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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제1형 당뇨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의  

가족 지지, 자가관리 역량 및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 

 

본 연구는 제1형 당뇨를 가진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의 가족 지지, 자가

관리 역량과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의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생태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Betz 등(2014)의 ‘건강관

리 전환 연구 컨소시엄의 건강관리 전환 모델(Health Care Transition Research 

Consortium Healthcare Transition Model, HCTRC HCT Model)’에 근거하여 도출하

였으며, 개인적 영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질병 관련 특성, 자가관리 역량,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와 가족 및 사회적지지 영역의 가족 지지를 측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병원에서 제

1형 당뇨를 진단 받고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통해 추적 관찰 중인 환자와 제1형 

당뇨 환자 인터넷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 제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가보고식으로 이루어졌다.  

최종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총 87부이었으며 SPSS IBM 23.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고, 기술통계, 독립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1형 당뇨 환자의 가족 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92±0.92점이었으며, 하

위 영역에서는 치료적 지지가 정서적 지지보다 낮게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92±0.91점이었으며, 가장 높

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저혈당 관리 영역이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

낸 영역으로는 식이 조절, 위생 조절, 운동 조절, 휴식 영역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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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47±0.49점이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질병지식 영역이었고, 질병지식 영역과 약물관

리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점수가 전체 평균 평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자원활용 영역이었다. 

4. 대상자의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는 가족 지지와 약한 강도의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고(r = .257, p = .016), 자가관리 역량과는 강한 강도의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 = .606, p < .001). 따라서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자가관리 

역량이 높을수록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β = .699, p < .001)과 연령(β = .229, p = .010)이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에 대해 자가관리 역량이 연령보다 더 유의한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회귀 모델의 총 설명력은 40.1%이었다(F = 12.527,    

p < .001).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제 1 형 당뇨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제 1 형 당뇨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의 가족 지지, 

자가관리 역량과 건강관리의 전환 준비도 간의 관계와 전환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 1 형 당뇨 환자의 성공적인 건강관리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핵심 되는 말: 제1형 당뇨, 건강관리전환 준비도, 가족 지지, 자가관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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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제1형 당뇨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이 부족함으

로써 발생하며 췌장 이식을 하지 않는 이상 완치되지 않으므로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비교적 어린 나이인 10세~14세에 가장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오랜 유

병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신충호, 2002). 그런

데 최근 15세 미만 연령에서의 제1형 당뇨 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지난 25년 전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하였으며(Patterson et al., 2012), 국내 또한 지난 10년 동안 매

년 평균 5.6%씩 늘어나고 있다(Kim, Lee, Lee, Yang, & Shin, 2016).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소아청소년기에 제1형 당뇨를 진단 받고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환자는 점점 늘

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제1형 당뇨를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아에

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당뇨 관리의 연속성이 깨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Garvey, Markowitz, & Laffel, 2012).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 있는 당뇨 환자는 신

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숙해지고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부모에게 의

존적이던 건강관리 패턴에서 벗어나 점차 당뇨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발달 

단계에 적합한 치료를 받기 위해 소아청소년과를 떠나 성인내분비내과로 이동하게 된

다(Chao, Whittemore, Minges, Murphy, & Grey, 2014; Peters & Laffel, 2011). 이처

럼 소아 치료 체계에서 성인기에 적합한 건강관리 체계로 옮겨가는 과정을 ‘건강관리

의 전환(Healthcare Transition)’이라고 하며,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쳐야 당뇨 관

리가 연속적으로 유지되어 성인기 이후의 질병 관리 체계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다

(Blum et al., 1993).  

성공적인 건강관리의 전환을 위해서는 환자의 전환 준비도를 평가하여 준비 수준

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Hovish, Weaver, Islam, Paul, & Sing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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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g et al., 2010). 전환 준비도는 환자의 약물 관리 능력,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능력, 

진료과정에의 참여 정도, 질병에 대한 지식 수준, 성인으로서의 책임 능력, 자원 활용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한 결과가 반영된 개념으로써 환자가 얼마나 스

스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Cohen et al., 2015). 따라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은 전환기 환자를 대상으로 이러

한 전환 준비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준비가 부족한 영역을 확인하고 강화함으로써 

성공적인 건강관리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 

건강관리의 전환 준비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전환 준비도에 대한 주

요 영향 요인으로 가족의 지지와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이 확인되었다 (Fenton, Ferris, 

Ko, Javalkar, & Hooper, 2015; Treadwell et al., 2016; van Staa, van der Stege, 

Jedeloo, Moll, & Hilberink, 2011). 환자가 건강관리의 전환 과정을 거치는 시기는 보

통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로써, 이 시기의 환자는 진학,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영

역에서 성인으로의 전환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의료진의 도움 없

이 혼자 자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건강관리 전환을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Fenton et al., 2015; Treadwell et al., 2016; van Staa et al., 2011). 따라서 건강관리 

전환 과정에 대한 가족 지지를 강화하고,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수준을 높여 줌으로

써 전환 준비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성공적으로 건강관리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외에서는 제1형 당뇨를 포함한 여러 만성질환군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의 전환을 주제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환자의 

성공적인 건강관리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

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건강관리의 전환에 대한 의료진의 관심이 매우 부족하고 관

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내 의료 시스템에서의 건강관리 전환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인 

제1형 당뇨를 진단 받은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가족 지지, 자가

관리 역량 및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를 파악함으로써 국내 의료 환경에서의 건강관

리 전환 과정에 필요한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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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제1형 당뇨병을 진단 받고 추적 관찰 

중인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가족 지지와 자가 관리 및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를 파악하여 향후 건강관리 전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가족 지지, 자가 관리 및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지지, 자가 관리 및 건강관리 전환의 준

비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가족 지지, 자가 관리 및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대상자의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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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1. 가족 지지 

 

(1) 이론적 정의 

가족 지지란 가족구성원이 환자를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신념을 갖도록 

해주고 환자가 의사소통과 상호 책임의 조직망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해주는 

정보로써 개방체계인 가족 내에서 가족 구성원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돌봄의 한 요소

이다(Cobb, 1976).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박오장(1985)이 성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김용

미(2016)가 아동 대상자에게 맞추어 수정 및 보완한 총 16 문항의 도구로 측정한 점

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자가 관리 역량 

 

(1) 이론적 정의 

자가 관리 역량이란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자가관리의 수행에 작용하는 

학습된 인간의 복합적인 힘과 능력으로써 조사, 판단과 결정, 산출 작용을 하는 능력

에 대한 신념이다(Orem, Taylor, & Renpenning, 2001).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박오장(1985)이 개발한 당뇨 환자의 자가 관리 이행 행위 측정 도

구를 수정 및 보완한 총 16문항의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

가 관리가 잘 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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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 

 

(1) 이론적 정의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는 전환 과정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지속하며, 완료하는데 

필요한 환자, 가족, 의료진의 능력을 말한다(Betz & Nehring, 2007; Telfair, 

Alexander, Loosier, Alleman-Velez, & Simmons, 2004).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Ferris 등(2015)이 개발한 The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with Therapeutics = Rx (STARx) Questionnaire 도구를 본 연구에서 번안, 

수정 및 보완한 총 20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의 건강

관리 전환에 대한 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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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A. 건강관리 전환 

 

건강관리 전환이란, 목적을 가지고 계획된 과정으로써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성인

이 되어가면서 소아 중심에서 성인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로 이동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 과정 중에 대상자가 가지게 되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교육/학업적, 직업적 요구를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Blum et al., 1993). 구체적으로는 소아청소년 환자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됨에 따라 점차 부모로부터 독립하

여 자가관리 체계를 확립해가고, 소아청소년과 치료에서 성인 분과 의료 시스템으로 이

동하는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Blum et al., 1993; Cooley & Sagerman, 2011).  

처음 건강관리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것은 1989년 외과의사 Koop이 만성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의 건강관리 전환 과정에 대한 의료계의 역할을 강조하

면서부터 시작되었다(Koop, 1989). 이어서 1993년 청소년의학회(Society for 

Adolescent Medicine)가 건강관리의 전환 과정에 대한 중재의 필요성을 발표하였는

데, 건강관리의 전환은 기존의 부모 의존적인 건강관리 체계에서 환자가 독립적으로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체계로 옮겨가는 과정이므로 환자와 가족 모두가 건강관리의 전

환 중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Blum et al., 1993). 이후 2003년에 미국소아

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미국가정의학회(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AAFP) 등이 건강관리의 전환 과정에 대한 구조화된 중재를 마

련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으로써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도모, 진단 시점부터 

누적되어 온 의료 정보가 기록된 서면 요약지(a written summary) 활용 등을 제시하

기도 하였다(Rosen, Blum, Britto, Sawyer, & Siegel, 2003).  

이와 같이 여러 학회 차원에서 건강관리의 전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큰 이유는 

건강관리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 체계적으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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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리하지 못하여 합병증이 발병하고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며(Borus & 

Laffel, 2010), 안정적으로 성인분과에 옮겨가지 못해 성인이 되어서도 소아청소년과

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달적으로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Huang et al., 2011). 이처럼 건강관리의 전환에 실패할 경우, 성인기 

이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건강관리의 전환을 체계적

으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건강관리 전환 과정에는 환자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요인, 부모 요인, 의료 

환경적 요인 등과 같은 여러 방해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건강관리 전환에 실패할 위

험이 있다(Lyons, Libman, & Sperling, 2013). 먼저 건강관리 전환에 대한 환자의 신

체적 방해 요인은 환자가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인 성장과 성숙

으로 인해 질병 관리가 복잡해짐으로써 발생한다(Lyons et al., 2013). 제1형 당뇨의 

경우, 이 시기에 성장호르몬이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고, 성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기 때문에 인슐린 양을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 모든 혈당 관리가 복잡해지게 된다. 이로 인해 환자 혼자의 

힘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자가 관리 역량을 충

분히 갖추지 못하여 건강관리의 전환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Silverstein et al., 2005). 

심리사회적으로는 환자가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또래친구와의 비교를 통해 지

속적으로 질병을 관리해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워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심리적 우울은 질병 관리에 대한 의지를 떨어뜨려 치료와 관

리의 이행 수준을 낮추게 된다(Palladino et al., 2013). 또한 이 시기는 대학 입학, 취

업과 같은 사회적 발달 과업이 우선순위에 놓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 관리에 소

홀해지기 쉽고(Monaghan & Baumann, 2016), 사회 생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흡

연, 알코올 등 불안정한 혈당을 야기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소에 노출될 확률이 높

아지게 된다(White et al., 2006). 결과적으로 전환기의 환자는 건강관리의 전환을 통

해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

고 이러한 심리사회적인 장애요인으로 인해 자가관리의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

로 전환 과정에 있는 제1형 당뇨 환자의 혈당조절률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은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Wood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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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관리의 전환 과정에 있는 환자는 오랜 시간 부모에게 의존적이던 질병 

관리를 스스로 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가 관리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제1형 당뇨의 

경우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사 외에도 식이 조절, 운동 등 다양하고 복잡한 자가 관

리 방법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당뇨를 관리

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orus & Laffel, 2010). 한편 만

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는 진단 시점부터 자녀의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

해왔기 때문에 자녀가 혼자 질병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자녀에게 건강관

리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oore, Hackworth, 

Hamilton, Northam, & Cameron, 2013; Weinger, O'Donnell, & Ritholz, 2001). 이처

럼 건강관리 전환 과정에 대해 부모와 환자는 모두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한 가족의 부정적인 감정은 건강관리의 전환 과정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 환자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자가관리 체계의 확립 과정을 지지하

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의 전환의 한 부분으로 전환기 환자는 성인분과로 전과

(transfer)하여 성인기에 적합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소아청소년과와 성인분과의 환

경적 차이로 인해 새로운 성인분과에 적응하지 못하고 건강관리의 전환에 실패할 수 

있다. 제1형 당뇨 환자 입장에서 볼 때, 보통 소아내분비내과는 사춘기에 경험하는 당

뇨 관련 건강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며, 주로 어린 연령의 환자보

다는 부모를 중심으로 건강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성인내분비내과는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직접 의사소통을 하고, 임신 및 출산, 저혈당과 관련한 안전운전 문제, 각종 

당뇨 합병증 관리와 같이 성인기와 관련된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다루는 등 소아청소

년과와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nocour, 2014).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성인내분비내과로 전과를 한 환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외래에 

내원하지 않거나 다시 소아청소년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Garvey et al., 2013; Gray et al., 2015; Lebensburger, Bemrich-Stolz, & Howard, 

2012). 또한 외래에 내원하지 않고 주기적인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합병증을 미리 

예방하거나 스크리닝하지 못하여 새로운 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등 건강 관리에 실패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Garvey et al., 2013). 따라서 전환 과정의 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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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새로운 성인 분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성인 치료 

체계에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겠다. 

 

 

B.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 및 관련 요인 

 

여러 선행연구에서 건강관리 전환 과정의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전환

을 이루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

였다(Betz et al., 2014; Lotstein et al., 2013; Pierce & Wysocki, 2015; Schwartz, 

Tuchman, Hobbie, & Ginsberg, 2011). Schwartz et al. (2011)는 전환 준비도의 이론

적 모델인 SMART (A Social-ecological Model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Readiness for Transition)를 제시하여 환자의 전환 준비도를 평가함으로써 그 정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전환 과정

은 각 환자마다 인구학적 특성 및 질병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므

로 환자별 준비도를 사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목표한 수준의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은 환자가 충분한 자가관리 역량을 확립하였고, 안정적으로 성인 분과로 전과할 준

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chwartz et al., 2011). 이처럼 대상자의 전환 

준비도를 사정하여 준비가 부족한 부분을 강화 시킴으로써 점진적으로 성인 치료체계

로 이동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환 준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STARx Questionnaire의 하위 영역은 

‘환자의 약물 관리’, ‘의료진과의 의사 소통 능력’, ‘진료 과정에의 참여’, ‘질병의 지식 

수준’, ‘성인으로서의 책임’, ‘자원 활용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Cohen et al., 2015). 

즉, 환자가 성인으로서 얼마나 자신의 질병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의료 서비

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환의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확인한 결과,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Knapp, Huang, Hinojosa, Baker, & Sloyer, 2013; McMa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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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3; Sawicki et al., 2011), 가족의 연간수입이 많을수록(McManus et al., 

2013), 질병의 중증도가 낮을수록(McManus et al., 2013; Sawicki et al., 2011), 가족

의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Pakdeeprom, In-Iw, Chintanadilok, Wichiencharoen, & 

Manaboriboon, 2012), 환자의 자가 관리 역량이 높을수록(van Staa et al., 2011) 전환

의 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중재 가능한 요인은 가족의 지

지와 환자의 자가 관리 역량으로써 전환 중재를 통해 이러한 요인을 강화 시킨다면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를 높일 수 있고 성공적인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전환 과정에서의 가족의 지지는 환자가 새로운 건강 시스템을 탐색하고 자가관리

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게 도와 줌으로써 전환의 준비도를 강화 시켜주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Huang et al., 2011). 국외 선행연구에서 113명의 겸상적혈구병을 가진 

14~26세 환자를 대상으로 전환의 준비도를 분석한 연구(Treadwell et al., 2016)에 

따르면,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환자의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r = .54, p = .001). 또한 만성 신장질환을 가진 전환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Fenton et al., 2015)에서는 가족의 지지 능력을 포함한 가족응집력이 전환의 준비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 = .37, p = .02). 

특히 전환기 환자의 가족은 환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

장해주는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지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Lindgren, Soderberg, & Skar, 2014). 그러나 만성질환을 가진 자

녀를 둔 부모는 오랜 시간 자녀의 건강관리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하여 스스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계속 통제하고 건강관리에 과도하게 개입하기가 쉽다(Zhou, Roberts, Dhaliwal, 

& Della, 2016). 이러한 경우, 환자는 자기 질병을 혼자 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

를 놓치게 되고 건강관리의 전환에 실패할 위험이 있으므로(Lindgren et al., 2014) 적

절한 범위에서 가족 지지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자가관리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격려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강관리의 전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Huang et al., 2011). Pyatak et al. 

(2014)의 연구에서 제1형 당뇨 전환기 환자의 80%가 청소년기에 급격히 감소한 가

족지지에 대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고,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질병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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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보고하였다(Pyatak et al., 2014). 이처럼 가족 지지의 감소로 

인해 자가 관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자가관리의 이행이 어려워지게 

되며, 나아가 건강관리의 전환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Singh & Tuomainen, 2015; 

Spencer, Cooper, & Milton, 2014). 따라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가족이 전환기 

환자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전환의 준비도를 높여줄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전환기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은 전환의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Treadwell et al., 2016; van Staa et al., 2011). 만성질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외 선행 연구에서 전환의 준비도에 대한 자가관리 역량의 설명력은 24%로 확인

되었으며(p = .001), 겸상적혈구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8%로 확인되었다

(β = .18, p < .01). 즉, 환자의 전환 준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 

시켜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환자가 건강관리의 전환 준비도를 높여가는 시기는 발달단계적으로 건강관

리 뿐만이 아니라 학업, 직업 등 여러 방면에서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한 변화가 동시

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Monaghan & Baumann, 2016). 건강관리 

전환 과정의 환자는 독립심과 자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을 스스로 관리하고자 하

는 욕구가 강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발달 과업을 수행하면서 혼자 힘으로 건강을 관

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Pyatak et al., 2014). 특히 제1형 

당뇨 환자는 인슐린 주사나 혈당 측정을 비롯해 식이 요법, 운동 요법 등 다양한 지

식과 기술을 모두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전환기 환자의 발달단계적 맥락에서 볼 때, 

자가관리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Little, Odiaga, & Minutti, 2017). 따라서 건

강관리의 전환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인으로 이행하는 발달 단계적 특성과 상황적 어려움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건강 관리의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야한다. 

요컨대,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 후기 및 성인초기 환자는 성인이 되어가면서 독

립성과 자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관리 측면에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과

정에는 환자, 가족, 의료 시스템적인 방해 요인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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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특히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에 대한 준비도를 평가하여 준비 수준을 향상시켜주어야 하며, 전환 과

정에서 가족이 적절한 지지를 제공하고, 환자는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 시킴으로써 준

비도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아청소년기에 호발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인 제1형 

당뇨를 진단 받고 전환기에 있는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가족 지

지, 자가관리 역량 및 전환 준비도를 조사하여 국내 의료 시스템에서의 건강관리 전

환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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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Betz 등(2014)이 개발한 ‘건강관리 전환 연구 컨소시엄

의 건강관리 전환 모델(Health Care Transition Research Consortium Health Care 

Transition Model, HCTRC HCT Model) (Figure1)’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이 모델은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를 사정하고 이에 대한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다학제적 접근을 전제로 하며 개인적, 가족/사회적지지, 건강관리 시스템, 환경적 영

역의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 영역의 하위 요소는 인구학적 특성, 질병적 특성, 발달적/기능적 특성, 자

가관리 등을 포함한다. 가족/사회적지지 영역의 하위 요소는 가족의 지지, 가족 기능, 

사회적지지, 사회적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강관리 시스템 영역은 의료기관의 특

성, 의료진의 기술적 능력, 의료진에 대한 접근성의 하위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

적 영역의 하위 요소는 교육적 시스템, 지역사회 지지가 있다. 전환은 4개의 영역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환자, 가족, 의료진의 전환에 대한 준비도를 

사정하여 성인분과로 전과하기에 적절한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델의 개념적 기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영역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 질병 관련 특성, 자가건강관리와 가족/사회적지지 영역의 가족지지를 변인으로 선

정하였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그린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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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Original Model for Health Care Transition 

 

 



15 

 

Figure 2. The Conceptual Model for Health Care Transition  

 

  

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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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제1형 당뇨병을 진단 받고 추적 관찰 중인 청소년 후기 및 성년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가족 지지, 자가 관리 및 건강관리 전환에 대한 준비도의 관계와 관

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Y대학 부속병원에서 제1형 당뇨병을 진단 받고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통해 추적 관찰 중인 환자와 제1형 당뇨 인터넷카페에 가

입되어 있는 전국 제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를 공지하여 자발적으로 연

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표본추출 하였다. 

 

1. 선정기준 

(1) 의사소통이 가능한 만 16세 이상 만 24세 미만의 환자 

(2) 19세 이전에 제1형 당뇨병을 진단 받은 자  

(3) 제1형 당뇨병을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단 받고 진료를 받고 있는 자 

(4)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및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

가 연구 참여를 동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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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수 산출근거 

본 연구에 필요한 예상 표본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위한 중간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α) 0.05, 검정력(1-β) 0.80, 예측요인 4개(대상자의 연령, 성인내분비내과로의 전과 

계획 여부, 가족 지지, 자가 관리)에 대한 표본 크기 산출 시에 최소 표본 크기는 85

명이었다. 자료 분석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총 102명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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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 도구 

 

1. 가족 지지 

가족 지지는 박오장(1984)이 성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김용미

(2016)가 10~18세 연구 대상자에 맞게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치료 지지(13문항), 정서 지지(3문항) 2개 영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문항은 구체적으로 정기적인 혈당 검사, 인슐린 주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체중관리, 피부관리와 관련한 가족의 지지를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의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지각하

는 가족의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오장(1984)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4 이었고, 김용미(2016)가 수정한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는 .8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4이었다. 

 

2. 자가 관리 

자가 관리 수행 정도는 박오장(1985)이 개발한 성인 당뇨병 환자의 이행 행위 측

정 도구를 심현옥(1993)이 소아 당뇨 환자에게 맞도록 수정한 자기 관리 척도를 본 

연구자가 14문항 중에서 2 문항을 1문항으로 통합하고, 1문항을 삭제 및 4문항을 새

로 추가하여 본 연구에 사용한 문항은 최종 16문항이었다.  

‘발톱을 일직선으로 깎습니까?’, ‘발을 매일 청결히 씻습니까?’의 2 문항을 내분비

내과 전문의 2인의 조언을 받아 ‘평소 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로 통합하여 1 문항

으로 수정하였으며, ‘적당한 활동을 합니까?’라는 문항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불명

확하여 삭제하였다. 또한 문헌고찰을 통해 다음의 4 문항을 추가하였다. 혈당 검사 후 

혈당치를 기록하여 수치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측정한 혈당치를 매

일 기록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과, 인슐린 주사 시에 주사 부위를 소독하는 것은 인

슐린 주사와 관련한 자가 관리의 기본 준수 사항인 점을 근거로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 주사 맞는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정확하게 맞습니까?’라는 문항을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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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혈당에 대한 대처 뿐만이 아니라 고혈당에 대한 대처 역량도 확인이 필요하여 

‘고혈당이 왔을 때, 초속효성 인슐린을 맞습니까?’라는 문항과 정기적으로 신장, 체중, 

혈압 측정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정기적으로 신장, 체중, 

혈압을 측정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8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영

역은 혈당 관리(4문항), 인슐린 관리(2문항), 식이 관리(3문항), 위생 관리(2문항), 운

동 관리(1문항), 휴식 등 컨디션 관리(1문항), 저혈당 대처(1문항), 고혈당 대처(1문항)

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박오장(1984)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6 

이었고, 심현옥(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73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7이었다. 

 

3. 건강관리 전환에 대한 준비도 

건강관리 전환에 대한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 Ferris 등(2015)이 개발한 The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with Therapeutics = Rx (STARx) Questionnaire

을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Ferris 등(2015)이 개발한 도구는 총 

18 문항이며,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 및 문항을 추가하여 총 2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한국어와 영어가 능통한 1인이 함께 원도구

를 번역 및 역번역 한 후 소아내분비내과 전문의 1인, 아동전문간호사 2인, 5년 이상

의 임상경험을 가진 소아과 병동 간호사 1인, 소아병동 파트장 1인으로 구성된 5명의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그 결과 문항수준 내용타당도(I-CVI)는 

0.80~1.00까지로 나타났다. 

원 도구의 번역된 문항 이외에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다음의 문항을 

추가 및 수정하였다. 먼저 ‘인슐린 주사를 놓기 전에 얼마나 자주 혈당 검사를 시행하

고 수치에 따라 적절한 인슐린 양을 결정하여 주사하였나요?’라는 문항은 임상 현장

에서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내원하는 환자를 문진한 경우 혈당 검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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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임의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놓는 사례가 많다는 전문의의 임상적 경험을 기반

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원 도구에서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당신의 질병이나 약물 또는 

치료에 대해 얼마나 자주 질문했나요?’라는 하나의 문항이나, 구체적으로 ‘진료 시간’

과 ‘진료 이외의 시간’으로 구분하여 2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정된 문항에 대한 내

용타당도 검증 결과 문항수준 내용타당도(I-CVI)는 1.00으로 모두 적합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약물 관리(5문항), 의료진

과의 의사소통(3문항), 외래 진료에의 참여 정도(4문항), 질병 지식(3문항), 건강관리

에 대한 책임감(2문항), 자원 활용력(3문항)의 6개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별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전혀 모른

다/매우 어렵다’에서 ‘항상 그렇다/매우 잘 알고 있다/매우 쉽다’로 구성되어 있다. 추

가적으로 7개의 문항에서 ‘나는 현재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다’의 응답지가 제시된

다. 총점의 가능 범위는 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리 전환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를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Ferris 등(2015)의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1

이었다. 

 

4. 일반적 특성, 질병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소아청소년 및 성인초

기 제1형 당뇨 환자의 인구사회적, 질병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대상자의 성별, 나이, 교육

수준, 동거 가족 및 주요 돌봄 제공자, 종교, 키/체중, 경제적 수준을 포함하였다. 또

한 질병적 특성으로는 제1형 당뇨 진단 당시 연령, 유병 기간, 사용 중인 인슐린 종류, 

혈당 측정 횟수(회/일), 최근 측정한 당화혈색소 수치, 급/만성 합병증 유무, 합병증으

로 인한 입원 횟수(회/년), 외래 방문 횟수(회/년), 당뇨캠프 참여 경험 여부, 추후 성

인내분비내과로의 전과 계획 유무, 혈당관리 시 어려운 점, 성인내분비내과로 전과하

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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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2017

년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에 대해 서울특별시 소재 Y대학 부속병원의 소아내분비내과 

담당 교수 2인 및 외래 담당 간호사 1인과 한국 소아당뇨인협회와 제1형 당뇨 인터

넷 카페의 담당자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진행 협조 및 승

인을 얻은 후에 제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Y대학 부속병원의 소아내분비내과 의료진을 통해 소개 받은 제1형 

당뇨 환자 중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편의 표집하고, 한국 소아당뇨

인협회와 제1형 당뇨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을 통해 연구 참여를 공지하여 본 연구에 

관심이 있는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선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표집하였다. 연구 대상자와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연구에 대한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의 자발성 및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고 

서면 동의를 받으며, 동의서를 취득한 후 설문지를 1부씩 배부하여 대상자가 직접 작

성하게 하였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설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문을 수집하

며, 설문지 작성과 관련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이나 연구 관련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설문 작성 예상 소요시간은 20

분 내외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3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과 추후 본 

연구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24시간 연락처를 제공

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는 104명이었으나,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충분한 설문지 17부를 제외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총 87부였다. 

이 중 온라인에서 수집된 설문지는 63부, 오프라인에서 수집된 설문지는 24부이었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한 대상자

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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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앞서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Y대학교 부속병원의 연구심의위원

회(IRB)(과제승인번호 4-2017-0158)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자료수집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

인 연구 참여의 동의와 거부, 중도 포기 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포함

한 내용을 설명문을 통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

하고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동의서 서명을 받고 설

문을 수집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대상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

며 무기명으로 진행하였다. 외래의 경우 밀봉된 수거함을 통해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설문이 완료되면 온라인 설문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회수 되었다. 

또한 답례품 제공을 위해 수집된 휴대폰 번호 정보는 소정의 선물을 전달한 후에 즉

시 폐기되었다. 

자료 입력 시에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코딩하였

으며 모든 기록은 비밀이 보장 될 것이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

이다. 또한 규정에 따라 자료는 연구 종료 후에 3년 동안 잠금 장치가 마련된 파일 

캐비닛에 보관하며, 캐비닛의 열쇠는 연구자가 지니고 연구자 본인 이외의 접근은 원

천적으로 제한할 것이다. 컴퓨터 파일 또한 이중 암호를 설정하여 연구 책임자와 연

구 담당자 이외의 접근을 제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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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IBM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가족 지지, 자가 관리, 건강관리 전환에 대한 준비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지지, 자가 관리, 건강관리 전환에 대한 

준비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heffé 

test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4) 대상자의 가족 지지, 자가 관리, 건강관리 전환에 대한 준비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건강관리 전환에 대한 준비도의 관련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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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제1형 당뇨 환자는 총 87명이며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37명(42.5%), 여성 50명(57.5%)으로 여성이 더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19.66± 2.38세였다. 대상자의 평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21.42±2.73이며, 정상체중 범위인 18.5~24.9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66명(75.9%)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하고 있는 도시는 서울특별시가 37명(42.5%), 그 

외 대도시가 19명(21.8%)으로 과반 이상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거주하며, 대상자의 종교는 기독교인 경우가 27명(31.0%)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생이 40명(46.0%), 대학생이 47명(54.0%)이었으며, 대상자의 

가정 경제수준은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9명으로 67.8%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대부분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자취나 기숙사 생활 

등으로 인해 동거가족이 없는 대상자는 5명(5.7%)이었다. 가족 구성원 중 대상자의 

질병 관리에 가장 지지적인 사람은 어머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76명(87.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지지 가족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명(5.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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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8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Male 37 42.5 - 

 Female 50 57.5  

Age (yr) ≤18 38 43.7 19.66±2.38 

 >18 49 56.3  

BMI (kg/m2) <18.5 (Underweight) 12 13.8 21.42±2.73 

 18.5~24.9 (Normal weight) 66 75.9  

 25.0~29.9 (Overweight) 8 9.2  

 ≥30 (Obesity) 1 1.1  

City Seoul 37 42.5 - 

 Metropolitan city 19 21.8  

 Small and medium-sized city 26 29.9  

 District 5 5.7  

Religion Protestantism 27 31.0 - 

 Catholic 6 6.9  

 Buddhism 7 8.0  

 Etc. 3 3.4  

 None 44 50.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student 40 46.0 - 

 College student 47 54.0  

Perceived  

  economic level 

High 5 5.7 - 

Middle 59 67.8  

Low 23 26.4  

Family member 

living together† 

Parents 82 97.6 - 

Grandparents 9 10.7  

Siblings 60 71.4  

None (living alone) 5 5.7  

Most supportive 

 family member 

on disease  

management 

Father 4 4.6 - 

Mother 76 87.4  

Grandmother 2 2.3  

None 5 5.7  

†: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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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관련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제1형 

당뇨 평균 유병기간은 10.26±6.04년이었고, 대상자가 자가 보고한 가장 최근에 측정

된 당화혈색소(HbA1c)의 평균 수치는 7.65±1.52%이며,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Pediatric and Adolescent Diabetes Association에서 제시한 당화혈색소 목표 수

치인 7.5% 미만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34명(39.1%)이었다. 대상자가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인슐린 주사의 조합은 지속형과 초속형이었고, 이 조합의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

는 대상자는 83명(95.4%)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하루 혈당 측정 횟수는 평균 

5.22 ± 2.71회였고, 5명(5.7%)의 대상자는 연속혈당측정계(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GM)의 센서를 피부에 부착하여 매번 채혈하지 않고 기계를 통해 혈당

을 측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원 경험을 가진 대상자는 80명(92.0%)으로 대부분

을 차지하였고, 입원 사유의 대부분은 당뇨병성케톤산증(Diabetic ketoacidosis, DKA)

과 같은 증상이 처음 나타나 입원 치료를 통해 산증을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 첫 

입원 치료 시 제1형 당뇨를 진단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대상자가 저혈당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 외 합병증으로는 DKA 48명(55.2%), 망막병

증 3명(3.4%), 신장질환 4명(4.6%), 신경질환 6명(6.9%)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외래 

방문 주기는 3.23±1.11개월이었으며, 당뇨 캠프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58

명(66.7%)으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성인내분비내과로 전과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한 경

우가 31명(35.6%),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5명(28.7%)이었으며, 모르겠다고 답한 대

상자는 25명(35.6%)으로 전과에 대한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대상자가 약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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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ease Related to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8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Diabetes duration  

(yr) 

≤5 20 23.0 10.26±6.04 

5~10 28 32.2  

 >10 39 44.8  

Self-reported  

most recent HbA1c  

(%) 

<7.5 34 39.1 7.65±1.52† 

≥7.5 36 41.4 

Don’t know/no responses 17 19.5 

Mode of insulin delivery†† Long acting 83 95.4 - 

Rapid onset-fast acting 84 96.6  

 Mixed insulin (70/30) 2 2.3  

 Insulin pump 3 3.4  

Frequency of blood sugar  

monitoring per day 

≤4 39 44.8 5.22±2.71† 

>4 43 49.4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GM) 

5 5.7 

Hospitalization experience  

due to diabetes 

None 7 8.0 - 

1 31 35.6  

2 31 35.6  

≥3 18 20.7  

Experienced diabetic  

complications† 

Hypoglycemia 87 100.0 - 

Diabetic Ketoacidosis 48 55.2  

Retinopathy 3 3.4  

Nephropathy 4 4.6  

Neuropathy 6 6.9  

Hypertension 0 0.0  

Follow up period  

(month) 

≤3 68 78.2 3.23±1.11 

>3 19 21.8  

Diabetes camp  

Experience 

Yes 58 66.7 - 

No 29 33.3  

Plan of transfer to  

adult endocrinology 

Yes 31 35.6 - 

No 25 28.7  

Not decided yet 31 35.6  

†: Calculated except don’t know/no responses and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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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당뇨를 관리함에 있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관한 보고한 내용은 

<Table 3>과 같다.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학교나 직장(아르바이트)에서 즉각적으로 고/저혈당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한 대상자가 32 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식욕을 

억제하거나 과식을 조절하지 못하여 혈당 관리가 어렵다’, ‘생리 기간에 호르몬의 

변화가 혈당에 영향을 미쳐 혈당을 조절하기 어렵다’, ‘혼자 인슐린 양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주로 자가 관리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혈당을 관리하고, 

건강 행위를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이 조절 측면에서는 ‘과식’으로 인해 혈당이 불안정해져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9 명(21.8%), ‘알코올 섭취를 포함한 외식으로 인해 혈당 조절이 

어렵다’고 한 대상자가 18 명(20.7%)이었으며, 4 명(4.6%)의 대상자가 ‘당뇨 식단을 

짜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운동 조절 측면에서는 15 명(17.2%)이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였다. 

가족의 지지 측면에서는 ‘무관심하다’라고 답한 5 명(5.7%), ‘음식을 먹을 때, 혈당 

조절과 관련하여 타박한다’고 3 명(3.4%)이 어려움을 보고하였으며, 심리적 

측면에서는 당뇨 관리에 실패하거나 관리가 힘들어 ‘우울하다’ 혹은 ‘자책감이 든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7 명(19.5%)으로 가장 많았고, 4 명(4.6%)의 대상자는 합병증이나 

결혼, 임신, 출산 등 당뇨와 관련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는 18 명(20.7%)이 많은 사람들이 제 1 형 당뇨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제 2 형 당뇨와 혼동하는 경우, 인슐린 

주사에 대한 오해, 당뇨로 인해 일상 생활이 크게 어려울 것이라는 오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업과 직업 측면에서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인해 혈당이 

불안정해짐으로써 관리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답한 대상자가 15 명(17.2%)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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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iculties Related to Diabetes Management in Emerging Adulthood†                         (N=87) 

Categories Specific Answers n % 

Glycemic control 

difficulties 

- Difficulty of handling high/low blood sugar level immediately in social life,  

at school or work 

32 36.8 

- Failure of controlling the appetite and overeating 3 3.4 

- Difficulty with hormonal changes due to menstruation 2 2.3 

- Difficulty to decide the amount of insulin 1 1.1 

Dietary control 

difficulties 

- Overeating 19 21.8 

- Difficulty to control blood sugar level due to eating out /drinking alcohol  18 20.7 

- Difficulty to planning a diabetic diet 4 4.6 

Exercise control 

difficulties 

- Lack of time to exercise 15 17.2 

- Lack of effort to exercise 10 11.5 

- Fear of hypoglycemia due to excess exercise 9 10.3 

Lack of family 

support 

- Indifference 5 5.7 

- Criticizing on eating foods 3 3.4 

Psychosocial 

problems 

- Depression/guilty conscience due to the failure of diabetic control 17 19.5 

- Fear of the unknown future (complications, marriage, pregnancy, childbirth) 4 4.6 

Lack of social  

Cognition 

- Misunderstanding/lack of information on type 1 diabetes 18 20.7 

Academic 

/occupational 

problems 

- Difficulty to control the condition (stress, lack of sleep) 15 17.2 

- Lack of time to inject insulin/exercise 6 6.9 

- Fear of disadvantage at work 4 4.6 

- Difficulty of finding jobs/employment 1 1.1 

Etc. - Burden of medical expenses 2 2.3 

 - Difficulty of accessing the new diabetic information 1 1.1 

†: Multipl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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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대상자가 의료진 및 병원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고 싶은 도

움에 대해 주관식으로 답한 내용은 <Table 4>와 같다. 대상자 중 15명(17.2%)이 혼

자 스스로 혈당을 관리함에 있어 적당한 음식의 종류나 운동량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졌으면 좋겠다’고 답하

였다. 이외에도 ‘자조 그룹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정신적/심리적인 어

려움, 특히 우울에 대해 관심 가져주고, 정신과 치료를 연계해주면 좋겠다’라는 내용

이 있었다. 

 

 

<Table 4> Subjects-reported Necessary Support for the Difficulties Related to 

Diabetes Management†                                                   (N=87) 

Specific Answers n % 

- Setting information sharing/offering system (dietary/exercise control) 15 17.2 

- Helping to develop self-help groups for sharing know-hows  3 3.4 

- Counseling psychosocial problems including depression,  

or consulting with the psychiatric department 

2 2.3 

†: except for no responses 

 

  



31 

대상자가 아직 성인내분비내과로 옮기지 않은 이유를 주관식으로 답한 내용은 

<Table 5>과 같다. 가장 많은 응답은 34명(39.1%)이 답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과의 

오랜 신뢰 관계를 끊고 싶지 않다’이었고,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하기에 편하다’, ‘나의 

건강 정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외에도 ‘성인내분비내과나 

전과에 대한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의논해본 적이 없다’ 등이 있었다. 

 

 

<Table 5> Subjects-Perceived Barriers to Transfer from Pediatric to Adult 

Endocrinology†                                                           (N=87) 

Specific Answers n % 

- Reluctance to end a trusting relationship with pediatric medical team  

; “I feel comfortable to communicate with pediatric medical team.”  

; “I can ask questions about pregnancy or childbirth to pediatricians.” 

; “Pediatric medical teams well-know about my disease-related  

conditions.” 

34 39.1 

- Have not discussed/heard of any information on transfer to adult  

endocrinology 

11 12.6 

†: except for no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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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상자의 가족 지지 

 

본 연구에 참여한 제 1 형 당뇨 환자의 가족 지지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가족 지지는 5 점 Likert 척도의 총 16 문항으로 최소 24 점에서 최대 80 점으로 

나타났으며, 80 점 만점에 평균 62.72±14.51 점(평균평점 3.92±0.92 점)이었다.  

제 1 형 당뇨 환자의 가족 지지를 측정한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치료적 지지 영역은 16 개 문항으로 

측정하여 65 점 만점에 평균 49.91±12.52 점(평균평점 3.84±0.96 점)이었고,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나의 가족들은 나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도움을 준다’로 

평균 4.31±1.10 점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의 문항은 ‘나의 가족들은 나의 발 상태에 

관심을 가져준다’로 평균 3.23±1.39 점이었다. 

감정적 지지 영역은 총 15 점 만점에 평균 12.82 ± 2.61 점(평균평점 

4.27± 0.87 점)으로 평균평점 기준으로 볼 때 치료적 지지 영역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가장 높은 점수의 문항은 ‘나의 가족들은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로 평균 

4.55± 0.79 였고,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나의 가족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루 중 나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로 평균 3.77±1.22 점이었다.  

 

<Table 6> Family Support Scores of Subjects                              (N=87) 

Note. 5-point Liker scale 

Categories Possible Range Actual Range Mean±SD 
Item 

Mean±SD 

Therapeutic 13~65 19~65 49.91±12.52 3.84±0.96 

Emotional 3~15 4~15 12.82±2.61 4.27±0.87 

Total 16~80 24~80 62.72±14.51 3.9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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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amily Support Item Scores of Subjects                          (N=87) 

Note. 5-point Liker scale 

 

Categories Item Mean±SD 

Therapeutic · My family have the same meal together with me 

while I am following a diabetic diet. 

3.76±1.34 

· My family help me not to eat unhealthy foods  

for diabetes. 

3.63±1.20 

· My family remind me not to skip a meal. 4.30±1.09 

· My family remind me to eat a balanced diet. 4.22±1.15 

· My family help me to check glycemic level every day. 3.52±1.49 

· My family care about my glycemic level. 3.94±1.22 

· My family remind me to go appointments of hospital on 

the follow up date.  

4.20±1.18 

· My family remind me not to skip insulin injection. 3.98±1.41 

· My family help me when I inject insulin. 3.56±1.65 

· My family care about my foot conditions. 3.23±1.39 

· My family support me with information or materials  

for my diabetes treatment. 

4.31±1.10 

· My family care about my weight management. 3.84±1.28 

· My family do exercise with me together or support me 

to exercise for my diabetes treatment. 

3.43±1.44 

Emotional · My family care for me. 4.55±0.79 

· My family think of me as an important person. 4.49±0.91 

· My family listen to me and have a time to talk with me. 3.7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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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 

 

본 연구에 참여한 제 1 형 당뇨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자가관리 역량은 5 점 Likert 척도의 총 16 문항으로 최소 24 점에서 최대 

80 점으로 나타났으며, 80 점 만점에 평균 62.72 ± 14.51 점(평균평점 

3.92±0.91 점)이었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높은 평균평점을 나타낸 영역은 저혈당 관리 

영역으로 최소 2 점에서 최대 5 점, 평균 4.39± 0.69 점으로 저혈당 증상 대처에 

필요한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높은 영역은 고혈당 관리 

영역으로 평균 4.18±1.07 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의 영역은 휴식 영역으로 

평균평점 3.02±1.01 점이었다. 

각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의 결과는 <Table 9>와 같다. 각 영역 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을 살펴보면, 혈당 관리 영역은 ‘측정된 혈당치에 따라 인슐린 

양을 정할 수 있습니까?’로 평균 4.09 ± 0.73 점으로 영역 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인슐린 주사 영역은 ‘인슐린 주사는 시간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주사부위를 

돌아가며 맞고 있습니까?’로 평균 3.78±0.99 점이었으며, 식이 조절 영역은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합니까?’가 평균 3.62±1.12 점이었고, 위생 영역은 ‘감기나 

기타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생활을 합니까?’가 평균 3.94±0.87 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해당 문항의 자가 관리 역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각 영역별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의 경우에는 혈당 관리 영역에서 

‘측정한 혈당치를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까?’가 평균 2.89 ± 1.29 점, 인슐린 주사 

영역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 주사 맞는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정확하게 

맞습니까?’가 평균 3.74± 1.19 점이었으며, 식이 조절 영역은 ‘식품 교환표에 의해 

균형 있는 식이요법을 하고 있습니까?’가 평균 2.69±1.09 점, 위생 영역에서는 ‘평소 

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로 평균 2.76±1.07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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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elf-Management Competency Scores of Subjects             (N=87) 

Categories 
Possible 

Range 

Actual 

Range 
Mean±SD 

Item  

Mean±SD 

Glycemic Control 4~20 8~20 14.55±3.07 3.64±0.77 

Insulin Injection 2~10 3~10 7.52±1.81 3.76±0.90 

Dietary Control 3~15 5~15 9.38±2.35 3.13±0.78 

Hygiene Control 2~10 3~10 6.70±1.61 3.35±0.80 

Exercise Control 1~5 1~5 3.13±1.21 3.13±1.21 

Rest 1~5 1~5 3.02±1.01 3.02±1.01 

Regular Check-up 1~5 1~5 3.33±1.13 3.33±1.13 

Hypoglycemia Handling 1~5 2~5 4.39±0.69 4.39±0.69 

Hyperglycemia Handling 1~5 1~5 4.18±1.07 4.18±1.07 

Total 16~80 24~80 62.72±14.51 3.92±0.91 

Note. 5-point Liker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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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elf-Management Competency Item Scores of Subjects         (N=87) 

Note. 5-point Liker scale 

 

Categories Item Mean±SD 

Glycemic control · Are you checking your blood sugar in time every day  

by yourself? 

3.59±1.11 

· Are you following the instructions of blood sugar test 

  by yourself? 

3.99±0.98 

· Are you writing down(recording) the blood sugar level 

every day? 

2.89±1.29 

· Are you able to decide the amount of insulin  

depending on the blood sugar level? 

4.09±0.73 

Insulin injection · Are you injecting insulin in time rotating the injection  

sites? 

3.78±0.99 

· Are you checking the injection sites whether it is clean 

  before injecting insulin? 

3.74±1.19 

Dietary control · Are you avoiding the foods high in sugar? 3.07±0.87 

· Are you having a meal regularly without a skip? 3.62±1.12 

· Are you having a balanced meal with food swap table? 2.69±1.09 

Hygiene control · Are you having hygienic habits not to suffering from 

  infectious symptoms? 

3.94±0.87 

· Are you taking care of your feet? 2.76±1.07 

Exercise control · Are you doing an exercise regularly? 3.13±1.21 

Rest · Are you having enough rest not to feel tired? 3.02±1.11 

Regular  

check-up 

· Are you measure your height, weight and blood  

pressure regularly? 

3.33±1.13 

Hypoglycemia 

handling 

· Are you taking carbohydrate quickly as soon as  

hypoglycemia occurs? 

4.39±0.69 

Hyperglycemia 

handling 

· Are you injecting rapid acting insulin when  

hyperglycemia occurs? 

4.1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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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대상자의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건강관리 전환에 대한 준비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건강관리 전환에 대한 준비도는 5 점 Likert 척도의 총 

20 문항으로 최소 45 점에서 최대 95 점으로 나타났으며, 100 점 만점에 평균 

69.40±9.77 점(평균평점 3.47±0.49 점)이었다. 

하위 영역별로 볼 때, 가장 높은 점수의 영역은 질병 지식 영역으로 15 점 만점에 

평균 16.20±2.06 점(평균평점 4.05±0.52 점)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의 영역은 자원 

활용 영역으로 15 점 만점에 평균 7.87±2.64 점(평균평점 2.62±0.88 점)이었다. 전체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평균평점보다 높은 평균평점을 나타낸 영역은 전체 

6 개 영역 중 약물 관리 영역과 질병 지식 영역 2 개 영역 뿐이었다. 

 

<Table 10> Healthcare Transition Readiness Scores of Subjects             (N=87) 

Categories 
Possible 

Range 

Actual 

Range 
Mean±SD 

Item 

Mean±SD 

Medication Management 5~25 11~20 16.20±2.06 4.05±0.52 

Provider Communication 3~15 3~15 9.61±2.76 3.20±0.92 

Engagement during appointment 4~20 7~20 13.47±3.03 3.37±0.76 

Disease Knowledge 3~15 7~15 12.71±2.15 4.24±0.72 

Adult Responsibilities 2~10 2~10 5.76±1.48 2.88±0.74 

Resource Utilization 3~15 3~14 7.87±2.64 2.62±0.88 

Total 20~100 45~95 69.40±9.77 3.47±0.49 

Note. 5-point Liker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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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전환 준비도의 각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의 결과는 <Table 11>와 같다. 

전체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약물 관리 영역의 ‘얼마나 자주 

인슐린 주사를 스스로 놓습니까?’로 평균 4.80±0.50 점이었다.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영역에서 ‘의사를 방문하는 것은 어떠한가요?’로 평균 

3.61±1.18 점이었고 보통 수준에 해당하였는데 반해 ‘당신의 건강관리에 대해 의사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떠한가요?’에 대한 응답의 평균은 2.95 ± 1.02 으로 다소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료에의 참여 영역에서는 ‘의사가 말한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나요?’가 평균 

3.97±0.91 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은 반면 가장 낮은 점수의 문항은 ‘진료 이외의 

시간에 의사나 간호사에게 질병/약물/치료에 대해 자주 질문하나요?’로 평균 

2.39±1.26 점이었으며 같은 내용으로 ‘진료 시간에’ 얼마나 자주 의료진에게 질문을 

하는가를 묻는 문항의 평균 점수가 3.48±1.15 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진료 이외의 

시간에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 지식 영역에서는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라는 문항의 평균 점수가 4.38±0.7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당신의 

질병관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의 평균 점수가 4.09 ± 0.84 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대체적으로 질병에 관한 지식은 잘 알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으로서의 책임 영역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어렵나요?’ 문항과 

‘소아과 치료에서 성인 치료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나요?’라는 문항의 2 개 문항으로 

측정하는데 각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2.77±1.05점, 2.99±1.01점으로 성인으로서 

자신의 건강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다소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활용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의 문항은 ‘새롭게 발생한 건강 문제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여 해결하였나요?’가 평균 3.97±1.07 점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당신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얼마나 자주 인터넷이나 책, 기타 질병 안내서를 

이용하였나요?’가 평균 3.07± 1.27 점으로 평소 질병 관리를 위해 의료진, 인터넷, 

책을 포함한 주변 자원을 활용하는 수준은 보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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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Healthcare Transition Readiness Item Scores of Subjects      (N=87) 

Note. 5-point Liker scale, †: reverse code scale it 

Categories Item Mean±SD 

Medication  

management 

· How often did you take your medicines on your own? 4.80±0.50 
· How often did you check your blood sugar level 

before injecting the insulin and decide the amount of 

insulin depending on the sugar level? 

4.25±0.93 

· How often did you need someone to remind you to 

inject the insulin? † 

3.17±1.19 

· How often did you forget to inject the insulin? † 3.97±1.07 
· How easy or hard is it to inject the insulin like you 

are supposed to? 

3.78±1.19 

Provider  

communication 

· How easy or hard is it to talk to your doctor? 3.05±1.06 
· How easy or hard is it to make a plan with your  

doctor to care for your health? 

2.95±1.02 

· How easy or hard is it to see your doctor by  

yourself? 

3.61±1.18 

Engagement 

during 

appointment 

· How often did you make an effort to understand  

what your doctor told you? 

3.97±0.91 

· How often did you ask your doctor or nurse  

questions about your illness, medicines or medical 

care at the appointment time? 

3.48±1.15 

· How often did you ask your doctor or nurse  

questions about your illness, medicines or medical 

care outside the appointment time? 

2.39±1.26 

· How often did you make your own appointments? 3.63±1.18 

Disease  

knowledge 

· How much do you know about your illness? 4.24±0.79 
· How much do you know about taking care of your  

illness? 

4.09±0.84 

· How much do you know about what will happen  

if you don’t inject the insulin? 

4.38±0.78 

Adult  

responsibilities 

· How easy or hard is it to take care of yourself? 2.77±1.05 
· How easy or hard do you think it will be to move 

from pediatric to adult endocrinology care? 

2.99±1.01 

Resource  

utilization 

· How often did you use alarm clocks to help you  

take a shot the insulin when you were supposed to? 

1.66±0.94 

· How often did you use the internet, books or other  

  guides to find out more about your illness? 

3.07±1.27 

· How often did you work with your doctor to take  

care of new health problems that came up? 

3.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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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지지, 자가관리 역량, 

건강관리 전환 준비도의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제1형 당뇨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자가관리 역

량 및 건강관리 전환에 대한 준비도의 차이는 <Table 12>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가족 지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당뇨 캠프 참여 경험 여부였으며, 당뇨 캠프에 참여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가족 지지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t = -2.790, p = .007). 이를 제외한 

다른 특성에 따른 가족 지지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자가관리 역량과 건강관리의 준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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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ifferences in Family Support,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Healthcare Transition Readiness 

by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87) 

†: Including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 except the cases of answering ‘none’ and ‘etc’ 

Variables Categories n 
Family support 

Self-management 

competency 
Transition readiness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37 61.81±15.03 -.499 56.65±11.06 .348 69.22±9.94 -.152 

 Female 50 63.40±14.23 (.619) 55.88±8.89 (.729) 69.54±9.74 (.880) 

Age (yr) ≤18 38 65.26±17.21 1.447 58.16±11.97 1.649 67.92±11.38 -1.250 

 >18 49 60.76±11.82 (.152) 54.69±7.54 (.103) 70.55±8.25 (.215) 

BMI 

(kg/m2) 

<18.5 12 70.42±6.67 2.323 59.42±9.46 .938 70.25±9.03 .053 

18.5~24.9 66 61.97±15.42 (.104) 55.95±10.11 (.395) 69.29±9.91 (.949) 

≥25.0 9 58.00±12.31  53.78±7.66  69.11±10.68  

City Metropolis† 56 62.91±14.86 .163 56.05±10.64 -.209 68.77±10.01 -.829 

 Others 31 62.39±14.10 (.871) 56.48±8.27 (.835) 70.55±9.35 (.410) 

Religion Have 43 62.30±16.85 .267 54.49±10.57 1.627 67.72±10.35 1.599 

 None 44 63.14±11.97 (.790) 57.89±8.82 (.108) 71.05±8.98 (.11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40 65.35±16.78 1.571 57.75±11.87 1.360 67.83±11.53 -1.356 

≥ College 47 60.49±11.99 (.120) 54.89±7.53 (.178) 70.74±7.85 (.180) 

Perceived 

economic  

level 

High 5 65.80±21.82 .889 60.40±16.41 1.797 65.60±7.70 .406 

Middle 59 63.78±13.54 (.415) 57.03±9.18 (.172) 69.39±10.83 (.668) 

Low 23 59.35±15.37  56.21±9.81  69.40±9.77  

Most 

supportive 

 family 

member†† 

Mother 76 64.13±13.64 .322 56.34±9.70 -.872 69.12±9.82 .406 

Other family 

member 

7 62.71±10.89 (.756) 59.43±8.89 (.410) 74.14±7.56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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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ifferences in Family Support,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Healthcare Transition Readiness 

by Characteristic of Subjects (Continued)                                                              (N=87) 

*p < .01, †: CGM=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Variables Categories n 
Family support 

Self-management 

competency 
Transition readiness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Diabetes duration 

(yr) 

≤5 20 66.30±16.87 .826 57.50±13.20 .247 67.55±12.74 .777 

5~10 28 62.25±13.80 (.441) 56.14±8.70 (.782) 71.07±7.79 (.463) 

>10 39 61.23±13.77  55.58±8.70  69.15±9.37  

Most recent 

HbA1c (%) 

<7.5 34 61.44±17.07 -.624 56.53±9.73 .187 69.06±9.55 .084 

≥7.5 36 63.75±13.58 (.535) 56.08±10.25 (.852) 68.86±10.15 (.933) 

Frequency of 

blood sugar 

monitoring  

per day 

≤4 39 62.05±11.26 .291 54.49±8.03 1.164 69.21±9.30 .853 

>4 43 63.74±16.26 (.748) 10.98±1.67 (.317) 70.19±10.26 (.430) 

CGM† 5 59.20±22.65  11.68±5.22  64.20±9.20  

Hospitalization 

experience due 

to diabetes 

None 7 68.71±7.11 .984 57.57±6.58 1.156 68.14±7.73 .358 

1 31 59.58±17.75 (.405) 54.71±11.38 (.332) 68.23±11.32 (.783) 

2 31 63.97±14.22  58.58±9.73  70.00±9.04  

≥3 18 63.67±9.89  54.17±7.56  70.00±9.22  

Follow-up period 

(month) 

≤3 68 62.47±14.73 -.315 56.40±10.28 .388 70.01±9.91 1.158 

>3 19 63.63±14.05 (.755) 55.53±8.15 (.701) 67.21±9.17 (.256) 

Diabetes camp  

experience 

Yes 58 60.03±15.29 -2.790 55.09±9.59 -1.495 69.47±10.09 .087 

No 29 68.10±11.21 (.007)* 58.45±10.03 (.141) 69.26±9.27 (.931) 

Plans of transfer 

  to adult  

endocrinology 

Yes 31 65.39±13.63 1.449 58.81±9.17 3.056 71.65±9.18 2.164 

No 25 58.84±18.59 (.241) 52.48±11.07 (.052) 66.28±11.51 (.121) 

Not decided 31 63.19±10.99  56.61±8.67  69.6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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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대상자의 가족 지지, 자가관리 역량,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와의 관계 

 

제 1 형 당뇨 환자의 가족 지지, 자가관리 역량 및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13>와 같다. 

대상자의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는 가족 지지와 약한 강도의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고(r = .257, p = .016), 자가관리 역량과는 강한 강도의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 = .606, p < .001). 또한 가족 지지와 자가관리 역량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강한 강도의 양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587, p < .001). 

가족 지지, 자가관리 역량과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의 하위 영역과의 관계를 

확인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영역은 <Table 14>에 

제시하였다.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 하위 영역 중에서 가족 지지와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영역은 질병 지식 준비도 영역(r = .287, p = .007)과 자원 활용 준비도 영역  

(r = .219, p = .041)이었다. 또한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 모든 하위 영역은 자가관리 

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 Correlations in Family Support,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Transition Readiness                                                     (N=87) 

*p < .05, **p < .001

Variables Family support 
Self-care 

competency 

Transition  

readiness 

Family support 1.00   

Self-care competency 0.587(<.001)** 1.00  

Transition Readiness .257(.016)* .606(<.00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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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orrelations in Family Support,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Subdomains of Transition Readiness                                            (N=87) 

Variables Family Support Self-Management Competency 

Medication Management .099(.360) .296(.005)** 

Provider Communication .105(.331) .307(.004)** 

Engagement during appointment .103(.341) .389(<.001)*** 

Disease Knowledge .287(.007)** .409(<.001)*** 

Adult Responsibilities .125(.249) .423(<.001)*** 

Resource Utilization .219(.041)* .493(<.00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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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대상자의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 관련 요인 

 

본 연구에 참여한 제 1 형 당뇨 환자의 건강관리 전환 준비도의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모델의 주요 변수인 가족 지지 및 자가관리 

역량을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없었으나,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의 주요한 관련 요인으로 확인된 연령(Bingham, Scalzi, 

Groh, Boehmer, & Banks, 2015; Fenton et al., 2015; Javalkar et al., 2016)과 

성인분과로의 전과 계획 여부(Schwartz et al., 2011; Tuchman, Slap, & Britto, 

2008)를 본 회귀 분석의 독립변수로 선택하였다.  

이로써 최종 회귀 모델에 포함시킨 독립변수는 가족 지지, 자가관리 역량과 

대상자의 연령 및 성인분과로의 전과 계획 여부였으며, 성인내분비내과로의 전과 

계획 여부는 명목 변수로써 더미화하여 성인분과로 전과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그룹을 

비교그룹으로 입력하였다. 또한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입력방법을 통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으로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80 이하인 최소 .026 에서 최대 .583 으로 확인되어 변수들 간의 독립성이 

유지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1.862 로 2 에 가까워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 값은 .627~.931 로 모두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74~1.594 로 모두 10 이하였다. 

이를 통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15>와 같으며,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      

(β = .699, p < .001)과 연령(β = .229, p = .010)이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에 

대해 자가관리 역량이 연령보다 더 유의한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회귀 

모델의 총 설명력은 40.1%이었다(F = 12.527,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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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Factors of the Healthcare Transition Readiness                 (N=87) 

Variables B 
Standard 

error 
β t p 

Constant 16.548 9.615  1.721 .089 

Age .942 .355 .229 2.651 .010 

Plans of transfer to adult endocrinology†      

Decided to transfer 1.537 1.954 .076 .787 .434 

Not decided yet whether to transfer .252 2.086 .012 .121 .904 

Family support -.083 .070 -.124 -1.193 .236 

Self-management competency .695 .105 .699 6.632 <.001 

R2 = 43.6, Adjusted R2 = 40.1, F = 12.527, p < .001 

†: reference group = those who answered ‘decided not to transfer to adult endocr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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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 의 

 

 

본 연구는 제1형 당뇨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의 가족 지지, 자가관리 역

량 및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에 

기초하여 제1형 당뇨 환자의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와 관련 요인에 대해 고찰해 보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1형 당뇨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의 가족 지지는 감정적 지

지에 비해 치료적 지지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대상자가 건강

관리의 전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상황적 맥락과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라는 발

달 단계적 특성과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발달 단계의 맥락 상 전환기에 해

당하는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는 자율성이 증가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화됨에 따라 환자 스스로 관리하는 부분이 확대되어가는 한편 당뇨 관

리에 대한 가족의 역할이 이전보다 축소되는데(Anderson, Ho, Brackett, Finkelstein, 

& Laffel, 1997) 치료적 지지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발달적 배경이 반영

된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치료적 지지 중에서 전체 평균 평점 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운동 

요법, 식이 요법, 발 관리 등과 관련된 문항이었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

구(정소영, 2008)에서도 해당 문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주로 전환기의 대상

자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실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1형 당뇨 환자의 급, 만성 합병

증이 보통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에 처음 발현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기부터는 적극적으로 합병증 예방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Peters & 

Laffel, 2011) 이에 대한 가족 지지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여러 선행 연구에

서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당뇨 관리의 이행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Hilliard et al., 2014; Waldboth, Patch, Mahrer-Imhof, & Metcalfe, 2016),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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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족의 지지가 부족한 영역의 당뇨 관리 이행 수준이 낮을 위험이 있으므로 가

족 지지를 강화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

록 격려할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전환기 환자가 인지

하고 있는 가족 지지를 평가하여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영역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

한 가족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해당 영역에 대한 강화된 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의 하위 영역별 점수를 비교해볼 때 저/고혈당 대처, 인슐

린 주사, 혈당 관리 영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였는데 반해, 식이나 운동 등에 관련

된 영역은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가 혈당 관리를 함에 있어 가

장 힘든 점을 보고한 주관식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로 대상자가 혼자 힘

으로 당뇨 식단을 짜고 음식 종류를 결정하는 것, 혈당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운동량

을 결정하는 것 등 질병 관리에 필요한 자기 결정력을 발휘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형 당뇨 환자는 보통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인슐린을 

자가 주사하기 때문에(Naughten, Smith, & Baum, 1982) 이와 관계된 자가 관리 역량

은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통해 강화 되는 반면, 혈당 조절을 위해 일생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하는 부분은 성인이 되기 전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

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 후기 및 성

인 초기 환자의 사회 생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식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어

(Poobalan, Aucott, Clarke, & Smith, 2014) 매번 혈당 조절에 적합한 식이 관리를 이

행하기 어려운 점이 일부분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건강관리의 전환이 이루어

지는 시기는 보통 학교나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으므로 이전에 비해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데다(Arnett, 

2000) 특히 식이나 운동은 환자 본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 영양사나 운동

치료사 등 전문가를 통해 다학제적으로 교육을 제공한다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자가관리 역량 중 ‘측정한 혈당치를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 

평균 점수는 2.89±1.29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는데, 전환기의 대상자 특성 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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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나 취업 등의 발달 과업이 우선시 되면서(Hanna & Woodward, 2013) 혈당 관리

에 필요한 시간이나 관심이 부족한 것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심강희

(2016)의 연구에서 혈당 수치를 포함해 식사량, 활동량, 약물요법, 특이사항 등을 기

록하는 당뇨수첩을 활용하는 것은 혈당 수치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뿐 아니라 혈당과 

생활 습관, 약물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심강희, 2016). 

따라서 건강관리의 전환 과정에 있는 대상자에게 혈당 일지 작성에 대한 중요성을 상

기시키되, 수기로 작성하는 전통적인 당뇨관리보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Kirwan M. 

et al. (2013)의 무작위통제실험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에서 제1형 

당뇨를 진단 받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관리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스마트폰 애

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결과 대조군보다 중재군의 자가관리 이행 수준이 더 높게 나타

났으며, 특히 애플리케이션에 실시간으로 의료진과 환자 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여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

다(Kirwan, Vandelanotte, Fenning, & Duncan, 2013). 이처럼 전환기에 해당하는 청

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혈당 일지를 작성

하는 등 효과적인 당뇨 관리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중재 연구를 반복 수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 중에서 ‘정기적으로 신장, 체중, 혈압을 측정하고 있습니

까?’의 문항 점수는 보통 수준이나 전체 평균 평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제1형 당뇨의 

경우, 보통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미세혈관의 

손상 속도가 가속화되는데 미세혈관의 손상은 초기에는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며, 혈압을 측정함으로써 혈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

으므로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신충호, 2002). 또한  과체중은 심장혈관 

합병증을 야기하고, 비만으로 인해 체지방량이 증가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인슐린 요구량이 증가하게 되고,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는데 인슐린 용

량이 증가하게 되면 체중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악순환이 야기 된다(Minges, 

Whittemore, & Grey, 2013). 따라서 주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여 표준 체중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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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운동 요법을 병행하여 체지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환기 대상자가 성인기 

이후에 당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장과 체중 및 혈압 측정에 대한 교육

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유병기간에 따른 가족 지지, 자가관리 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유병기간이 긴 그룹일수록 가족 지지가 

낮고(t = .826, p = .441), 자가관리 역량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t = .247, p = .782). 

이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유병기간이 길수록 환자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을 

미루어 볼 때(r = .549, p < .001), 대체로 어린 연령에 진단을 받는 제 1 형 당뇨의 

특성 상 유병기간이 긴 환자군의 나이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유병기간이 길수록 가족의 지지 정도가 감소하는 것은 환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율성이 증가하여 점차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양상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유병기간이 길수록 자가관리 역량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당뇨를 진단 받은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잘못된 자가관리 습관이 고착화되었거나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 

부여 정도가 약해 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상자의 유병기간에 따라 

그 특성에 맞게 가족 지지와 자가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재 전략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당뇨 캠프 참여 유무를 살펴보면, 당뇨 캠프에 

참여한 군보다 참여한 적이 없는 군의 가족 지지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t = -2.790, 

p = .007).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표본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하나, 

전환기 대상자의 특성과 이에 따른 가족과의 관계, 건강관리 전환 과정에 필요한 

가족의 역할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보통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당뇨 캠프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만 12 세인 점을 미루어 볼 때(강나래, 2014; 박초희, 

2015) 해당 연령의 환자는 부모의 권유에 따라 캠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부모가 당뇨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자녀의 

질병관리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환자의 성장 발달에 따라 자녀가 스스로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만일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건강관리의 전환에 실패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당뇨 캠프에 참여한 군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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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해당 환자군의 가족 지지가 절대적으로 

낮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현재 환자가 스스로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표본 수의 한계로 인해 해석에 유의해야 하며, 전환기 

대상자에게 필요한 가족 지지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 지지의 구체적인 

양상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당뇨 캠프에 참여한 대상자 군보다 참여한 적이 없는 대상자 군의 자가관리 

역량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1.495, p = .141).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당뇨 캠프의 교육적 효과가 전환기 대상자의 자가관리 이행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이 유지되는 기간에 대한 고찰을 요구한다. 여러 선행 

연구(강나래, 2014; 박초희, 2015)에서 제 1 형 당뇨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당뇨 

캠프의 교육 중재는 자가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이행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당뇨 캠프에 참여한 환자 군의 자가관리 역량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볼 때, 당뇨 캠프의 교육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당뇨를 관리함에 있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주관식 문항에 대해 ‘생리 기간에 호르몬의 변화가 

혈당에 영향을 미쳐 혈당을 조절하기 어렵다’, ‘당뇨 관리에 계속 실패하거나 관리가 

힘들어 우울하다’ 등 전환기 특성에 따라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당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발달단계에 따라 시기별로 

환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주기적인 당뇨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당뇨 캠프의 

참여 유무만을 포함한 반면, 당뇨 캠프에 참여한 횟수나 참여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 1 형 당뇨 환자의 건강관리의 전환 준비도 점수는 총점 100 점 

만점에 평균 69.40 ± 9.77 점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파일럿 

연구(Ferris et al., 2015)에서 만성신질환, 낭포성 섬유증, 전신 홍반 루푸스 등을 

진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환 준비도를 측정한 결과, 총 평균 점수가 

49.07± 7.58 점인것과 비교해 다소 높은 점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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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도구와의 구성 타당도 검증 결과에서 신뢰계수 0.775 (p < .001)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TRAQ 을 사용하여 제 1 형 당뇨 환자의 전환 준비도를 측정한 

연구(Sawicki et al., 2011)의 결과가 총점 100 점 만점에 평균 66.62±16.36 점인 것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Beal et al. (2016)의 연구에서 제 1 형 당뇨 

환자는 뇌전증과 같이 신체적, 인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질환군보다 건강관리 전환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한 것(Beal et al., 

2016)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 대상자의 전환 준비도 점수가 다소 높은 것은 제 1 형 

당뇨의 질병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질병 지식과 약물 관리 영역의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 점수는 전체 

평균 평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러 만성질환군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파일럿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Ferris et al., 2015). 이를 통해 건강관리 전환 

과정에 있는 만성질환자는 질병의 종류와 상관 없이 질병 관리를 위한 지식과 약물 

관리에 대한 준비는 일정 수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질병 

지식 영역 중에서도 질병 자체에 관한 지식 정도를 묻는 문항보다 질병 관리를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묻는 문항의 점수가 낮고,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 영역의 ‘스스로 건강관리 하는 것은 어떠한가요?’라는 문항의 평균 평점이 

2.77±1.05 점으로 낮은 수준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질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거나, 실제로 

건강관리 행위를 이행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가 현재 경험 중인 혈당 관리의 어려움을 보고한 주관식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교 등 바쁜 사회 생활로 인해 제 시간에 인슐린 주사를 놓기 어렵고,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며, 주사를 

맞기에 적당한 장소가 충분하지 않아 당뇨 관리의 실천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의 전환기 환자는 학업이나 직장 생활 등으로 인해 

건강관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고(Hanna & Woodward, 2013), 인슐린 

주사 등 질병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하여 건강관리 이행이 어려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상자가 혈당 관리에 대한 역량은 

충분히 갖추었을지라도, 전환기의 특성 상 사회 활동이 확대되고 많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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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으로 당뇨 관리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건강관리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 보다는 대상자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건강관리의 이행을 강화 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중재가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자가관리에 대한 지식 및 기술과 자가관리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대상자가 실제 자가관리를 이행에 옮길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약물 관리의 준비도 영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문항은 ‘투약 시간에 

맞춰 인슐린 주사를 놓는 것은 어떠한가요?’이었다. 이는 본 연구 결과, 대상자가 

경험 중인 당뇨 관리의 어려움을 묻는 문항의 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학업이나 다른 사회 생활에 치여 인슐린 주사를 맞을 시간이 없거나 주사를 맞을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한 것과 연결된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을 공간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은 최근 기사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주영, 

2017). 이 문제는 학교보건법 상 보건교사나 담임 교사의 투약 행위가 허용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건실이 아닌 화장실 등과 같이 인슐린 주사를 놓기에 부적절한 

장소에서 주사를 맞는 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대상자가 건강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이행하는 것을 강화 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동기 부여에 그치는 중재가 아닌,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전략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나아가 전환기 환자가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자가관리 역량을 충분히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사회적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영역은 문항별로 살펴보면 외래에 혼자 

방문하는 것, 의료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의료진과 자신의 건강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에서 볼 때, 

외래 진료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의료진과 논의를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과는 달리, 환자의 참여 정도가 높고 역할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치료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구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외래 진료 상황은 시간이 제한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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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대상자가 발달 

단계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주로 부모와 의료진이 의사소통을 

나누게 되는 소아청소년과와는 달리 성인분과에서는 환자 본인과 의료진이 직접 

의사소통을 하고, 환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의사소통에 대한 역량을 기르는 것은 건강관리의 전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므로, 전환기 대상자가 치료 과정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사 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진료에의 참여 준비도는 전체 준비도 점수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진료 이외의 시간에 자신의 질병, 약물, 치료에 대해 의료진에게 

질문하나요?’라는 문항 점수는 2.39±1.26 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앞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영역에서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며, 진료 이외의 시간에도 대상자가 의료진에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진료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의료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등과 같은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성인으로서의 책임 준비도에 대한 평균 평점은 2.88±0.74 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파일럿 연구(Ferris et al., 2015)에서 2.72±1.92 점인 것과 

비슷하게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인 문항 중에서 성인 분과로의 전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문항의 평균 평점이 2.99± 1.01 점으로 약간 어려울 것이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가 현재 성인 분과로 전과하지 않고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이유를 묻는 대한 문항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과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익숙하고, 자신의 건강 정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꺼려진다고 

답한 것과 연결된다. 따라서 환자의 안위 측면에서 볼 때, 무리하게 성인 

내분비내과로 전과를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관리의 전환을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료진과 환자가 성인 분과로의 전과의 장단점 및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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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과정에서 환자는 점진적으로 새로운 의료 분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전환의 준비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 1 형 당뇨 환자의 자원 활용 준비도에 대한 전체 평균 평점은 

2.62±0.88 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문항별로 살펴볼 때, 질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책자를 활용하거나 의료진에게 직접 문의하는가를 

묻는 문항의 점수는 보통 수준인 반면에, 인슐린 주사를 제 시간에 맞기 위해 시계 

알람을 사용하는가에 관한 문항의 평균 점수는 1.66±0.94 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영역의 전체 평균 평점이 낮아졌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환의 준비도 

측정 도구가 포괄적인 만성질환을 가진 전환기 대상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약물을 투약해야 하는 뇌전증 환자와는 달리 제 1 형 당뇨의 

경우 다소 유동적으로 생활 리듬에 따라 인슐린 주사를 놓기 때문에 시계 알람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가 많아 해당 문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간에 당화혈색소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당화혈색소 

수치 7.5%를 기준으로 수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간에 준비도 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건강관리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환자가 

독립적으로 자가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환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제 1 형 당뇨 환자의 경우 당화혈색소를 통해 전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선행 연구를 고려해볼 때(Little et al., 2017), 추후 무작위통제실험연구를 통해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와 당화혈색소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가족 지지와 자가관리 역량 및 건강관리의 전환의 준비도에 대한 

상관 관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두 양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자가관리의 역량과 전환의 준비도가 높고, 자가관리의 역량이 

높을수록 전환의 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족,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전환 과정에 참여하여 환자가 자가 관리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가족은 이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환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내어주면서도 환자를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Huang et al. 

(2011)의 연구에서 전환기 환자의 건강관리에 부모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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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율성을 해쳐 환자가 자가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뺏을 수 있고, 

건강관리의 전환에 실패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전환기 대상자에 대한 가족의 

역할은 무조건 지지적이라고 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만은 없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환기 대상자에 필요한 가족 지지 양상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전환기 대상자가 자가관리의 역량을 높이는 과정에 적합한 가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건강관리 전환에 대한 가족의 역할 전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건강관리 전환 준비도의 하위영역과 가족 지지 간의 상관 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질병 지식 준비도와 자원 활용 준비도 영역은 가족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높은 준비도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질병 지식과 자원 

활용의 전환 준비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가족의 지지적인 역할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와 가족에 대해 자가관리 역량과 

가족 지지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부족한 영역에 대한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해야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개념적 모델에 제시된 생태학적 관점을 통해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건강관리의 전환 과정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족과 

의료진이 모두 참여해야 하며 서로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회귀 분석의 결과, 본 연구에서 제 1 형 당뇨 환자의 건강관리 전환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은 자가관리 역량과 대상자의 연령이며 전체 설명력은 

4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성신질환을 가진 청소년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Fenton et al., 2015)에서 가족 지지(β = .37, p = .02)와 연령(β = .35, p = .02)이 

전환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가족 지지는 

건강관리의 전환 준비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 수가 적고, 본 연구에서 가족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전환기 대상자에게 필요한 다차원적인 가족 지지 양상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상자의 연령의 경우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건강관리의 전환 준비도에 대한 설명력이 확인되었는데(Fenton et al., 2015; Javalkar 

et al., 2016; van Staa et al., 2011), 이는 기본적으로 대상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생 전반적인 전환의 과정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게 되어 건강관리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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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도가 함께 높아지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Reiss et al. (2005)의 

연구에서 전환 과정을 통해 전과를 할 때, 전과를 시행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대상자의 연령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고, 전환의 준비도를 정확하게 사정하여 

전환에 대한 준비를 갖추었을 때 전과를 시행하는 것이 전과 후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어 성공적으로 건강관리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으므로(Reiss, Gibson, & Walker, 2005) 추후 건강관리 전환의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자가관리의 역량 수준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환의 

준비도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한편, 본 연구는 제 1 형 당뇨 환자를 소아청소년과 외래와 인터넷 카페에서 

편의추출방법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모든 제 1 형 당뇨 전환기 

대상자에게 일반화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 카페의 경우, 카페 

회원이 내원하는 병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병원의 환경적 차이를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가족 지지, 자가관리 

역량과 전환의 준비도를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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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제 1 형 당뇨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가족 지지와 

자가관리 역량 및 건강관리의 전환 준비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환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 S 병원의 소아내분비내과에서 추적관리 

중인 환자와 전국구 제 1 형 당뇨 환자가 가입되어 있는 제 1 형 당뇨 환자 인터넷 

카페 2 곳의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제 1 형 당뇨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의 가족 지지 수준과 

자가관리 역량 및 건강관리의 전환 준비도는 모두 중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지지와 자가관리 역량은 모두 인슐린 투약이나 혈당 측정에 관계된 영역은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식이 조절과 운동 관리에 대한 가족 

지지와 자가관리 역량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건강관리의 전환 준비도는 질병 지식과 

약물 관리 영역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이외의 영역은 모두 

평균평점보다 낮은 점수가 보고되었으므로 제 1 형 당뇨 전환기 환자가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전환 준비도를 갖출 수 있도록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자의 가족 지지와 자가관리 역량 및 건강관리의 전환 준비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환자의 연령과 자가관리 역량이 

건강관리의 전환 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건강관리의 전환 준비도에 

대해 자가관리 역량이 환자의 연령보다 더 유의한 관련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성인으로서의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관리의 전환 준비도도 일정 수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전환 준비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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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의료 환경에서의 제 1 형 당뇨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의 

가족 지지, 자가관리 역량과 건강관리의 전환 준비도 간의 관계와 전환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제 1 형 당뇨 환자의 성공적인 건강관리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B.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 교육 

제1형 당뇨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가 성공적으로 건강관리의 전환을 거쳐

야 성인기 이후의 건강관리 체계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으므로 가족 지지와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전환 준비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환자를 

간호하는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전환에 대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가족

을 지지하고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 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건강관리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음을 교육할 것을 제언한다. 

 

2. 간호 연구 

제1형 당뇨 전환기 환자를 포함하여 건강관리의 전환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가족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충분하지 않다. 전환기 환자가 성공적인 건강관리의 전

환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가족 지지는 환자의 독립적인 건강관리 행위를 독려하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도 무관심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건강관

리의 전환에 필요한 가족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또한 국외에 비해 건강관리 전환에 대한 연구가 현저히 적어 국내 의료 환경에서

의 건강관리 전환의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제1형 당뇨, 선천성심장질환, 이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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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증 등 건강관리의 전환을 경험하는 만성질환군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수행하는 것

이 필요하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환기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과 

가족 지지에서 부족한 영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환자와 가족 대상의 교육 모듈을 

개발하고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전환 준비도의 향상 여부를 평가하는 실험연구 수행을 

제언한다. 

또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전환을 위해서는 건강관리 전환에 대한 표준화된 중재가 제

공될 필요가 있으므로 의료진 및 의료 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전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3. 간호 실무 

기본적으로 전환기의 발달 단계적인 특성 상,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가 

처해 있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간호를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제1형 당뇨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는 자가관리 역량의 하위 

영역 중 식이 조절, 운동 조절 및 휴식관리 영역에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영역에 대한 환자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

다. 이 시기의 환자가 추후 성인내분비내과로 전과를 할 계획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성인분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환자가 인지하는 가족 지지를 평가하여 지지가 부족한 영역에 대해 가족 대

상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의 성공적인 

건강관리 전환을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 전환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제공할 것을 제언

한다. 

 

4. 간호 정책 

제1형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의 건강관리의 전환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나 

인프라가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건강관리의 전환 과정에 있는 제1형 당뇨 환자의 경우, 자가관리 역량을 충분히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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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지라도 인슐린 주사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을 공간

이 적합하지 않아 자가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만성질환을 가진 전환기 환자가 성공적인 건강관리 전환을 이루는데 필

요한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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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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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대상자 설명문 (만 13-18세용) 

 

연구 제목: 제1형 당뇨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의 가족지지, 자가 관리 역량

과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 

연구 책임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가족건강관리학과 교수 김희순 

연구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김가영 

 

이 설명문은 이 연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이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이 설명문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한 후에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문에 있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설명을 더 듣고 싶으면, 설명해 주는 선생님에게 꼭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 연구에 관한 설명을 읽은 후에는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할지 여부를 물어 볼 것입니다. 

설명해 주는 선생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생각한 후에 연구에 참여할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1. 이 연구를 왜 하나요? 

이 연구는 제1형 당뇨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의 가족 지지, 자가관리 역량 및 건강

관리 전환의 준비도 간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입니다. 여러분이 소아청소년기에 제1

형 당뇨를 진단 받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며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부

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성인으로의 성장하는 과정, 즉 전환을 성공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

그램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이 연구에 누가 참여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 연구에는 여러분과 같은 제1형 당뇨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연구의 총 예상 기간은 약 4개월이며, 여러분이 외래에 오는 날 혹은 환자 

협회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연구 정보를 접한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구 참여의 동

의를 확인한 후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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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에 참여하면 무엇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여 동의한다면, 여러분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적 특성, 

가족 지지, 자가 관리 역량, 건강관리를 위한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받게 됩니다.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 시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거나 환자 협회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연구 정보를 접한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할 예

정입니다. 

 

4. 꼭 참여해야 하나요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 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손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5. 연구 참여에 대한 비용 및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본 연구에 참여하는데 금전적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모두 연구자가 부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설문지 작성이 끝난 후 소정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6. 이 연구에 참여하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설문지 작성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7.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과 위험은 무엇인가요?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은 제1형 당뇨 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상된 위험성 및 부작용은 없습니다. 

 

8. 연구 참여 중에 중도 탈락될 수도 있나요? 

여러분이 설문지에 모두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중간에 탈락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 참여에

서 제외될 경우,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치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수집된 여러분의 정보는 연구에 사용될 수 있지만,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

입니다. 

 

9. 나의 정보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연구진이 여러분의 건강정보를 

비롯한 개인(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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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할 경우, 제 3자에게 해당 정보가 제공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연구 참여 시 여러분으

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별과, 나이 입니다. 

위 정보들은 이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위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수락하지 않는 경우, 본 연구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귀하에 대한 진료와 처방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수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철

회하면, 담당 의사/의뢰사는 개인(민감)정보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제3자

에게도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10. 나의 기록에 대한 비밀은 보장 되나요?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에 수집되는 귀하의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의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되거나 출판, 또는 발표되는 경우에도 여러분의 신원을 파

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11.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연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연구 담당자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보호자용 설명서”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다음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성명 : 김가영 

연구자 주소 : 120-7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24시간 연락처 : 010-XXXX-XXXX 

대상자로서 여러분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말씀하시거나, 다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 ☎ 02-2228-0430~5 

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 02-2228-0450~4 

 

12. 연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설명을 듣고 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연구 담당자에게 연구 참여를 동의한다고 

말씀해주세요. 하지만 만약 부모님(또는 법정대리인)께서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면, 여러분은 이 연구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담당자 선생님이 1 부 복사해 줄 것이며,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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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동 의 서 

 

연구제목 : 

 

제1형 당뇨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의 가족지지, 자가 관리와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  

 

※ 아래 항목을 읽고 동의한다면, 좌측 상자 기호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으며, 본 임상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타 

치료 방법의 유무 및 내용, 건강 정보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

니다. 

□ 이 연구목적으로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였습니다. 

 

• 설명문에 기술된 목적 이외의 다른 다른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예” 라면 아래 항목의 동의 여부도 기재를 부탁 드립니다.) 

 

• 귀하의 개인(민감)정보가 제공될 때 개인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이후 다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은 설명문 및 작성된 동의서 사본 1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결과,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대상자 성명  서명  서명날짜  

‘대리인’ 또는 ‘대상자의 대리인’ 이라고도 함. 

*대리인 성명 (필요시)  서명  서명날짜  

(대상자와의 관계:                              ) 

 

참관인 성명 (필요시)  서명  서명날짜  

 

설명한 연구자의 성명  서명  서명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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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김가영입니다.  

저는 제1형 당뇨를 가진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 환자를 위한 중재 프로그

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장 발달 단계 과

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기 및 성인 초기에 

적절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성인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

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가족 지지, 자가관리 역량 및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도 간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전환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

련하고자 합니다.  

설문 문항은 가족지지 16문항, 자가관리 역량 16문항, 건강관리 전환의 준비

도 20문항 및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20분 입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지고, 질문 내용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사

람들이 각각 다르듯이 대답도 각각 다를 것입니다. 답변해 주신 사항은 본 연구

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내용을 잘 읽으신 후 빠지는 문항 없이 솔직하

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김가영 

연락처: 010-XXXX-XXXX 

E-mail: XXXX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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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가족들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안해준다 

어쩌다 

해준다 

가끔 

해준다 

자주 

해준다 

항상 

해준다 

1. 나의 가족들은 내가 당뇨 식이요법을 할 때 

같은 식사를 함께 먹는다. 
     

2. 나의 가족들은 내가 당뇨병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도록 도와준다. 
     

3. 나의 가족들은 내가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이야기해준다. 
     

4. 나의 가족들은 내가 식사를 골고루 먹도록 

이야기해준다. 
     

5. 나의 가족들은 내가 혈당검사를 매일 하도록 

도와준다. 
     

6. 나의 가족들은 나의 혈당검사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다. 
     

7. 나의 가족들은 내가 병원에 갈 날짜를 잊지 

않도록 일러준다. 
     

8. 나의 가족들은 내가 인슐린 주사를 거르지 

않도록 이야기해준다. 
     

9. 나의 가족들은 내가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 

협조해(도와)준다. 
     

10. 나의 가족들은 나의 발 상태에 관심을 

가져준다. 
     

11. 나의 가족들은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      

12. 나의 가족들은 나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도움(정보나 물질적 도움)을 준다. 
     

13. 나의 가족들은 나의 체중관리에 관심을 

가져준다. 
     

14. 나의 가족들은 나의 치료를 위해 적당한 

운동을 같이 한다. 
     

15. 나의 가족들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16. 나의 가족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루 

중 나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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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평소 자신의 건강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하지 

않는다 

안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잘하는 

편이다 

아주 

잘한다 

1. 혈당검사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2. 혈당검사는 지시된 방법대로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3. 측정한 혈당치를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까?      

4. 측정된 혈당치에 따라 인슐린 양을 정할 수 있습니까?      

5. 인슐린 주사는 시간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주사부위를 

돌아가며 맞고 있습니까? 
     

6.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 주사 맞는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정확하게 맞습니까? 
     

7. 평소에 당분이 많이 든 음식을 피하고 있습니까?      

8.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합니까?      

9. 식품 교환표에 의해 균형 있는 식이요법을 하고 

있습니까? 
     

10.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면 급히 당분을 섭취합니까? 

(*저혈당증상: 가슴이 뛰고, 어지러우며 땀이 나고 

불안해짐)  

     

11. 신경 쓰이는 일은 피하고 피곤을 느끼지 않기 위해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12. 감기나 기타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생활을 합니까? (*위생적인 생활: 감기 조심, 손 씻기, 

목욕, 구강청결 등) 

     

13.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14. 평소 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15. 정기적으로 신장, 체중, 혈압을 측정하고 있습니까?      

16. 고혈당이 왔을 때, 초속효성 인슐린을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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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건강관리 전환을 위한 준비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지난 3개월 동안 아래 문항에 제시된 일을 얼마나 자주 하였는지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

십시오. 

 

문 항 

전혀  

하지 

않음 

거의  

하지 

않음 

가끔 
거의 

자주 
항상 

현재  

주사

맞지 

않음 

 1. 의사가 당신에게 말한 것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자주 

노력하였나요? 
      

 2. 얼마나 자주 인슐린 주사를 스스로 놓았나요?       

 3. 인슐린 주사를 놓기 전에 혈당 검사를 시행하고 수치

에 따라 적절한 인슐린 양을 결정하여 주사하였나요? 
      

 4. “진료 시간에” 의사나 간호사에게 당신의 질병이나  

약물 또는 치료에 대해 얼마나 자주 질문했나요? 
      

 5. “진료 이외의 시간에” 의사나 간호사에게 당신의 질병

이나 약물 또는 치료에 대해 얼마나 자주 질문했나요? 
      

 6. 얼마나 자주 직접 진료 예약을 잡았나요?       

 7. 인슐린 주사 맞는 것을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이 상기

시켜주었나요? 
      

 8. 인슐린을 주사 맞을 때, 얼마나 자주 알람을 사용하였

나요? 
      

 9. 당신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얼마나 자주  

인터넷이나 책, 기타 질병 안내서를 이용하였나요? 
      

10.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렸나요?       

11. 새롭게 발생한 건강 문제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의사와 

상의하여 해결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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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곳

에 체크 표시 하세요. 

 

문 항 
전혀  

모름 

잘  

모름 
보통 잘 앎 

매우 

잘 앎 

현재  

주사 

맞지 

않음 

12. 당신의 질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13. 당신의 질병 관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14.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3) 아래 문항을 읽고 오늘 본인에게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매우  

어려움 

다소  

어려움 

어렵 

지도 

쉽지도  

않음 

다소  

쉬움 

매우  

쉬움 

현재  

주사 

맞지  

않음 

15. 의사와 이야기 나누는 것은 어떠한가요?       

16. 당신의 건강관리에 대해 의사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떠한가요? 
      

17. 혼자 의사를 만나는 것은 어떠한가요?       

18. 투약 시간에 맞추어 인슐린 주사를 놓는 것은  

어떠한가요? 
      

19.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은 어떠한가요?       

20. 소아과 치료에서 성인 치료로 전환하는 것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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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병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거나 각 란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

여 주십시오. 

 

1. 1형 당뇨병을 진단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____________년도, 당시 나이 ____________세 

 

2.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슐린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① 지속형 (란투스, 레베미어, 트레시바, 투제오)  

② 초속효성 (휴마로그, 노보래피드, 애피드라) 

③ 속효성 (노보린 R, 휴물린 R) 

④ 중간형 (노보린 N, 휴물린 N, 인슈라타드)  

⑤ 혼합형 (노보믹스, 휴마로그믹스, 휴물린 70/30) 

⑥ 인슐린 펌프 

⑦ 기타 (________________)  

 

3. 혈당 측정은 평균적으로 하루 몇 회 하십니까?     

평균 하루 ____________회 

 

4. 가장 최근에 측정한 HbA1C 수치와 측정 시기를 적어주세요.    

HbA1C__________ 측정시기_____________ 

 

5-1. 1형 당뇨병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5-2. 입원한 경험이 있다면, 입원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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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당뇨병으로 인해 경험한 증상이 있습니까?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① 저혈당증    ② 당뇨병성케톤산혈증 

③ 눈(망막병변)   ④ 신장(신병변)    

⑤ 신경병변   ⑥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 

⑦ 기타(________________)  

 

7. 당뇨를 포함하여 6번 문항에 답한 증상 외에 현재 치료 받고 있는 건강문제를 모두 적어주

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현재 어느 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나요?    

① 소아내분비내과  ② 성인내분비내과 

 

9. 현재 주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하나요? 방문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① 예(방문주기:     개월마다) ② 아니오 

 

10. 당뇨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1. 혈당 관리와 관련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어려움과 청소년 

혹은 성인이 되어 새롭게 경험하게 된 어려움을 11-1과 11-2 문항으로 구분하여 답해주세요. 

11-1. 혈당 관리와 관련해 경험하고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① 혈당 조절 (고혈당, 저혈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식이 조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운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가족의 지지 부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우울감 등 심리적 문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⑥ 주변 사람이나 사회적 이해 부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⑦ 학업이나 직장생활의 어려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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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혈당 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이 청소년 혹은 성인이 되는 과정에 새롭게 경험하게 된 어려

움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복수 응답 가능) 

① 혈당 조절 (고혈당, 저혈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식이 조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운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가족의 지지 부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우울감 등 심리적 문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⑥ 주변 사람이나 사회적 이해 부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⑦ 학업이나 직장생활의 어려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11-2에 답한 혈당 관리와 관련하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진을 포

함한 병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다음 글을 읽고 소아내분비과와 성인내분비과 중에서 본인이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과를 

선택한 이유와 소아 혹은 성인 내분비과로 옮기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청소년기/성인기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소아내분비과를 내원하던 환자분들이 성인내분비

과로 옮겨 성인기의 변화(결혼, 임신, 대학 및 직장 생활 등)로 인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

기도 합니다. 소아나 성인내분비과를 선택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성인내분비과의 경우 

토요일 진료 등 외래 시간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고, 소아내분비과를 지

속적으로 내원하는 경우는 소아과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잘 파악/이해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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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체크 표시 하세요. 

1. 성별이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출생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_______년 

 

3.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광역시   ③ 중소도시   ④ 읍/면/군 

 

4.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곳 하나만 표시해주십시오.)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재학  ⑤ 고등학교 졸업   ⑥ 대학교 재학  

⑦ 기타(________________)  

 

5.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해당되는 가족을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재학  ⑤ 고등학교 졸업   ⑥ 대학교 재학  

⑦ 기타(________________) 

 

6. 질병관리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외)할아버지    

④ (외)할머니  ⑤ 형제, 자매_____명 ⑥ 기타(_______________)  

 

7. 종교가 있으십니까?  

① 없다  ② 기독교(개신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________________)  

 

8. 현재의 키와 몸무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키___________cm, 몸무게__________kg 

 

9. 가정의 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위    ② 중위   ③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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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mily Support,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Healthcare Transition Readiness in Emerging Adults 

with Type 1 Diabetes Mellitus 

 

Kim, Ga Yeo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ssociations of healthcare transition 

readiness with family support and self-management competency in emerging adults 

with Type 1 diabetes mellitus. 

A cross-sectional survey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between May, 2 and June 4, 2017. Patients (n = 87) ages 16 to 24 were recruited 

from the outpatient clinic of S children’s hospital and online websites for patients 

with Type 1 diabetes mellitu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with SPSS IBM 

23.0 program, where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set at 0.05 two-tailed. 

The major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1. A mean score of family support in emerging adults with Type 1 diabetes 

mellitus was 3.92±0.92 out of 5. A score of therapeutic support was lower 

than that of emotion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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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mean score of self-management competency was 3.92±0.91 out of 5. The 

hypoglycemia handling domain was the highest in 9 domains.  

3. A mean score of healthcare transition readiness was 3.47±0.49 out of 5. The 

scores of all domains, except for disease knowledge and medicine 

management, were lower than the grand mean of the total scores of 

healthcare transition readiness. 

4. Healthcare transition readin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amily support 

(r = .257, p = .016) and self-management competency (r = .606, p < .001).  

5.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showed that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patient’s age significantly explained 40.1% of the variance of healthcare 

transition readiness (F = 12.527, p < .001). Self-management competency 

(β = .699, p < .001) and patient’s age (β = .229, p = .010) wer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care transition readiness. 

 

In conclusion, thes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elf-management competency in emerging adults with Type 1 diabetes as they 

enhance their healthcare transition readiness.  

 

 

 

 

 

 

 

 

 

Key words: Type 1 diabetes mellitus, healthcare transition readiness,  

family support, self-management compet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