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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공공의료기관인 일 병원 당뇨병센터 외래를 내원한

제2형 당뇨병환자 15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4월 14일

부터 5월 16일까지였다. 연구 도구로는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 각각 8문항,

13문항,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19문항, 당뇨병지식 23문항, 자기효능감 8문항으로

총 71문항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

통계,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사후검정,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점수는 95점 만점에 평균 62.34점 이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심리적 거부감 영역이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슐린 주사법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 다른 대안에 대한 모색, 인슐린

치료 부작용에 대한 우려, 인슐린 치료에 대한 잘못된 상식 순이었다. 남성 대상자

보다 여성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았으며(t=3.25, p=.001), 당뇨병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t=5.344, p<.001)와 교육수준이 낮은 대상자(F=4.806, p=.003)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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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당뇨병지식 점수는 23점 만점에 평균 12.18점, 정답률은 53%였

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치료목표 영역이 평균 0.6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합병증,

일반적 지식, 인슐린관련 지식, 저혈당, 식사요법 순이었다. 직업이 있는 대상자

(t=2.800 p=.006)와 건강보험 대상자(t=3.223, p=.002)의 당뇨병지식이 높았고, 연령

이 낮은 대상자(F=3.508, p=.032)와 교육수준(F=18.755, p<.001) 및 소득수준

(F=9.949, p<.001)이 높은 대상자의 당뇨병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3. 연구 대상자의 당뇨병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수는 80점 만점에 평균 51.13

점 이었고, 평균 평점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나는 당뇨병으로 인한 증상의 변화가

있을 때 의사를 방문해야 하는지 잘 판단 할 수 있다’로 10점 만점에 7.43점 이었

다. 반면, 가장 낮은 문항은 ‘나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과 음식을 만들거나 먹을

때도 당뇨병 식사를 실천 할 수 있다’로 5.21점 이었다. 연령이 높은 대상자

(F=4.320, p<.015)와 당뇨병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t=2.051, p=.042)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게 타나났다.

4. 연구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점수가 높을수록 당뇨병지식(r=-.274,

p=.001), 자기효능감(r=-.220, p=.006) 점수는 낮았고, 당뇨병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점수는 높았다(r=.252, p=.002).

본 연구결과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요인은 심리적 거부감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되었다. 성별, 당뇨병교육 경험, 교육수준 등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당뇨병지식 및 자기효능감과는 음의 상관관계였다. 따라서 인슐린 치료에

대한 저항감 극복을 돕기 위해 임상전문간호사는 당뇨병관리 전 과정에서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당뇨병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당뇨병지식과 자기효능감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심리사회적 교육적 측면의 당뇨병교육을 계획해야 한다. 당뇨병교육

시 인슐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지식 및 내적 동기부여에 중점을 두고, 당뇨병

환자의 건강신념과 행위변화를 유도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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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제2형 당뇨병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기준으로 만 30

세 이상 인구 8명 중 1명(12.4%)이 당뇨병환자이다. 전체 인구 중 약 400만 명이

당뇨병환자이며,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약 591만 명으로 향후 40년간 약

2배의 증가가 예상된다(대한당뇨병학회, 2013).

제2형 당뇨병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과 사회적 의료비용

지출을 상승시킨다. 국내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1위 암, 2위 심장 질환, 3위 뇌혈관

질환, 4위 자살, 5위 당뇨병 순이었으며(통계청, 2013), 당뇨병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0여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또한 건강보험재정에서 당뇨병환자의 의료비용 지출은

2008년에는 9000억 원이 넘었고, 2012년에는 1조4000억 원이 넘어 전체 의료비용의

약 20.1%를 차지한다(건강보험통계, 2012). 따라서 당뇨병환자의 사망률과 의료비용

지출을 낮추고, 합병증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엄격한 혈당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국내 제2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관리 상태를 살펴보면,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

근거한 당화혈색소 6.5%이하의 혈당조절 목표에 도달한 환자는 30%미만이며, 미국

당뇨병학회 기준인 7%미만을 적용하더라도 약 50%미만의 환자만이 혈당조절 목표

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제2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경구 혈당강하제의 사용에

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혈당조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조기 인슐린 치료를

고려하고, 경구 혈당강하제를 최대용량으로 사용하거나 두 종류이상의 약제를 병합

해도 당화혈색소가 7%이상이면 혈당조절이 더 불량해지기 전에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한당뇨병학회, 2013; ADA, 2014).

즉, 제2형 당뇨병환자의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혈당관리의 중요성과 조기 인슐린

치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UK Prospective Diabetes Study, 1998; Ho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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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그러나 제2형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치료 시작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태도

등의 저항감 요인으로 인해 실제 임상에서 인슐린 치료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를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라고 한다(Polonsky, 2005; 홍순화 외, 2008). 인슐린 치료의

지연은 불량한 혈당 상태를 발생 시키며, 결국 급성·만성합병증을 동반하게 한다

(Gherman, 2011). 따라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극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인슐린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중재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 제2형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치료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인슐린 자가

주사 행위와 관련된 지식, 수행 및 수행 정확도, 저혈당 대처, 자가 혈당관리, 공포,

장애요인 등(유주화, 2002; 이은화, 2002; 서수미 외, 2008; 이수희, 2012)으로 이미

인슐린 치료를 시작한 제2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주사 이행과 혈당관리에

미치는 관련 요인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인슐린 치료 시작에 대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조사는 홍순화 외(2008)의 연구가 유일하다. 홍순화 외(2008)의 연구

결과에서 제2형 당뇨병환자의 67%에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요인 중 심리적 거부감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의 중재 요인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제2형 당뇨병환자의 성공적인 당뇨병관리 및 건강증진 행위변화의 중요한 변수로

당뇨병지식과 자기효능감은 핵심적 요소로 보고되었으며(Deakin et al., 2005;

Delamater, 2006; Funnell et al., 2010), 선행 연구에서 당뇨병지식과 자기효능감은

당뇨병관리 행위(양남영, 2009; 최경임, 정덕유, 2010; 김민경, 2011; Jalilian et al.,

2014; Ku & Kegels, 2014) 및 심리적 인슐린저항성(Joy, 2008; Nam et al., 2010;

Jenkins et al., 2010)의 긍정적인 영향 변수로 그 관련성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제2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평가 및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 보고자한다. 이는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중재 전략 및 교육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되어 당뇨병환자가 저항감을 극복하고 적절

한 시기에 인슐린 치료를 시작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궁극적으로 엄격한 혈당

관리는 당뇨병환자의 건강한 삶이 지속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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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2형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치료에 대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관련요인 평가 및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극복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과 당뇨병교육 개발에 필요

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2)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상관

관계를 파악한다.

3) 제2형 당뇨병환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심리적 인슐린저항성(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이란 제2형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치료 시작과 유지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거부감 등의 장애요인을 말 한다

(홍순화 외, 2008).

본 연구에서는 홍순화 외(2008)가 사용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측정도구로 측정

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 당뇨병지식

당뇨병지식은 환자 자신이 당뇨병의 병인, 증상 및 질병조절을 위한 처방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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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알고 있는 지식정도를 의미한다(구미옥, 1992).

본 연구에서는 심완섭 외(2006)가 개발한 당뇨병지식 평가 도구를 수정 및 보완

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당뇨병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인간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특정 행위변화의 선택과

수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한다(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환자가 일상생활에서 당뇨병관리 및 자가 관리 행위

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정도로 Stanford Patient Education

Research Center(1997)에서 개발한 당뇨병관리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Diabetes) 측정도구를 염영선(2010)이 국문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것을 수정 및 보완

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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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제2형 당뇨병환자의 고혈당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엄격한 혈당조절이 중요

하며, 이에 효과적이고 유용한 치료 방법으로 인슐린 치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에 부딪혀 인슐린 치료의 시작이 실제

임상에서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

저항성 관련요인을 확인하고, 중재 전략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당뇨병

지식 및 자기효능감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에 하나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서도 사망원인 4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완치가 불가능하여, 21세기의 가장 도전적인 건강문제의 하나이다

(Shaw, Sicree & Zimmet, 2010). 당뇨병관리를 위한 식사요법, 운동요법, 경구 혈당

강하제 및 인슐린 치료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목표 혈당조절을 위해

서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한다(Alam, Sturt, Lall & Winkley, 2009).

제2형 당뇨병환자는 진단 당시 이미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50%

이하로 감소되어 있고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기능이 점차 감소된다

(UKPDS, 1995). 따라서 베타세포의 기능 보호 및 혈당 조절을 위해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인슐린 치료 시작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조기 인슐린 치료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순화 외, 2008). 인슐린

치료를 처음 권유받은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 치료 시작을 거부하는 환자는

약 30% 이상으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Hunt, 1997; UKPDS, 1998; Polonsky,

2003), 인슐린 치료를 처방 받더라도 당뇨병환자의 약 28%에서 인슐린 치료를 시작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eyrot et al., 2005). 이러한 저항감을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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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저항성이라고 정의한다(William, 2004; Polonsky, 2005). 일반적으로 인슐린

치료 시작에 대한 저항감 및 사회 심리적 장애를 의미하며, 인슐린 치료를 시작한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자가 주사 누락과 같은 불이행을 포함하기도 한다(Brod,

Kongsø, Lessard & Christensen, 2009).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관련요인들을 살펴보면 인슐린 치료에 대한 불안 및 우울과

같은 감정(Khan, Lasker & Chowdhury, 2008; Larkin et al., 2008; Sharma, Yeo &

Garber, 2008; Karter et al., 2010), 인슐린의 역할과 치료 효과에 대한 왜곡된 신념

(Bogatean & Hancu, 2004; Makine et al., 2009a; Nakar, Yitzhaki, Rosenberg &

Vinker, 2007), 인슐린 치료에 대한 사회문화적 낙인(Campos, 2007; Funnell, 2008),

의료인과의 상호작용 관계(Korytkowski, 2002; Hayes, Fitzgerald & Jacober, 2008;

Oliveria et al., 2007) 등과 같은 심리적 거부감 요인들이 있으며, 이외 주사 바늘

또는 자가 주사 시 통증에 대한 공포, 저혈당과 체중 증가의 염려, 일상생활 활동의

제한, 인슐린 자가 주사 시간 및 용량 관리의 어려움, 인슐린 이외 다른 방법으로

혈당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 등이 있다(홍순화 외, 2008; Gherman, 2011).

이러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요인들은 당뇨병지식의 부족 및 낮은 자기효능감과 그

관련성이 보고되었다(Funnell et al., 2004; Brunton et al., 2006; Joy, 2008; Nam et

al., 2010; Jenkins et al., 2010).

이에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거부감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관련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Petrak et al.(2007)이 개발한 인슐린 자가

주사의 두려움, 인슐린 치료의 기능적 성과 기대감 및 역기능적 부담감, 사회문화적

낙인, 저혈당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도구(BIT; Barriers to Insulin Treatment

Questionnaire), Snoek et al.(2007)이 개발한 인슐린 치료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신념을 측정하는 도구(ITAS; Insulin Treatment Appraisal Scale), Mollema et al.

(2001)이 개발한 인슐린 치료 시작을 거부하는 이유를 평가하는 도구(SPI; Survey

for People who do not take Insulin)와 인슐린 자가 주사와 자가혈당측정에 대한

두려움과 통증을 측정하는 Diabetes Fear of Injecting and Self-Testing

Questionnaire(Mollema et al., 2000) 도구가 있다. 이상 4개의 도구는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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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인슐린 치료의 긍정적 기대감과 부정적 기대감, 인슐린효과 및 부작용,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6개 영역에 대한 조사 및 평가이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혈당조절이 불량한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 치료군, 인슐린과 혈당

강하제 병합요법군, 혈당강하제군으로 나눠 세군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측정한

결과 혈당강하제군에서 심리적 거부감 요인으로 인한 부정적 기대감이 높았으며,

측정도구로 Insulin Treatment Appraisal Scale를 사용하였다(Hermanns et al.,

2010). 인슐린 치료대상자의 자가 주사 시 공포 및 자가혈당측정 시 통증정도가

자가 관리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인슐린 자가 주사 시 공포와 자가혈당측정 시 통증정도가 높을수록

자가 관리 이행도는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측정도구로 Diabetes Fear of

Injecting and Self-Testing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서수미 외, 2008).

선행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개념과 관련요인 조사

및 평가도구의 개발은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치료 시작에 대한 저항감 관련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한 중재 방법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항감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교육, 인슐린 치료에 대한 탈감작과 이완, 상담, 당뇨병지식 강화, 자기

효능감증진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교육적 측면의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Peyrot et

al., 2005; Gherman, 2011). 제안된 중재 전략들 중 당뇨병지식과 자기효능감(Joy,

2008; Nam et al., 2010; Jenkins et al., 2010)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2. 당뇨병지식

혈당조절 목표 유지 및 합병증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꾸준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심완섭

외, 2006; 대한당뇨병학회, 2013). 따라서 당뇨병환자는 진단 즉시부터 당뇨병교육을

통해 지식 습득과 활용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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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환자의 당뇨병지식은 자가 관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

(이승림; 2009, Saleh et al., 2012), 이외 연구에서 당뇨병환자의 당뇨병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자과 관리 역할이행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였고(송민선 외, 2005; 최경임,

정덕유, 2010; Tahmasebi et al., 2013), 노인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슐린의 작용, 보관, 저혈당, 주사법, 주사부위 순환방법과 같은 인슐린 주사행위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인슐린 자가 주사의 정확도와 수행정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수희, 2012). 즉, 당뇨병지식이 높을수록 혈당관리 행위를 더 잘 이행하였으며,

이는 당뇨병지식이 혈당관리의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김민경, 2011).

Jalilian et al.(2014)의 제2형 당뇨병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당뇨병교육을 실시한 실험군의 당뇨병지식 및 자가 관리 능력은 대조군 보다 유의

하게 높았으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성합병증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당뇨병지식이며,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합병증 예방행위의

실천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길계숙, 정인숙 2005; 김순구, 2008; 고경남, 송미순,

2006; 양남영, 2009). 또한 당뇨병지식은 자가 관리 행위이행뿐만 아니라 자기효능

감증진 및 혈당조절에 있어서도 중요한 중재 요인으로 보고되었다(현경선 외, 2009;

이선영 외, 2010; New, 2010)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당뇨병지식은 혈당조절을 위한 자가 관리 행위변화와

수행에 있어 긍정적 영향 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영란 외, 2009; 이종경, 2009;

문승희, 2012). 따라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당뇨병지식의 관계 규명을 확인하고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치료에 대한 저항감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위변화의 성공적인 수행은 특정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이며(Bandura, 1977), 특정 행위변화의 선택과 지속, 사고유형, 정서반응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지각은 인간의 동기화와 행위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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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9). 즉,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각이

어떠한지가 인간의 동기화와 행위변화에 중요한 영항을 미친다(박영임, 1994).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건강행위를 변화 시키는 주요 결정인자로서 적용 가능하다

는 점에서 만성질환자의 치료, 교육 및 자가 관리 행위변화에 자기효능감의 개념이

널리 적용될 수 있으며(Bandura, 1986; Strecher et al., 1986),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다. 영국의 심장재활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Bandura(1986)의 이론적 기틀을 바탕

으로 하여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행위 변화, 증진을 유도하는 치료 계획을 세우도록

권장하였다(Lau-Walker, 2006). 대사질환 고위험군인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당뇨병

지식,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계 연구 결과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실천 정도가 높았다(전혜연, 2014). 만성질환자의 지각된 질병위험과

자기효능감은 자가간호 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자가간호 행위변화 및

증진을 위한 중요 영향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의 설명력은 47.2%였다(성연실, 이영휘,

2011). 당뇨병관리에 있어서도 자가 관리 향상 전략으로 당뇨병지식 강화만으로는

자가 관리 행위 지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자기효능감

증진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Glasgow & Osteen, 1992; 홍명희 외, 2009). 제2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가 관리 행위변화 및 이행을 유도하여 혈당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숙희, 2005; Nakahara et al., 2006).

또한 자기효능감은 당뇨병환자의 자가 관리와 건강증진 행위의 중요한 예측요인

으로 그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ousa, Zauszniewski, Musil, Price Lea &

Davis, 2005; Wu et al., 2007; McCleary-Jones, 2011). 제2형 당뇨병환자의 자기

효능감과 자가 관리 행위의 관계 분석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주요 영향 요인 연구

에서 자기효능감은 자가 관리 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당뇨병지식 및

태도(Joy, 2008; Jenkins et al., 2010; New, 2010; Jalilian, 2014), 의료인과의 지각된

지지가(Nam et al., 2010) 높은 환자에게서 자기효능감이 높게 관찰 되었고, 이러한

영향 요인들은 당뇨병환자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자가 관리 행위 수행 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남영, 2009; Ku, & Kegel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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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은 당뇨병환자의 자가 관리 행위변화와 이행

정도를 촉진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당뇨병환자의 저항감 극복 전략으로 자기효능감증진

중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은 제2형 당뇨병환자의

자가 관리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조영임, 2004; 염영선,

2010; McCleary-Jones, 2011; 박선영, 2012; 전혜연, 2014; Jalilian et al., 2014; Ku,

& Kegels, 2014), 당뇨병 이외 만성질환 연구 결과에서도 자가 관리행위와 지식,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Lau-Walker, 2006; 최 정, 2007; 서순이,

이정순, 2012). 이와 같이 지식과 자기효능감은 당뇨병 및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

행위변화에 중요한 관련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과의 관계 분석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국내에서 제2형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치료에 대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수용도

조사연구는 홍순화 외(2008)의 연구가 유일하며, 연구결과에서 당뇨병지식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홍순화 외(2008)의 연구에

서 제2형 당뇨병환자의 당뇨병지식 측정을 3문항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실제 당뇨

병환자의 지식정도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당뇨병지식,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국외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치료에 대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관련요인으로 당뇨병지식과 낮은 자기효능감이 보고되었으며(Larkin et al., 2008;

Karter et al., 2010), 선행 연구에서 일부 당뇨병환자는 인슐린 치료 시작으로 인해

일상적인 일들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낮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냈다(William, 2005).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관련요인 조사 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

과 의료인의 지지적인 의사소통은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중재하는 영향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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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으며, 이 두 개의 변수가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40.3%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am et al., 2010).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치료에 대한 저항감을 조사한

체계적 고찰을 살펴보면, 제2형 당뇨병환자의 자기효능감증진을 위한 당뇨병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에서 일반적 당뇨병교육을 받은 환자보다 심리사회적 교육적

측면의 당뇨병교육을 받은 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낮았으며, 인슐린 치료를

시작한 당뇨병환자의 비율도 더 높았다(Gherman, 2011). 즉,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치료 시작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태도의 변화 및 내적 동기유발을 촉진하기 위해

당뇨병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 시 당뇨병 진행과정에 따른 베타

세포의 기능감소로 인한 인슐린 치료의 필요성과 그 역할 및 유용성에 대한 병태생

리학적 지식을 포함해서 인슐린 치료에 대한 당뇨병환자의 두려움과 좌절감에 대한

심리적 요인의 평가와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 한다(홍순화 외, 2008;

Mollema et al., 2001; Petrak et al., 2007; Snoek et al., 2007; Gherman, 2011).

적극적이고 엄격한 혈당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치료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UK Prospective Diabetes Study, 1998; Nathan, Buse,

Davidson, et al., 2006; Holman, 2008; 홍순화 외, 2008, 대한당뇨병학회, 2013).

따라서 임상전문간호사는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치료에 대한 심리적 요인과 잘못된 지식을 평가하고, 인슐린 치료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체계화된 장기적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Funnell et al., 2004; Davis & Renda, 2006; 홍순화 외, 2008; Gherman, 2011).

체계적인 접근 전략으로 인슐린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단계, 인슐린 치료를

수용하는 단계 및 인슐린 치료를 준수하는 단계 등과 같다(Alam et al., 2009).

위의 문헌고찰을 통해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에 대한 관련요인

으로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이 관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분석 연구는 당뇨병

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극복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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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정도와 당뇨병지식, 자기

효능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공공의료기관인 일 병원 당뇨병센터 외래를 내원

한 제2형 당뇨병환자 중 경구혈당강하제 치료를 받고 있는, 18-80세의 의식이 명료

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의 목적 이해 및 참여를 서명으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Cohen(1992)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크기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7 program을 이용하여 Pearson's Correlation 통계방법을 사용하고,

유의수준 p=.05, 효과크기 0.20, 검정력 0.80로 계산하였을 때 산출된 최소 표본 수

는 150명이였다. 탈락률 약 10%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165명으로 결정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질병관

련 특성 각각 8문항, 13문항,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19문항, 당뇨병지식 23문항, 자기

효능감 8문항으로 총 71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의료보험종별,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합병증유무의 정보는 전자의무기록에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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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현재 직업, 교육정도, 월 평균 가계 소득, 치료비

부담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8문항과 당뇨병 유병 기간, 복용중인 혈당강하제를

알고 있다, 목표 혈당수치를 알고 있다, 최근 3-6개월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알고

있다, 합병증 유무, 인슐린 작용기전을 알고 있다, 인슐린 정보 습득경로, 인슐린

치료 수용도, 당뇨병교육 경험 유무, 자가혈당측정기 소유 유무, 자가혈당측정 횟수,

의료보험종별에 대한 질병관련 특성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합병증 유무, 최근

3-6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와 의료보험종별은 대상자의 전자의무기록에서

수집하였다.

2)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측정도구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측정도구는 홍순화 외(2008)가 사용한 도구로 저자의 동의

를 받고 사용하였다. 심리적인 거부감 및 부담감 (3문항), 인슐린 주사 법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 (10문항), 인슐린 치료에 대한 부작용 (2문항), 인슐린 치료 외의

다른 치료 대안에 대한 모색 (2문항), 인슐린 치료에 대한 잘못된 상식 (2문항)의

5개 영역,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최저 점수 19점, 최고 점수 9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순화 외(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알 수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Cronbach's α=.87

이었다.

3) 당뇨병지식

당뇨병지식 측정도구는 심완섭 외(2006)가 개발한 당뇨병지식 평가 도구로 저자

의 동의를 받았으며,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당뇨병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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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6문항), 치료목표 (1문항), 식사요법 (3문항), 저혈당 (3문항), 합병증 (7문항),

인슐린관련 지식 (3문항)의 6개 영역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답을 한 경우 1점을

부여하며, 최소 점수 0점, 최고 점수 2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당뇨병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74 이었다. 박선영

(2012)연구에서 Cronbach's α=.5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이분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KR-20(Kuder-Richardson Formula)=.78 이었다.

4) 당뇨병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

당뇨병관리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tanford Patient Education Research Center

(1997)에서 개발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로 저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식사관리, 운동관리, 저혈당 및 고혈당 대처

등에 대한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염영선(2010)이 국문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매우 자신 있다’ 10점 ‘절반 정도 자신 있다’ 5점,

‘전혀 자신 없다’ 1점의 Likert 10점 척도로 최저 점수 8점, 최고 점수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83 이었다. 염영선(2010)의 연구에서Cronbach's α=.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를 검정정한 결과 Cronbach's α=.89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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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4월 14일부터 5월 16일 까지였다. 연구 대상

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자료수집 시행 전 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 공공의료

기관인 일 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IRB 승인번호:H-1403/040

-04) 해당 병원의 당뇨병센터 의사와 담당간호사를 만나,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협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당뇨병센터 외래에 내원한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본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를 허락한 대상자에 한하여 서명동의를 받았다. 동의서

내용에는 설문 자료는 연구에만 사용할 것과 익명성과 비밀보장, 설문 소요 시간을

명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중 그만두고 싶을 때는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

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설문의 내용, 주의 사항을 설명 한 후 대상자가 직접 작성

하였으며, 대상자의 요청 시 연구자가 도움을 주었다. 연구자는 설문지 작성이 끝날

때까지 대상자와 함께 있으며 설문에 대한 질문 사항에 응답 해주었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155부 전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전자의무기록

에서 합병증 유무, 최근 3-6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및 의료보험종별 정보

수집 시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위해 개별화된 코드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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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

하였으며,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②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평점으로 산출하였다.

③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④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자기효능감은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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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정도,

현재 직업 상태, 월 평균 가계 소득, 치료비 부담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1>.

성별은 남자가 52.3%로 여자보다 많았다. 연령평균은 59.70(SD:11.52)세였으며,

61-80세가 49%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결혼 상태는 69.7%가 기혼이었으며,

63.9%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의 56.1%가 고졸 이상 교육 수준을 보였

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가 66.5% 이었다. 월 평균 가계소득은 100만 원 이하가

45.8%로 많았고, 치료비 부담은 본인 부담이 78.7%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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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81 52.3

여성 74 47.7

연령(세) 45 이하 18 11.6 59.70±11.52

46-65 79 51.0

66-80 58 37.4

결혼상태 기혼 108 69.7

미혼/사별/이혼/별거 47 30.3

종교 있음 99 63.9

없음 56 36.1

교육정도 초졸 이하 39 25.2

중졸 29 18.7

고졸 55 35.5

대졸 이상 32 20.6

현재 직업 상태 있음 103 66.5

없음 52 33.5

월 평균 가계 소득(만원) 100 이하 71 45.8

101-200 25 16.1

201-300 30 19.4

301 이상 29 18.7

치료비 부담 본인 122 78.7

배우자, 자녀 33 21.3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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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으로 당뇨병 유병 기간, 복용 중인 혈당강하제의

종류, 목표 혈당수치를 알고 있다, 최근 3-6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알고

있다, 당뇨병성 합병증 유무, 인슐린 작용기전을 알고 있다, 인슐린 정보 습득경로,

인슐린 치료에 대한 수용도, 최근 1년 이내 당뇨병교육 경험 유무, 자가혈당측정기

소유 유무와 측정 횟수, 최근 3-6개월 이내 HbA1C 검사 결과 및 의료보험종별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2>.

당뇨병 유병 기간은 15년 이상이 31%로 가장 많았다. 평균 당뇨병 유병 기간은

10.68년이었으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43년이었다. 대상자의 10.3%만이 복용 중인

혈당강하제의 종류를 알고 있었으며, 목표 혈당수치를 알고 있는 대상자와 최근

3-6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알고 있는 대상자는 각각 58.7%, 36.8%였다.

대상자의 30.3%에서 당뇨병성 합병증을 진단받았으며, 인슐린 작용기전을 알고

있는 대상자는 63.2%였고, 인슐린 작용기전의 정보 습득경로는 당뇨병교육이

41.8%로 가장 많았다. 인슐린 치료에 대한 수용도 조사 결과 ‘혈당강하제로 도저히

혈당조절이 되지 않을 때로 미루고 싶다’의 응답이 45.9%였고, ‘인슐린 치료는 절대

하지 않겠다’의 응답이 20.6%로 인슐린 치료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대상자는

66.4%로 조사되었다.

최근 1년 이내 당뇨병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42.6%이었으며, 자가혈당측정기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는 77.4%였고, 자가혈당측정 횟수는 1회 이상/1일-7일이

71.7%로 가장 많았다. 최근 3-6개월 이내 HbA1C 검사 결과에서 7% 이상이 65.2%

이었으며, 건강보험은 83.9%, 의료보호1종과 2종은 16.1%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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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당뇨병 유병 기간(년) 1년 미만 17 11.0 10.68±9.80

1년 이상-5년 미만 40 25.8

5년 이상-10년 미만 25 16.1

10년 이상-15년 미만 25 16.1

15년 이상 48 31.0

복용 중인 혈당강하제의

종류를 알고 있다

네 16 10.3

아니오 139 89.7

목표 혈당수치를 알고 있다
네 91 58.7

아니오 64 41.3

최근 3-6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알고 있다

네 57 36.8

아니오 98 63.2

당뇨병성 합병증 유 47 30.3

무 108 69.7

인슐린 작용기전을 알고 있다 네 98 63.2

아니오 57 36.8

인슐린작용기전의정보습득† 진료상담 30 30.6

(n=98) 당뇨병교육 41 41.8

주변 당뇨병환자 14 14.3

책/인터넷/TV 13 13.3

인슐린 치료에 대한 수용도 바로 시작 하겠다 52 33.5

혈당강하제로 도저히 혈당조절이

되지 않을 때로 미루고 싶다

71 45.9

인슐린 치료는 절대 하지 않겠다 32 20.6

표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n=155)

†: 인슐린 작용기전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98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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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최근 1년 이내 당뇨병교육 경험 유 66 42.6

무 89 57.4

자가혈당측정기 소유 유 120 77.4

무 35 22.6

자가혈당측정 횟수
‡ 1회 이상/1일-7일 86 71.7

(n=120) 1회 이상/1달 23 19.2

측정 안함 11 9.1

최근 3-6개월 이내 6.5% 미만 24 15.5

HbA1C(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6.5% 이상-7.0% 미만 30 19.4

7.0% 이상 101 65.1

의료보험종별 건강보험 130 83.9

의료보호1종, 2종 25 16.1

표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계속)

(n=155)

‡: 자가혈당측정기 소유자 120명 대상



- 22 -

영역 문항 수 점수 범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평점

±표준편차

총점 19문항 26 - 86 62.34±11.94 3.28±0.63

인슐린 치료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6문항 7 - 30 22.13±4.74 3.69±0.79

인슐린 주사법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 7문항 7 - 33 23.66±5.65 3.38±0.81

다른 대안에 대한 모색 2문항 2 - 10 6.25±1.70 3.12±0.85

인슐린 치료 부작용에 대한 우려 2문항 2 - 9 5.38±1.71 2.69±0.85

인슐린 치료에 대한 잘못된 상식 2문항 2 - 10 4.92±1.89 2.46±0.95

2.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

1)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본 연구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95점 만점에 평균 62.34점,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28점으로 보통 이상이었다<표 3>. 영역별로 살펴보면 인슐린 치료에

대한 저항감은 심리적 거부감 영역이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69점으로 저항성이

가장 높았으며, 인슐린 주사법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 다른 대안에 대한 모색,

인슐린 치료 부작용에 대한 우려, 인슐린 치료에 대한 잘못된 상식 순이었다.

표 3.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총점, 평균과 표준편차

(n=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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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평균 평점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당뇨병이 심해 졌다는 것을 의미 한다’로 5점 만점에 4.15점이었고, 반면 가장

낮은 문항은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면 몸무게가 늘 것이다’로 2.35점이었다<표 4>.

인슐린 치료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영역의 문항 중 평균 평점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당뇨병이 심해 졌다는 것을 의미 한다’로

4.15점이었고, 가장 낮았던 문항은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면 평생 인슐린 맞아야

한다’로 3.23점이었다.

인슐린 주사법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 영역의 문항 중 평균 평점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인슐린은 출장이나 여행 시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와 ‘주사바늘이 두렵고,

주사를 하게 되면 아플 것이다’로 3.66점이었고, 가장 낮았던 문항은 ‘인슐린 주사법

이 복잡하다’로 3.09점이었다.

다른 대안에 대한 모색 영역의 문항 중 ‘인슐린이 아니더라도 기존 먹는 약제로

도 조절이 잘 된다’와 ‘민간요법, 한약 등으로 당뇨병을 치료하거나 혈당을 조절 할

수 있다’가 각각 3.45점, 2.79점 순이었다.

인슐린 치료 부작용에 대한 우려 영역의 문항 중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면 저혈

당이 생길 것이다’와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면 몸무게가 늘 것이다’가 각각 3.03점,

2.35점 순이었다.

인슐린 치료에 대한 잘못된 상식 영역의 문항 중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면 당뇨

병이 더 심해질 것이다’와 ‘인슐린 치료는 실명이나 다리 절단 같은 당뇨 합병증이

생기게 한다’가 동일하게 2.46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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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인슐린 치료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당뇨병이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4.15±0.91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싫다. 4.09±0.96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기존 치료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77±1.17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3.51±1.30

인슐린 치료는 두렵다. 3.38±1.27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면 평생 인슐린 맞아야 한다. 3.23±1.30

인슐린 주사법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
인슐린은 출장이나 여행 시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 3.66±1.12

주사바늘이 두렵고, 주사를 하게 되면 아플 것이다. 3.66±1.12

인슐린 치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3.55±1.08

인슐린 주사용량을 잘못 설정하거나 주사를 잘못하여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45±1.01

주사 시 잘못 투여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3.34±1.18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면 일상적인 활동이 제한될 것이다. 3.17±1.23

인슐린 주사법이 복잡하다. 3.09±1.14

인슐린 치료

부작용에 대한 우려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면 저혈당이 생길 것이다. 3.03±1.08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면 몸무게가 늘 것이다. 2.35±1.05

다른 대안에 대한 모색 인슐린이 아니더라도 기존 먹는 약제로도 조절이 잘된다. 3.45±1.08

민간요법, 한약 등으로 당뇨병을 치료하거나 혈당을 조절

할 수 있다.
2.79±1.11

인슐린 치료에

대한 잘못된 상식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면 당뇨병이 더 심해질 것이다. 2.46±1.11

인슐린 치료는 실명이나 다리 절단 같은 당뇨 합병증이

생기게 한다.
2.46±1.17

표 4.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n=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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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수 점수 범위
평균

±표준편차
평균 정답률(%)

총점 23문항 1 - 22 12.18±4.43 53

일반적 지식 6문항 0 - 6 3.05±1.54 51

치료목표 1문항 0 - 1 0.66±0.47 66

식사요법 3문항 0 - 3 1.17±0.89 39

저혈당 3문항 0 - 3 1.46±0.81 49

합병증 7문항 0 - 7 4.30±1.82 61

인슐린관련 지식 3문항 0 - 3 1.53±1.00 51

2) 당뇨병지식

본 연구 대상자의 당뇨병지식은 23점 만점에 평균 12.18점, 정답률은 53%였다

<표 5>. 영역별로 살펴보면 치료목표 영역 평균이 0.66점으로 가장 높았고, 합병증,

일반적 지식, 인슐린관련 지식, 저혈당, 식사요법 순이었다.

표 5. 대상자의 당뇨병지식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n=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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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만약 인슐린 분비가 안 되면, 혈당은?’에 대한 정답률은

78.1%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가장 낮은 문항은 ‘급성 고혈당 합병증인 케톤산증의

증상’에 대한 정답률로 8.4%였다<표 6>.

정답률이 50% 이하 문항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장병 발생 위험은?’

49.7%, ‘지방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은?’ 44.5%, ‘당뇨병환자가 마음껏 먹어도

되는 음식은?’ 40.6%, ‘지방질을 적게 먹으면 낮출 수 있는 질환은?’ 40.6%, ‘당뇨병

식사의 정의’ 32.3%, ‘고혈당이 초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은?’ 31%, ‘당화 혈색소의

정상범위’ 31%, ‘당뇨병관련 설명 중 옳은 것 선택’ 20.6%, ‘급성 고혈당 합병증인

케톤산증의 증상’ 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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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실수(정답률)

일반적인 지식 만약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면, 혈당은? 121(78.1)

만약에 내가 당뇨병이 있다면, 나의 자녀들은 당뇨병이

생길 위험은?
105(67.7)

정상인의 식후 2시간 혈당은? 84(54.2)

당뇨병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83(53.5)

당화혈색소의 정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48(31.0)

당뇨병관련 설명 중 옳은 것은? 32(20.6)

치료목표 당뇨병환자의 혈압조절 목표는? 103(66.5)

식이요법 다음 중 지방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것은? 69(44.5)

다음 중 당뇨병환자가 마음껏 먹어도 되는 음식은? 63(40.6)

당뇨병 식사란? 50(32.3)

저혈당 저혈당의 일반적인 증상은? 114(73.5)

혈당수치를 알아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99(63.9)

다음 중 케톤산증의 증상에 해당되는 것은? 13(8.4)

합병증 가장 좋은 발 관리 방법은? 117(75.5)

혈압을 잘 관리하면 일반적으로 심장병 발생 위험은? 117(75.5)

당뇨병과 흔히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은? 102(65.8)

당뇨병이 있는 경우 콜레스테롤 농도를 조절하면

심장병 발생 위험은?
101(65.2)

당뇨병환자는 좋은 콜레스테롤(HDL)은 낮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LDL)은 높아질 가능성이?
90(58.1)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장병 발생 위험은? 77(49.7)

지방질을 적게 먹으면 낮출 수 있는 질환은? 63(40.6)

인슐린관련 지식 당뇨병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98(63.2)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는? 91(58.7)

고혈당이 초래될 가능성이 큰 것은? 48(31.0)

표 6. 대상자의 당뇨병지식 문항별 정답률

(n=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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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

±표준편차

평균 평점

±표준편차

총점 51.13±15.95 6.39±1.99

나는 당뇨병으로 인한 증상의 변화가 있을 때 의사를 방문해야

하는지 잘 판단 할 수 있다.
7.43±2.28

나는 한번에 10분-30분씩, 일주일에 4-5회 규칙적으로 운동

할 수 있다.
6.67±2.96

내가 유지해야 하는 혈당수치 보다 혈당이 떨어지거나 높아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6.64±2.79

나는 운동 중에 혈당수치가 내려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6.62±2.68

내가 평소 하고자 하는 일에 당뇨병이 지장이 되지 않도록

당뇨병을 잘 조절할 수 있다.
6.46±2.52

나는 매일 아침식사를 포함해서, 4-5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6.25±2.51

나는 배고플 때 간식으로 적합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5.86±2.63

나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과 음식을 만들거나 먹을 때도

당뇨병 식사를 실천할 수 있다.
5.21±2.65

3) 당뇨병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

본 연구 대상자의 당뇨병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80점 만점에 평균 51.13점,

10점 만점에 평균 평점 6.39점으로 보통 이상이었다<표 7>.

문항별로 살펴보면 평균 평점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나는 당뇨병으로 인한 증상

의 변화가 있을 때 의사를 방문해야 하는지 잘 판단 할 수 있다’로 10점 만점에

7.43점이었고, 반면 가장 낮았던 문항은 ‘나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과 음식을 만들

거나 먹을 때도 당뇨병 식사를 실천 할 수 있다’로 5.21점이었다.

표 7. 대상자의 당뇨병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 총점, 평균과 표준편차

(n=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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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274** -.220**

당뇨병지식 .252**

3.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

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당뇨병지식(r=-.274, p=.001), 자기

효능감(r=-.220, p=.006)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을수록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은

낮았다. 연구 대상자의 당뇨병지식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52, p=.002). 즉, 제2형 당뇨병환자의 당뇨병지식이 높을

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았다<표 8>.

표 8.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n=15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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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차이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

과의 차이

<표 9>에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t=3.25,

p=.001). 교육정도에 대한 차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초졸 이하 대상자가 대졸 이상

대상자 보다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게 나타났다(F=4.806, p=.003).

당뇨병지식은 직업이 있는 대상자의 지식정도가 높았으며(t=2.800 p=.006). 연령,

교육정도, 월 평균 가계 소득에 대한 차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45세 이하 대상자가

66-80세 대상자 보다 당뇨병지식이 높았고(F=3.508, p=.032), 대졸 이상 대상자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보다 당뇨병지식이 높았다(F=18.755, p<.001). 월 평균 가계

소득 301만원 이상 대상자가 100만원 이하, 101만원-200만원 대상자 보다 당뇨병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F=9.949, p<.001).

자기효능감은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 검정 결과

66-80세 대상자가 45세 이하 대상자 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F=4.320,

p<.015).



- 31 -

특성 구분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

n M±SD F/t(p) M±SD F/t(p) M±SD F/t(p)

성별 남성 81 59.47±12.71 3.25(.001)
*

12.48±4.30 .883(.379) 50.65±16.03 .387(.700)

여성 74 65.47±10.22 11.85±4.59 51.65±15.95

연령(세)
†

45 이하
a

18 59.22±10.84 .778(.461) 13.06±4.63 3.508(.032)
*

42.11±12.32 4.320(.015)
*

41-65
b

79 62.38±12.07 12.86±4.08 a > c 50.76±14.51 c > a

66-80
c

58 63.24±12.11 10.98±4.65 54.43±17.81

결혼상태 기혼 108 62.75±11.34 .654(.514) 12.48±4.18 1.283(.201) 51.47±15.46 .405(.686)

미혼/사별/이혼/별거 47 61.38±13.29 11.49±4.94 50.34±17.18

종교 있음 99 61.83±12.60 .702(.484) 12.01±4.66 .636(.526) 52.98±16.19 1.938(.054)

없음 56 63.23±10.72 12.48±4.03 47.86±15.11

현재 직업 있음 103 63.42±10.95 1.596(.112) 12.87±4.26 2.800(.006)
*

49.40±14.94 1.918(.057)

없음 52 60.19±13.54 10.81±4.49 54.56±17.43

표 9.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차이

(n=155)

†Post-Hoc Scheffe test,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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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

n M±SD F/t(p) M±SD F/t(p) M±SD F/t(p)

교육정도
†

초졸 이하
a

39 66.95± 9.55 4.806(.003)
*

9.07 ±4.03 18.755(<.001)
**

48.46±15.52 1.251(.293)

중졸
b

29 65.07±11.57 a > d 11.21±2.96 d > a, b, c 48.48±16.94

고졸
c

55 60.15±12.24 12.85±4.35 54.00±14.35

대졸 이상
d

32 58.00±12.35 15.69±3.23 51.84±17.88

월 평균
†

100 이하
a

71 62.93±13.08 .656(.580) 10.63±4.30 9.949(<.001)
**

51.25±16.73 .720(.541)

가계 소득(만원) 101-200
b

25 60.76±12.74 11.52±4.82 d > a, b 54.32±15.09

201-300
c

30 60.50±10.81 13.43±3.87 51.27±14.80

301 이상
d

29 64.14± 9.26 15.24±2.94 47.93±16.06

치료비 부담 본인 122 62.17±11.43 .277(.782) 12.45±4.37 1.464(.145) 50.84±15.98 .426(.671)

배우자, 자녀 33 62.85±13.82 11.18±4.60 52.18±16.02

표 9.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차이(계속)

(n=155)

†Post-Hoc Scheffe test,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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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차이

<표 10>에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목표 혈당수치를 모르고 있는 대상자(t=2.875,

p=.005), 최근 3-6개월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모르는 대상자(t=2.090, p=.038)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당뇨병성 합병증이 없는 대상자(t=2.685, p=.008), 인슐린 작용기전을

모르고 있는 대상자(t=3.987, p<.001), 최근 1년 이내 당뇨병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

(t=5.344, p<.001) 및 자가혈당측정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t=3.327, p=.001)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았다. 인슐린 정보 습득경로, 인슐린 치료의 수용도에 대한

차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진료상담, 당뇨병교육을 통해 인슐린 정보를 습득한 대상자

보다 주변 당뇨병환자, 책/인터넷/TV를 통해 습득한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았고(F=11.326, p<.001), 인슐린 치료 시작에 대한 수용도는 ‘바로 시작 하겠다’로

응답한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낮았다(F=34.484, p<.001).

당뇨병지식은 목표 혈당수치를 알고 있는 대상자(t=5.288, p<.001), 최근 3-6개월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알고 있는 대상자(t=7.059, p<.001), 인슐린 작용기전을 알고

있는 대상자(t=4.562, p<.001), 자가혈당측정기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t=2.992,

p=.003) 및 건강보험 대상자(t=3.223, p=.002)의 당뇨병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인슐린

정보 습득경로, 인슐린 치료의 수용도에 대한 차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책/인터넷/TV

를 통해 인슐린 정보를 습득한 대상자가 주변 당뇨병환자를 통해 습득한 대상자 보다

당뇨병지식이 높았고(F=3.264, p=.025), 인슐린 치료 시작에 대한 수용도는 ‘바로 시작

하겠다’로 응답한 대상자의 당뇨병지식이 높았다(F=7.238, p=.001).

자기효능감은 목표 혈당수치를 알고 있는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t=3.317,

p=.001), 인슐린 작용기전을 알고 있는 대상자(t=3.003, p=.003) 및 최근 1년 이내 당뇨

병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t=2.051, p=.042)의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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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

n M±SD F/t(p) M±SD F/t(p) M±SD F/t(p)

당뇨병 유병 기간(년) 1년미만 17 63.76±15.18 1.85(.122) 12.12±4.39 .578(.679) 47.35±13.97 1.689(.156)

1년이상-5년미만 40 65.15± 8.80 12.55±4.05 48.13±17.30

5년이상-10년미만 25 64.00±10.62 11.44±5.34 48.44±13.97

10년이상-15년미만 25 62.04±13.08 13.08±3.94 55.56±15.49

15년이상 48 58.77±12.53 11.81±4.56 54.06±16.14

복용중인 혈당강하제의 네 16 62.50±11.30 .058(.954) 13.69±4.88 1.441(.152) 55.94±11.19 1.717(.099)

종류를 알고 있다 아니오 139 62.32±12.04 12.01±4.36 50.58±16.35

목표 혈당수치를 네 91 60.08±12.43 2.875(.005)
*

13.64±4.00 5.288(<.001)
**

54.58±14.86 3.317(.001)
*

알고 있다 아니오 64 65.55±10.47 10.11±4.21 46.22±16.27

최근 3-6개월당화혈색소 네 57 59.74±12.74 2.090(.038)
*

15.05±3.38 7.059(<.001)
**

53.14±14.54 1.199(.232)

검사 결과를 알고 있다 아니오 98 63.85±11.23 10.51±4.11 49.96±16.68

당뇨병성 합병증 유 47 58.51±12.20 2.685(.008)
*

11.34±4.45 1.564(.120) 50.23±16.99 .460(.646)

무 108 64.00±11.48 12.55±4.39 51.52±15.54

표 10.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차이

(n=155)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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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

n M±SD F/t(p) M±SD F/t(p) M±SD F/t(p)

인슐린 작용기전을 네 98 59.78±12.74 3.987(<.001)
**

13.35±4.13 4.562(<.001)
**

53.99±15.92 3.003(.003)
*

알고 있다 아니오 57 66.74± 8.91 10.18±4.24 46.21±14.89

인슐린 작용기전
†

진료상담
a

30 58.07± 9.76 11.326(<.001)
**

12.93±3.53 3.264(.025)
*

52.73±16.98 .181(.909)

정보 습득 당뇨병교육
b

41 54.39±13.11 c, d > a, b 13.85±4.47 d > c 55.22±17.26

(n=98) 주변 당뇨병환자
c

14 72.21± 9.04 10.86±4.55 52.57±12.35

책/인터넷/TV
d

13 67.31± 8.47 15.38±2.43 54.54±13.43

인슐린 치료 수용도
†

바로 시작 하겠다
a

52 53.17±12.36 34.484(<.001)
**

13.75±3.77 7.238(.001)
*

55.13±15.23 2.523(.084)

혈당강하제로 도저히

혈당 조절이 되지 않을

때로 미루고 싶다
b

71 65.86± 8.58
b, c > a

11.94±4.67
a > c

48.99±15.34

인슐린 치료는 절대

하지 않겠다
c 32 69.41± 8.32 10.16±3.07 49.38±17.62

최근 1년 이내 유 66 56.71±12.21 5.344(<.001)
**

12.91±4.42 1.774(.078) 54.20±16.75 2.051(.042)
*

당뇨병교육 경험 무 89 66.51± 9.89 11.64±4.39 48.85±15.02

표 10.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차이(계속)

(n=155)

†Post-Hoc Scheffe test,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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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지식 자기효능감

n M±SD F/t(p) M±SD F/t(p) M±SD F/t(p)

자가혈당측정기 소유 유 120 60.67±12.19 3.327(.001)
*

12.74±4.36 2.992(.003)
*

52.23±16.19 1.592(.113)

무 35 68.06± 9.03 10.26±4.21 47.37±14.68

자가혈당측정 횟수 1회 이상/1-7일 86 60.08±13.13 .404(.668) 12.66±4.34 .238(.788) 54.24±16.34 2.424(.093)

(n=120) 1회 이상/1달 23 61.65± 9.66 13.26±4.70 46.87±14.39

측정 안함 11 63.18± 9.29 12.27±4.00 47.64±16.46

최근 3-6개월이내 6.5% 미만 24 61.08±10.88 .385(.681) 13.79±3.99 1.932(.148) 48.83±18.29 .816(.444)

HbA1C 6.5% 이상-7.0% 미만 30 63.87±13.57 11.70±5.05 48.93±17.23

7.0% 이상 101 62.18±11.73 11.94±4.30 52.33±14.98

의료보험종별 건강보험 130 62.93±11.61 1.421(.157) 12.67±4.32 3.223(.002)
*

51.63±15.64 .892(.374)

의료보호1종, 2종 25 59.24±13.35 9.64 ±4.24 48.52±17.59

표 10.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차이(계속)

(n=155)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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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공공의료기관인 일 병원 당뇨병센터 외래에 내원한 제2형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치료 시작에 대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당뇨병지식,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 및 그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본 연구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95점 만점에 평균 62.34점, 5점 만점에

평균 평점은 3.28점이었다. 본 연구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한 Snoek et al.(2007)의

연구 결과도 평균 61.60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 대상자를

경구혈당강하제 치료를 받고 있는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동일하게 선정한 결과로

생각된다. 영역별 점수는 인슐린 치료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영역이 평균 평점 3.69

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영역은 2.46점으로 인슐린 치료에 대한 잘못된 상식

이었다.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홍순화 외(2008)의 연구에서도 인슐린 치료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영역이 평균 평점 3.6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슐린 치료에 대한 잘못

된 상식영역이 2.16점으로 가장 낮게 보고되었다. 각 문항별 평균 평점 역시 가장

높았던 문항은 4.15점으로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당뇨병이 심해 졌다는 것

을 의미 한다’로 심리적 거부감영역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홍순화 외(2008)와 Snoek

et al.(2007)의 연구 결과도 각각 4.24점, 3.9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제2형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치료에 대한 저항감 관련요인으로 가장 큰 것은

심리적 거부감으로 나타났고, 선행 연구에서도 인슐린 치료 시작의 지연 요인으로

심리적 거부감이 보고되었다(Makine et al., 2009; Karter et al., 2010). 따라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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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치료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낮은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해 단계적 의사소통 및 측정도구를

활용해야 하며, 당뇨병지식과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문화된 당뇨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Schillinger, 2003). 구체적 당뇨병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인슐린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와 인지적 재구성 등이 있다(Funnell, 2007; Gherman,

2011).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성별, 교육

정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 65.47점, 남성 59.47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Nam et al.(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홍순화 외(2008)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본 연구에

서는 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학력에 차이 때문으로 생각되어 χ² 분석한 결과 초졸 이하 대상자의

여성 비율은 71.8%인데 비해 남성의 비율은 28.2%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001).

본 연구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목표 혈당수치,

인슐린 작용기전을 알고 있다, 인슐린 정보 습득경로, 인슐린 치료 수용도, 자가

혈당측정기 소유 및 당뇨병교육 경험(t=5.34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당뇨병교육 경험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χ² 분석한 결과 목표 혈당수치

를 알고 있다(p=.003), 인슐린 작용기전을 알고 있다(p<.001), 자가혈당측정기를

소유하고 있다(p=.003), 인슐린 치료를 ‘바로 시작 하겠다’(p<.001)의 대상자에서

당뇨병교육 참석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점수는 낮았다. 즉,

전문간호사의 당뇨병교육은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 치료에 대한 부정적 신념

을 중재하며, 적절한 시기에 인슐린 치료를 결정하고 시작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행위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중재 전략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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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당뇨병지식

본 연구 대상자의 당뇨병지식은 23점 만점에 평균 12.18점이며, 평균 정답률은

53%였다. 심완섭 외(2006)와 박선영(2012)의 연구에서 평균 정답률은 각각 60.9%,

62.9% 이었고, 본 연구 결과 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지현과 장상아(2009)와 문승희

(2012)의 연구 결과에서도 평균 정답률은 각각 55%, 63.6%로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 연구 결과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 초졸 이하 학력

소지자의 비율이 문승희(2012) 7.7%, 박선영(2012) 13.6%에 비해 25.2% 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당뇨병지식의 영역별 정답은 치료목표 영역이 0.66점으로 가장 높았

으며, 식이요법 영역이 0.3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박선영(2012)의 연구 결과에서도 치료목표 영역이 0.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식이요법 영역이 0.37점으로 가장 낮았다. Fitzgerald(1998)의 당뇨병지식 평가도구

개발 연구에서도 당뇨병식사의 정의와 저지방식품 선택의 식이요법 문항이 각각

0.22점, 0.23점으로 낮았다. 당뇨병관리에 있어 식이요법은 매우 중요하나 본 연구와

선행 연구(Fitzgerald, 1998; 박선영, 2012)의 대상자에서 당뇨병식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각 문항별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항은 ‘케톤산증의 증상’으로 8.4%였고, 심완섭

외(2006), 박선영(2012)의 연구에서도 각각 6.9%, 9.5%로 가장 낮았다. 이는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급성합병증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케톤산증은 당뇨병

환자가 흔히 경험하는 급성합병증은 아니나 혈당조절이 매우 불량하거나 아픈 상황

에서도 발생되며,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위급한 상태이다. 따라서 전문간호사

는 고혈당에 따른 신체상태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의 깊이를 더 해야 한다(Murata, 2003; 김성용 외, 2004).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당뇨병지식은 연령, 현재직업, 교육

정도, 월 평균 가계 소득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당뇨병지식이

높았고, 심완섭 외(2006)의 연구결과 역시 50세 미만의 연령이 젊은 당뇨병환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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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지식이 높았다(최경임, 정덕유, 2010; 박선영, 2012). 현재 직업이 있는 대상자

의 당뇨병지식이 높았으며, 박선영(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반면, 송민선

(2005)과 김희승(2007)의 연구에서는 직업과 당뇨병지식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당뇨병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선행 연구결과도

본 연구와 동일했다(김나리, 2003; 김성용 외, 2004; 심완섭 외, 2006; 박선영, 2012).

대상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당뇨병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심완섭 외(2006),

최경임(2010), 박선영(2012)과 이주안(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결과를 유추해

보면 고령의 당뇨병환자와 학력 및 소득수준이 낮은 환자의 당뇨병지식수준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간호사는 노인 당뇨병환자의 특성과 신체 능력 및 경제생활 상태를 파악하여

교육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은 사회 취약계층 당뇨병환자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반복교육을 계획하고, 무료 공개강좌 및 혈당측정기

검사 등과 같은 지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당뇨병지식은 목표 혈당수치, 최근 3-6

개월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알고 있다, 인슐린의 작용기전을 알고 있다, 인슐린

치료 수용도, 자가혈당측정기 소유, 의료보험종별과 차이가 있었다. 목표 혈당수치,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및 인슐린 작용기전을 알고 있는 대상자의 당뇨병지식 높았

으며, 인슐린 치료를 ‘바로 시작 하겠다’로 수용도가 높은 대상자의 당뇨병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자가혈당측정기 소유 대상자의 당뇨병지식 점수가 높았고,

김민경(2010)의 연구와 일치했다. 이주안(2014)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대상자의 당뇨병지식이 의료보호1종, 2종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제2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관리에 있어 궁극적인 목적은 합병증 예방과 건강한 삶

의 유지이다. 전문간호사는 당뇨병교육을 실시하여 엄격한 혈당관리의 중요성, 목표

혈당수치, 당화혈색소수치 및 자가혈당측정 방법을 환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슐린 치료 수용도가 높은 환자에서 당뇨병지식이 높은 것으로 보아 저항감

중재 방법으로 당뇨병지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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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80점 만점에 평균 51.13점, 10점 만점에 평균

평점은 6.39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염영선(2009)의 연구에서 중재 전 실험

군과 대조군의 평균 59.42점, 65.05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고,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노인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남희(2005)의 연구결과와는 평균 평점 6.45점으로

유사한 결과였다.

각 문항별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던 것은 ‘나는 당뇨병으로 인한 증상의 변화가

있을 때 의사를 방문해야 하는지 잘 판단 할 수 있다’로 7.43점이었으며 반면, ‘나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과 음식을 만들거나 먹을 때도 당뇨병 식사를 실천 할 수

있다’ 문항이 5.21점으로 가장 낮았다. 당뇨병환자의 혈당관리에 있어 식사요법은

매우 중요한 자가 관리임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당뇨병식사는 특별한 식사라는 오해

때문에 주변사람들과 함께 식사 할 때는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전문간호사는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당뇨병식사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권장되는 건강식사라는 개념 및 하루 총 섭취열량과 한 끼 열량에 해당하는 다양한

식품군의 종류와 양을 당뇨병환자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자기효능감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66-80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45세 이하 대상자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이남희(2005), 김민경(2010)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건강보험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51.63점으로 의료보호1종, 2종 48.52점보다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반면, 이남희(2005)의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당뇨병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자기효능감 정도가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질변관련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목표 혈당수치 및 인슐린

작용기전을 알고 있다, 당뇨병교육 경험 유무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목표 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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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및 인슐린 작용 기전을 알고 있는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각각 54.58점,

53.99점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당뇨병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김민경(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이남희(2005)의 연구

에서는 당뇨병교육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가혈당측정기를 소유한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없었으나, 김민경(2010)의 연구에서는 혈당측정기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당뇨병교육을 받은 대상자와 목표 혈당수치 및 인슐린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당뇨병교육을 통해 환자의

당뇨병지식을 강화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Lorig et al.(2009)의 연구 결과에서도 자기효능감증진 프로그램 중재 후 당뇨병

환자에서 의료인과의 의사소통, 건강한 식습관, 우울 감정 및 자기효능감의 향상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따라서 전문간호사는 환자의 자기효능감증진을 위해 당뇨병교육 참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내적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자기효능감증진 프로그램으로

개별교육, 전화상담, 자조모임, 치료적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 감정조절, 운동

관리, 자가혈당측정과 패턴 관찰, 심신 이완요법 등과 같은 다양한 중재를 적용하고

그 효과를 비교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4.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

과의 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분석

결과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당뇨병지식(r=-.274, p=.001), 자기효능감(r=-.220,

p=.006)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였다. 즉,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을수록 당뇨병

지식과 자기효능감은 낮았다. 당뇨병지식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였다(r=.252, p=.002). 즉, 당뇨병지식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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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에서는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

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당뇨병지식과 자기효능감은

제2형 당뇨병환자의 자가 관리행위와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영임,

2004; 염영선, 2010; 이주안, 2014). 제2형 당뇨병환자의 당뇨병지식, 자가 관리행위

관계를 분석한 박선영(2012)의 연구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r=.20,

p〈.001), 당뇨병지식과 자기효능감 역시 양의(r=.145, p=.036)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혜진, 2014).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은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극복을 돕는

건강 신념, 행위변화의 중재 요인으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외 Nam

et al.(2010)의 연구 결과 경구 혈당강하제 치료를 받는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감소 영향 요인으로 강한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였으며,

그 설명력이 보고되었다(R2 = 0.403, p〈.0001).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

저항성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중재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William, 2005; Gherman, 2011). 본 연구에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였다.

제2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인슐린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인슐린 치료를 처방 한 후 치료를 잘 준수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을 조사한 결과 치료를 잘 준수하는 집단에서 담당의사와 전문간호사로부터 당뇨병

교육을 받은 환자가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고되었다(Karter et al.,

2010). 따라서 담당의사와 전문간호사는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치료에 대한 감정과

의사결정을 공유해야 하며(Polonsky, 2007), 당뇨병 진단 당시부터 당뇨병관리 전

과정에서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평가하고, 환자의 건강신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사회적 상담 및 교육을 계획해야 한다

(Gherman, 2011).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인슐린 치료에 대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환자의 우울감정이 높을수록 저항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Sharma, 2008),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우울감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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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또한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

치료에 대한 저항감 조사에 비해 만족도 조사가 부족했으므로, 인슐린 치료에 대한

만족도 문항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대상자 선정 시 혈당강하제

치료를 받고 있는 제2형 당뇨병환자만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임상에서 인슐린 치료

를 시작한 제1형,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을수록 인슐린

자가 주사 누락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Gherman, 2011). 따라서 연구 대상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관련요인을 평가하고 중재 하도록 해야

한다.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극복을 위한 중재 방법으로 보다 폭넓은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임상에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낮추기 위한 중요 변수로

당뇨병지식과 자기효능감의 유용성 확인을 위한 실험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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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치료에 대한 관련요인 평가와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당뇨병환자가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극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인슐린 치료를 시작 할 수 있도록 간호중재 및 당뇨병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공공의료기관인

일 병원 당뇨병센터 외래에 내원한 제2형 당뇨병환자 중 경구 혈당강하제 치료를

받고 있는 1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을수록 당뇨병지식과 자기효능감 점수는 낮았고, 당뇨병

지식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당뇨병지식과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제2형 당뇨병환자는 진단 후 일생동안 지속적인 혈당관리가 필요하므로, 당뇨병

관리 및 건강증진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보고된 당뇨병지식과 자기효능감

을 강화하고 인슐린 치료에 대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계획적 중재가 진단 초기 및 인슐린 치료 시작 전과 후 등의 당뇨병관리 전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뇨병환자와 전문간호사의 유기적인 의사

소통은 당뇨병환자의 특성 이해 및 인슐린 치료에 대한 저항감 요인을 파악 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인슐린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치료적 의사소통과 상담을 계획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문간호사는 심리사회적 교육적 측면의 당뇨병교육을 개발하여

제2형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치료에 대한 환자의 잘못된 지식과 심리적 거부감 요인

을 중재하고, 신념 및 건강증진 행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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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전문간호사는 제2형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치료에 대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관련요인을 당뇨병 진단 초기부터 당뇨병관리 전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근거한 체계적인 접근전략을 계획하기 위해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측정도구의

실무 적용을 제언한다.

2) 전문간호사는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당뇨병환자의 교육 참여를 지속시키

도록 하고, 교육 시 인슐린 치료의 효과와 필요성의 이해 및 당뇨병 진행과정에서

인슐린 치료를 긍정적인 치료의 한 방법으로 받아 들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내적 동기유발을 유도할 수 있는 당뇨병지식과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심리사회적

교육적 측면의 당뇨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를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3)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우울

및 스트레스가 관련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간호사는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관련요인

평가 시 당뇨병환자의 우울 및 스트레스를 함께 평가 할 것을 제언한다.

4)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개념은 인슐린 치료 시작에 대한 저항감뿐

만 아니라 인슐린 자가 주사의 누락을 포함한다. 따라서 전문간호사는 인슐린 치료

를 시작한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자가 주사 준수와 관련하여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평가하고 중재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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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명 ]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v 나는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v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v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v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v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

와 보건당국, 학교당국 및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 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v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v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 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대상자 성명: 서명: 서명일: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서명일:

(필요시) 연구대상자와의 관계:

입회인 성명: 서명: 서명일:

(필요시)

연구책임자 성명: 서명: 서명일:

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권고서식 제2호]

 
ver 3.0 (Au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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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시 2014년 월 일

설문 번호 No.

부록 3. 설문지

[ 연구과제명 ]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의료원 당뇨병센터 당뇨병교육실에서 간호사로 근무 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제2형 당뇨병환자 중 경구혈당강하제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

를 대상으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심리적 인슐린

저항성 중재를 위한 당뇨병교육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

입니다. 각 설문 항목을 일고 느끼시는 대로 솔직하게, 빠지는 내용 없이

끝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연구자 강 미 령 드림.

연락처: 02) 2262 - 0000

이메일: o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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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귀하의 인슐린 치료에 대한 지식 또는 생각을 파악 하기위한 설문지입니다. 다음

문항들에 대해 1-5점까지의 점수 중 귀하께서 동의하는 점수에 V표 하여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1 2 3 4 5

2.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당뇨병이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 2 3 4 5

3. 인슐린치료를시작하는 것은기존치료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2 3 4 5

4. 인슐린치료를 시작하면 당뇨병이 더 심해질 것이다. 1 2 3 4 5

5.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면 일상적인 활동이 제한 될

것이다.
1 2 3 4 5

6.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면 몸무게가 늘 것이다. 1 2 3 4 5

7.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면 저혈당이 생길 것이다. 1 2 3 4 5

8. 인슐린치료를 시작하면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한다. 1 2 3 4 5

9. 인슐린 치료는 실명이나 다리 절단 같은 당뇨병

합병증이 생기게 한다.
1 2 3 4 5

10. 인슐린 치료는 두렵다. 1 2 3 4 5

11.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싫다. 1 2 3 4 5

12. 인슐린이 아니더라도 기존 먹는 약제로도 조절이

잘 된다.
1 2 3 4 5

13. 민간요법, 한약등으로 당뇨병을 치료하거나 혈당을

조절 할 수 있다.
1 2 3 4 5

14. 인슐린 주사법이 복잡하다. 1 2 3 4 5

15. 인슐린은 출장이나여행시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 1 2 3 4 5

16. 주사바늘이 두렵고, 주사를 하게 되면 아플 것이다. 1 2 3 4 5

17. 인슐린 치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1 2 3 4 5

18. 주사 시 잘 못 투여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1 2 3 4 5

19. 인슐린 주사용량을 잘못 설정하거나 주사를 잘못

하여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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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인의 식후 2시간 혈당은?

(1) 140mg/dL미만 (2) 200mg/dL미만 (3) 250mg/dL미만

(4) 300mg/dL미만 (5) 잘 모르겠다.

2. 당화혈색소의 정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1) 6% 이하 (2) 7% (3) 8% (4) 9% (5) 잘 모르겠다.

3. 당뇨병환자의 혈압조절 목표는?

(1) 130/80mmHg 이하 (2) 140/90mmHg 이하 (3) 150/100mmHg 이하

(4) 160/110mmHg 이하 (5) 잘 모르겠다.

4. 만약에 내가 당뇨병이 있다면, 나의 자녀들은 당뇨병이 생길 위험은?

(1) 증가한다. (2) 감소한다. (3) 변화가 없다. (4) 잘 모르겠다.

5. 만약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면, 혈당은?

(1) 올라간다. (2) 내려간다. (3) 변화가 없다. (4) 잘 모르겠다.

6. 혈당수치를 알아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1) 소변 검사 (2) 혈액 검사

(3)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모두 동등하게 좋다. (4) 잘 모르겠다.

7. 당뇨병 식사란?

(1)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식사이다.

(2) 대부분의 사람에게 권장되는 건강식사이다.

(3) 일반적인 식사보다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이다.

(4) 일반적인 식사보다 단백질이 많은 식사이다.

[ 3번 혈압 조절목표: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 2013, 140/80mmHg 이하로 변경됨 ]

Ⅱ. 귀하의 당뇨병지식을 파악 하기위한 설문지입니다. 다음 문제를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V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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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지방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것은?

(1) 저지방 우유 (2) 오렌지 주스 (3) 옥수수 (4) 꿀

9. 다음 중 당뇨병 환자가 마음껏 먹어도 되는 음식(자유 음식)은?

(1) 무가당 음식 (2) 영양식

(3) “무설탕” 표시가 된 음식 (4) 단위당 20칼로리 이하의 음식

10. 저혈당의 일반적인 증상은?

(1) 창백함, 떨림, 식은 땀 (2) 갈증과 배뇨의 증가

(3) 식욕의 감소와 발열 (4) 잘 모르겠다.

11. 다음 중 케톤산증(심한 고혈당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의 증상에 해당되는 것은?

(1) 떨린다. (2) 땀이 난다. (3) 토한다.

(4) 혈당이 낮다. (5) 잘 모르겠다.

12. 지방질을 적게 먹으면 ( )의 위험을 낮춘다.

(1) 신경 질환 (2) 신장(콩팥) 질환 (3) 심장 질환 (4) 안(망막) 질환

13. 다음 중 당뇨병과 흔히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시력 문제 (2) 신장(콩팥) 문제 (3) 신경 문제 (4) 폐 문제

14. 가장 좋은 발 관리 방법은?

(1) 매일 씻고 관찰하는 것이다. (2) 매일 알코올로 닦는 것이다.

(3) 매일 한 시간씩 물에 담가두는 것이다. (4) 자기 발보다 큰 신발을 신는다.

15. 혈압을 잘 관리하면 일반적으로 심장병이 생길 위험은?

(1) 증가한다. (2) 감소한다. (3) 변화가 없다. (4) 잘 모르겠다.

16. 좋은 콜레스테롤(HDL)이 높으면 심장병이 발생될 위험은?

(1) 증가한다. (2) 감소한다. (3) 변화가 없다. (4)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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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뇨병환자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아질 가능성이?

(1) 증가한다. (2) 감소한다. (3) 변화가 없다. (4) 잘 모르겠다.

18. 당뇨병이 있는 경우, 콜레스테롤 농도를 조절하면 심장병이 발생될 위험은?

(1) 증가한다. (2) 감소한다. (3) 변화가 없다. (4) 잘 모르겠다.

19.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인슐린은 당뇨병의 유일한 치료방법이다.

(2) 제2형 당뇨병 환자도 때로는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다.

(3) 약간의 체중감소도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4) 공복혈당 210mg/dL이면 높은 수치이다.

20.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당뇨병은 항상 증상이 있다.

(2) 당뇨병은 완치 될 수 있다.

(3) 나이가 드는 것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인자이다.

(4) 혈당 상태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변 검사이다.

21.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는?

(1) 신장 (2) 췌장 (3) 심장 (4) 비장 (5) 잘 모르겠다.

22. 당뇨병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1) 음식과 인슐린 (2) 음식, 활동량과 인슐린

(3) 인슐린과 운동 (4) 잘 모르겠다.

23. 고혈당이 초래될 가능성이 큰 것은?

(1) 불충분한 인슐린 (2) 식사를 거른다.

(3) 간식을 늦게 먹었다. (4) 소변에 케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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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전혀

자신없다

절반

자신있다

매우

자신있다

1. 나는 매일 아침식사를 포함해서, 4-5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2. 나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과 음식을 만들거나

먹을 때도 당뇨병식사를 실천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3. 나는 배고플 때, 간식으로 적합한 음식을 선택

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4. 나는 한번에 10-30분씩, 일주일에 4-5회 규칙적

으로 운동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5. 나는 운동 중에 혈당수치가 내려가는 것을 예방

하기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6. 내가 유지해야 하는 혈당수치 보다 떨어지거나

높아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

7. 나는 당뇨병으로 인한 증상의 변화가 있을 때,

의사를 방문해야 하는지 잘 판단 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8. 내가 평소 하고자 하는 일에 당뇨병이 지장이

되지 않도록 당뇨병을 잘 조절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Ⅲ. 귀하가 당뇨병 관리 수행에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계신지 파악 하기 위한 설문지입

니다. 다음 문항들에 대해 1-10점까지의 점수 중 귀하의 자신감에 해당하는 점수에

V표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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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사회학적 특성 ]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 (2) 여

2. 귀하의 연령은 몇 세 입니까? [ 세]

3.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미혼 (2) 기혼 (3) 별거

(4) 이혼 (5) 사별 (6) 기타[ ]

4. 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없음 (2) 기독교 (3) 천주교

(4) 불교 (5) 기타[ ]

5.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초등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졸업 이상

6.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1) 회사원/공무원 (2) 서비스업 (3) 자영업/사업

(4) 농업/어업 (5) 전문직 (6) 학생

(7) 전업주부 (8) 무직 (9) 기타[ ]

7. 귀하의 가계 월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1) 100만원 이하 (2) 101만원 - 200만원

(3) 201만원 - 300만원 (4) 301만원 이상

8. 귀하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 하십니까?

(1) 본인 (2) 배우자 또는 자녀 (3) 기타[ ]

Ⅴ. 귀하의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 설문지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하거나 또는 직접 기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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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련 특성 ]

9. 귀하께서는 당뇨병을 진단 받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 년]

10. 귀하께서 복용하고 계시는 경구혈당강하제의 종류를 알고 계십니까?

(1) 네 → □ 칸에 V표시해 주세요.

□ 설폰요소계 □ 바이구아나이드계

□ 알파글루코시다제 저해제 □ 메글리타나이드계

□ 치아졸리네디온계 □ 복합제제

□ 기타[ ]

(2) 아니오

11. 귀하의 조절 목표 혈당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1) 네 → 다음 빈칸에 기록해 주세요.

▪당화혈색소[ %] ▪공복혈당[ mg/dL] ▪식후2시간혈당[ mg/dL]

(2) 아니오

12. 최근 3-6개월 이내 귀하의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1) 네 → 당화혈색소[ %] (2) 아니오

13. 귀하는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을 진단 받으셨습니까?

(1) 네 → 13.1문항 (2) 아니오

13.1 귀하께 해당되는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을 다음 □ 칸에 V표시해 주세요.

□ 신경병증 □ 콩팥(신장)병증 □ 망막병증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족부궤양 □ 기타[ ]

14. 귀하는 인슐린의 작용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 네 → 14.1문항 (2) 아니오

14.1 귀하께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인슐린에 대한 정보를 습득 하셨습니까?

(1) 진료 상담 (2) 당뇨병교육 (3) 책

(4) 인터넷 (5) 주변 당뇨병환자 (6)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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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귀하의 당뇨병 치료를 위해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인슐린 치료를 권유 하신다면

바로 시작 하시겠습니까?

(1) 바로 시작하겠다. (2) 혈당강하제로 도저히 혈당 조절이

되지 않을 때로 미루고 싶다.(3) 절대 하지 않겠다.

16. 귀하는 최근 1년 이내에 당뇨병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 네 (2) 아니오

17. 귀하는 자가혈당측정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1) 네 → 17.1문항 (2) 아니오

17.1 귀하의 자가혈당측정 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1) 1회 이상/1일 (2) 1회 이상/2-3일

(3) 1회 이상/4-5일 (4) 1회 이상/6-7일

(5) 1회 이상/1달 (6) 기타[ ]

18. 귀하의 의료보험 종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건강보험 (2) 기타[ ]

귀하의 전자의무기록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보험종별 ◉ 합병증 유무

◉ 최근 3-6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 하셨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소중한 시간을 할애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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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

Diabetes Knowledge and Self-Efficacy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Kang, Mi Ryoung

Department of Adult Health Nursing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Background: Type 2 patients have to manage strict glycemic control, in order

to keep themselves in good condition and prevent the complications during their

life time. Therefore, when type 2 diabetic patients do not reach the target

blood-sugar level despite oral hypoglycemic agents, they should consider the

insulin treatment at the early stage. 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 may play a

critical role in hindering insulin therapy in type 2 diabetic patients. Thus, this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s

among 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 diabetes knowledge, and self-efficacy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55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type 2 diabetes and received the oral hypoglycemic agents at an

out-patient clinic in a public hospital in Seoul from April 14 to May 16, 2014.

The data were collected with questionnaires including 24 questions of

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 23 questions of diabetes knowledge, an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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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of self-efficac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with Scheffe'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Results: The average age of the subjects of the study was 59.70 years and

52.3% of the subjects were male. Total score of 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was 62.34(±11.94) out of 95. In the case of

female (t=3.25, p=.001), having experienced no diabetes education in the past

year (t=5.344, p<.001), elementary school or lower in the education level

(F=4.806, p=.003) and low degree of insulin therapy acceptance (F=34.484,

p<.001), 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 was significantly high. As the score of

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 increased, diabetes knowledge (r=-.274, p=.001),

and self-efficacy (r=-.220, p=.006) decreased. In addition diabetes knowledge and

self-efficacy showed positive correlation (r=.252, p=.002).

Conclusion; When educating of type 2 diabetic patients, advanced practice

nurses should examine the 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 and support the

patient with understanding their characteristics through the communication.

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 should be overcome through the enhancement of

diabetes knowledge and self-efficacy. Advanced practice nurses will play a

critical role as an educator, counselor, and facilitator to promote the change of

health behavior of diabetic pati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