglect) 5

문항 및 애정(affection) 6문항의 8가지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합리적 설명’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분명

하고 합리적인 규준과 이유를 갖고 있고, 이를 일관적이되 애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

고, 이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보상이나 훈육적인 처벌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비일

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서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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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과잉간섭’은 

자녀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태도로서, 자녀의 

흥미나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른의 기준에 무조건 맞추도록 요구하고 자녀의 행

동에 대해 불안해하는 태도로서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행동과 간섭이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 행동 등이다. ‘학대’는 의도적으로 자

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인 손상이라는 결과가 남는 양육자에 의해 취해지는 행위와 

그 결과로서,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과도하거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한다. ‘방치’는 자녀의 신체적, 지적인 측면에서부터 도덕적, 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

지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된 것을 나타

낸다. 즉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에 무관심하고 훈육을 위한 칭찬이나 처벌이 결여되어 

있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욕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애정’은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자녀 중심적이며 자녀를 존중, 수용해 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칭찬을 잘 해주고, 껴안

아주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

고, 자녀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는 행동 등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 다소 아니다 2점, 조금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부모의 양육행동

에 대해  하위 개념이 나타내는 행동과 비슷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허묘연의 연

구(1999)에서Cronbach′ s alpha는 아버지의 경우, 감독 .79, 합리적 설명 .81, 애정  

.84, 비일관성 .70, 과잉기대 .82, 과잉간섭 .82, 학대 .86, 방치 .69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감독 .77, 합리적 설명 .79, 애정 .82, 비일관성 .67, 과잉기대 .82, 과잉간섭 

.83, 학대 .75, 방치 .67이었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s alpha는 감독 영역 .62, 합

리적 설명 영역 .69, 애정 영역 .82, 비일관성 영역 .68, 과잉기대 영역 .86, 과잉간섭 

영역 .66, 학대 영역 .87, 방치 영역 .5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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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 관리 척도

  청소년기 당뇨 환자의 자가 관리 수행정도는 박 오장(1984)이 개발한 당뇨병 환자

의 이행 행위 측정도구를 심 현옥(1993)이 수정한 자가 관리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혈당 관리(2문항), 식이 관리(3문항), 저혈당 대처(1문항), 운동 관리(3문항), 

위생 관리(3문항), 인슐린 관리(2문항) 영역으로 총 14문항의 5점 척도로 되어 있으

며 최하 14점에서 최고 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행율이 높다고 해석한다. 심 현

옥(1993)의 연구에서 Cronbach′ s alpha는 .73이었고, 이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89이었다.

4)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키와 몸무게, 종교, 아버지 학력, 어머

니 학력, 아버지 연령, 어머니 연령,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와의 동거 유무 등을 포함

하였다.

4. 자료 수집 기간 및 절차 

1) 사례 기록지 조사

  사례기록지에 의한 자료 수집은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 열람 절차에 따라 연구 대

상자의 외래초진일, 성별, 진단 후 유병 기간, 인슐린 요법, 당화혈색소, 저혈당 횟수, 

2차 성징 발현, 합병증 유무 등을 의무기록으로 확인하였다. 사례 기록지 조사는 

2010년 4월 첫째 주부터 2010년 5월 넷째 주 까지 약 8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2) 설문 조사

  ① 이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약 8주에 걸쳐 이

루어졌다.

  ② 자료 수집을 위하여 2명의 임상간호사에게 이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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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고 신뢰도 확보를 위해 연구도구인 사례 기록지 작성 방법과 설문지 작성 방

법과 연구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③ 설문지 작성 시 연구 대상자는 청소년기이므로 보호자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보호자와 분리된 안전한 별도의 공간에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s program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비

모수 통계분석법을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

았다.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은 기술통계(실수, 백분율)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2) 대상자가 인지한 부모양육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하부영역 전체 43문항 중 부정적

인 의미인 28문항은 역문항 처리를 하였고, 부모의 양육행동은 각 8개의 하부영역을 

긍정적 영역과 부정적 영역으로 분류하여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3) 대상자의 당뇨관리는 자가 관리에서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고, 당화혈색소는 8 인 군(조절자)과 8인 군(미조절자)으로 나누었으며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에 따른 부모양육행동은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두군 간의 평균 값 비교는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고, 세군 

간의 평균 값 비교는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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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에 따른 당뇨관리는 평균, 표준편차를 이

용하였으며 두군 간의 평균 값 비교는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고, 세군 간

의 평균 값 비교는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하였다.  

6) 대상자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가 관리의 상관관계는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7) 대상자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당화혈색소의 관계는 8 인 군(조절자)과 

8인 군(미조절자)으로 나누어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두군 간의 평균 값 비

교는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8) 대상자의 당화혈색소와 자가 관리의 상관관계는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는 청소년기 대상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조사 대상 표본 수가 적어 조사

결과를 전체 청소년기 당뇨 환자로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2) 청소년기 당뇨환자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조사 연구로 당뇨관리에 

있어 환자의 부모 자신이 생각하는 자녀양육태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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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종교, 가족구조, 어머니 연령, 아

버지 연령, 경제수준, 어머니 최종학력, 아버지 최종학력을 조사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1-1 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10명(47.6%), 여자가 11명

(52.4%)으로 남녀 분포가 거의 같았다. 학년 분포는 중학생 14명(66.7%), 고등학생 

7명(33.3%)으로 중학생이 더 많았다. 종교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15명

(71.4%),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6명(28.6%)으로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더 많았다. 연

구 대상자의 부모동거 유무로는 양부모가 모두 있는 대상자가 19명(90.5%), 편부모는 

2명(9.5%)으로 대상자의 대부분이 양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가정 경제 수준에 대한 분포는 중류 중 중 이상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13명(61.9%)이

였고 중류 중 하류 이하로 응답한 대상자는 8명(38.1%)으로 응답하여 중류 중 중 이

상이 더 많았다. 연구 대상자의 어머니 학력은 고졸 이하 15명(71.4%), 대학교 이상

이 6명(28.6%)이였고, 아버지 학력은 고졸 이하 13명(68.4%), 대학교 이상이 6명

(31.6%)의 응답을 하여 부모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학력은 고졸 이하가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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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

성별
남

여

10

11

47.6

52.4

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14

7

66.7

33.3

종교
유

무

15

6

71.4

28.6

부모동거
부모

편부모

19

2

90.5

9.5

경제수준

중류 중 상

중류 중 중

중류 중 하

하류

2

11

5

3

9.5

52.4

23.8

14.3

부모연령 30-39세

40-49세

50세이상

부

n(%)

모

n(%)

1(5.3)

13(68.4)

5(26.3)

6(28.6)

12(57.1)

3(14.3)

부모학력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 이상

2(10.5)

1(5.3)

10(52.6)

1(5.3)

4(21.1)

1(5.3)

2(9.5)

1(4.8)

12(57.1)

2(9.5)

3(14.3)

1(4.8)

표 1-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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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을 진단 후 기간, 입원 경험 유무, 합병증 발생 경험 유

무, 당뇨병 교육의 경험 유무, 소아당뇨 캠프의 참여 유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분

석결과는 표 1-2 와 같다. 

  연구 대상자들의 진단 후 기간은 3년 미만이 11명(52.4%), 3년 이상이 10명

(47.6%)으로 대상자의 유병기간이 3년 미만과 3년 이상의 분포가 비슷하였다. 

  이들 중 입원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은 4명(19%)으로 4배가 넘는 17명(81%)이 입

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었던 

대상자는 4명(19%), 합병증이 없는 대상자는 17명(81%)으로 대상자들 대부분이 합병

증을 경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관리의 첫걸음인 교육경험 여부는 

85.7%(18명)가 당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며, 3명(14.3%)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고 하여 대부분이 당뇨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당뇨캠프의 참여 유무에 대해서

는 20명(95.2%)이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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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

진단 후 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11

10

52.4

47.6

입원 경험 
있다

없다

17

4

81.0

19.0

합병증 발생 
있다

없다

4

17

19.0

81.0

당뇨 교육 
받았음

안 받았음

18

3

85.7

14.3

 당뇨캠프 경험
있다

없다

1

20

4.8

95.2

표 1-2.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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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행동

  대상자가 인지한 부모의 양육 행동에 대한 8개의 하부 영역은 크게 긍정적인 영역

3개와 부정적인 영역 5개로 나눌 수 있는데, 긍정적인 영역은 감독, 합리적 설명, 애

정이고, 부정적인 영역은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이며, 각각의 평균 

점수는 표 2 와 같다.

  긍정적인 영역에서 감독은 아버지는 평균 11.22점±2.24로 관찰범위는 최소 7점에

서 최대 16점까지 분포하였고, 어머니는 평균 13.14점±1.68로 관찰범위가 최소 10

점에서 최대 16점까지 분포하였으며, 따라서 연구 대상자가 인지하는 아버지와 어머

니의 감독 영역은 어머니에게서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설명은 

아버지는 평균 14.22±2.82로 관찰범위는 최소 8점에서 최대 19점까지 분포하였고, 

어머니는 평균 14.38±2.52로 관찰범위는 최소 10점에서 최대 19점까지 분포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가 인지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 영역은 유사하게 나

타났다. 애정은 아버지는 평균 19.61±2.90으로 관찰범위가 최소 15점에서 최대 24

점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평균 19.19±3.22로 관찰범위는 최소 13점에서 최대 23

점까지 나타나 연구 대상자가 인지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 영역은 아버지가 다

소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인 영역에서 아버지는 비일관성이 평균 8.39점± 2.15로 관찰범위는 최소 4

점에서 최대 13점까지 분포하였고, 어머니는 평균 8.52점± 2.56으로 관찰범위는 최

소 4점에서 최대 13점까지 분포하여 비일관성은 아버지에게서 낮은 평균 점수를 보

였다. 과잉기대는 아버지가 평균 13.28±3.75로 관찰범위가 최소 7점에서 최대 19점

까지 분포하였고, 어머니는 평균13.52±4.49로 관찰범위는 최소 7점에서 최대 23점까

지 나타나 과잉기대는 아버지에게서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과잉간섭은 아버지가  

평균 15점±3.48로 관찰범위는 최소 9점에서 최대 21점까지 분포하였고, 어머니가 평

균 15.90점±3.37로 관찰범위는 최소 9점에서 최대 22점까지 분포하여 어머니에게서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학대는 아버지가 평균 10.67±3.38로 관찰범위가 최

소 6점에서 최대 18점까지 분포하였고, 어머니는 평균 10.38±4.33로 관찰범위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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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6점에서 최대 21점까지 분포하여 학대는 아버지의 평균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

다. 방치는 아버지가 평균 10.89±1.78로 관찰범위가 최소 8점에서 최대 15점까지 나

타났고, 어머니는 평균 10.90±2.28에 관찰범위가 최소 7점에서 최대 16점까지 나타

나 방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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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영역 문항수

부 모

평균(±표준편차) 관찰범위 평균(±표준편차) 관찰범위

감독 4 11.22(±2.24) 7-16 13.14(±1.68) 10-16

합리적설명 5 14.22(±2.82) 8-19 14.38(±2.52) 10-19

애정 6 19.61(±2.90) 15-24 19.19(±3.22) 13-23

비일관성 4 8.39(±2.15) 4-13 8.52(±2.56) 4-13

과잉기대 6 13.28(±3.75) 7-19 13.52(±4.49) 7-23

과잉간섭 7 15.00(±3.48) 9-21 15.90(±3.37) 9-22

학대 6 10.67(±3.38) 6-18 10.38(±4.33) 6-21

방치 5 10.89(±1.78) 8-15 10.90(±2.28) 7-16

 표 2. 연구 대상자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행동

                                                                       (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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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의 당뇨관리

1) 연구 대상자의 당뇨관리: 자가 관리

  연구 대상자의 자가 관리 정도는 표 3-1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자가 관리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것은 규칙전

인 식사를 하는지에 대한 항목이 평균 4.00±1.00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집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혈당 검사를 하는 지에 대한 항목에서 평균 3.90±0.89로 나타났

으며, 저혈당 증세에 대한 대처 준비가 평균 3.90±1.18, 인슐린 주사 부위의 올바른 

선정이 평균 3.90±1.26의 순이었다.

  대상자가 자가 관리 항목 중에서 가장 낮았던 것은 식품 교환표에 의한 식사요법의 

항목에서 평균 3.14±1.01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위생적인 생활 습관 항목에서 평균 

3.24±0.89로 점수가 나타났으며, 평소에 단 음식을 잘 피하는지에 해당하는 영역에

서 평균 3.43±0.75, 피곤을 느끼지 않게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지에 해당하는 항목이 

평균 3.48±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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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표준편차) 관찰범위

1. 집에서 혈당검사를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고 있습니까

3.52(±0.98) 2-5

2. 혈당검사는 지시된 방법대로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3.90(±0.89) 2-5

3. 평소에 당분이 많이 든 음식을 피하고 있습니까 3.43(±0.75) 2-5

4.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합니까 4.00(±1.00) 2-5

5. 식품 교환표에 의해 균형있는 식사요법을 

하고 있습니까

3.14(±1.01) 2-5

6. 저혈당증세가 나타나면 급히 당분을 섭취합니까 3.90(±1.18) 1-5

7. 적절한 활동을 합니까 3.76(±1.04) 2-5

8. 피곤을 느끼지 않게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3.48(±1.03) 2-5

9. 감기나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생활을 합니까

3.24(±0.89) 2-5

10.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합니까 3.67(±0.97) 1-5

표 3-1. 연구 대상자의 당뇨관리: 자가 관리

                                                                                

                                                                       (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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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표준편차) 관찰범위

11. 발톱을 일직선으로 깍습니까 3.33(±1.07) 2-5

12. 발을 매일 청결히 씻습니까 3.86(±1.11) 1-5

13. 주사 맞아야 할 인슐린 양을 측정하고 

무균적으로 주사기에 뽑아낼 수 있습니까
3.71(±1.31) 1-5

14. 인슐린 주사는 시간에 맞추어 주사부위에 

돌아가며 맞습니까

3.90(±1.26) 1-5

전체평균(±표준편차) 50.86(±9.53) 32-67

                                                                                

                                                                3-1. 계속

                                                                                

                                                               (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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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표준편차) 관찰범위

HbA1c 8 (조절자) 7(33.3) 7.24(±0.52) 6.6-7.8

 HbA1c 8(미조절자) 14(66.7) 11.19(±1.88) 9.3-14.6

전체 9.87(±2.45) 6.6-14.6

2) 연구 대상자의 당뇨관리: 당화혈색소

  연구 대상자의 당화혈색소의 정도는 표 3-2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대상자의 당화혈색소의 전체평균은 9.87±2.45이었으며 관찰범위는 최소 6.6에서 

최대 14.6로 나타났다. 대상자를 당화혈색소(HbA1c) 8 인 군과 HbA1c 8인 군으

로 나누었으며, 당화혈색소 수치가 8 인 군은 당 조절이 양호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

로서 7명(33.3%)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화혈색소 수치가 8인 군은 당 조절이 불량

한 것을 의미하는 자로서 14명(66.7%)으로 나타났다.

  당 조절이 양호한 군의 평균값은 7.24±0.52로 나타났고, 당 조절이 불량한 군은 

평균값이 11.19±1.88로 나타났다. 

표 3-2. 연구 대상자의 당뇨관리: 당화혈색소

                                                                    

                                                                        (N=21)



- 36 -

4.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당뇨 관리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당뇨관리: 자가 관리

  연구 대상자의 당뇨관리란 자가 관리와 당화혈색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연구 대상

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가 관리는 표 4-1 에서 보는 바와 같다. 

  대상자의 남녀 성별에 따른 자가 관리 점수를 보면 남자가 평균 52.0±8.43, 여자

가 평균 49.6±10.93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점수가 더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년에서는 중학생이 평균 52.6±8.9, 고등학생이 평균 47.4±10.5로 중학생이 고등학

생보다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종교는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평균 50.9±9.6,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50.8±10.1로 나타나 유사하게 점수를 보였으며, 부모 동거에

서도 편부모 평균 51.5±2.1, 양부모 평균 50.8±10.0으로 자가 관리 점수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경제 수준은 중류 중 중 이상이 평균 52.4±9.0으로 나타났으며, 

중류 중 하 이하는 평균 48.4±10.4로 나타나 대상자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가 

관리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학력은 고졸 이하가 평균 47.9±8.5, 대졸 이상이 

평균 58.3±8.3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자가 관리의 점수가 높았고 유의한 차이

(Z=-2.261, p=.024)를 보였으며, 아버지학력은 고졸 이하가 평균 47.3±9.0, 대졸 이

상이 평균 58.3±8.3으로 아버지에서도 대졸 이상의 학력이 높은 대상자 군에서 자가 

관리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결과(Z=-2.372, p=.018)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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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평균(±표준편차) Z/χ² p

성별
남

여

10

11

52.0(±8.43)

49.6(±10.93)
-.353 0.724

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14

7

52.6(±8.9)

47.4(±10.5)
-1.121 0.262

종교
유

무

15

6

50.9(±9.6)

50.8(±10.1)
-.351 0.726

부모동거
부모

편부모

19

2

50.8(±10.0)

51.5(±2.1)
-.360 0.719

경제수준
중류중중이상

중류중하이하

13

8

52.4(±9.0)

48.4(±10.4)
-.870 0.384

어머니연령

30-39세

40-49세

50세이상

6

12

3

53.2(±11.0)

51.8(±9.3)

42.7(±2.3)

3.674 0.159

아버지연령

30-39세

40-49세

50세이상

1

13

5

49.0(±0)

52.8(±11.3)

46.0(±5.3)

2.079 0.354

어머니학력
고졸이하

대졸이상

15

6

47.9(±8.5)

58.3(±8.3)
-2.261 0.024

아버지학력
고졸이하

대졸이상

13

6

47.3(±9.0)

58.3(±8.3)
-2.372 0.018

표 4-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당뇨 관리: 자가 관리

                                                        (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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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당뇨 관리: 당화혈색소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당화혈색소는 표 4-2 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당화혈색소의 

차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녀 성별에서 남자가 평균 9.0±1.7, 여자가 평

균 10.8±2.9로 남자의 당화혈색소가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서 중학

생이 평균 9.7±2.1, 고등학생이 평균 10.3±3.2로 중학생이 낮게 유지되어 앞선 자가 

관리점수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종교에서는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평균 

10.3±2.5,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평균 8.9±2.1로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더 낮게 유

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동거는 양부모인 경우가 평균 9.8±2.2, 편부모가 

10.7±5.6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있는 대상자가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경제수준에서 중류 중 중 이상이 평균 8.9±1.7, 중류 중 하 이하는 평균 

11.5±2.8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당화혈색소가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부모의 연령에서는 어머니 연령 40대에서 평균 9.5±2.7로 

나타났고, 아버지 연령도 40대에서 평균 9.1±2.1로 나타나 30대와 50대의 연령대보

다 당화혈색소가 낮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는 평균 10.3±2.6, 대졸 이상이 평균 8.7±1.8로 학력이 

높을수록 당화혈색소가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고, 아바지

의 학력은 고졸 이하는 평균 10.3±2.3, 대졸 이상이 평균 8.7±1.8로 학력이 높을수

록 당화혈색소가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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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평균(±표준편차) Z/χ² p

성별
남

여

10

11

9.0(±1.7)

10.8(±2.9)
-.302 0.763

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14

7

9.7(±2.1)

10.3(±3.2)
-.639 0.523

종교
유

무

15

6

10.3(±2.5)

8.9(±2.1)
-1.000 0.317

부모동거
부모

편부모

19

2

9.8(±2.2)

10.7(±5.6)
-.513 0.608

경제수준
중류중중이상

중류중하이하

13

8

8.9(±1.7)

11.5(±2.8)
-1.550 0.121

어머니연령

30-39세

40-49세

50세이상

6

12

3

9.6(±1.6)

9.5(±2.7)

12.0(2.4)

3.571 0.168

아버지연령

30-39세

40-49세

50세이상

1

13

5

9.8(±0)

9.1(±2.1)

11.6(±1.8)

3.834 0.147

어머니학력
고졸이하

대졸이상

15

6

10.3(±2.6)

8.7(±1.8)
-1.000 0.317

아버지학력
고졸이하

대졸이상

13

9

10.3(±2.3)

8.7(±1.8)
-1.142 0.253

  표 4-2.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당뇨 관리: 당화혈색소

                                                    (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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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당뇨 관리: 자가 관리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자가 관리는 표 4-3 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자가 관리는 진단 후 3년 미만인 대상자에서 평균 51.1±11.0, 3년 이상인 대상자

는 평균 50.6±8.1로 3년 미만인 대상자가 약간 높았다. 입원 경험은 입원 경험이 있

는 대상자가 평균 50.5±10.5, 입원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평균 52.3±3.6으로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높은 자가 관리 점수를 나타냈다. 합병증 발생의 경험에서도 발생 경

험이 있는 대상자가 평균 48.0±11.0, 발생한 적이 없는 대상자가 평균 51.5±9.4로 

발생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점수가 더 높았고, 당뇨병 교육은 당뇨병 교육 경험이 있

는 대상자가 평균 49.7±9.4, 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평균 58.0±8.5로 교육경험

이 없는 대상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당뇨 캠프는 참여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평균 

67.0±0,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평균 50.1±9.0으로 캠프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자가 

관리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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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평균(±표준편차) Z p

진단 후 기간

3년 미만 11 51.1(±11.0)

-.176 0.860

3년 이상 10 50.6(±8.1)

입원 경험 

있다 17 50.5(±10.5)

-.673 0.501

없다 4 52.3(±3.6)

합병증 발생 

있다 4 48.0(±11.0)

-.179 0.858

없다 17 51.5(±9.4)

당뇨병 교육 

받았음 18 49.7(±9.4)

-1.560 0.119

안받았음 3 58.0(±8.5)

당뇨 캠프 경험

있다 1 67.0(±0)

-1.571 0.116

없다 20 50.1(±9.0)

표 4-3.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당뇨 관리: 자가 관리

 

                                                               (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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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당뇨 관리: 당화혈색소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당화혈색소는 표 4-4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진단 후 기간에 따른 당화혈색소는 3년 이상인 대상자가 평균 9.4±2.4로 3년 미만

인 대상자 평균 10.3±2.4보다 낮게 유지되었으며, 입원 경험 유무에서는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평균 9.9±2.3, 없는 대상자는 평균 9.6±3.6으로 유사하였다. 당뇨병의 합병

증 발생이 없는 대상자에서 당화혈색소가 평균 9.4±2.1로 합병증 발생이 있는 대상

자 평균 11.9±3.1보다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 교육 경험 유무에서 당

화혈색소의 결과는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평균 9.6±2.4로 나타났고, 교육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평균 11.3±2.9로 나타나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 캠프 경험은 참석한 대상자가 평균 6.6±0, 참석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평균 10.0±2.4로 참석한 대상자의 당화혈색소가 더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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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평균(±표준편차) Z p

진단 후 기간

3년 미만 11 10.3(±2.5)

-.603 0.546

3년 이상 10 9.4(±2.4)

입원 경험 

있다 17 9.9(±2.3)

-.767 0.443

없다 4 9.6(±3.6)

합병증 발생 

있다 4 11.9(±3.1)

-.383 0.701

없다 17 9.4(±2.1)

당뇨병 교육 

받았음 18 9.6(±2.4)

-1.291 0.197

안받았음 3 11.3(±2.9)

1

0.157-1.414

6.6(±0)있다

당뇨 캠프 경험

20 10.0(±2.4)없다

 4-4.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당뇨 관리: 당화혈색소

 

                                                                    (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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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긍정적 부모양육행동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긍정적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인지를 살펴보면, 

표 5-1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인지는 성별에서 남자가 평균 45.2±7.5, 여자가 평균 

44.9±7.1로 남자가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년에서 중학생이 평균 47.7±5.8, 

고등학생이 평균 39.8±7.0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

을 더 높게 인지하며, 유의한 차이(Z=-2.114, p=.035)를 보였다. 종교는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평균 44.8±6.9,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평균 45.7±8.1로 종교가 없는 대상

자가 인지하는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은 중류 중 

중 이상이 평균 45.9±6.0, 중류 중 하 이하가 평균 43.3±9.3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대상자가 긍정적인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 연령은 30대가 평균 46.8±7.7로 다른 연령대 보다 높았으며, 

아버지 연령은 40대가 평균 46.3±6.7로 다른 연령대 보다 높게 대상자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고졸 이하가 평균 44.4±7.1, 대졸 이상이 평균 

46.3±7.7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대상자가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 이하가 평균 44.4±7.1, 대졸 이상이 평균 46.3±7.7로 어머니의 학력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인지는 성별에서 남자가 평균 46.5±5.0, 여자가 평균 

47.0±7.7로 여자가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년에서 중학생이 평균 48.4±6.3, 

고등학생이 평균 43.4±5.1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높게 인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종교는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평균 46.3±7.0,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평균 47.7±4.1로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인지

하는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하지는 않았다. 부모 동거는 양부모가 모두 있

는 대상자가 평균 47.4±6.2, 편부모가 평균 40.5±2.1로 양부모가 있는 대상자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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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경제수준은 중류 중 

중 이상이 평균 47.0±5.3, 중류 중 하 이하가 평균 46.3±7.9로 경제수준이 높은 대

상자가 긍정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어머니 연령은 50대가 평균 47.0±4.4로 다른 연령대 보다 높았으며, 아

버지 연령도 50대가 평균 49.6±5.0으로 다른 연령대 보다 높게 대상자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고졸 이하가 평균 45.8±5.9, 대졸 이상이 평균 

49.0±9.1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대상자가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 이하가 평균 46.6±5.9, 대졸 이상이 평균 49.0±7.1로 어머니의 학력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46 -

특성 구분
양육행동(부) 양육행동(모)

평균(±표준편차) Z/χ² p 평균(±표준편차) Z/χ² p

성별
남

여

45.2(±7.5)

44.9(±7.1)
-.401 0.688

46.5(±5.0)

47.0(±7.7)
-.212 0.832

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47.7(±5.8)

39.8(±7.0)
-2.114 0.035

48.4(±6.3)

43.4(±5.1)
-1.647 0.100

종교
유

무

44.8(±6.9)

45.7(±8.1)
-.939 0.347

46.3(±7.0)

47.7(±4.1)
-.508 0.612

부모동거
부모

편부모

45.1(±7.1)

-
- -

47.4(±6.2)

40.5(±2.1)
-1.683 0.092

경제수준
중류중중이상

중류중하이하

45.9(±6.0)

43.3(±9.3)
-.799 0.697

47.0(±5.3)

46.3(±7.9)
-.436 0.980

어머니연령

30-39세

40-49세

50세이상

46.8(±7.7)

45.5(±6.0)

40.7(±10.5)

.721 0.421

46.3(±6.9)

46.8(±6.8)

47.0(±4.4)

0.041 0.353

아버지연령

30-39세

40-49세

50세이상

38.0(±0)

46.3(±6.7)

43.6(±8.6)

1.733 0.425

42.0(±0)

46.9(±6.7)

49.6(±5.0)

2.082 0.663

어머니학력
고졸이하

대졸이상

44.4(±7.1)

46.3(±7.7)
-.235 0.814

45.8(±5.9)

49.0(±9.1)
-.859 0.390

아버지학력
고졸이하

대졸이상

44.4(±7.1)

46.3(±7.7)
-.235 0.814

46.6(±5.9)

49.0(±7.1)
-.484 0.628

5-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긍정적 부모양육행동 

                                                                                   (N= 21)



- 47 -

2)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정적 부모양육 행동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정적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인지를 살펴 보

면, 표 5-2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인지는 성별에서 남자가 평균 55.1±6.8, 여자가 평균 

62.1±16.9로 여자가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년에서 중학생이 평균 

54.3±11.4, 고등학생이 평균 66.0±11.4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아버지의 부정적

인 양육행동을 더 높게 인지하며, 유의한 차이(Z=-2.015, p=.044)를 보였다. 종교는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평균 61.2±14.3,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평균 52.3±3.5로 종교

가 있는 대상자가 인지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은 중류 중 중 이상이 평균 57.3±9.6, 중류 중 하 이하가 평균 60.0±17.9로 

경제수준이 낮은 대상자가 부정적인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 연령은 40대가 평균 59.9±16.0으로 다른 연

령대 보다 높았으며, 아버지 연령은 30대가 평균 63.0±0으로 다른 연령대 보다 높게 

대상자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고졸 이하가 평균 59.4±11.8, 대

졸 이상이 평균 55.8±14.5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대상자가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 이하가 평균 59.4±11.8, 대졸 이상이 평균 55.8±14.5

로 어머니의 학력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의 양

육행동에 대한 인지는 성별에서 남자가 평균 54.6±10.1, 여자가 평균 64.3±17.0으

로 여자가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학년에서는 중학생이 평균 58.3±15.3, 고

등학생이 평균 61.1±13.2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높게 인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종교는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평균 62.9±15.3,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평균 50.0±13.2로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인

지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하지는 않았다. 부모 동거는 양부모

가 있는 대상자가 평균 59.4±14.3, 편부모인 대상자는 평균 57.5±20.5로 양부모가 

있는 대상자가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중류 중 중 이상이 평균 59.2±13.6, 중류 

중 하 이하가 평균 59.4±16.5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은 30대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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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6.0으로 다른 연령대 보다 높았으며, 아버지 연령도 30대가 평균 67.0±0으로 

다른 연령대 보다 높게 대상자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고졸 이

하가 평균 60.5±13.2, 대졸 이상이 평균 56.2±17.7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대상자

가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 이하가 평균 60.9±13.0, 대

졸 이상이 평균 56.2±17.7로 어머니의 학력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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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양육행동(부) 양육행동(모)

평균(±표준편차) Z/χ² p 평균(±표준편차) Z/χ² p

성별
남

여

55.1(±6.8)

62.1(±16.9)
-1.111 0.266

54.6(±10.1)

64.3(±17.0)
-1.304 0.192

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54.3(±11.4)

66.0(±11.4)
-2.015 0.044

58.3(±15.3)

61.1(±13.2)
-.336 0.737

종교
유

무

61.2(±14.3)

52.3(±3.5)
-1.406 0.160

62.9(±15.3)

50.0(±13.2)
-1.636 0.102

부모동거
부모

편부모

58.2(±12.5)

0
- -

59.4(±14.3)

57.5(±20.5)
-.360 0.719

경제수준
중류중중이상

중류중하이하

57.3(±9.6)

60.0(±17.9)
-.281 0.779

59.2(±13.6)

59.4(±16.5)
.000 1.000

어머니연령

30-39세

40-49세

50세이상

55.8(±8.0)

59.9(±16.0)

56.7(±3.1)

.295 0.863

61.3(±16.0)

59.1(±15.3)

55.7(±10.0)

.405 0.817

아버지연령

30-39세

40-49세

50세이상

63.0(±0)

57.5(±13.7)

59.0(±11.6)

.371 0.831

67.0(±0)

59.0(±15.2)

59.0(±14.7)

.305 0.859

어머니학력
고졸이하

대졸이상

59.4(±11.8)

55.8(±14.5)
-.469 0.639

60.5(±13.2)

56.2(±17.7)
-.740 0.459

아버지학력
고졸이하

대졸이상

59.4(±11.8)

55.8(±14.5)
-.469 0.639

60.9(±13.0)

56.2(±17.7)
-.834 0.404

 표 5-2.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정적 부모양육행동

                                                                                       (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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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긍정적 부모양육행동

  연구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긍정적인 부모양육행동에 대해 살펴보면, 표 

5-3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인지는 진단 후 기간에서 3년 미만인 대상자는 

평균 44.3±8.6, 3년 이상인 대상자는 평균 46.0±5.2로 3년 미만인 대상자보다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 경험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44.3±7.0, 없는 대상

자가 51.0±7.1로 입원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인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발생은 발생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평균 42.3±3.5, 없는 대상

자가 평균 45.6±7.6으로 발생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높게 인지하였으며, 유의하지는 

않았다. 당뇨병 교육은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평균 43.6±6.0, 안 받은 대상자가 평균 

57.0±1.4로 교육을 안 받은 대상자가 더 높게 인지하였고, 유의한 차이(Z=-2.255, 

p=.024)를 보였다. 당뇨 캠프는 참석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평균 53.0±0, 안한 대

상자가 평균 44.6±7.0으로 캠프에 참석한 대상자가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인지하였으며, 유의하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인지는 진단 후 기간에서 3년 미만인 대상자는 

평균 47.9±7.1, 3년 이상인 대상자는 평균 45.4±5.2로 3년 미만인 대상자가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 경험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46.6±6.1, 없는 대상

자가 47.3±7.9로 입원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인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발생은 발생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평균 44.3±8.4, 없는 대상

자가 평균 47.3±5.8로 발생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높게 인지하였으며, 유의하지는 않

았다. 당뇨병 교육은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평균 45.9±5.8, 안 받은 대상자가 평균 

51.3±8.3으로 교육을 안 받은 대상자가 더 높게 인지하였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당뇨 캠프는 참석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평균 54.0±0, 안한 대상자가 평균 

46.4±6.2로 캠프에 참석한 대상자가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인지하였으

며,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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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양육행동(부) 양육행동(모)

평균(±표준편차) Z p 평균(±표준편차) Z p

진단 후 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44.3(±8.6)

46.0(±5.2)
-.535 0.593

47.9(±7.1)

45.4(±5.2)
-.671 0.502

입원경험
유

무

44.3(±7.0)

51.0(±7.1)
-1.127 0.260

46.6(±6.1)

47.3(±7.9)
.000 1.000

합병증발생경험
유

무

42.3(±3.5)

45.6(±7.6)
-.891 0.373

44.3(±8.4)

47.3(±5.8)
-.943 0.345

당뇨병교육경험
유

무

43.6(±6.0)

57.0(±1.4)
-2.255 0.024

45.9(±5.8)

51.3(±8.3)
-1.109 0.267

당뇨캠프경험
유

무

53.0(±0)

44.6(±7.0)
-1.257 0.209

54.0(±0)

46.4(±6.2)
-1.160 0.246

표 5-3.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긍정적 부모양육행동                                                                          

                    

                                                                                                          (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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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부정적 부모양육행동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부정적인 부모양육행동에 대해 살펴보면, 표 5-4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인지는 진단 후 기간에서 3년 미만인 대상자

는 평균 58.0±15.0, 3년 이상인 대상자는 평균 58.5±9.2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 경험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59.6±12.4, 없는 대상자가 47.0±7.1로 입원 경험

이 있는 대상자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발생

은 발생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평균 78.7±4.0, 없는 대상자가 평균 54.1±8.9로 발생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높게 인지하였으며, 유의하였다(Z=-2.667, p=.008). 당뇨병 교

육은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평균 59.9±11.8, 안 받은 대상자가 평균 44.5±10.6으로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더 높게 인지하였고,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당뇨 캠프

는 참석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평균 53.0±0, 안한 대상자가 평균 58.5±12.8로 캠

프에 참석하지 않은 대상자가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인지하였으며, 유

의하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인지는 진단 후 기간에서 3년 미만인 대상자는 

평균 57.5±16.7, 3년 이상인 대상자는 평균 61.1±13.3으로 3년 이상인 대상자가 높

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 경험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60.9±14.2, 없는 

대상자가 52.0±14.2로 입원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인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발생은 발생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평균 75.5±3.9, 없는 

대상자가 평균 55.4±13.1로 발생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높게 인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Z=-2.465, p=.014)를 보였다. 당뇨병 교육은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평균 

60.2±14.0, 안 받은 대상자가 평균 53.3±18.0으로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더 높게 

인지하였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당뇨 캠프는 참석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

가 평균 44.0±0, 안한 대상자가 평균 60.0±14.3으로 캠프에 참석하지 않은 대상자

가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인지하였으며,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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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양육행동(부) 양육행동(모)

평균(±표준편차) Z p 평균(±표준편차) Z p

진단 후 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8.0(±15.0)

58.5(±9.2)
-.133 0.894

57.5(±16.7)

61.1(±13.3)
-.634 0.526

입원경험
유

무

59.6(±12.4)

47.0(±7.1)
-1.546 0.122

60.9(±14.2)

52.0(±14.2)
-1.300 0.194

합병증발생경험
유

무

78.7(±4.0)

54.1(±8.9)
-2.667 0.008

75.5(±3.9)

55.4(±13.1)
-2.465 0.014

당뇨병교육경험
유

무

59.9(±11.8)

44.5(±10.6)
-1.687 0.092

60.2(±14.0)

53.3(±18.0)
-.755 0.451

당뇨캠프경험
유

무

53.0(±0)

58.5(±12.8)
-.482 0.630

44.0(±0)

60.0(±14.3)
-1.157 0.247

표 5-4.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부정적 부모양육행동                                                                          

                         

                                                                                                       (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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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대상자가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과 당뇨관리와의 관계

1) 연구 대상자가 인지하는 부모 양육행동과 자가 관리와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가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과 자가 관리와의 상관관계는 표 6-1 에

서 보는 바와 같다. 아버지 양육행동의 하부영역별 8개에 해당하는 요인 중 감독은 

자가 관리와의 관계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유의한 차이를(r=.313, p=.025) 

보였으나, 그 이외의  하부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대상자가 인지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는 합리적 설명에서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이고, 유의한 차이(r=.503, p=.020)를 보였으나, 그 이외의 하부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가 관리와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인지할수록 자가 관리의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부정적인 양육행동 영역에서는 자가 관리와의 관계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부정적

인 양육행동을 높게 인지할수록  자가 관리의 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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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영역

자가 관리

부 모

r p r p

감독 .313 .025 .355 .114

합리적설명 .400 .100 .503 .020

애정 .212 .399 .181 .431

비일관성 -.244 .329 -.166 .473

과잉기대 -.031 .902 -.092 .693

과잉간섭 -.330 .181 -.224 .328

학대 -.037 .885 -.090 .698

방치 .028 .913 -.076 .744

표 6-1. 연구 대상자가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과 자가 관리와의 상관관계

                                                                         

(N=18)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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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가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과 당화혈색소와의 관계

  연구 대상자가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과 당화혈색소의 관계는 표 6-2 에서 제

시하는 바와 같다. 당화혈색소는 조절이 양호한 군 (8 )과 불량한 군 ( 8)으로 나누

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에서 감독은 당화혈색소가 양호한 대상자가 평균 11.17±2.04, 

불량한 대상자가 평균 11.25±2.42로 불량한 대상자가 인지하는 평균값이 약간 높았

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합리적 설명은 양호한 대상자가 평균 14.33±2.07, 불량한 

대상자가 평균 14.17±3.21로 양호한 대상자가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

은 양호한 대상자가 평균 19.67±2.73, 불량한 대상자도 평균 19.67±2.73으로 같았

다. 비일관성은 양호한 대상자가 평균 8.17±1.60, 불량한 대상자가 평균 8.50±2.43

으로 불량한 군이 높게 인지하였으며, 과잉기대는 양호한 대상자가 평균 13.33±4.27, 

불량한 대상자가 평균 13.25±3.67로 양호한 대상자가 다소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과잉간섭은 양호한 대상자가 평균 14.50±3.94, 불량한 대상자가 평균 

15.25±3.39로 불량한 군이 높게 인지하였으며, 학대는 양호한 대상자가 평균 

10.67±2.73, 불량한 대상자도 평균 10.67±2.73으로 같았다. 방치는 양호한 대상자

가 평균 10.50±1.38, 불량한 대상자가 평균 11.08±1.98로 불량한 군이 높게 인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감독은 당화혈색소가 양호한 대상자가 평균 13.57±1.81, 

불량한 대상자가 평균 12.93±1.64로 양호한 대상자가 인지하는 감독이 높았고,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합리적 설명은 양호한 대상자가 평균 14.43±1.72, 불량한 대상자

가 평균 14.36±2.90으로 양호한 대상자가 다소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

정은 양호한 대상자가 평균 18.71±3.30, 불량한 대상자는 평균 19.43±3.27로 불량

한 대상자가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일관성은 양호한 대상자가 평균 

7.57±2.64, 불량한 대상자가 평균 9.00±2.48로 불량한 군이 높게 인지하였으며, 과

잉기대는 양호한 대상자가 평균 12.29±4.39, 불량한 대상자가 평균 14.14±4.57로 

불량한 대상자가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간섭은 양호한 대상자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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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3.16, 불량한 대상자가 평균 16.36±3.50으로 불량한 군이 높게 인지하였으

며, 학대는 양호한 대상자가 평균 9.29±3.53, 불량한 대상자는 평균 10.93±4.76으로 

불량한 군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는 양호한 대상자가 평균 

10.00±1.73, 불량한 대상자가 평균 11.36±2.44로 불량한 군이 높게 인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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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영역

           부 모

조절자(8 )

(n=6)

미조절자( 8)

(n=13)
Z p

조절자(8 )

(n=7)

미조절자( 8)

(n=14)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감독 11.17±2.04 11.25±2.42 -.237 .813 13.57±1.81 12.93±1.64 -.763 .446

합리적설명 14.33±2.07 14.17±3.21 -.095 .925 14.43±1.72 14.36±2.90 -.267 .790

애정 19.67±2.73 19.67±2.73 .000 1.000 18.71±3.30 19.43±3.27 -.796 .426

비일관성 8.17±1.60 8.50±2.43 -.331 .740 7.57±2.64 9.00±2.48 -1.023 .307

과잉기대 13.33±4.27 13.25±3.67 .000 1.000 12.29±4.39 14.14±4.57 -.863 .388

과잉간섭 14.50±3.94 15.25±3.39 -.660 .509 15.00±3.16 16.36±3.50 -.938 .348

학대 10.67±2.73 10.67±3.77 -.237 .812 9.29±3.35 10.93±4.76 -.644 .520

방치 10.50±1.38 11.08±1.98 -.630 .529 10.00±1.73 11.36±2.44 -1.028 .304

표 6-2. 부모양육행동과 연구 대상자의 당화혈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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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자가 관리 p-value

HbA1c -0.471 .031

  표 6-3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연구 대상자의 자가 관리와 당화혈색소의 

spearman상관계수는 -0.471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가 관리가 

잘 시행될수록 당화혈색소가 양호하게 관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의하게 나타났다

(p=.031). 

  

표 6-3. 자가 관리와 당화혈색소의 상관관계

                                                         (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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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점차 증가하는 만성질환자는 현대의학이 흡족하게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

해서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신윤희 & 장희정 

2002). 대표적 만성질환인 당뇨병환자의 자가 관리는 간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당뇨병은 만성질환을 가진 모든 가족에게 생활사건을 경험하게 하며 이러한 생활사건

은 개인 및 가족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가족의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화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위기의 가족을 문제가족이 아닌 도전을 받고 있는 

가족으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안양희, 2006). 이를 위하여 질병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자가 관리에 대한 교육을 환자 개인만이 아니라 부모도 참여시킴으로서 탄력적

으로 가족이 기능 수행을 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일선에서 당뇨환자를 만나는 간호사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기 당뇨병 환자의 임상적 특성으로 당뇨교육의 경험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가 14.3%이었다. 당뇨관리의 첫걸음은 당뇨교육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은 대상자 14.3%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

다. 이는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는 임상 간호사의 필수적인 역할이다. 그리고 당뇨캠프 

참석 유무에서 참석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4.8%, 참석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95.2%로서 대상자의 대부분이 캠프 경험이 없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당뇨캠프

는 야외에서 단체 생활을 통해 창조적이고 오락적이며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이

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심강희, 

2000)으로써 이 연구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형 당뇨 청소년이 당뇨 캠프에 많이 참여할수록 질병 관리

에 긍정적이었다는 연구에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임성철, 2010), 당뇨캠프 참

여 시 청소년기 당뇨환자와 부모가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도 향상됨을 보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Miche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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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ela, 2003).

  이 연구에서 청소년기 당뇨병 환자가 인지한 부모양육행동에서 어머니가 감독 

13.14±1.68로 아버지보다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까지 가족 내

에 만성 질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부모 중 어머니가 주 양육자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임성철, 2010). 이는 부모-자녀의 상호관계에서 어머니와 더 밀착된 관계라고 보여

진다.

  또한 이 연구에서 청소년기 당뇨병 환자가 수행하는 자가 관리 항목 중에서 잘 관

리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규칙전인 식사를 하는지에 대한 항목이 평균 4.00±1.00

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집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혈당 검사를 하는 지에 대한 

항목에서 평균 3.90±0.89로 나타났으며, 저혈당 증세에 대한 대처 준비가 평균 

3.90±1.18, 인슐린 주사 부위의 올바른 선정이 평균 3.90±1.26의 순이었다. 반면에 

청소년기 환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식품 교환표에 의한 식사요법

의 항목에서 평균 3.14±1.01로 나타났고, 적당한 휴식을 못 취하는 것으로 평균 

3.48±1.0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인구학적 특성 상 학업과 관련되는 것으

로 생각되며, 위생적인 생활 역시 평균 3.24±0.89로 낮았는데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인 점으로 미루어 이 역시도 당뇨 관리 교육 시 중요한 부분으

로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가 필수적인데 무균적인 

주사 방법 수행과 올바른 주사 부위 선정에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점수가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로 나이가 어린 당뇨환자는 당뇨병의 실체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여 자가 관리 이행 시 낮게 나타났다(박오장, 1984).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연구한 김의중(2008)의 연구에서 당뇨병 교육을 받기 전과 받

은 후의 비교에서 교육 후가 자가 간호 수행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교육을 받

은 군보다 받지 않은 군에서 당뇨병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였다. 이는 연구 결과에서

도 알 수 있는데 자가 간호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가 간호 

교육 중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기 당뇨병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가 관리에서 특이한 

것은 부모의 학력이 높은 군에서 자가 관리가 평균 58.3±8.3으로  낮은 군보다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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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부 Z=-2.372/ p=.018, 모 Z=-2.261/ p=.024)를 보였는데, 이

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당뇨환자의 자가 간호 수행 행동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

고 당뇨 대처 기술 습득에도 높다는  연구(Margaret et. al, 2009)와 일치하였다. 따

라서 당뇨병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간호사가 중재할 때 간호 사정에서 부모 학력에 대

한 정확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며, 부모의 학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염두에 두

고 학력이 낮은 대상자라면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기 당뇨병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당화혈색소를 살펴

보면 여자의 당화혈색소가 평균 10.8±2.9로 남자9.0±1.7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Mann & Johnston(1982)의 연구에 의하면 HbA1c의 수치가 평균적으로 남자보

다 여자에게 더 높으며 이는 여성호르몬 분비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와 일치

하였다. 또한 중학생이 평균 9.7±2.1, 고등학생이 평균 10.3±3.2로 나타나 이미 많

은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혈당조절이 악화된다는 보고와 일치

하였고, 혈당 조절의 악화가 성장기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과 큰 연관이 있으므로 당

화혈색소가 조절이 잘 안되더라도 그 책임을 청소년에게만 돌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

를 야기 시킬 수 있음을 임상간호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기 당뇨병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자가 관리를 살펴보면 진

단 후 기간에서 3년 미만이 평균 51.1±11.0, 3년 이상이 평균 50.6±8.1로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가 관리 수행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는 소아 및 청소년기 당뇨

환자의 자가 관리 교육 시  지속적인 동기 부여가 중요하고(대한당뇨학회, 1998), 청

소년기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지내므로 병원 치료 이후 학교와의 적극적

인 의사소통과 협력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박은혜, 2005) 이와 관련된 추후 연

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당뇨병 교육 경험에서 받은 청소년이 평균 

49.7±9.4, 안 받은 청소년이 평균 58.0±8.5로 자가 관리 점수가 안 받은 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인지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아버지의 긍정

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인지하고 유의한 차이(Z=-2.114, p=.035)를 나타냈고, 아버지

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게 인지하고 유의한 차이



- 63 -

(Z=-2.015, p=.044)를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태

도 역시 어머니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김신정, 김영희, 

2007), 또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편부모보다 양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

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높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여 만성질환자의 주 양

육자가 어머니인 경향이 높지만 아버지-어머니간의 협동적인 의사소통도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기 당뇨병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살펴보면 입원 경험이 없는 청소년과 합병증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높게 인지

하였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당뇨 관리가 잘될수록 부모가 환자를 대하는 태

도가 좋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당뇨병 교육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서 아버지

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인지하고 유의한 차이(Z=-2.255, p=.024)를 보였는데, 

이는 당뇨병을 관리 하는데 있어서 환자와 그들의 부모가 질병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많이 공유하느냐에 따라 당뇨관리의 성공 여부가 결정지어지며, 당뇨환자와 

부모의 관계를 파트너의 관계로 보는 연구(P. Anderson et al, 2006)와 상반되는 결

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부정적인 양육행동에서는 합병증 발생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에게서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부 Z=-2.667, p=.008/ 모 

Z=-2.465, p=.014)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기에 있어 부모-자녀 간 혈당 조절이 잘 

안되어 갈등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라면 환자와 부모 모두 힘들어지고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높게 지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기 3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가족갈등이 당뇨관리 중 혈당검사에 대한 순응도와 관계가 있으며 질병에 대한 가족

의 지지적 행동이 혈당 측정의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반면에 가족 내 갈등이 

발생할 때 환자의 순응도 저하 및 혈당조절이 악화되고(Schafer LC. et al, 1983) 이

러한 악순환은 청소년기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므로 청소년

기 당뇨환자와 부모와의 서로 지지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당뇨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기 당뇨병 환자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가 관리와의 상관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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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합리적 설명을 높게 인지할수록 자가 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유의(r=.503, 

p=.020)하게 나타났고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 중 다른 하부 영역인 감독의 영역에

서도 자가 관리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환자의 자가 관리에 부모가 참여 

시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정착된다면 청소년기 당뇨환자의 혈당조절에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형 당뇨를 가진 학령기 아동 4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의 첫 번째 건강 돌봄 제공자는 부모이며 부모의 훈육행동이 당뇨관

리에 과잉 반응을 보이거나 과잉 간섭을 하게 될수록 학령기 당뇨환자의 자가 관리 

행동 점수가 낮아졌으며(Anna , Wendy & Kurt , 2009) 이런 질병과정을 겪는 대상

자와 가족을 돌보는 것은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다(최미혜 외, 2006).

  청소년기 당뇨병 환자가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과 당화혈색소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환자를 두 군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바 당화혈색소가 조절자

(8 )군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비일관성과 방치를 낮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어머니는 감독의 영역을 높게 인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조절자

( 8)군에서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행동 중 비일관성, 과잉간섭, 방치를 높게 인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를 높게 인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분석한 자가 관리와 당화혈색소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031). 이는 청소년기 당뇨병 환자의 당뇨 관리가 잘되는 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

로 사용되는 당화혈색소가 환자의 자가 관리 수행 여부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만성질환인 당뇨병 관리에 있어 자가 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중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당뇨병 관리에 있어 식사 및 운동 요법, 투약 이행, 스트레스 

관리, 발 관리 등의 자가 간호 행위는 대사 조절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요

소라 할 수 있으며,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는 환자의 자가 간호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문유정, 2004). 따라서 자가 관리를 혼자 스스로 수행해야 하

는 1형 청소년기 당뇨환자의 유병률은 낮은 편이지만 생애의 가장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에 만성질병과 합병증의 불안감으로 인한 위기까지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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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는 청소년기 당뇨병 환자의 주위 가정환경이 지지를 해줄 수 있어야 하며 다가

오는 성인기를 맞이하여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때이므로 

가족 내 지지체계 중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가 필요하다

고 보여진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1형 당뇨병의 발생율이 낮아 표본을 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이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형 청소년

기 당뇨환자는 자가 관리를 잘 수행하면 혈당조절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부모

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서 정서적 지지를 얻고 당뇨 관리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된

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평생에 걸쳐 조절과 관리를 요구하는 당

뇨병을 가진 환자로서 스스로의 자가 관리 수행을 높일 수 있는 중재 연구가 필요함

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2형 당뇨병을 관리하는데 많이 치중되었다면 

이제는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기 환자들의 당뇨관리를 위하여 가족을 포함한 

교육으로 스스로의 자가 관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상 간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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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청소년기환자의 당뇨관리와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계를 확인하고 당뇨관리에 효과적인 양육모델을 제시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관계 조

사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인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당뇨환자가 인지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알아봄으로서 환자의 당뇨관리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지 알아보았고, 나아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가 관리와 당화혈색소의 목표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8주에 걸쳐 

21명의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도구로 허 묘연(1999)이 개발한 부모양육행동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서  8개의 하위 영역요인을 측정하는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가 관리 수행정도는 박 오장(1984)이 개발한 당뇨병 환자의 이행 행위 측정도구

를 심 현옥(1993)이 소아 환자에게 맞도록 수정한 자가 관리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6개의 영역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SPSS 18.0 for Windows program이 사용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가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은 아버지 평균 126.83±17.40, 어머니 평균 

127.48±18.38이었다.

2) 연구 대상자의 당뇨 관리로서 자가 관리는 50.86±9.53, 당화혈색소는 9.87±2.45

이었다. 자가 관리 중에서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은 규칙전인 식사가 평균 4.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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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가장 낮았던 것은 식품 교환표에 의한 식사요법이 평균 3.14±1.01이었다.

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가 관리는 부모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부 Z=-2.372/ p=.018, 모 Z=-2.261/ p=.024).

4)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긍정적인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중학생 평균 

47.7±5.8, 고등학생 평균 39.8±7.0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인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Z=-2.114, p=.035)를 보였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중학생 평균 54.3±11.4, 고등학생 평균 66.0±11.4로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높게 인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Z=-2.015, p=.044)를 보였다. 

5) 연구대상자의 임상적 특성과 긍정적인 양육 행동은 아버지의 경우 당뇨병 교육경

험에서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평균 43.6±6.0, 안 받은 대상자가 평균 57.0±1.4로 교

육을 안 받은 대상자가 높게 인지하였고, 유의한 차이(Z=-2.255, p=.024)를 보였다. 

6) 연구대상자의 부모양육 행동과 당뇨 관리는 자가 관리의 경우, 아버지는 감독 영

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r=.313, p=0.25), 어머니는 합리적 설명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503, p=.020).

7) 연구 대상자의 자가 관리와 당화혈색소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자가 관리를 잘할수록 당화혈색소가 양호하게 관리된다는 의미이었다(p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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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평생을 자가 관리와 새로운 지식 전달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하는 1형 청소년기 

당뇨 환자에게 임상의 현장에서 중재/ 교육 수행 시 이들의 가장 강력한 지지체계로

서 부모를 한 단위로 보고 접근할 것을 제언한다.

  2. 당뇨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기 환자가 당뇨관리를 하는 곳은 병원 밖의 가정으로

써 가정 내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환경적 지지자로 부모의 역할 정립을 도울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당뇨환자의 대상자 수 확보의 어려움으로 충분한 부모 

양육태도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추후 다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기 당뇨환자의 당뇨 

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는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4. 청소년기 당뇨병 환자를 대상자로 하는 당뇨교육 시 발달단계에 맞는 중재 개발

이 필요하다.

 5. 임상에서 청소년기 당뇨병 환자를 교육할 때 부모의 양육행동도 고려되어져야 하

며 당뇨관리에 부모가 개입하게 되므로 교육자가 부모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제시

해줄 수 있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 69 -

참고문헌

강종명 외 11인(2006). 내과학. 서울: 대한내과학회

강연하(2005). 소아당뇨인을 위한 식사요법. 월간당뇨, 192, 12-16

김덕희(1997).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기 아동의 건강관리. 간호학 탐구,      

       6(2), 9-24

김미예 외 13인(2003). 최신아동건강간호학. 서울 : 수문사

김민경(2006). 제 1형 청소년 당뇨 환아와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신곤 & 최동섭(2009). 우리나라 당뇨병의 역학과 현황. Hanyang Medical  

       Reviews, 29(2), 122-129

김신정 & 김영희(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 자녀 건강학회   

      지, 10(2), 172-182

김영희 & 김신정(2003).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간호학회지,  

       9(3), 309-322

김원정(2004). 청소년의 개인특성, 부모-자녀 관계 및 또래관계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응진(1980). 당뇨병. 서울: 고려서적 주식회사.

김의중(2008). 당뇨병 환자에 대한 당뇨병 교육이 치료 순응도에 미치는 영   

       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옥 & 구향숙(2007). 초등학생 부모자녀관계 향상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  

       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113-125

권오헌 & 이귀녕(2000). 임상병리파일. 서울: 의학문화사



- 70 -

권은경(2003). 소아당뇨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자기개념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은영(2008). 제 1 형 당뇨병 환아의 가족환경 및 부모의 양육행동이 당뇨병  

       관리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은영, 정효진, 김현지, 최임정, 이정현 & 유재호(2009). 가족환경 및 부모의  

       양육행동이 제1형 당뇨병 환아의 혈당 관리 및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  

       향.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14(2),  100-109

권재환 & 이은희(2006).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  

       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1), 325-351

권태연(2003). 청소년기 소아당뇨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미향 & 채경선(2006). 부모 자녀관계 코칭기법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부모  

       교육 연구, 3(2), 69-89

대한당뇨병학회(1998). 당뇨병학. 서울 : 고려의학

박오장(1984). 사회적 지지가 당뇨환자의 역할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이병 & 백세현(2009). 우리나라 당뇨병의 역학적 특성-대한당뇨병학회 건

강보험 심사평가원 공동연구를 중심으로-대한당뇨병학회지, 33(5), 357-362

박인옥(2010).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선사학위논문

박은숙, 오원옥, 임여진 & 임혜상(2006). 만성질환 아동과 부모의 치료적 제  

       한에 대한 인식과 건강행위. 아동간호학회지, 12(3), 405-416

박은혜, 김미선 & 김정연(2005). 건강장애 학생이 겪는 어려움과 지원 방안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연구, 12(1), 223-243



- 71 -

서우경 & 이소희(2008). 부모교육에서의 코칭 접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탐  

       색적연구. 부모교육연구, 5(1), 5-21

신영희, 심미경 & 김태임(2006). 만성질환아의 극복력(resilience)과 건강관련  

       삶의 질. 아동간호학회지, 12(3), 295-303

신윤희 & 장희정(2002). 만성질환자의 사회적 지지, 기분과 운동이행계획수립  

       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4(2), 287-295

신윤희 & 안양희(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지  

       역사회간호학회지, 20(2), 259-268

심강희(2000). 성인 당뇨 캠프. 운동학 학술지, 3, 175-179

심현옥(1993). 학령기 및 청소년기 당뇨 환아의 자아존중감과 자가간호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양희(1988). 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안양희(2006).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 -간호임상에의 활용. 간호학   

      탐구, 15(1), 5-24

안현지(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 지능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안효섭 외 9인(2007). 소아과학. 서울 : 대한교과서

양명숙 & 한영숙(2007). 청소년 전환기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및 부모  

       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8(1),    

       351-363

윤명희 & 장아름(2008).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생활역량 비교분석. 미래  

      청소년학회지, 5(4), 49-66

이병두(2003). 한국인 당뇨병의 역학적 특성. 대한당뇨병학회지 당뇨병,       

       27(3), 173-178 



- 72 -

이소희 & 서우경(2008). 부모교육에서의 코칭 접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탐  

       색적 연구. 부모교육연구, 5(1), 5-21

이은희 & 정순옥(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친구관계와 우  

       울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공변량 구조분석-. 한국청소  

       년연구,  17(2),  213-239

이채원(2004). 아동의 만성질환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 한국아동복지  

      학, 18, 218-242

임성철(2010). 제1형 당뇨 청소년이 지각한 주 양육자와의 의사소통이 질병관  

       리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소영(2006). 부모의 언어학대와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결자(2005). 가족중심의 아동간호학. 서울 : 현문사, 286-295

최경일(2008).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과 교사 간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  

      구. 청소년복지연구, 10(1), 47-67

최미혜(1998).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환아 어머니의 돌봄 경험. 대한간호학회  

      지, 28(1), 81-92 

최미혜, 권은경 & 김수강(2006).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청소년  

      의 질병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아동간호학회지, 12(3), 322-332

최은옥(2001). 당뇨병환자를 위한 엠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 및 당뇨병 환자  

      의 엠파워먼트 과정 경험-근거이론 방법론 적용-.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2), 317-327

최혜정(2000). 청소년기 당뇨 환자의 질병경험-문화기술학적 접근-. 중앙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하태선(2009). 소아청소년기 당뇨병성 신병증(I)- 임상소견을 중심으로-. 대한  

      소아신장학회지, 13(1), 1-13 



- 73 -

허묘연(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경자, 김혜원 & 안혜영(2008). 여중생의 월경태도와 어머니 양육태도. 대한  

       간호학회지, 38(5), 748-757

홍은희, 박준석, 이환석, 조민현 & 고철우. 2001-2008년 진단된 소아당뇨병  

       의 분포와 특징.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14(2), 110-115

Anna, C., Wendy, M., & Kurt, A.(2009). The impact of managing school-aged  

         children's diabetes: the role of child behavior problems and discipline  

         strategies. J Clin Psychol Med Settings, 16, 216-222

Cindy L. Allan, Bertha Flett, Heather J. Dean(2008). Quality of Life in   

         First Nation Youth with Type 2 Diabetes. Matern Child Health  

        J, 12, 103-109

Clair MacArthur(2008). Diabetes : Evidence-Based Management, Pratice  

         Nursing, Oct, 19(11)

Deborah J, Sarah E, Russell E(2000). The Summary of Diabetes         

         Self-Care Activities Measure , Diabetes Care, July, 23(7)

Eun Hui Hong, , Jun Seok Park,  Hwan Seok Lee, Min Hyun Cho, &    

         Cheol Woo Ko, (2009).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laboratory  

         findings of children who were newly diagnosed with diabetes   

         mellitus. J Korean Society of  Pediatric endocrinology, 14(2),   

         110-115 

Eva Tsalikian, Nelly Mauras, Roy W beck, William V., Kathleen F., H.   

         Peter, Tim Wysocki, Stuart A., Weinzimer, Bruce A., Craig K.,  

         Dongyuan X., Katrina J.(2005). Impact of exercise on           

         overnight glycemic control in children with type 1 diabetes. 



- 74 -

         J Pediatr, 147(4), 528-534 

Fernandes VT, Verreschi IT, Dib SA(2001). Development according to  

         pubertal stage in brazillia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short-term diabetes. Braz J Med Biol Res, 34(10), 1315-23

Fima Lifshitz(1990). Pediatric Endocrinology(New York)

Hoffman, R. P.(2004). Practical management of type 1 diabetes mellitus  

         in adolescent patients: Challenges and goals. Treat             

        Endocrinol, 3(1), 27-39

Katon W., Von Korff M., Ciechanowski .P, Russo J., Lin E. & Simon     

        G.(2004). Behavioral and clinical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mong individuals with diabetes. Diabetes Care, 27,  

        914-920

Margaret G., Robin W., Sarah .J, Jodie A., Evie L., Lauren L., Veronika  

         N. & James D(2009). Effects of  coping skills training in       

         school-age children with type 1 diabetes. Res Nurs Health,    

         32(4), 405-418

Michel M. & Manuela C.(2003). Summer camps and quality of lif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type 1 diabetes. Acta Bio        

         Medica, 74(Suppl 1), 35-37

Neil H., Wanjie S., Patricia A., William V., Ronald P., Dean P.,          

         Hainsworth & Mattew D.(2010). Effect of prior intensive       

         therapy in type 1 diabetes on 10-year program of retinopathy  

         in the DCCT/ EDIC : Comparison of adults and adolescents.    

         Diabetes, 59, 1244-1253



- 75 -

Mann & Johnston(1982). Total glycosylated hemoglobin(HbA1)           

        levels  in diabetic children. Arch Dis Child, 57(6), 434-437

Orem, D. E.(1985). Nursing: Conceptions of practice. 3rd edition. New  

        York: Mc Graw-Hill Book

P Anderson et. al.(2005). Children as parters with adults in their        

        medical care. www. archdischild. com, 91, 300-303

Schafer LC, Glasgow RE, McCaul KD & Dreher M.(1983). Adherence to  

        IDDM regimen: relationship to psychosocial variables and       

        metabolic control. Diabetes Care, 6, 493-498

S Nordfeldt, C Johansson, E Carlsson & J-A Hammersjo(2003).         

        Prevention of severe hypoglycemia in type 1 diabetes : a       

        randomised controlled population study, Arch Dis Child, Oct,    

        88, 240-245

Stemberg, L.(2001). We know something: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t, 11, 1-19



- 76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중에 있으며 현재  소아청소년과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이 경희입니다.
본 설문지는 제 1형 당뇨병 환자와 부모양육행동이 환자의 당뇨조절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당뇨 조절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자료는 환자 및 귀하께서 작성하신 설문지와 환자의 의료 기록에 국한 되며 피검사 등의 침
습적 처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석사과정 논문으로 이용됩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조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결코 본인의 신상이나 정
보가 누출되지 않을 것을 정중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4월
                                                            연구자 이 경희 드림

 본인은 본 연구의 수행 목적과 방법, 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합
니다.

  날짜: 2010년     월      일
  환자 이름:
  보호자이름:                                  서명:

 부록1. 연구 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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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1점 2점 3점 4점 5점

1.집에서 혈당검사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2.혈당검사는 지시된 방법대로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3.평소에 당분이 많이 든 음식을 피하고 있습니까?

4.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합니까?

5.식품 교환표에 의해 균형 있는 식이요법을 하고 

있습니까?

6.저혈당증세가 나타나면 급히 당분을 섭취하십니까?

7.적당한 활동(공부, 집안 일 등)을 합니까?

8.신경 쓰이는 일은 피하고 피곤을 느끼지 않게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9.감기나 기타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생활을 합니까?

10.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11.발톱을 일직선으로 깎습니까?

12.발을 매일 청결히 씻습니까?

부록 2. 설문지

다음은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당뇨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V표 해 주십시오.

(1점: 전혀 하지 않는다. 2점: 안하는 편이다. 3점: 보통이다. 4점: 잘 하는 편이다.

 5점: 아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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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측정된 혈당치에 따라 주사 맞아야 할 인슐린양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무균적으로 주사기에 뽑아낼 수 

있습니까?

14.인슐린 주사는 시간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주사부위에 돌아가며 맞고 있습니까? (팔,다리,배)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시를 하거나 빈칸에 간단히 써 주십시오

최종학력 부 모

① 초등학교 졸업(중퇴포함)

② 중학교 졸업(중퇴포함)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포함)

일반적 사항

1.본인의 성별은?   ①남________           ②여_________

2.본인의 학년은?

①중1년______     ②중2년______     ③중3년_______

④고1년______     ⑤고2년______     ⑥고3년_______

3.본인의 종교는?

①무교______     ②천주교______     ③불교_______

④기독교______     ⑤유교______     ⑥기타_______

4.부모님의 최종학력을 아래 보기에서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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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문대 졸업 또는 중퇴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이상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시를 하거나 빈칸에 간단히 써 주십시오

          연령             부             모

 ① 30세 미만

 ② 30-34세

 ③ 35-39세

 ④ 40-44세

 ⑤ 45-49세

 ⑥ 50세 이상

5. 부모님의 연령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6. 본인 가정의 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①상류______     ②중류 중에 상______     ③중류 중에 중_______

④중류 중에 하______     ⑤하류______

임상적 사항

1.당뇨병을 진단 받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1년 미만________            ②1년 이상~3년 미만_________

③3년 이상~5년 미만_______    ④5년 이상______     

2.당뇨병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있다.(있다면_______번)      ②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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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슐린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지속형(란투스, 레베미어)

② 초속효성(휴마로그, 노보래피드)

③ 중간형(인슈라타드 ,노보린 엔, 휴물린 엔)

④ 속효성(노보린 알, 휴물린 알)

⑤ 혼합형(노보 믹스)

⑥ 인슐린 펌프

⑦ 기타(                           ): 직접 기록하여 주십시오.

4.당뇨병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5.당뇨병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6.소아당뇨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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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항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나타냈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기술입니
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억을 되 살려서,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각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왼쪽에 어머니는 오른쪽에 구분하여 각 각 그 정도에 
따라 V표 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전혀아니다

다소아니다

조금그렇다

매우그렇다

전혀아니다

다소아니다

조금그렇다

매우그렇다
① ② ③ ④ 1.내가 학교를 마친 후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같은 일에 대해서도 화를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나의 사생활에 대해서 까지 잔소리를 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정도 이상으로 벌을 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나 보다는 바깥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고 어떤 때는 

야단을 안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1.부모님이 화내는 이유룰 잘 설명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2.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설문지-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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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어머니
전혀아니다

다소아니다

조금그렇다

매우그렇다

전혀아니다

다소아니다

조금그렇다

매우그렇다
① ② ③ ④ 13.내 능력이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4.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5.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내가 잘못하면 매부터 드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내가 늦게 들어오면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계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8.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9.칭찬이나 벌을 줄때는 내가 이해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0.나에게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1.좀 지켜보면 좋았던 일도 간섭하거나 잔소리 

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2.내가 힘들어 할 때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3.작은 잘못에도 상처가 날 정도로 심하게 

때리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4.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5.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6.손님이 오시거나 외출했을 때, 나에 대한 태도가 

평소와 달라지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7.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8.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많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9.부모님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0.부모님은 나에게 칭찬을 잘 해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1.화낼 때는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셨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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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어머니
전혀아니다

다소아니다

조금그렇다

매우그렇다

전혀아니다

다소아니다

조금그렇다

매우그렇다
① ② ③ ④ 32.내가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지켜보시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3.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일 보다 공부에 더 

열성적이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4.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5.심하게 때려서 멍이나 상처가 생긴 적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6.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7.너무 걱정하셔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8.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고 말씀 하시곤 

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9.가끔 부모님을 경계하거나 무서워 할 때도 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0.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하다고 

못하게 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1.무조건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편이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2.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편이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3.나의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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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초진일
이름/병원번호
(예: 이 OO)

성별
생년월일

진단 후 기간
insulin dose(U/kg)

insulin therapy
(횟수/ 하루)

multiple dosing Injection conventional therapy

HbA1c(최근2회) / /       평균

Tanner stage prepubertal stage pubertal 
stage

최근 1년간
DKA 횟수

저혈당(의식소실
동반)횟수

Height
Weight

BMI
DM

complication neuropathy nephropathy retinopathy

부록3. 사례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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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among glycemic control, self-care and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with diabetes

                                                         Yi, Kyeong He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A descriptive correlation design was used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degree 

and relationship of glycemic control and parenting behavior as perceived by 

adolescents with type 1 diabetes.

  The participants were 21 people who visited one of 2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Gangwon Province and Choong Chung Province.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April to May, 2010.

  The research instruments were the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developed by 

Huh Myo Yeon(1999) and revised by Sim Hyeon Ok(1993).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with standard deviation,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the SPSS 

PC 18.0 for Windows Program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highest mean score for self-care was 4.00 for maintenance of regular 

diet, and the lowest was 3.14 for understanding and use of exchange lists.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care according education level of 

parents (father p=.018, mother p=.024).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ss in perception of positive fathering 

behaviors, according to age, higher for middle school students compared to 

high school students (Z=-2.114, p=.035), and for negative father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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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for high school students than middle school students (Z=-2.015, 

p=.04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positive fathering behaviors according 

to level of educ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care and 

HbA1c.

 3. Correlations between self-care and parenting behavior are as follows:

  Monitoring, reasoning, and affect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care and parenting behaviors. Inconsistency and intrusiveness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care and parenting behavio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of 

reasonableness, monitoring and affection are correlated with diabetes control 

and self-care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HbA1c. For parents taking part 

in the adolescent's  diabetic care, those with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have adolescents with better glycemia control. For adolescents who are 

chronically ill patients with diabetes on treatmen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family as a unit and target this unit for education on knowledge and skills, 

as parents influence the outcome. Adolescents' perception of positive 

parenting influences diabetes control indicating a need for nursing 

interventions to strengthen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Key words: Parent behavior, self-care, adolescent with type 1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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