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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

관련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 당뇨병센터 외래를 내원하는 환자 중 

인슐린 치료 경험이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 15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 도구로는 인구사회학

적 및 질병관련 특성 18문항,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18문항, 당뇨병 지식 20문항, 당

뇨관련 스트레스 20문항으로 총 76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

며, 3~6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검사결과, 경구혈당강하제의 종류, 당뇨합병증 유무, 의

료보험 종류는 전자의무기록에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Pearson's 

correlation,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9.79±11.10세이며, 대상자 151명 중 남성 73명 

(48.3%), 여성 78명(51.7%)이다. 당뇨병 유병기간은 8.53±7.21년이다.

  2. 연구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90점 만점에 평균 63.94±13.40점, 평균 

평점은 5점 만점에 3.55±0.74점이었다. 인지심리적 영역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62±0.78점, 지지적 영역은 평균 평점 3.32±0.95점이었다. 여성(t=-3.537, 

p=.001), 고졸 이하(t=2.444, p=.016),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t=-2.071, 

p=.040), 월 평균 가계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t=1.277, p=.024), 치료비를 

본인 외에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부담하는 대상(t=-3.658, p<.001)의 심리적 인슐

린저항성이 높았다.

  

  3. 연구 대상자의 당뇨병 지식 점수는 20점 만점에 평균 13.49±3.67, 정답률 

67.5%였다. 당뇨합병증 영역이 81.0%로 가장 높았으며 치료목표, 저혈당, 식사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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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지식 순으로 정답률이 높았다. 당뇨병 지식은 여성(t=-2.334, p=.021), 65

세 미만(t=2.689, p=.008), 대졸 이상(t=-2.959, p=.004), 월 평균 가계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대상자가 높았다(t=-2.248, p=.026). 또한 조절목표 혈당수치를 

알고(t=3.580, p<.001) 최근 3~6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검사결과(t=6.507, 

p<.001)와 인슐린 작용기전을 알고 있는 경우(t=4.369, p<.001)에 당뇨병 지식 점

수가 높게 나타났다. 당뇨병 교육을 받은 유무와 당뇨병 지식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

았으며, 자가혈당측정기 소유한 대상자(t=2.586, p=.011), 자가혈당 측정횟수를 많

이 할수록 당뇨병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t=2.837, p=.042). 

  4. 연구 대상자의 당뇨관련 스트레스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3.41±14.33점, 

각 문항 5점 중에 평균 평점 2.67±0.71점이었다. ‘당신은 당뇨병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발생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합니까?’의 문항이 5점 중 3.72점으로 평

균 평점이 가장 높았다. 남성보다는 여성이(t=-3.896, p<.001), 월 평균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t=2.504, p=.013). 

  5. 연구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점수가 높을수록 당뇨관련 스트레스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r=.444, p<.001), 당뇨병 지식 점수와는 양의 상관관계

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당뇨병 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당뇨관련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결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인지심리적 영역에서 높

았다. 성별, 교육수준, 직업의 유무, 가계 소득수준, 치료비를 부담하는 대상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당뇨관련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고 당뇨병 지식과는 양의 상관관계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당뇨병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수준 및 가계 소득수준이 

선행연구에 비해 높아 당뇨병 지식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지식과 관계없이 

인슐린 치료 경험이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치료에 대해 심리적으로 저항

감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인슐린 치료에 대한 심리적 인슐린저항감을 줄이기 위

해서는 당뇨관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환자뿐만 아니라 지지체계 구축에 도움

을 주어야 한다. 또한 당뇨병 교육자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인슐린의 작용 및 효과, 

필요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내적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당뇨병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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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제2형 당뇨병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장애와 말초 인슐린저항성에 의해 고

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질환으로(강문호, 2000), 지속적인 고혈당으로 인한 베타

세포 기능의 저하는 대혈관 및 미세혈관 합병증을 일으켜 삶의 질을 낮추고 직접의료

비용을 증가시킨다(문은준 등, 2008). 서구적인 식습관과 신체활동의 감소, 평균 수

명의 연장, 스트레스의 증가 등으로 당뇨병의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30세 이상 성인의 14.4%가 당뇨병이 있고(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8) 

2003년에서 2013년까지 건강보험통계 결과,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병이 없는 사

람보다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되었다(Kim et al., 2018). 특히 당뇨병 유병

자 중 25%만이 당화혈색소가 6.5%로 잘 조절되고 있으며, 당뇨병은 비만(50.4%), 

고혈압(55.3%), 고지혈증(34.9%) 등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기에(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8) 적극적이고 엄격한 혈당 관리가 필수적이다. 

당뇨병에 대한 인식 및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되지만, 당뇨병에 대한 인지(62.6%), 

당뇨병 치료율(56.7%), 혈당조절(25.1%)이 낮다고 보고되었다(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8).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적절한 경구혈당강하제 치료에

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혈당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인

슐린 요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대한당뇨병학회, 2019). 그러나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으며, 인슐린 수용도 조사에서 인슐린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는 12%, 가능한 한 늦추기 원하는 환자는 55%, 인슐린 치료를 바로 

시작한다는 환자는 29%로 보고하였다(홍순화 등, 2008). 국외 논문에서는 제2형 당

뇨병 환자의 33%에서 인슐린 주사 시작을 거부하였고(Larkin et al., 2008), 경구혈

당강하제 또는 피하인슐린 단계에 있는 환자들은 인슐린에 대한 거부 반응이 82%, 

흡입 인슐린 치료의 경우 57%로 인슐린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혈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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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Petrak, Herpertz, Stridde, & Pfützner, 2013).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17.2%가 인슐린 치료 시작을 꺼렸고 34.7%가 양면성을 가졌으

며, 국가별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Polonsky, Fisher, 

Hessler, & Edelman, 2011). 여러 인종 중에 아시아인이 인슐린을 주사하는 두려움

이 가장 높았고, 인슐린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유의하게 높았다(Nam, 

Chesla, Stotts, Kroon, & Janson, 2010). 

  이러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의 개념은 국내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주사

바늘 사용과 관련된 지식과 주사로 인한 통증관리 및 자가관리 이행에 초점을 둔 경

우가 대부분이며(송영신, 2016) 인슐린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에 관한 연구가 미비

한 실정이다(홍순화 등 2008).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란 당뇨병 환자가 경험하는 인

슐린 치료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 인슐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자가주사에 대한 

낮은 자신감 등의 인지적 차원과 대상자를 둘러싼 다양한 지지적 차원의 어려움을 경

험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하였다(송영신, 2016). 국외의 경우 심리적 인슐린저항

성의 개념이 좀 더 일찍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까지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에 

대한 60개의 연구를 정리한 국외 문헌고찰에서는, 감정적, 인지적, 사회/문화적인 상

호작용이 주요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라고 설명하였다(Gherman et al., 2011). 

  국외의 경우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이 이루어질 

만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달리 국내의 경우, 홍순화 등(2008)이 사

용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개념 및 측정도구를 시작으로 2016년에서야 한국의 문화

적 맥락에 적합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개념 및 도구가 개발되었기에(송영신, 전영희, 

조정화, 김보현, 2016) 여전히 다른 개념들과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의 인지적 요인 중, 당뇨병 지식은 당뇨병의 원인 및 증상, 당

뇨병 관리를 위한 중재에 대해 환자 스스로가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구미옥, 

1992), 여러 선행연구에서 당뇨병 지식이 높을수록 자가간호가 높다고 보고되었다

(Jeong, Park, & Shin, 2014; 고은애, 박효정, 2015). 또한 당뇨병 교육을 받은 경

험 및 교육수준에 따라 당뇨병 지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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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am, & Kim, 2014), 당뇨병 교육을 받은 경우와 저혈당 경험, 당뇨병 합병증

이 있는 경우가 당뇨병 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Lee & Park, 2014). 강미령(2014) 

연구결과는 당뇨병 지식이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에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전 선행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당뇨병 환자의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혈당 관리 이행률이 높기 

때문에, 당뇨병 지식은 혈당 관리의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당뇨병은 완치되지 않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꾸준한 자가관리로 인해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스트레스는 당뇨병 발병의 원인 및 

악화는 물론 혈당조절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혈당조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Llyod, Smith, & Weinger, 2005).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과 부신피질 호르몬 등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고 간에서의 당신생은 증가하여 혈당이 올라가게 된다(Kim, 2007). 다수의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 관리와 합병증에 대한 걱정 때문에 높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당뇨관련 스트레스는 당뇨병을 진단받은 기간이 길수록,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일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나타났다(Eom et al., 2011). 그뿐만 아니라 당뇨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당화혈색소가 높고 저혈당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Eom et al., 

2011). 이러한 당뇨관련 스트레스는 환자의 혈당조절과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Fisher et al., 2010; Wang, 

Wu, & Hsu, 2011).

  국내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면서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지만,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당뇨병 지식과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의 상관관계 연구는 분석되어 있으나 당뇨병 관리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에 대한 상관관계는 연구가 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

를 대상으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고자 한다.



- 4 -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궁극적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치료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한 간호 중재 전략과 

당뇨병 교육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2)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의 차이를 확인한다. 

  3)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 이론적 정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이란 

당뇨병 환자가 경험하는 인슐린 치료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 인슐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자가주사에 대한 낮은 자신감 등의 인지적 차원과 대상자를 

둘러싼 다양한 지지적 차원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이다(송영신, 

2016).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송영신, 전영희, 조정화와 김보현(2016)이 개발한 

한국형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측정도구(K-PIR)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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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뇨병 지식

∙ 이론적 정의: 당뇨병 지식은 당뇨병의 원인 및 증상, 그리고 질병 관리를 위한 

처방에 대해 환자 스스로가 알고 있는 지식 정도를 의미한다(구미옥, 1992).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2006년 심완섭 등이 개발한 당뇨병 지식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당뇨병 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당뇨관련 스트레스 

∙ 이론적 정의: 당뇨관련 스트레스란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진단을 받고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반응으로써(Polonsky et al., 1995), 부담감, 의료진 

스트레스, 치료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정서상태이다. 

∙ 조작적 정의: 당뇨병 환자의 지각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Polonsky 등의 

Problem Areas in Diabetes(PAID) 스트레스 평가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역, 보완한 한국어판 스트레스 평가지(PAID-K) 도구로 측정된 점수이다(Eom 

et al., 2011).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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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데도 심리적으로 인슐린 치료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있어 실

제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인슐

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이들 개념에 대

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제2형 당뇨병 환자는 경구혈당강하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당조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인슐린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고하지만(대한당뇨병학회, 2019), 인슐린 치료에 

대한 거부감 및 부정적 태도 등으로 인슐린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홍순화 등, 2008; 

Hosomura et al., 2017). 이러한 인슐린 치료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으로 한국인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개념분석에 의하면 인슐린 치료에 대한 부정적 감정적 요인, 

인식부족 및 자가주사에 대한 낮은 자신감의 속성을 포함하는 인지적 요인, 지지체계 

및 의료인에 대한 감정의 속성을 포함하는 지지적 요인이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의

미한다고 설명하였다(송영신, 2016). 2016년에 한국인 당뇨병 환자를 위한 한국형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측정도구가 처음으로 개발되었다(송영신 등, 2016).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치료지연 및 혈당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에 당뇨병 환자에게 중요한 개념이다. 198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16개의 문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의하면, 당뇨병과 인슐린에 대한 환자의 믿음과 지식수준, 부

정적인 자기인식 및 태도, 인슐린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합병증의 두려움, 일상생활에 

적용, 인슐린 사용으로 인한 제한 그리고 사회적 편견들이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에 영

향을 준다고 하였다(Brod, Kongsø, Lessard, & Christensen, 2009). 또한 2011

년 60개의 연구를 정리한 문헌고찰에서는 감정적 요인에는 우울증상, 인슐린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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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저혈당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 인지적 요인에는 지식의 부족, 일상생활에 대한 방

해, 인슐린 합병증에 대한 생각, 인슐린의 효과에 대한 불신, 그리고 사회/문화적요인

으로는 사회적 오명과 인종별 차이가 있었다(Gherman et al., 2011). 국내 선행연구

에서는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주사로 인한 두려움이나 불편감, 통증,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당뇨병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인슐린에 대한 부정적 개념으로 인해 발생하

였고(홍순화 등, 2008; 강미령, 2014), 남성보다 여성이, 당뇨병 교육 경험이 없을수

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강미령, 

2014).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의 다른 영향요인으로는 저혈당에 대한 두려움과 체중증

가와 같은 인슐린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합병증,(Brod et al., 2009; Karter et al., 

2010; Peyrot, Rubin, & Khunti, 2010; Holmes-Truscott, Skinner, Pouwer, & 

Speight, 2015), 인슐린 치료에 대한 왜곡된 신념(Brod et al., 2009)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외에도 우울과 불안(Larkin et al., 2008; Makine et al., 2009; 유지현, 

2018), 정시에 인슐린을 주사하거나 매일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하는 일상적인 제약

(Peyrot, Barnett, Meneghini, & Schumm-Draeger, 2012), 주사에 대한 통증

(Polonsky et al., 2011) 및 당뇨병 지식의 부족도 관련성이 보고되었다(강미령, 

2014; 유지현, 2018).

이러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심리적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간호중재가 필요하며(Polonsky et al., 2019), 당뇨합병증을 

예방하고 엄격한 혈당조절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19). 따라서 국외의 경우는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이 이루어질 만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에서는 2008년(홍순화 등)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정의를 시작으로 2016년에서야 한

국의 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개념 및 도구가 개발되었기에 국내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에 대한 파악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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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뇨병 지식

  임상에서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당뇨병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뇨병 

관련 기본지식, 저혈당 관리, 합병증 치료, 식이 관리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교육하

고 있다. 이러한 당뇨병 지식이 높을수록 당뇨병 자가간호 행위가 높고(Hajós et al., 

2012; 고은애, 박효정, 2015)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며(강미령, 2014), 당화혈색소 조

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Bains & Egede, 2011; Jeong et al., 2014) 임상에서 중

요시되는 간호 중재이다. 당뇨병 지식과 관계가 있는 여러 요인이 선행연구에서 조사

되었는데,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당뇨병 환자는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수입이 낮을수록 당뇨병 지식이 유의하게 낮았고, 인슐린 치료를 받는 당뇨

병 환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수입이 낮을수록 당뇨병 지식이 낮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최경임, 정덕유, 2010). 또한 당뇨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을수록, 저

혈당 경험과 당뇨합병증이 없을수록 당뇨병 지식이 유의하게 낮으며(Lee & Park, 

2014), 당뇨병 교육을 받은 경험 및 교육수준에 따라 당뇨병 지식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다(문승희, 이영휘, 함옥경, 김수현, 2014). 이전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요인들이 당뇨병 환자의 지식과 관련이 있고,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혈

당관리 이행률이 높기에 이는 당뇨병 지식이 혈당 관리의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 등의 효과적인 

중재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당뇨병 지식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당뇨관련 스트레스

  당뇨병과 스트레스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알려져 있는데(조숙

행, 2004), 그 가설로는 스트레스가 증가된 혈중 코티솔 농도와 감소된 성호르몬 농

도는 인슐린의 작용을 길항시키고 이에 따라 고혈당이 유발되어 당뇨병이 발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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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다(강혜연, 구미옥, 2012). 또한 부정적 감정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정상수

준 유지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치료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며(송민선, 조영임, 

2006), 운동, 식사, 발관리, 자가혈당검사 등의 자가관리가 필수적인 당뇨병 환자의 

건강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Lloyd et al., 2005). 반면, 스트

레스의 적절한 대처와 관리는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지각을 감소시켜서 스트레스

로 인한 질병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Lee, 2004). 

국외에서는 Polonsky et al(1995)가 당뇨병 관련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PAID(Problem Areas in Diabetes) 도구를 개발하였고, 국내에서는 2011년 

한국어판 PAID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측정한 스트레스는 

나이와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당뇨병 유병기간이 길고 당화혈색소가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그리고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군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Eom et al., 

2011).

 국내와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인지된 스트레스 정도와 혈당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Peyrot & McMurry, 1992), 당화혈색소도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노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지각 

정도와 대처방식은 자가간호 행위와도 관련이 있으며, 자가간호 행위는 당화혈색소와

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박미연, 김경희, 2008). 대사증후군이 있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낮은 스트레스 군

에 비해서 우울과 기질분노, 분노 억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스트

레스가 낮을수록 당뇨병 자가관리가 잘 이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춘자, 2010).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은 일반적인 약물에 대한 신념이나 우울, 불안이라는 개념보다는 당뇨관련 스트레스

와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Bahrmann et al., 2014; 

Holmes-Truscott et al., 2016).

 문헌고찰을 통해,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 개념은 당

뇨병 관리를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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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연구를 통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치료 시작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한 간호 중재 전략과 당뇨병 교육 개발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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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당뇨병 지식, 당

뇨관련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모형을 설계하였

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향후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한 간호 중재 전략

과 당뇨병 교육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당뇨병 지식은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당뇨관련 스트레스는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당뇨병 지식은 당뇨관련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림1. 연구모형

당뇨관련 스트레스

심리적 인슐린저항성당뇨병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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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

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 당뇨병센터 외래를 내원하는 환자 

중,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고 인슐린 치료 경험이 없는 만 19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

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 산출근거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한 강미령(2014)의 선행 연구결과를 기준으

로 Cohen(1992)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크기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9.4 program을 이용하여 Pearson’s correlation 통계방법을 사용하고, 유의수

준 p=.05, 효과크기 0.20, 검정력 0.80로 계산하였을 때 산출된 최소 표본 수는 

150명이었다. 탈락률 약 10%를 고려하여 1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2형 당뇨병 진단받고 당뇨병센터 외래에서 치료 중인 만 19세 이상 성인

∙ 정신질환이 없는 자

∙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 설문지 참여에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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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자

∙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거나 과거에 인슐린 치료를 받았던 자

∙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은 자

∙ 수술예정으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자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자가 이메일을 통해 

도구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 

18문항,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18문항, 당뇨병 지식 20문항, 당뇨관련 스트레스 

20문항으로 총 7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3~6개월 당화혈색소 검사결과, 

복용하고 있는 경구혈당강하제의 종류, 합병증 유무의 정도, 의료보험 종류는 

전자의무기록에서 수집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설문지를 위해, 성별, 연령, 결혼상태, 

동거인의 형태, 교육수준, 현재 직업 상태, 월 평균 가계소득, 치료비를 부담하는 

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당뇨병 유병기간, 인슐린치료 경험이 있는 

가족의 유무, 동반된 합병증, 조절목표 혈당수치 및 당화혈색소 검사결과를 알고 있는 

유무, 인슐린 작용기전을 알고 있는 유무, 인슐린 치료 권유 시 수용도, 자가혈당 

측정기 소지 유무 및 혈당측정 횟수, 당뇨병 교육 경험 및 방법, 횟수 등 질병관련 

특성을 수집하였다. 최근 3~6개월 당화혈색소 검사결과 및 당뇨병 합병증 유무, 

복용중인 경구혈당강하제, 의료보험 종별은 전자의무기록에서 수집하였다. 설문지 

수집 시점에서의 상황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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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적인슐린 저항성 측정도구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측정도구는 송영신(2016)이 개발한 도구로 저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였다. 인지심리적 영역(14문항), 지지적 영역(4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최저 점수 18점, 최고 점수 90점으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인지심리적 영역 

Cronbach’s α는 .90, 지지적 영역 Cronbach’s α는 .74,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1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2였다

3) 당뇨병 지식 

당뇨병 지식 측정도구는 2006년 심완섭 외 개발한 당뇨병 지식 평가 도구로 

저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였다. 당뇨병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6문항, 치료목표 

1문항, 식사요법 3문항, 저혈당 3문항, 당뇨합병증 7문항의 5개 영역으로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을 한 경우 1점을 

부여하며 정답이 아닌 경우는 0점으로 하여 최소 점수 0점, 최고 점수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당뇨병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74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76이었다.

4) 당뇨관련 스트레스 

당뇨병 환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Polonsky et al.(1995)가 개발한 

Problem Areas in Diabetes(PAID) 스트레스 평가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

역, 보완한 한국어판 스트레스 평가지(PAID-K) 도구(Eom et al., 2011)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 당 0-4점까지의 Likert형 척

도로, 총점은 100점으로 환산하여 계산된다. 0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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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점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의미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번역 개발된 PAID-K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5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9였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자료수집 시행 전 서울시 소재 Y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병원의 당뇨병센터 의사와 간호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뒤 협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재2형 당뇨병 

진단을 받고 인슐린 치료 경험이 없는 만 19세 이상의 외래환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본 연구의 취지 및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작성 시 설문의 내용 및 주의 사항을 설명한 후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의 요청 시 연구자가 도움을 주고 연구자는 설문지 작성이 끝날 때까지 

대상자와 함께 있고 질문 사항에 응답해주었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전자의무기록에서 합병증 유무, 최근 3~6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검사결과 및 복용하고 있는 경구혈당강하제의 종류, 의료보험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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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

으며,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➀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➁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평균평점으로 산출하였다.

➂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 정도의 상관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➃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  

   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 정도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6.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Y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 승인(No 

4-2020-0245)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연구의 목적과 방법, 

자료수집에 걸리는 시간과 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본 연구과정 동안 

비밀보장과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가 문의가 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와 이메일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모든 자료는 

연구자가 지정한 별도의 이동식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여 보완을 유지했으며 

면담자료와 자료분석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서류함에 보관하였다. 연구관련 기록은 

연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 17 -

Ⅴ.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설문지는 총 156부를 수집하였고 충실하게 답변을 완료한 151개(응

답률 : 97.8%)의 설문지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동거인의 형태, 교

육수준, 현재 직업 상태, 월 평균 가계소득, 치료비 부담, 의료보험종별에 대해 조사하

였다<표 1>.

성별은 여자가 51.7%로 남자보다 많았다. 평균 연령은 59.79세였으며, 65세 이상이 

39.1%이었다. 대상자의 83.4%가 기혼이었으며, 동거인의 형태는 배우자와 함께 거

주하는 경우가 80.1%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44.6%가 대졸 이상이었

으며,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가 88.1%이었다. 월 평균 가계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52.7%로 많았고,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74.2%, 건강보험 환자는 97.4%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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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151)

§ 무응답 제외함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73 48.3
여성 78 51.7

연령(세) 65 ＞ 92 60.9
(59.79±11.10) 65 ≦ 59 39.1

결혼상태 기혼 126 83.4
미혼/사별/이혼 25 16.6

동거인의 형태 없음 18 11.9
(중복응답) 배우자 121 80.1

자녀 80 53.0
부모 9 6.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3 55.4
대졸 이상 68 44.6

현재 직업 상태 있음 133 88.1
없음 18 11.9

월 평균 가계소득(만원)§ 300 ＞ 70 47.3
300 ≦ 78 52.7

치료비 부담 본인 112 74.2
배우자/자녀/부모/기타 39 25.8

의료보험종별 건강보험 147 97.4
의료급여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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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으로 당뇨병의 유병기간, 인슐린 치료 경험이 있는 

가족의 유무, 조절 목표 혈당수치를 알고 있는지, 최근 3~6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검

사결과와 인슐린 작용기전을 알고 있는지의 유무, 인슐린 정보 습득경로, 인슐린 치료 

권유 시 수용도, 자가혈당측정기 소유 유무와 측정횟수, 당뇨병 교육을 받은 유무, 교

육 방법 및 횟수를 조사하였다. 전자의무기록에서 최근 3~6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검

사결과, 복용하고 있는 경구혈당강하제 종류, 당뇨합병증 유무를 조사하였다<표 2>.

  당뇨병 유병기간은 평균 8.53년이었고 최소 3개월부터 30년까지였으며, 1년 이상 

5년 미만이 30.5%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37.1%가 인슐린 치료 경험이 있는 가족

이 있었고, 당뇨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33.1%였다. 조절목표 혈당수치와 최근 3~6개

월 이내 당화혈색소 검사결과를 알고 있는 대상자는 각각 57%, 61.6%이었다. 대상

자의 53%가 인슐린 작용기전을 알고 있으며, 인슐린 정보 습득은 진료 시 상담/당뇨

병 교육으로부터 알게 된 경로가 45%로 가장 많았다. 인슐린 치료 권유 시 수용도 

질문에서는‘인슐린 치료 권유 시, 혈당강하제로 도저히 혈당조절이 되지 않을 때 미

루고 싶다’의 응답이 67.1%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74.8%가 혈당측정기를 소유

하고 있었으며, 주 1회 이상 혈당측정을 하는 경우가 46.0%로 가장 많았다. 연구 대

상자의 51%에서 병원에서 당뇨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최근 

마지막으로 받은 교육은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48.1%로 가장 많았다. 교육 방

법으로는 개별교육이 51.9%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횟수는 57.1%로 1회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최근 3~6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검사결과에서 7% 이상-9% 미

만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3제 이상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31.8%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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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n=151)

질병관련 특성 범주 빈도(명)   백분율(%)

당뇨병 유병기간
(평균±표준편차 8.53±7.21)

1년 미만 5 3.3
1년 이상-5년 미만 46 30.5
5년 이상-10년 미만 43 28.5
10년 이상-15년 미만 26 17.2
15년 이상 31 20.5

인슐린치료 경험이 있는 
가족

유 56 37.1
무 95 62.9

당뇨합병증 유 50 33.1
무 101 66.9

조절목표 혈당수치 알고 있다 86 57.0
모르고 있다 65 43.0

최근 3~6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검사결과

알고 있다 93 61.6
모르고 있다 58 38.4

인슐린 작용기전 알고 있다 80 53.0
모르고 있다 71 47.0

인슐린 작용기전의 
정보 습득 경로(n=80)

진료 시 상담/당뇨병교육 36 45.0
책/인터넷/TV/신문 20 25.0
주변인/기타 24 30.0

인슐린 치료 권유 시   
수용도§

바로 시작하겠다 35 23.5

혈당강하제로 도저히 
혈당조절이 되지 않을 때 
미루고 싶다

100 67.1

인슐린 치료는 절대 하지 
않겠다

14 9.4

자가혈당측정기 소유 유 113 74.8
무 38 25.2

자가혈당측정 횟수
(n=81)§

1회 이상/일 30 26.5
1회 이상/주 52 46.0
1회 이상/월 12 10.6
측정하지 않는다 17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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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계속)                                    (n=151)

‡최근 3~6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검사결과가 없는 대상자 3명

§무응답 제외함

질병관련 특성 범주 빈도(명)   백분율(%)

병원에서 당뇨병 교육을 
받은 적 있다

유 77 51.0

무 74 49.0

최근 마지막으로 받은 
당뇨병 교육 (n=77)

1년미만 14 18.2

1년이상~5년미만 37 48.1

5년이상 26 33.8

당뇨병 교육 방법
(n=77)

개별교육 40 51.9

집단교육 33 42.9

개별교육과 집단교육/캠프 4 5.2

지금까지 받은 당뇨병 
교육 횟수
(n=77)

1회 44 57.1

2회 이상 33 42.9

최근 3~6개월 이내
HbA1c 검사결과‡

(n=148)

6.5% 미만 44 29.7

6.5% 이상-7.0% 미만 32 21.6

7.0% 이상-9.0% 미만 62 41.9

9.0% 이상 10 6.8

혈당강하제 복용 유 148 98.0
무 3 2.0

혈당강하제 복용 개수
(n=148)

경구약 1제 28 18.5
경구약 2제 72 47.7
경구약 3제 이상 48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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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

1)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본 연구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90점 만점에 평균 63.94±13.40점,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55±0.74점이었다<표3>. 영역별로 살펴보면 인슐린 치료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은 인지심리적 영역이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62±0.78점, 지지적 

영역은 평균 평점 3.32±0.95점이었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평균 평점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그 동안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인슐린주사를 맞아야 한다니 

속상하다’로 5점 만점에 4.26점이었고, 반면 가장 낮은 문항은‘시력이 좋지 않아 

정확히 인슐린을 확인하기 어렵다’로 2.43점이었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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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n=151)

문항 평균평점±표준편차

인지심리적 영역 (14문항)      평균±표준편차  50.65±10.90 3.62±0.78 

  그 동안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인슐린주사를 맞아야 한다니 
  속상하다 4.26±0.84

  인슐린 주사를 평생 맞아야 한다는 것이 두렵다 4.19±0.97

  인슐린을 맞는다는 것은 치료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 두렵다 4.18±0.93

  인슐린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말 심각한 환자가 
  되는 느낌이 든다 4.09±1.05

  공공장소(다른 사람들 앞에서)에서 인슐린 주사할 때 남이 
  볼까 신경이 쓰인다 4.02±1.06

  인슐린 부작용(저혈당, 체중증가 등) 나타날까봐 두렵다 3.88±1.06

  인슐린주사를 떠나 주사 자체가 두렵다 3.67±1.21

  인슐린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3.65±1.12

  인슐린 투여는 복잡하고 불편하다 3.58±1.16

  인슐린주사를 혼자 잘 할 자신이 없다. 3.46±1.22

  인슐린 주사바늘이 아플까 봐 두렵다 3.29±1.29

  인슐린 주사로 멍이 생길까 걱정이 된다 3.13±1.27

  내가 인슐린 주사를 못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2.91±1.31

  시력이 좋지 않아 정확히 인슐린을 확인하기 어렵다 2.43±1.02 

지지적 영역 (4문항)            평균±표준편차  13.29±3.82 3.32±0.95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3.69±1.12

  인슐린 치료와 관련된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3.46±1.15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과 서운한 감정이 교차한다 3.31±1.12

  가족구성원으로서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2.83±1.24

총점 (18문항)                  평균±표준편차  63.94±13.40    3.5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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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뇨병 지식

본 연구 대상자의 당뇨병 지식은 20점 만점에 평균 13.49±3.67점, 정답률은 

67.5%였다<표4>. 영역별로 살펴보면, 당뇨합병증, 치료목표, 저혈당, 식사요법, 

일반적 지식 순으로 정답률이 높았고 그 중 당뇨합병증 영역의 평균 정답률이 

81.0%로 가장 높았다.

표4. 대상자의 당뇨병 지식 영역별 기술통계                             (n=151)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심장병 발생의 위험은?’에 대한 

정답률이 93.4%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문항은‘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식후 

2시간 혈당의 기준치는?’에 대한 항목으로 정답률을 25.2%였다<표 5>.

영역 문항 수 점수 범위 평균±표준편차 평균정답률(%)

총점 20문항 0-20 13.49±3.67 67.5

  일반적 지식 6문항 0-6 3.19±1.29 53.2

  치료목표 1문항 0-1 0.72±0.45 72.0

  식사요법 3문항 0-3 1.85±1.00 67.7

  저혈당 3문항 0-3 2.07±0.96 69.0

  당뇨합병증 7문항 0-7 5.67±1.46 81.0



- 25 -

표 5. 대상자의 당뇨병 지식 문항별 정답률                              (n=151)

영역 내용 정답률(%)

일반적 지식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인슐린 혹은 당뇨병 약의 
필요성이?

92.1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는? 71.5

당뇨병 환자가 감기에 걸리면 혈당은? 45.0

당뇨병의 치료 목표가 아닌 것은? 43.1

당화혈색소는 지난 얼마 동안 혈당치의 평균을 반영하나? 41.7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식후 2시간 혈당의 기준치는? 25.2

치료목표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의 조절 목표는? 72.0

식사요법 무가당 과일 주스는 혈당을? 68.9

당뇨병 환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는 
자유식품이 아닌 것은?

59.6

다음 중 탄수화물(당질)이 가장 많은 음식은? 56.3

저혈당 저혈당의 치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75.5

저혈당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72.9

다음의 활동 중 저혈당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58.9

당뇨합병증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심장병 발생의 위험은? 93.4

나쁜 콜레스테롤(LDL)이 높으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은? 91.4

일반인에 비하여 당뇨병 환자에서 심장병의 위험은? 89.4

당뇨병 환자가 발관리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은? 80.1

혈당조절을 잘 하면 당뇨병성 안 질환으로 인한 실명의 
위험은?

78.2

무감각과 저림의 원인은? 75.5

당뇨병 환자들에게 좋은 콜레스테롤(HDL) 농도는 
일반적으로?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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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뇨관련 스트레스

 

  본 연구 대상자의 당뇨관련 스트레스 점수는 총점 100점에 평균 53.41±14.33점, 

각 문항 5점 중에 평균 평점 2.67±0.71점이었다<표 6>. 문항별로 살펴보면 평균 평

점이 가장 높은 문항은 '당신은 당뇨병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가능성과 미래

에 대해 걱정을 합니까?’이며, 5점 중 3.72점이었고, 반면 가장 낮은 문항은‘당신

은 가족/친구들과 당뇨병에 대해서 불쾌하게 영향을 준적이 있습니까?’이며, 5점 중 

1.46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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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자의 당뇨관련 스트레스                                      (n=151)

문항 평균±표준편차

당신은 당뇨병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걱
정을 합니까? 3.72±1.15

당신이 당뇨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걱정(두려움)이 있습
니까? 3.59±1.13

당뇨병으로 인하여 부작용(반작용)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3.35±1.19

당신은 당뇨병 때문에 음식과 먹는 것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합니까? 3.33±1.21

당신은 당뇨병 치료를 해오던 방향을 벗어났을 때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낌니까? 3.30±1.06

당신은 합병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울하게 느낍니까? 2.96±1.39

당신이 당뇨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울하게 느낍니까? 2.96±1.34

당신이 당뇨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화난 적이 있습니까? 2.93±1.27  
 

당신이 경험하는 느낌이나 감정이 당신의 혈당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2.89±1.22

당뇨병 약 처방으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2.81±1.47

당신은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2.76±1.28

당신은 당뇨병 치료 처방에 대해 압박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2.76±1.21

당신이 당뇨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화난 적이 있습니까? 2.69±1.28

당신은 음식과 식사에 대해서 박탈되었다고 느낍니까? 2.60±1.18

당신은 당뇨병 치료에 대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32±1.21

당신은 당뇨병으로 인하여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2.22±1.28

당신은 가족/친구들이 당뇨병 치료에 대한 노력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 
느낍니까? 1.74±1.29

당신은 당뇨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1.57±1.14

당신은 당뇨병 치료 주치의에게 만족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1.52±1.32

당신은 가족/친구들과 당뇨병에 대해서 불쾌하게 영향을 준적이 
있습니까? 1.46±1.07

총점          평균±표준편차  53.41±14.33,      평균평점±표준편차  2.6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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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의 차이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t=-3.537, p=.001),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t=2.444, p=.016),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t=-2.071, 

p=.040), 월 평균 가계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t=1.277, p=.024)에 심리적 인

슐린저항성이 높게 나타났다. 치료비를 본인 이외에 배우자, 자녀,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게 나타났다(t=-3.658, p<.001)<표7>. 당뇨병 

지식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t=-2.334, p=.021), 65세 미만이 65세 이상보

다 높았고(t=2.69, p=.008), 대졸 이상(t=-2.959, p=.004), 월 가계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t=-2.248, p=.026)에 당뇨병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당뇨관련 스트

레스는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t=-3.896, p<.001), 월 평균 가계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대상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t=2.504, p=.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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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의 차이                               (n=151)

*p<.05, **p<.01

특성 구분 n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

M±SD t(p) M±SD t(p) M±SD t(p)

성별 남성 73 60.11±13.83 -3.537(.001)** 12.78±4.05 -2.334(.021)* 48.92±15.00 -3.896(<.001)**

여성 78 67.53±11.99 14.15±3.15 57.61±12.36

연령(세) 65 ＞ 92 62.52±13.66 -1.634(.104) 14.12±3.50 2.689(.008)** 53.51±13.11 .101(.920)
65 ≦ 59 66.15±12.78 12.51±3.73 53.26±16.17

결혼상태 기혼 126 64.47±13.97 1.088(.278) 13.42±3.75 -.521(.603) 53.00±14.60 -.797(.427)
미혼/사별/이혼 25 61.28±9.84 13.84±3.29 55.50±12.94

동거인의 
형태

있음 133 63.97±13.66 .073(.942) 13.44±3.76 -.491(.624) 52.78±14.24 -1.650(.101)
없음 18 63.72±11.61 13.89±2.93 58.61±14.32

교육수준 고졸 이하 83 66.31±12.37 2.444(.016)* 12.71±3.62 -2.959(.004)** 54.70±14.18 1.222(.223)
대졸 이상 68 61.04±14.11 14.44±3.53 51.84±14.47

현재직업상태 있음 133 62.25±12.97 -2.071(.040)* 13.93±3.65 1.953(0.053) 52.24±14.39 -1.330(.186)
없음 18 66.89±13.74 12.73±3.60 55.4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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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의 차이(계속)                         (n=151)

*p<.05, **p<.01

특성 구분 n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

M±SD t(p) M±SD t(p) M±SD t(p)

월 평균 가계 
소득(만원)

300 ＞ 70 65.61±13.73 1.277(.024)* 12.84±4.00 -2.248(.026)* 56.18±14.87 2.504(.013)*

300 ≦ 78 62.83±12.76 14.18±3.22 50.38±13.28

치료비 부담 본인 112 61.68±12.98 -3.658(<.001)** 13.63±3.75 .816(.416) 52.30±14.65 -1.624(.106)
배우자/자녀/부모/기타 39 70.44±12.56 13.08±3.42 56.60±13.02

의료보험종별 건강보험 147 63.65±13.44 -1.61(.110) 13.57±3.640 1.663(.098) 53.04±14.29 -1.967(.051)
의료급여 4 74.50±6.92 10.50±3.873 67.1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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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의 차이

<표8>에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인슐린 치료 권유 시 수용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을 한 결과‘인슐린 치료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대상자가‘바로 시작하겠다',‘혈당강하제로 도저히 혈당조절이 되지 않을 때로 

미루고 싶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F=6.511, p=.002).

  당뇨병 지식은 조절목표 혈당수치를 알고 있는 대상자(t=3.580, p<.001)와 최근 

3~6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검사결과를 알고 있는 대상자(t=6.507, p<.001), 인슐린 

작용기전을 알고 있는 대상자(t=4.369, p<.001)에서 당뇨병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인슐린 치료 수용도에 대한 응답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혈당강하제로 도저히 혈당조절이 되지 않을 때로 미루고 싶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인슐린 치료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당뇨병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F=4.510, p=.013).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당뇨관련 스트레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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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의 차이                                  (n=151)

*p<.05, **p <.01

특성 구분 n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

M±SD F/t(p) M±SD F/t(p) M±SD F/t(p)

당뇨병의 유병기간(년) 1년미만 5 52.40±16.32 1.860(.121) 15.20±2.86 .568(.686) 52.50±13.32 .317(.866)
1년이상-5년미만 46 62.61±14.70 13.30±4.16 54.51±14.61

5년이상-10년미만 43 66.23±14.31 13.93±3.15 52.47±13.70

10년이상-15년미만 26 61.69±11.10 13.12±3.78 51.44±16.32

15년 이상 31 66.48±10.23 13.19±3.65 54.88±13.76

인슐린 치료 경험이 
있는 가족

유 56 63.59±11.66 -.247(.806) 13.93±3.49 1.130(.260) 52.48±11.99 -.613(.541)
무 95 64.15±14.38 13.23±3.76 53.96±15.58

당뇨합병증 유 50 63.18±13.99 -.490(.625) 12.84±4.24 -1.540(.126) 55.98±15.03 1.554(.122)

무 101 64.32±13.15 13.81±3.33 52.14±13.87

조절목표 혈당수치 알고 있다 118 63.74±12.34 -.351(.726) 14.03±3.25 3.580(<.001)** 54.47±13.24 1.730(.086)

모르고 있다 33 64.67±16.84 11.55±4.40 49.62±17.40

최근 3~6개월이내 
당화혈색소 검사결과

알고 있다 113 63.56±12.33 -.604(.547) 14.49±2.82 6.507(<.001)** 52.87±12.99 -.806(.422)

모르고 있다 38 65.08±16.30 10.53±4.29 55.03±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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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의 차이(계속)                              (n=151)

‡ Post-Hoc Scheffe test, *p<.05, **p <.01

특성 구분 n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

M±SD F/t(p) M±SD F/t(p) M±SD F/t(p)

인슐린 작용기전 알고 있다 80 62.41±13.62 -1.494(.137) 14.66±3.04 4.369(<.001)** 55.14±13.84 1.58(.116)
모르고 있다 71 65.56±13.03 12.18±3.89 51.46±14.72

인슐린 작용기전의 
정보습득(n=80)‡

진료시 상담/당뇨병교육a 36 63.58±12.07 .299(.742) 15.00±3.27 1.007(.370) 54.48±12.66 3.215(.045)*

b>c책/인터넷/TV/신문b 20 62.25±16.76 14.90±3.06 61.25±14.44

주변인/기타c 24 60.79±13.34 13.92±2.62 51.04±14.36

인슐린 치료 권유 
시 수용도‡

바로 시작하겠다a 35 59.60±14.27 6.511(.002)** 

c>a,b

12.60±4.37 4.510(.013)* 

b>c

49.82±17.41 1.902(.153)

혈당강하제로 도저히 
혈당조절이 되지 
않을때로 미루고 싶다b

100 64.63±12.16 14.07±3.25 54.48±12.96

인슐린 치료는 절대 하지 
않겠다c

14 73.71±9.33 11.50±3.90 57.23±13.21

자가혈당측정기 
소유

유 113 62.72±13.65 -1.954(.053) 13.93±3.39 2.586(.011)* 53.69±14.98 .419(.676)
무 38 67.48±12.05 12.18±4.17 52.56 ±12.33

자가혈당 측정횟수
(n=113)

1회/일 이상 30 58.37±13.73 2.329(.079) 14.40±3.31 2.837(.042)* 54.58±13.06 .378(.769)
1회/주 이상 52 64.13±12.32 14.38±2.65 54.50±14.03
1회/월 이상 12 69.67±11.98 11.82±4.89 51.56±13.40
측정하지 않는다. 17 61.53±17.23 13.96±3.39 50.74±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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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의 차이(계속)                            (n=151)

특성 구분 n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

M±SD F/t(p) M±SD F/t(p) M±SD F/t(p)

병원에서 당뇨병 
교육을 받은 적 
있다

유 77 62.45±13.94 -1.395(.165) 14.03±3.82 1.847(.067) 52.82±14.69 -.511(.610)
무 74 65.49±12.72 12.93±3.43 54.02±14.03

최근 마지막으로 
받은 당뇨병교육 
(n=77)

1년 미만 14 63.21±12.77 .034(.966) 15.00±1.96 1.065(.350) 58.57±13.72 1.445(.242)
1년 이상~5년 미만 37 62.08±11.82 14.22±3.91 52.30±13.00
5년 이상 26 62.58±17.45 13.23±4.38 50.48±17.01

당뇨병 교육방법
(n=77)

개별교육 40 61.65±13.95 .796(.455) 14.28±4.10 .260(.772) 51.50±14.85 .844(.434)
집단교육 33 64.24±14.11 13.85±3.47 53.41±14.79
개별교육과 집단교육/캠프 4 55.75±12.87 13.00±4.55 61.25±11.73

지금까지 받은 
당뇨병교육 횟수
(n=77)

1회 44 62.27±14.21 -.131(.896) 13.86±3.48 -.428(.670) 55.57±12.21 1.927(.058)
2회 이상 33 62.70±13.79 14.24±4.51 49.17±16.95

최근 3~6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검사결과

6.5% 미만 44 63.09±13.74 .129(.943) 13.98±3.55 .827(.481) 52.95±14.17 .083(.969)
6.5% 이상-7.0% 미만 32 63.41±14.33 13.34±3.69 52.89±14.70
7.0% 이상-9.0% 미만 62 64.47±13.37 13.42±3.71 53.99±14.69
9.0% 이상 10 65.10±10.40 12.00±4.03 54.63±15.10

복용중인 
혈당강하제 복용

유 147 63.99±13.44 .255(.799) 13.46±3.70 -.695(.488) 53.55±14.39 .702(.484)
무 4 62.25±13.20 14.75±1.71 48.44±12.52

복용중인 
혈당강하제 개수

1제 복용 28 61.96±18.30 .508(.603) 13.57±3.72 .292(.747) 50.98±15.88 .868(.422)
2제 복용 72 64.00±12.00 13.64±3.52 53.39±14.24
3제 이상 복용 48 65.19±12.16 13.13±3.97 55.44±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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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의 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당뇨관련 스트레스(r=.444, 

p<.001)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당뇨병 

지식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을수록 당뇨병 지식과 당뇨관련 스트레스 점수는 

높았다. 연구 대상자의 당뇨병 지식과 당뇨관련 스트레스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표 9>.

표 9.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의 관계

                                                                     (n= 151)

변수
당뇨병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

r(p)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080 (.327) .444 (<.001)**

당뇨병지식 1 .082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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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Y의료원 당뇨병센터 외래를 내원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치료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당뇨병 교육 개발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51부의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대상자의 심리적 인슐린저

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에게 한국형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도구를 사용하여 심리적 인슐린저

항성을 측정한 결과, 90점 만점에 평균 63.94점, 5점 만점에 평균 평점은 3.55점으

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유지현(2018)의 연구결과는 평균 60.92점, 한국형 심

리적 인슐린저항성 도구개발 당시의 점수는 60.43점이었다(송영신, 2016). 다른 도

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95점 만점에 평균 62.34점, 평균 평점 5점 만점에 3.28

점으로(강미령, 2014)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

는 인슐린 치료 경험이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치료에 대해 심리적으로 저

항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영역별 점수의 경우, 인지심리적 영역은 50.65점, 지지적 영역이 

13.29점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인지심리적 영역, 지지적 영역이 각각 47.74

점, 12.93점(유지현, 2018), 47.35점, 13.08점(송영신, 2016)으로 인지심리적 영역

이 높게 나타났다. 문항별 점수로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니 속상하다’는 문항으로 5점 만점에 4.6점으로 가

장 높았고,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인슐린 주사 관련 문항보다는‘인슐린 치료를 받는

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말 심각한 환자가 되는 느낌이 든다’와‘그동안 관리를 한다

고 했는데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니 속상하다’로 나타났다(유지현, 2018). 즉, 

두 연구 모두 인지심리적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저항성을 나타내는 문항이 있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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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인슐린 치료 시작의 지연 요인으로 주사에 대한 고통 및 불

편감보다는 심리적 저항감으로 보고되었다(홍순화 등, 2008; 강미령, 2014)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여성, 교육수

준이 낮을수록, 현재 직업이 없고 월 평균가계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치료비를 부담할수록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게 나옴을 알 수 있

었다. 여성이 67.53점으로 남성보다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선행연

구와도 일치했다(강미령, 2014, Polonsky et, al., 2005). 여성은 인슐린을 처벌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은 반면, 남성은 인슐린을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의 

한 형태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Morris, Povey, & Street, 2005).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높았지만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수준

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홍순화 등, 2008; 유지현, 2018). 이는 본 연구의 여성과 대

졸 이상 교육수준의 비율이 선행연구보다 높아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점수가 선행연구

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인슐린 치료 권유 

시 수용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을 한 결과‘인슐린 치료

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대상자가‘바로 시작하겠다',‘혈당강하제로 도저히 혈당조절

이 되지 않을 때로 미루고 싶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외의 경

우, 인슐린을 사용한 적 없는 환자 중 72.9%는 인슐린을 최후의 수단이라고 느꼈고 

25%는 어떤 상황에도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조사되었다(Khan, Lasker, & 

Chowdhury, 2008). 

  이러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중재하기 위한 실무 간호사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국

외 논문에서는(Clark, 2007),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 바늘에 대한 두려움, 저혈

당이나 체중증가에 대한 두려움, 지속적인 주사에 대한 걱정, 그리고 경구용 혈당강하

제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존재한다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줄일 수 있는 건강관리 전문가들의 중

재로, 인슐린 투여과정을 보여주며 인슐린 장점을 설명하고 환자와 전문가들이 서로 

인슐린 의사결정과정에 함께 노력하는 것이 환자가 인슐린 치료를 할 수 있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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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Polonsky et al., 2019). 또한, 환자 그룹들의 

안정성, 효과성, 허용성에 대해 감정을 나누는 환자그룹교육도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에 

효과적임이 나타났다. 따라서 당뇨병 교육자는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효과적으로 접

근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4가지 주요 방법으로, 교육 및 설명을 제공하고 인슐린 치료

의 성공 사례를 공유, 환자들이 당뇨병 교육자가 가르친 인슐린 치료방법의 경험을 

피드백 받고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시해야 한다(Allen, Zagarins, Feinberg, & Welch, 2017). 

  본 연구 대상자의 당뇨병 지식은 총점 20점 만점에 평균 13.49점이며, 평균 정답

률은 67%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유지현(2018) 연구에서는 평균 12.10점

이었으며 평균 정답률을 60.5%, 강미령(2014) 연구에서는 총점 23점으로 2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10.59점이었으며, 평균 정답률은 53%로 선행 연구결과보다 본 연구

에서 당뇨병 지식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다른 선행연구보다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이 44.6%로, 선행연구의 21%(강미령, 2014),  

39%(유지현, 2018)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의 비율이 높아 당뇨병 지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당뇨합병증 영역이 81.0%의 정

답률이 가장 높았고 치료목표, 저혈당, 식사요법, 일반적 지식 순이었다. 문항별 점수

가 가장 낮았던 것은‘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식후 2시간 혈당의 기준치는?’이었

다. 설문지 정답률 분석결과, 정상 식후2시간 혈당관리 목표인 140mg/dL을 정답으로 

선택한 경우가 53%로 정답인 200mg/dL로 선택한 25%보다 더 높았으며 진단기준

과 정상 혈당관리 목표의 기준을 혼란스러워 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당뇨병 지식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 평

균 가계소득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여성이 14.15점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

이 낮을수록 당뇨병 지식 점수는 높았고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했다(심완섭, 

2006; 이주안, 박효정, 2014). 따라서 노인 당뇨병 환자들의 자가관리 수준을 높이

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을 포함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참여 기

회를 보장해야 한다(김소미, 황태윤, 나민아, 이경수, 염석헌, 2017). 또한, 본 연구에

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당뇨병 지식이 높았으며, 결과가 일치하는 선행연구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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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최경임, 정덕유, 2010; AL-Qazaz et al., 2011; 강미령, 2014), 교육수준과 

당뇨병 지식이 차이가 없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었다(마혜진, 2013). 대상자의 소득수

준이 높을수록 당뇨병 지식 점수는 높게 나타났고, 이는 Isalm et al.(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당뇨병 지식은 조절목표 혈당수치, 최근 3~6개월 이내 당화

혈색소 검사결과, 인슐린 작용기전을 알고 있는 대상자가 당뇨병 지식이 높게 나타났

다. 인슐린 치료 권유 시 수용도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후검

정 결과‘혈당강하제로 도저히 혈당조절이 되지 않을 때로 미루고 싶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인슐린 치료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당뇨병과 관련된 지식은 성별, 당뇨를 진단받은 기간, 체질량지수, 가족력, 

결혼상태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Isalm et al., 2015),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당뇨병 지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당뇨관련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점수는 총점 100점에 평균 

53.41점, 각 문항 5점 중에 평균 평점 2.67점이었다. PAID-K 개발 당시 점수는 

47.5점으로 선행연구결과보다 본 연구가 높은 점수이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평균 평

점이 가장 높은 문항은 '당신은 당뇨병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과 미

래에 대해 걱정을 합니까?’이며, 5점 중 3.72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른 스트레스 도

구를 사용한 연구(강혜연, 구미옥, 2012)에서는 스트레스는 각 문항의 5점 척도에서 

평균 평점 2.70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혈당조절에 따른 양호군은 

2.50점, 불충분 군은 2.58점, 불량군은 3.10점으로 혈당조절이 불량할수록 스트레스

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당뇨관련 스트레스는 여성과 월 평균 가계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대상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PAID-K 개발 당시 선행연구

에서도 여성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당뇨병 유병기간이 길수록, 당화혈색소가 높

을수록, 인슐린 사용군이 비사용군에 비해 점수가 높았고 당뇨합병증이 있을수록 점

수가 높았다(Eom et al., 2011).

  당뇨병 관리 목표는 혈당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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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관련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부터 합병증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

하며 철저한 혈당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함을 알려줌으로써 막연한 두려움으로

부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또한 당뇨병 환자를 간호하는 전

문간호사나 당뇨병 교육자는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의 정도를 사정할 때 인지심리적, 

환경적, 지지적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을 고려하며 상담 및 교육 시 

인슐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인슐린 저항감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 책자, 웹 기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중재(Roussell-Jones, Pouwer, & Khunti, 2018)할 수 

있는 추후 교육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내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당뇨병 지식의 관계를 분석한 연

구는 있었지만 당뇨관련 스트레스와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

구의 주목할 만한 결과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당뇨관련 스트레스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당뇨병 지식, 그리고 당뇨병 지식과 당

뇨관련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당뇨병 지식이 낮을

수록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강미령, 2014; 유지현 2048), 

홍순화 외(2008)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

뇨병 지식,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본 강미령(2014)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낮

을수록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고 당뇨병 지식이 낮았다. 즉,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당뇨병 지식의 주요 상관관계 중 하나임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

서는 당뇨병 지식과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관계가 없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효

능감이 조절 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유지현

(2018)연구와 본 연구의 상관관계의 차이를 비교해 볼 때, 선행연구의 대상자 나이

가 낮고 남성의 비율이 높은 점, 그리고 본 연구에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에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비교해보면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차이가 상관관계

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마지막 선행연구로, 홍순화 등(2008) 연구와는 동일하게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당뇨병 지식은 상관관계가 없었고 여자가 남자보다 인슐린 수

용도가 낮았지만, 당뇨병 유병기간, 소득 및 교육수준 등의 다른 요인은 인슐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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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위의 국내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여전히 국내에서 심리적 인슐린

저항성과 다른 개념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미비하며 다양한 영향요

인들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당

뇨관련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유의하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와 관련한 저항성, 두려

움이나 거부를 표현하는 환자의 경우 당뇨관련 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당뇨

관련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사정하는 과정

이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철저한 혈당조절의 가치를 믿는 사람과 자기효능감이 강한 사

람, 그리고 의료진과의 관계가 좋은 경우 인슐린 치료를 덜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Nam et al., 2010). 또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일반적인 약물에 대한 신념이나 

우울, 불안이라는 개념보다는 당뇨관련 스트레스와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Bahrmann et al., 2014; Holmes-Truscott et al., 2016).  

구체적으로 당뇨병에 대한 걱정이 인슐린 치료의 저항성을 높인다는 의미이며, 본 연

구가 전반적인 환자의 스트레스를 다루지 않고 구체적인 당뇨관련 스트레스 개념과의 

관계를 분석했기 때문에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당뇨관련 스트레스가 매우 유의하게 

나왔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우, 당뇨관련 스트레스와 심

리적 인슐린저항성의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추후 심리

적 인슐린저항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도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한 가지 더 시사하는 점은, 당뇨병 교육의 여부와 당뇨병 지식과

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당뇨병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50%에 불과하며, 그중 

마지막으로 받은 당뇨병 교육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8.2%였다. 이는 당뇨병 교육이 

대부분 1회에 그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회성 

당뇨병 개별교육의 지속효과에 대해서는 결과가 다양하지만, 지속적인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교육 후에도 평가를 수행하고 정기적인 당뇨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

용하여 반복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수가의 재조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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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병원의 당뇨병 교육자마다 인지하는 교육 내용, 교육 환경과 여건 등이 차

이를 보여 당뇨병 교육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한 시

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가 일개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내원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로, 환자들의 당뇨병 지식이나 다른 건강 

관련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모든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기관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심리적 인

슐린 저항성 정도를 비교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는 

1회의 설문지를 통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는 횡단적 조사연구라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치료과정에 있는 당

뇨병 환자의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의 변화에 관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뿐만 아

니라 이 연구의 경우 인슐린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

로 하였지만, 인슐린 치료를 받는 환자도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그룹 간 비교를 통해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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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뇨

관련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시작할 

수 있도록 심리적 인슐린저항감을 줄일 수 있는 간호 중재 교육 개발에 도움이 되고

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이 높을수록 당뇨관련 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당뇨병 지식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

었으며, 당뇨관련 스트레스와 당뇨병 지식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상관관계 결과를 기반으로 인슐린 치료를 시작할 때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의 

주요 구성요소인 인슐린 치료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등을 환자와 상담하며 심리적 인

슐린저항성 정도를 미리 사정하는 것이 환자의 당뇨관련 스트레스도 줄이고 인슐린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가 인

슐린 치료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도록 돕는 전략을 함께 중재하여 인슐린 치료

의 수용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외래에 방문할 때에 

당뇨병 교육간호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는 방법 등을 보여주고 인슐린 

치료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은 당뇨관련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고려해보

면, 당뇨관련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과 지지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인

슐린 저항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당뇨병 교육자는 개별적으로 

심리적 인슐린저항감을 일으키는 요인을 사정한 후에 그 결과를 기반으로 환자가 인

슐린 치료에 저항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맞춤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인슐린 치

료에 대한 거부감을 개선하도록 도와 목표 혈당조절을 용이하게 하는데 전문적인 상

담자, 교육자,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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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교육 측면

  간호사는 당뇨병 환자 진단 시점부터 인슐린의 역할 및 효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

을 진행하고 인슐린이 치료과정에 있어 경고의 대상이 아닌 필요한 과정임을 받아들

일 수 있도록 치료 동기유발과 동기강화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처럼 심리적 인슐린저항성과 당뇨관련 스트레스도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전

문간호사나 당뇨병 교육자는 당뇨병 관리의 임상적, 심리사회학적 사정, 중재를 결합

하여 효율적인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언한다.

2) 간호실무 측면

  인슐린 치료 경험이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먼저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사정

할 수 있는 도구를 실무에 적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에 맞춘 교육을 제공해야 한

다. 일방적인 지식전달의 일회성 교육이 아닌, 제공된 교육 및 관리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성과 및 평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른 병원 전문 교육간호사와의 교류도 필요함을 제언한다.

3)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므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기관의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연구에서 당뇨병 지식과 심리

적 인슐린저항성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

인지,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 추후 종단연구 

및 임상시험설계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또한, 국외에서는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줄이기 위한 중재들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 및 추가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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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을 줄이기 위한 중재 연구들이 개

발되어야 한다. 

4) 간호정책 측면

  당뇨병 개별교육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교육 후에도 정기적인 당뇨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환자들의 당뇨병 치료 동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

만 현재 교육비용의 비급여와 교육비용 책정을 1회만 가능함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치

료 및 당뇨병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비용이, 당뇨병 교육자에게는 업무적인 부

담이 되는 상황이다. 국내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실제 당뇨병 치료 

관련 교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고려해볼 때, 당뇨병 교육의 정기적인 의료비 지

원과 당뇨병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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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 연구과제명 ]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지식, 당뇨관련 스트레스와 심리적 인슐린저항성의 관계

조사 일시 2020년    월     일

설문 번호 No.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지식, 당

뇨관련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인슐린 치료에 대한 거부감

을 극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여 혈당조절을 돕기 위한 당뇨병 

교육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내용은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귀하의 의견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 각 설문 항목을 읽고 빠지는 내용 없이 끝까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연구자  장 연 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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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귀하의 당뇨병 지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다음 문제를 읽고 귀하의 생
각과 일치하는 답에 V표 하여 주십시오.

1.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는?
(1) 신장        2) 췌장        (3) 심장       (4) 비장       (5) 잘 모르겠다

2. 당뇨병의 치료 목표가 아닌 것은?
(1) 혈당의 정상화                  (2) 현재 체중의 유지     
(3) 정상적인 혈압유지              (4) 정상적인 혈중 지질 농도의 유지

3. 당뇨병환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는 자유식품이 아닌 것은?
(1) 홍차, 녹차           (2) 오이, 배추, 상추              (3) 김, 미역, 다시마
(4) 곤약, 한천           (5) 무가당쥬스

4. 저혈당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1) 목마름                 (2) 소변을 자주 봄             (3) 건조한 입과 피부    
(4) 떨림과 식은 땀         (5) 체중감소

5. 당화혈색소는 지난 얼마 동안 혈당치의 평균을 반영하나?
(1) 1일        (2) 1주        (3) 6-10주        (4) 6개월        (5) 잘 모르겠다

6.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인슐린 혹은 당뇨병 약의 필요성이?
(1) 증가할 것이다.                 (2) 감소할 것이다.     
(3) 변화가 없을 것이다.            (4) 잘 모르겠다.   

7. 당뇨병환자가 감기에 걸리면 혈당은?
(1) 오를 가능성이 크다.             (2) 내릴 가능성이 크다.
(3) 변화없을 가능성이 크다.         (4) 잘 모르겠다. 

8. 다음 중 탄수화물 (당질)이 가장 많은 음식은?
(1) 닭튀김           (2) 치즈           (3) 구운 감자           (4) 버터

9. 무가당 과일 주스는 혈당을?
(1) 낮춘다.           (2) 높인다.        (3) 영향이 없다.        (4) 잘 모르겠다.

10. 저혈당의 치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2캔의 다이어트 콜라                             (2) 크랙커와 치즈
(3) 포도당 정제 혹은 과일 주스(3/4컵, 175mL)          (4)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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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의 활동 중 저혈당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1) 간식시간에 여분의 음식을 먹는다.            (2) 보통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한다.

(3) 점심을 안 먹었다.                           (4) 잘 모르겠다.

12. 혈당조절을 잘 하면 당뇨병성 안 질환으로 인한 실명의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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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무감각과 저림의 원인은?

(1) 신장 질환        (2) 신경 질환       (3) 안 질환             (4) 간 질환

14. 일반인에 비하여 당뇨병 환자에서 심장병의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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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당뇨병환자가 발관리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은?

(1) 발로 혈액이 잘 가도록 하기 위해 다리를 꼬고 앉는다.

(2) 굳은 살 부위에서 냄새가 나면 깨끗한 면도칼로 제거한다.

(3) 발톱을 깎을 때는 일직선이 되도록 깎는다.

(4) 발가락에 티눈이 있을 때 티눈 제거약을 사용한다.

16.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심장병 발생의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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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나쁜 콜레스테롤(LDL)이 높으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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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당뇨병 환자들에게 좋은 콜레스테롤(HDL) 농도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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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식후 2시간 혈당의 기준치는?

(1) 100 mg/dL                (2) 140 mg/dL               (3) 200 mg/dL   

(4) 250 mg/dL                (5) 잘 모르겠다.

20. 당뇨병환자의 당화혈색소의 조절 목표는?

(1) 7% 이하                  (2) 8% 이하                  (3) 9% 이하    

(4) 10% 이하                 (5)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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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귀하의 당뇨관련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이 질문들은 정답

이 없습니다. 어떤 문항을 선택할 지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고 즉시 떠오르는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표현에 V표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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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귀하의 인슐린 치료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다음 문항들에 

대해 1-5점 까지의 점수 중 귀하께서 동의하는 점수에 V표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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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귀하의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 설문지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하거나 또는 직접 기록하여 주십시오.

[ 인구학적 특성 ]

1. 귀하의 성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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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괄호 안에 모두 적어주세요. (                                           )

5. 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없음      (2) 기독교      (3) 천주교      (4) 불교      (5) 기타 (           )

6.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초등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졸업              (5) 대학원 졸업 이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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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귀하의 월 가계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300만원 미만  

(3) 300만원~500만원 미만              (4) 500만원 이상

9. 귀하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십니까?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부모      (5)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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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련 특성 ]

10. 귀하께서는 당뇨병을 진단받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             년)

11. 귀하의 가족 중에 당뇨병으로 인슐린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1) 있다 (해당 가족을 표시해 주세요)

     □ 조부모    □ 부모    □ 형제자매    □ 자녀    □ 기타 (          )

(2) 없다

12. 귀하의 조절 목표 혈당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1) 예 

    ·당화혈색소 (     %)   ·공복혈당 (     mg/dL)   ·식후2시간혈당 (      mg/dL)

(2)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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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  →  당화혈색소 (      %)          (2) 아니오

14. 귀하는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을 진단 받으셨습니까? 해당되는 합병증에 모두 V표

시 해주세요.

□ 없음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망막병증 

□ 콩팥(신장)병증      □ 신경병증        □ 족부궤양          □ 기타 (     )

15. 귀하는 인슐린의 작용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  15.1문항         (2) 아니오

   15.1 귀하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인슐린에 대한 정보를 습득 하셨습니까?

   (1) 진료 시 상담       (2) 당뇨병교육      (3) 책          (4) 인터넷 

   (5) 주변 당뇨병환자 또는 주변인           (6) TV/신문     (7) 기타 (        )

16. 귀하의 당뇨병 치료를 위해 주치의께서 인슐린 치료를 권유하신다면 바로 시작 

하시겠습니까?

(1) 바로 시작하겠다. 

(2) 혈당강하제로 도저히 혈당조절이 되지 않을 때로 미루고 싶다.

(3) 절대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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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귀하는 병원에서 당뇨병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  17.1 문항         (2) 아니오

       

   17.1 귀하께서 최근 마지막으로 받은 당뇨병 교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1) 6개월 미만          (2) 6개월~1년 미만       (3) 1년~3년 미만             

   (4) 3년~5년 미만              (5) 5년 이상

   17.2 귀하께서 받으신 당뇨병 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1) 개별교육     (2) 집단교육       (3) 개별교육 + 집단교육       (4) 캠프

   17.3 귀하께서 지금까지 받은 당뇨병 교육 횟수는 몇 번입니까?

   (1) 1회          (2) 2~3회         (3) 4~5회         (4) 6회 이상

18. 귀하는 자가혈당측정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1) 예  →  18.1 문항          (2) 아니오

   18.1 귀하의 자가혈당측정 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1) 1회 이상/1일       (2) 4~7회/주             (3) 2~3회/주        (4) 1회/주  

   (5) 1회 이상/1달       (6) 측정하지 않는다.      (7) 기타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하셨는지 다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소중한 시간을 할애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전자의무기록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6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 복용하고 있는 경구혈당강하제 종류 

◈ 합병증 유무

◈ 의료보험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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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 diabetes knowledge, and diabetes-related 

stres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who had no experience of 

insulin treatment. 

Methods: The study design wa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and the 

sample of 151 patients with diabetes was recruited from among patients 

visiting the diabetic clinic of Y Medical Center in Seoul, Korea, from May 11 

to May 31, 2020. Three questionnaires including 76 items were used to 

assess patients, including 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 diabetes 

knowledge, and diabetes-related stres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t-test, and one-way ANOVA 

with Scheffé’s test post hoc using SPSS version 25. 

Results: Participants’ mean age was 59.79 years (SD=8.66), and more than 

half of them (n=78, 51.7%) were women. The total mean score and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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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of 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 were 63.94±13.40 out of 90, and 

3.55±0.74 out of 5, respectively. The cognitive psychological domain 

showed a higher average score of 3.62±0.78 than the supportive domain 

(3.32±0.95). The women showed higher 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 

than men, and patients for whom their spouse, children, or parent paid their 

medical expenses showed higher 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 than a 

patient who paid by him/herself. In addition, patients who only graduated 

from high school showed higher 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 than those 

who graduated from college or higher, patients without current job showed 

higher 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 than patients with jobs, and patients 

who had the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of less than 3 million KRW 

showed higher 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 than that of more than 3 

million KRW. The diabetes knowledge score averaged 13.49±3.67 out of 20 

and the correct answer rate was 67.5%. Among the items of diabetes 

knowledge, diabetes complication was the highest with 81%, followed by 

treatment goals, hypoglycemia, diet therapy, and general knowledge. To be 

specific, women, under 64 years old, an education level of a college degree 

or higher, or a household income exceeding 3 million KRW indicated high 

diabetes knowledge. In addition, patients who knew the target blood sugar 

level, the test results for HbA1c within the last three to six months, and the 

insulin mechanism showed high scores in diabetes knowledge. Furthermore, 

patients who owned a glucometer and used their own glucometer showed 

higher diabetes knowledge. Regarding diabetes-related stress, the total mean 

score and average mean score were 53.41±14.33 out of 100, 2.67±0.71 out 

of 5. Women and patients with low monthly household income showed higher 

diabetes-related stress. Lastly, the 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iabetes-relate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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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To reduce 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 we need to assess 

the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s of patients, including diabetes 

stress-related stress, to help them enhance their support system as well as 

provide a tailored diabetic education. Also, through education and counseling, 

advanced practice nurses and diabetic education nurses should take the roles 

of professional counselors, educators, and advocates to communicate insulin 

actions, effects, and, needs with patients, and to provide proper knowledge, 

skills, and motivation for treatment. 

                                                                               
Key worlds : Psychological Insulin Resistance, Diabetes Knowledge,         
              Diabetes-related stress, Type 2 Diabetes Mellit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