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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당뇨병은 일단 발생하면 질병의 경과 조절은 어느 정도 가

능하나 완치가 어렵고 평생 동안 치료와 자가 관리를 요하는 

질환으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몸의 여

러 장기와 조직에 동시 다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 진

행 될 경우 많은 합병증을 발생시킨다(Lee et al., 2011). 2006

년 국내 3차 기관 급 13개 병원의 내분비내과를 방문한 당뇨

병환자 5,652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합병증 유병률에 대해 조

사한 결과에서 당뇨병성 신증 30.4%, 당뇨병성 망막증 38.3%, 

당뇨병성 신경병증 44.6%로, 당뇨병 환자의 30% 이상이 합병

증 발생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Lim et al., 2009) 당뇨

의 적절한 관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당뇨병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혈당조절을 위한 

꾸준한 약물치료와 함께 환자 자신의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당뇨 교육자 연합회(American Association 

of Diabetes Educators, 2010)에서는 건강한 식이, 신체활동, 혈

당 감시, 투약, 혈당조절과 관련된 문제해결, 당뇨 합병증에 

대한 위험요인 감소, 건강한 적응과 같은 7가지 행동을 당뇨

병 환자가 자가 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행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뇨 자가 관리 행위를 효과적으로 지속하

기 위해서는 당뇨 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 제공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Hass et al., 2012). 

당뇨교육 현황과 관련하여 2012년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전국 178개의 병원에서 당뇨교실을 운영하여 교육

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Lee et al., 2012), 각 구의 

보건소에서도 자가간호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당뇨교육을 진

행하고 있다. 교육의 내용으로는 식이요법을 비롯하여 운동요

법, 약물요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Lee et al., 2012). 그러나 이

렇게 제공되었던 교육이 당뇨병환자의 자가간호행위 등을 증

진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반면, 일부 연구에

서는 교육에 의해 지식은 증가하였으나 자가간호행위의 변화

와 당뇨조절의 효과는 가져오지 못하였다고 하였다(Kim & 

Chang, 2009). 그리고 보험 수가 인정을 받기 위한 당뇨교육

현황 보고에서는 교육실시 횟수, 피교육자 수, 교육내용, 교육

자료 유무 및 종류만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의 결과 평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Lee et al., 2012). 당뇨교육

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지식의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당뇨병환자로 하여금 자율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자가간호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추후 효과적인 당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당뇨교육이 

실제 당뇨병환자의 자가간호행위 증진을 통한 당뇨조절에 도

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뇨 환자에게 제공되었던 당뇨교육의 방법으로는 



문 승 희  외

82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 2014년 2월

대부분 강의 형태의 교육으로 제공되고 있고(Lee et al., 

2012), 전화상담 프로그램(Yang, 2003), 인터넷 당뇨교육(Kim, 

2006), 문제해결식 간호 상담(Lee, Park, Park & Kim, 2005), 

스트레스 중재를 포함한 포괄적인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

(Yoo, Kim & Lee, 2006), 개별실습을 강화한 당뇨병 교육

(Kim, Kim & Ahn, 2006) 등의 다양한 방법들로도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들은 대상자가 선호하는 교육방법, 

적절한 빈도 등 대상자의 교육에 대한 개인적 요구에 기초하

기 보다는 연구자에 의해 계획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Norris, Engelgau와 Narayan (2001)과 Hass 등(2012)에 따르면,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교육방

법을 선택하여 다양한 전략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 Kim과 Chang (2009) 역시 당뇨교육은 교육의 제공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맞는 교육 내용의 수행강화와 

교육 후 실천 정도 평가를 토대로 환자에 맞는 적절한 내용

의 교육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당뇨교육은 장

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의 질환적인 특성에 따라 주기

적인 반복교육이 필요하다(Song et al., 2005). 따라서 당뇨환

자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

만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당뇨환자가 선

호하는 교육 방법, 내용의 확인과 더불어 재교육의 필요 주기

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

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교육 주제와 방법, 빈도와 더불어 당뇨

교육 경험이 당뇨 환자의 지식, 자가간호 행위와 당화혈색소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당뇨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고, 추

후 당뇨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재 개발에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제 2형 당뇨 환자의 자가간호 증진을 위한 당뇨

교육의 영향과 당뇨 환자들의 교육 선호를 조사하여 평생 지

속적, 장기적으로 관리해야하는 당뇨 환자들에게 적절한 당뇨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당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자가

간호행위와 당화혈색소의 차이를 파악한다. 

∙ 연구 대상자의 당뇨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 당화혈색소의 

수준을 파악한다.

∙ 연구 대상자의 당뇨교육 관련 특성에 대해 파악한다. 

∙ 당뇨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당뇨 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 

당화혈색소의 차이를 파악한다. 

∙ 당뇨교육 경험이 당뇨 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 당화혈색

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당뇨 환자에게 적절한 교육의 방법과 빈도를 확

인하고 당뇨교육이 당뇨 관련 지식, 자가간호 행위와 당화혈

색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

이다.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은 인천지역 내 2개 종합병원 외래를 내원한 제2

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불완전한 응답을 한 2

명이 제외되어 총 16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상 대상자 수는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7개로 하였

을 때 130명이 제시되어 본 연구대상자 수는 통계 분석에 필

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당

뇨병 진단을 받은 20세 이상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 설문지 

응답을 위해 글을 읽을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본 연

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고, 제

1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도구

●지식 평가 도구 

Shim 등(2006)이 개발한 당뇨병 지식평가 질문지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당뇨병 관련 지식 6문항, 치료 목표 1문항, 

식사 3문항, 저혈당 3문항, 합병증 7문항, 인슐린 관련 5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 관련 

지식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 대상자가 있어 인슐린 관련 5

문항을 제외한 총 20문항으로 지식을 평가하였다. 각 문항은 

선다형으로 구성되어 한 개의 답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문항

에서 요구하는 옳은 답을 한 경우 1점을 부여하고, 점수가 높

을수록 당뇨 관련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Shim 등(2006)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1이었다.

●자가간호행위 평가 도구

Choi (1999)가 개발한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행위 이행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기존 선행연구(Choi & 

Jung, 2010; Kang & Gu, 2010; Norris et al., 2001; Park et 

al., 2007)를 토대로 혈당 및 스트레스 관리, 병원 방문, 합병

증 확인을 포함한 당뇨 자기 관리 관련 5 문항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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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도구는 간호학자 3인으로 부터 내용타당도를 확인받

았다. 최종 질문지는 식이요법 관련 9문항, 약물복용 관련 3

문항, 운동요법 관련 3문항, 자기 관리 관련 5문항 총 2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못 한다’ 1점부터 ‘매우 잘 한

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

간호행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i (1999)의 연구에서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83이었고, 본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이었다.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는 환자의 장기적 혈당조절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로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농도를 나타낸다(Lee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다니는 병원의 임상 검사

실에서 가장 최근에 측정된 당화혈색소 측정치를 의무기록에

서 확인하여 기록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인천지역 내 종합병원 두 곳을 방문하여 내분비내과 과장

에게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의 설문조사와 당화혈색

소에 대한 자료수집의 허락을 받았다. 이후 외래 간호사의 협

조를 얻어 당일 진료 예정인 외래 환자의 명단을 확보한 후 

본 연구의 대상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조사와 당

화혈색소 검사결과를 의무기록에서 확인하는 내용과 연구진행

에 대해 설명을 하고, 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연

구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다. 이후 대상자에게 준비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의무기록을 통해 가장 최근의 당화혈색

소 측정치를 수집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임상시험센터로부터 연구진행

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학술 11-75). 연구 대상자의 

권리, 존엄성, 안전을 존중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

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기간, 연구 절차, 비밀 보장과 수반

될 수 있는 위험, 본 연구의 선정 기준과 중지 기준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본 연구 참여

에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통계 분석에 적절한 표본 수는 충족을 하였으나 

인천시내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 2곳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 버전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 관련 특성, 당뇨교육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당뇨 관련 지식과 자가간호행위, 당화혈색소의 수준

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

성과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당뇨 관련 자가간호행위, 당화혈

색소의 차이 분석을 위해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당뇨

교육에 따른 당뇨 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 당화혈색소의 차

이 분석을 위해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의 다중 비교를 위해 사후 분석은 Scheffe 분석을 

이용하였다. 당뇨 교육경험이 당뇨 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 

당화혈색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는 166명으로 성별 비율은 남성이 

48.8%, 여성이 51.2%로 비슷한 분포였으며,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35명(21.1%), 50대가 52명(31.3%), 60대가 43

명(25.9%)을 차지하였으며, 40세 이하가 19명(11.4%), 70세를 

초과한 대상자도 17명(10.2%) 포함되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

이 92.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

상의 학력자가 전체의 81.3%를 차지하였다. 경제 상태는 

7.8%가 스스로 경제 상태를 ‘하’로 인지하고 있었다. 활동장

애, 시력장애, 청력장애 등 신체기능의 제한 유무에 대해 조

사한 결과 15명(9.0%)이 장애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대

상자의 21.1%에 해당하는 35명이 당뇨병으로 인해 입원한 적

이 있었으며, 전체의 11.4%에 해당하는 19명이 당뇨합병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행위, 당화

혈색소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가간호행위는 결혼상태

(t=-2.44, p=.016)와 경제상태(F=11.9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타나냈는데 경제상태의 경우 사후분석을 한 

결과 ‘상’으로 인지한 군이 ‘중’과 ‘하’로 인지한 군에 비해 

자가간호를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화혈색소는 

학력(F=4.50, p=.005), 경제상태(F=6.34, p=.002), 신체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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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of Self-Care Behavior and Glycosylated Hemoglobi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in Subjects                                                          (N=16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care behaviors HbA1C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Male 81(48.8) 54.00±9.09 0.03

(.977)
7.11±1.58 -0.61

(.541)Female 85(51.2) 53.96±7.64 7.26±1.42

Age
(Year)

≤40 19(11.4) 50.47±8.18

1.79
(.134)

7.48±1.74

0.57
(.638)

41∼50 35(21.1) 53.12±8.09 7.03±1.01
51∼60 52(31.3) 54.50±7.48 7.36±1.70
61∼70 43(25.9) 55.86±7.93 7.07±1.50
>70 17(10.2) 53.31±6.93 6.95±1.41

Marital status
Unmarried 13(7.8) 48.75±9.30 -2.44

(.016)
7.55±1.76 0.84

(.405)Married 153(92.2) 54.40±9.57 7.16±1.48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a 13(7.8) 51.92±8.88
2.04
(.11)

7.50±2.02
4.50

(.005)
d>c†

Middle schoolb 18(10.8) 53.26±6.56 7.08±1.27
High schoolc 75(45.2) 53.00±8.50 7.59±1.72
≥Colleged 60(36.1) 55.97±6.83 6.67±0.90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a 90(54.2) 53.61±6.54 11.90

(<.001)
a>b,c†

6.85±1.12 6.34
(.002)
a>b,c†

Middleb 63(38.0) 51.93±7.98 7.55±1.82
Lowc 13(7.8) 47.46±9.52 8.02±1.63

Limitation of 
physical function

Yes 15(9.0) 52.71±8.53 0.63
(.529)

7.95±2.30 -2.08
(.039)No 151(91.0) 54.10±7.79 7.11±1.37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Yes 35(21.1) 53.77±9.16 -0.18

(.859)
7.73±2.03 2.46

(.015)No 131(78.9) 54.04±7.48 7.04±1.27

Complication
Yes 19(11.4) 53.05±8.66 -0.51

(.609)
7.38±1.44 0.63

(.531)No 147(88.6) 54.04±7.73 7.15±1.50
†Scheffe test; HbA1C=glycosylated hemoglobin
SMBG=Self-monitoring of blood glucose; OHA=Oral hypoglycemic agent

제한(t=-2.08, p=.039)과 입원경험(t=2.46, p=.015)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 분석한 결과에서 학력

의 경우 대학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군이 고등학교의 학력

을 갖고 있는 군보다 당화혈색소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

었고, 경제적 상태에서는 ‘상’으로 인지한 군이 ‘중’과 ‘하’로 

인지한 군에 비해 당화혈색소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Table 1).

연구 대상자의 당뇨교육 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의 당뇨교육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전체 

대상자 166명 중 63명(38.0%)만이 당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교육 받은 횟수는 한 번 받은 대상자가 40명

(63.5%)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2회가 11명(17.5%), 3회

가 4명(6.3%), 4회가 2명(3.2%), 5회 이상이 6명(9.5%)으로 나

타났다. 대상자가 받은 당뇨교육 주제로는 식이요법(98.4%)과 

운동요법(98.4%)이 가장 많이 교육을 받은 주제였고, 그 다음

이 합병증관리(47.6%), 경구용 혈당강하제 이용(3.2%), 스트레

스 관리(3.2%)였다. 대상자가 지각한 당뇨교육이 관리에 도움

을 준 정도에 대해 대상자의 77.8%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

였고, 22.2%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재교육의 필

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20명(72.3%)이 재교육이 필요

하다고 하였으며, 재교육 시 간격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6

개월까지 기간이 제시되었고, 평균 8.53개월마다 이루어지기

를 원하였다.

선호하는 당뇨교육방법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1순위 선택에

서 대상자의 85명(51.2%)이 강의 형 교육을 선택하였고, 2순

위 선택에서는 66명(45.7%)이 실습형 교육을, 3순위 선택에서

는28명(32.2%)이 소책자 이용 교육을, 4순위 선택에서도 11명

(28.9%)이 소책자 이용 교육을 선택하였다. 강의식 교육 시 

대상인원은 대상자의 60.2%인 100명이 15명 미만의 소규모 

교육을 선호하였으며, 1 대 1 면대면 교육은 37명(22.3%,) 15

명 이상 대규모 교육은 7명(4.2%)이 선호하였다. 알고 싶어 

하는 당뇨교육 주제 선호 조사에서는 1순위 선택에서 64명

(39.5%)이 식이요법을 선택하였고, 2순위 선택에서는 57명

(40.4%)이 운동요법을 선택하였으며, 3순위 선택에서는 41명

(41.0%)이 합병증 관리를 선택하였고, 4순위 선택에서는 19명

(38.8%)이 스트레스 관리를 선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당뇨 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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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abetes Education related Characteristics in Subjects                     (N=16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ean±SD

Experience of diabetes education Yes  63(38.0)
No 103(62.0)

Times to take diabetes education (n=63) 1  40(63.5)
2  11(17.5)
3   4( 6.3)
4   2( 3.2)
>5   6( 9.5)

Topic to take diabetic education* Diet management  62(98.4)
Excercise management  62(98.4) 
Hypoglycemic agent therapy   2( 3,2) 
Insulin therapy   1( 1.6) 
Self blood sugar test   0( 0.0) 
Complication management(foot care)  30(47.6)
Hypoglycemia management   0( 0.0)
Stress management   2( 3.2)
Management of ill or sick day   0( 0.0)

Diabetes education on diabetes management (n=63) Helpfulness  49(77.8)
Unhelpfulness  14(22.2)

Necessity of re-education Yes 120(72.3) 
No  46(27.7) 

Interval of re-education (months)　 8.53±6.35
Preference of audience number ≥ 15   7( 4.2)

< 15 100(60.2)
One-on-one  37(22.3)
Others  22(13.3)

The best preference of diabetes education method* Lecture  85(51.2)　
Pamphlet  41(24.7)
Internet  17(10.2)
Practice   7( 4.2)
Telephone   7( 4.2)
Video   6( 3.6)
Using text-message   3( 1.8)
Using e-mail   0( 0.0)

The best preference of diabetes education topic* Diet  64(39.5)
Complication  52(32.1)
Stress management  19(11.7)
Exercise  12( 7.4)
Hypoglycemia   5( 3.1)
Sick-day management   4( 2.5)
Self blood sugar test   3( 1.9)
Oral hypoglycemic agent   1( 0.6)
Insulin   1( 0.6)
Others   1( 0.6)

* Multiple responses 

당화혈색소 수준

연구 대상자의 당뇨 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 당화혈색소 

수준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당뇨 

관련 지식은 20점 만점에서 11±3.76점, 최소 2점, 최대 19점

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자가간호행위 점수는 80점 만점에 

53.98±7.84점, 최소 31점, 최대 69점이었다. 세부 자가간호행위 

점수는 식이요법 자가간호행위 점수(36점 만점)는 23.04±4.1

점, 약물복용 자가간호행위 점수(12점 만점)는 9.53±1.48점, 운

동요법 자가간호행위 점수(12점 만점)는 7.29±2.88점, 자기 관

리와 관련 자가간호행위 점수(20점 만점)는 14.14±1.68점으로 

나타났다. 각 자가간호행위의 평균 점수를 문항수로 나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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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evel of Knowledge, Self-care Behavior and Glycosylated Hemoglobin                                (N=166)

Variables Categories Mean±SD Mean of Item Minimum Maximum

Knowledge 11.00±3.76 2 19
Self-care behavior Diet 23.05±4.10 2.43 9 33

Medication 9.53±1.48 3.18 6 12
Exercise 7.29±2.88 2.56 3 12
Self-management 14.14±1.68 2.83 6 20
Total 53.98±7.84 2.70 31 69

HbA1C Total  7.19±1.49
≤ 7%  6.27±0.50
> 7%  8.44±1.50

HbA1C=glycosylated hemoglobin

<Table 4> Difference of Diabetes Knowledge, Self-care Behaviors, Glycosylated Hemoglobin according to Diabetes Education

Related Characteristics                                                                               (N=16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Knowledge Self-care behaviors HbA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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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s to take diabetes 
education

0a 103(62.0) 10.04±3.55
10.88(<.001)

b, c>a†

52.69±7.35
4.59(.012)

c>a†

7.35±1.51
1.53(.220)1b  40(24.1) 12.10±3.83 55.00±8.78 7.02±1.59

≧2c  23(13.9) 13.39±3.03 57.78±6.93 6.82±1.22
Diabetes education on 
diabetes management

Helpfulness  49(77.8) 12.84±3.36
1.10(.275)

57.10±7.61
2.01(.049)

6.91±1.24
-0.33(.746) 

Unhelpfulness  14(22.2) 11.64±4.31 52.25±9.33 7.06±2.07
†Scheffe test; HbA1C=glycosylated hemoglobin

과, 자가간호행위의 문항별 평균은 4점 만점에 2.70점으로 나

타났다. 세부 자가간호행위의 문항별 평균은 약물복용 관련 

문항별 평균이 3.1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기 관리

(2.83점), 운동요법(2.56점), 식이요법(2.43점)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당화혈색소의 평균은 7.19±1.49%, 최소 5%, 

최대 14%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상자 중 당뇨병 조절 목표치

인 7% 이하로 측정된 대상자는 57.7%이었다. 

당뇨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당뇨 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 당화혈색소의 차이

당뇨교육 횟수에 따른 당뇨 관련 지식(F=10.88, p<.001)과 

자가간호행위(F= 4.59, p=.01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당뇨교육 횟수와 당화혈색소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1.53, 

p=.220). 교육이 당뇨관리에 도움을 준 정도를 도움이 되었다

고 생각하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는

데, 자가간호행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

나(t=2.01, p=.049), 지식정도(t=1.10, p=.275)와 당화혈색소(t=-0.33, 

p=.746)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4). 

당뇨교육 경험이 당뇨 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 

당화혈색소에 미치는 영향 

당뇨교육 경험이 당뇨 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 당화혈색

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당뇨교육 경험이 당뇨 관련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기 위해 각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변수에 대해 더미변

수처리를 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전 회귀모형의  

P-P plot, Durbin-Waston test, 산점도, Cook's D 통계량, 공선

성 진단으로 정규분포, 독립성, 등분산성, 안정성, 다중공선성

의 충족여부를 검증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당뇨 관

련 지식의 회귀 분석 결과 당뇨교육 경험과 학력은 당뇨 관

련 지식에 대해 26.4%의 설명력을 보였고, 회귀 모형은 통계

적로 유의하였다(F=7.58, p<.001). 당뇨교육 경험은 유의한 차

이를 보였던 다른 변수인 학력, 연령, 경제 상태를 통제한 후

에도 당뇨 관련 지식에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t=3.93, 

p<.001). 자가간호행위의 회귀모형의 경우, 자가간호행위에 대

해 당뇨교육과 경제상태, 결혼상태가 전체 변량의 15.9%의 설

명력을 나타냈고,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60, 

p<.001) 자가간호행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변수는 경제 

상태이며, 당뇨교육 경험은 다른 변수인 경제 상태와 결혼 상

태를 통제한 후에도 자가간호행위에 유의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다(t=2.21, p=.029). 당화혈색소의 회귀 모형의 경우, 낮

은 경제수준과 입원경험이 당화혈색소에 대해 11.8%의 설명

력을 보였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F=3.92, 

p=.001) 당뇨교육은 당화혈색소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의

한 영향 변인으로 지지되지 않았다(t=-1.68, p=.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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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Diabetes Knowledge, Self-care Behaviors, and HbA1C               (N=166)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p) F(p) R2

Knowledge

Experience of diabetes education 2.12 0.27 3.93(<.001)

7.58
(<.001)

.264

Education* Elementary school 0.96 0.23 2.10(.037)
Middle school -1.42 -0.19 -2.40(.017)
High school 2.84 0.30 3.39(.001)

Age (years)† 41∼50 1.50 0.95 1.59(.115)
51∼60 0.25 0.89 0.29(.776)
61∼70 0.51 0.98 0.52(.606)
>70 0.24 1.22 0.02(.195)

Perceived economic status‡ Middle -0.83 -0.11 -1.36(.176)
Low -0.92 -0.07 -0.95(.346)

Self-care behaviors 

Experience of diabetes education 2.63 0.16 2.21(.029)
8.60

(<.001)
.159

Perceived economic status‡ Middle -4.01 -0.25 -3.32(.001)
Low -7.59 -0.26 -3.49(.001)

Marital status 5.31 0.18 2.43(.016)

HbA1C

Experience of diabetes education -0.40 -0.13 -1.68(.096)

3.92
(.001)

.118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0.69 -0.19 -2.46(.015)
Education* Middle school 0.45 0.15 1.79(.074)

High school 0.52 0.33 1.55(.123)
Perceived economic status‡ Middle 0.46 0.15 1.67(0.97)

Low 0.95 0.47 2.03(0.44)
Limitation of physical function 0.44 0.09 1.11(.269)

HbA1C=glycosylated hemoglobin
Reference group:*college and above, †≤40 years, ‡high

논    의 

본 연구는 당뇨 환자에게 제공되었던 당뇨 교육이 당뇨 관

리에 대한 지식과 자가간호행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

는지를 파악하고, 교육관련 빈도와 방법 등을 조사하여 추후 

당뇨교육을 계획함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

고자 진행되었던 연구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자가간호행위는 일반적 특성 중 결혼 상태와 경제 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Kim과 Kang (2008)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자가간호행위는 사회적인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Tang, Brown, Funnel, & Anderson, 2008)는 선행연구

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력과 경제 

상태는 당화혈색소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Kim과 Kang (2008)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서 당뇨조절의 

생리적 지표에 있어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저학력층과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같은 학력, 경제 상

태와 결혼 상태 등의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취약한 상태의 대

상자들은 그렇지 않은 대상자 보다 지지적인 집중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당뇨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7.3%로 이와 같은 결과는 당뇨병 환자 2.691명을 대상으로 

당뇨 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를 조사하였

던 Park 등(2007)의 결과에서 제시된 39.4%, Lee와 Kim 

(2003)이 조사한 43.5% 보다는 약간 낮은 결과이다. 당뇨병 

치료의 성공과 관련된 자가간호를 효율적이고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환자 자신이 당뇨병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Hass et al., 2012). 당뇨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

가 당뇨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지식이 높고(Kim & 

Chang, 2009; Lee, Kang & Kim, 2008; Steinsbekk, Rygg, 

Lisulo, Rise, & Fretheim, 2012), 당뇨교육으로 당뇨 관련 지

식을 향상 시킬 수 있다(Norris et al., 2001)는 선행연구의 결

과를 토대로 고려해 볼 때, 결국 당뇨교육이 자가간호를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0%도 안 되는 당뇨교육 경

험을 고려할 때 병원을 비롯한 건강관리 기관에서는 정규적

인 당뇨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간호사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부서에서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관리를 위한 당뇨교육

을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자 중 

당뇨교육을 1번 받은 대상자가 당뇨교육 경험이 있는 전체 

대상자들 중 반 이상(63.5%)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장기적

으로 지속적 관리가 요구되는 당뇨 조절(Hass et al., 2012)과 

재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선행 연구(Song et al., 2005; Lee 

et al., 2008)의 결과를 토대로 고려해 볼 때, 대상자에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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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재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72.3%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에

서도 대상자들이 재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교육

의 시기와 관련하여 대상자는 평균 8.53개월 후 재교육이 필

요하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Song 등(2005)이 행동습관 유지

를 위해 재교육의 시점으로 적당하다고 말한 1년보다는 빠른 

시점이나, Lee 등(2008)의 6개월 이후 차츰 지식 정도가 감소

하였다는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적절한 기간으로 고려될 수 

있겠다.

Hass 등(2012)은 당뇨교육 실시에 앞서 대상자의 요구를 파

악하고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 진행 방법과 관

련하여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선호

하는 당뇨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에서 1순위 선택

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던 것은 강의형 교육을 선호

하였고, 2순위 선택에서는 실습 형 교육을 선호하였다. 그리

고 3순위와 4순위 선택에서는 모두 소책자 이용교육을 선택

하였다. 이는 기존의 당뇨교육의 형태와 무관하지 않은데, 

Lee 등(2012)이 130개 기관에 종사하는 637명의 교육자를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당뇨교육 인정 병원의 98.4%, 비인

정 병원의 78.9%가 강의형의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밖

에 개별교육을 포함하여 당뇨캠프, 당뇨조식이나 중식 제공 

등의 실습 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강의 형 교육

과 실습 형 교육은 대상자들에게 보다 익숙한 형태의 교육방

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강의식 집단 교육의 크기와 관련하여 

선호하는 인원은 15명 미만의 소규모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

로 조사되어 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Ellis 등

(2004)은 당뇨교육은 면대면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나, 

그룹 대상 교육도 당화혈색소, 지식, 자가간호 등에 효과적이

라는 Steinsbekk 등(2012)의 연구 결과와 생활습관 교육은 집

단교육이 효과적이고 지식이나 자가혈당 측정법은 개인별 교

육과 효과가 같다는 Norris 등(2001)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

각해 보면, 적절한 크기의 집단교육으로 구성하여 강의식이나 

실습형의 당뇨 교육 제공이 적절하겠다. 또한 대상자가 소책

자 이용 교육을 선호하는 것은 교육 이후 필요할 때 교육 내

용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재교육 기간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매체라 할 수 있다. 가장 많

이 알고 싶어하는 당뇨교육 주제와 관련하여 1순위 선택에서

는 식이요법을, 2순위 선택에서는 운동요법을, 3순위 선택에

서는 합병증 관리를, 4순위 선택에서는 스트레스 관리를 선택

하였다. 이는 대부분 기존 연구의 교육 주제(Elllis et al., 

2004; Karakurt & Kaşıkçı, 2012; Kim et al., 2006; Kim & 

Chang, 2009; Lee et al., 2005; Lee et al., 2008; Song et al., 

2005; Yoo et al., 2006)이고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교육의 주제이나, 현재 진행되는 당뇨교육의 세부 내용과 관

련하여 대상자 지식의 약점과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당뇨교육 중 식이요법과 관련하여 교육

을 준비 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면, 대상자의 지식 총 

정답률은 53.2%인 것에 비해 식이요법 관련 문항 정답률은 

63.6%로 다른 당뇨 관련 지식보다 높은 수준이나, 자가간호 

점수에서는 2.43점으로 자가간호 평균 점수와 세부 영역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즉, 식이요법 관련 지식에 

비해 자가간호 수행 수준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가간호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지식의 향상이 

아닌, 자가간호와 관련하여 대상자가 효과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지식 적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의 교육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의 지식 점수는 20점 만점에 평균점수는 11점으로 

조사되었고, 교육을 받지 않았던 대상자는 10.04점, 교육을 1

회 받은 경험이 있었던 대상자는 12.19점, 2회 이상 받은 경

험이 있는 대상자는 13.39점을 나타냈다. 이러한 점수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과 Chang (2009)의 연구에서는 비교육군 

점수가 12.71점을 나타내어 본 연구에서 조사된 1회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점수와 비슷하게 제시되었다. 본 연구가 선행

연구보다 지식점수가 낮게 나온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자 중 

당뇨 교육의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60.0% 이상으로 기존 연

구보다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자가간호 행위 점수

를 문항별 평균으로 살펴보면, 약물복용 자가간호행위가 3.18

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기 관리 관련 자가간호행위, 

운동 관련 자가간호행위,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던 

것은 식이 관련 자가간호행위였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Kang과 Gu (2010)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약물 자가간호행위

는 대부분 잘 이루어지는 반면, 식이와 운동 자가간호행위는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자가간호에 

비해 병원방문, 합병증 검사와 같은 의학적 관리 수행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Kim & Kang, 2008; Lee & 

Kim, 2003)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식이요법과 운동요

법이 약물복용이나 병원방문에 비해 대상자의 생활습관 변화

가 필요한 분야의 자가간호행위이기 때문으로, 식이요법과 운

동요법 교육 시 대상자의 생활습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연구 대상자의 당화혈색소는 

평균 7.19%로 Lim 등(2009)의 연구(7.9%), Kang과 Gu (2010)

의 연구(7.58%)와 비슷한 결과이나 당뇨병 조절 목표인 7%와 

비교하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수치이다. 본 연구에서 당화

혈색소 조절 목표 7% 도달 대상자는 57.7%로 선행연구(Lim 

et al., 2009)의 36.7%와 당화혈색소 7%를 유지하고 있는 대

상자가 40%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Lee 등(2012)의 연구결과에 

비교하면 높은 수치이나 연구 대상자의 40% 이상이 당뇨병 

조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합병증 예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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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을 위해서 철저한 혈당조절이 요구됨을 고려할 때 앞으

로 더욱 철저한 혈당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대상자와 교육

자가 만나는 시간이 많을수록 당화혈색소가 많이 감소하였다

는 Norris 등 (2001), Pimouguet, Le Goff, Thiébaut, Dartigues

와 Helmer (2011)의 연구결과와 4회 이상 중재한 경우 당화혈

색소의 강하 효과가 좋았다는 Chin, So와 Lee (2011)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 효과적인 당화혈색소의 조절을 위하여 개인에

게 지속적이고 다빈도의 당뇨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당뇨교육 관련 특성과 관련하여 지식과 자가간호행위가 유

의하게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

(Kim, 2006; Kim, Na, Hong, Kim & Yu, 2006; Lee et al., 

2008)에서와 같은 결과로 당뇨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

다. 그러나 당뇨교육 횟수와 지식, 자가간호행위를 분석한 결

과, 교육 경험이 있는 군과 없는 군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으나 사후 분석결과 교육 횟수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Kim과 Chang (2009)이 연구한 결과인 지

식과 자가간호행위가 당뇨교육 횟수와 비례하지 않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단순한 당뇨병 교육 횟수의 증가는 

지식과 자가간호행위의 증가를 야기하지 못하며, 지식과 자가

간호행위의 증가를 위해서는 단순한 횟수의 반복보다는 대상

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스스로가 당뇨조절을 위해 

당뇨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군의 자가간호행

위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난 결과 또한 당뇨교육이 일률적인 내용과 형식이 아닌 대상

자의 요구에 맞추어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야 함

을 뒷받침한다.

당뇨 관련 지식, 자가간호행위, 당화혈색소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당뇨교육 경험은 관련 변인을 

모두 통제하고도 당뇨 관련 지식과 자가간호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Choi와 

Song (2010) 그리고 Norris 등(2001)의 연구와 일치한다. 특히 

당뇨 관련 지식에 있어 당뇨교육 경험은 학력 정도와 함께 

가장 많은 기여를 하여 이는 당뇨 관련 지식 향상을 위한 교

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그리

고 자가간호행위 영향 요인 중 경제 상태와 결혼 상태가 교

육 경험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지지체

계가 부족한 대상자들의 자가간호행위 향상을 위해 단순 교

육 이외의 다른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가간

호행위의 객관적 지표로 측정될 수 있는 당화혈색소의 경우 

당뇨교육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지가 되지 않았

는데, 이는 당화혈색소가 설문조사 당시의 검사 수치가 아니

라는 점에서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 측정 시점과 정확

하게 일치 하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당뇨병 환자

가 자신이 수행하는 자가간호행위 수준에 대해 판단하는 기

준과 객관적인 지표의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따라서 

추후 당뇨교육을 받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생각

하는 자신의 당뇨 관련 자가간호행위 수준과 객관적 지표의 

일치 정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당뇨병 혈당조절을 위하

여 당뇨 환자에게 제공되는 당뇨교육 경험이 당뇨환자의 지

식, 자가간호행위, 당화혈색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당

뇨 대상자가 알고 싶어 하는 교육 주제와 선호하는 교육방법, 

빈도를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당뇨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당뇨

환자의 자가간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당뇨교육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당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

는 대상자는 37.3% 수준이었다. 아울러 당뇨교육은 지식제공

을 위한 단순한 내용의 반복이 아닌, 당뇨 환자의 요구에 맞

고 자가간호 수행에 도움이 되는 세부적인 내용과 상황에 맞

는 교육 인원으로 강의 형 혹은 실습 형 교육을 진행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다시 볼 수 있는 소책자를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적어도 8개월 마다 재교육이 필요하

겠다.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교육 

시에는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전략적 중재를 포함한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고, 교육대상에 맞는 당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는데 즉,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게는 사회

적 지지체계를 포함한 중재를 포함하여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인천 지역 두 개 병원의 외래를 방문하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로 전체 당뇨 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더 많

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 당뇨 환자의 보다 정확한 혈당 조절을 위해 환자 자신이 

판단하는 당뇨 자가간호의 수준과 혈당 조절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아울러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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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Experience of Diabetes Education on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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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experience of diabetes education on knowledge, self-care 
behavior and glycosylated hemoglobin (HbA1C). Further, this study was held to examine about patient’s preferred 
methods of education and re-education frequency. Methods: 166 type 2 diabetes patients from two hospitals in 
Incheon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Scheffe's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72.3% patients needed re-education and the average interval of 
re-education was 8.53 months. Patients preferred education methods were lectures, practical training, and studying 
from pamphlet. Depending on the frequency of diabetes educ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diabetes knowledge (F=10.88, p<.001) and self-care behaviors (F=4.59, p=.012), but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with HbA1C (F=1.53, p=.220). As to how much the diabetes education helped managing diabet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self-care behaviors (t=2.01, p=.049), but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vel of knowledge (t=1.10, p=.275) and HbA1C (t=-.33, p=.746). The experience of diabetes 
education was a significant factor which influenced patient's knowledge (t=3.93, p<.001) and self-care behaviors 
(t=2.21, p<.001). But HbA1C was not influenced by the experience of diabetes education (t=-1.68, p=.096).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diabetes education with appropriate interval and methods and subjects that 
reflect the needs of patient through the stud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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