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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2011년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남성의 14.5%, 여성의 

10.4%가 당뇨병 환자이고, 연령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여 65

세 이상 남녀의 유병률은 23.2%에 이르고 있으며 2050년에 

이르면 당뇨병환자가 재의 183%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

고 있다(Korean Diabetes Association [KDA], 2013-a). 당뇨병

은 2013년도 우리나라 사망원인  5 를 차지하고 있으며

(Statistics Korea, 2014),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는 체 성인의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19.2%를 차지하고 1인당 평균 진

료비는 일반인구의 3배에 이르고 있어(Park & Baik, 2009), 

당뇨병의 방과 리는 사회 으로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뇨병 발병은 연령과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러한 계성은 선형(linear) 보다는 문턱값(threshold) 상으로 

40  이후에 격한 증가 상을 보이고 있다(Cho, 2005). 그

러나 당뇨병환자 10명  3명은 자신이 당뇨병인지 모르고 있

으며, 특히 50세 이하에서는 10명  6명이 자신이 당뇨병인지 

모르고 있었다(KDA, 2013-a). 당뇨병 진료지침에 따르면(KDA, 

2013-b) 당뇨병이 진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을 찾아내기 

해 선별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권고안에 따르면 40세 이상 

성인은 매년 선별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년기는 노화와 더불어 차 성인병이 증가되는 시기로 

건강 리 면에서 매우 요한 시기로(Choi, Jo, & Kim, 2000) 

노년층에 발생되는 만성질환을 방하고 질병과 장애가 없

는 건강한 장수를 해서는 만성병 유병율이 높아지는 년

기의 건강 리가 매우 필요하다(Lee, Chang, Yoo, & Yi, 

2005). 그러므로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일반 년을 

상으로 당뇨병과 련된 교육을 통해 지식을 높이고 스스

로 자신의 건강문제를 인지하거나 건강행 를 잘 할 수 있도

록 유도하는 것은 당뇨병 방의 요한 략이라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당뇨병과 련된 부분의 연구는 당뇨병 환자에 

을 맞추고 있으며 일반인을 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

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한당뇨병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에서도 당뇨교육을 

한번 이라도 받은 환자는 39.4% 고, 한 번도 안 받은 사람

이 60.6%로 반수 이상이 당뇨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Park & Baik, 2009). 그러므로 일반 년의 당뇨병 교

육경험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의 당뇨병 지식 정

도를 측정하는 것은 향후 보건교육 로그램개발시 기 자료

로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뇨병 리와 당뇨병 자가 리교육에서 생활습 의 변화는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KDA, 2013-b), 식이조 , 운

동, 체 감량, 생활습 교정 등이 당뇨병 일차 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nowler, W. C. et al., 2002; Pan et 

al., 1997; Tuomilehto J.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식이, 운

동 등의 생활습 을 포함하고 있는 건강증진행  측정을 통

해 일반 년의 당뇨병 지식과 건강증진행  정도를 조사해보

고자 한다. 당뇨환자 상의 연구에서는 자가간호행 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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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가간호행  이행수 이 유의하게 높았으며(Lee & Park, 

2014), 여성이 남성보다 식사요법을 더 잘 이행하 다(Kim & 

Park, 2003). 그러므로 성별에 따라 당뇨병 지식과 건강증진행

 이행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악하는 것은 향후 남녀의 

특성에 맞는 보건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 자료로서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뇨병 환자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자가간호행  혹

은 건강행 에 향을 주는 요한 변수로 자기효능감이 있

었는데(Kang et al., 2012; Sohn & Yang, 2013), 당뇨병 환자

를 상의 자기효능 증진 략을 이용한 간호 재 용(Park 

& Ko, 2012; Wu et al., 2011)이 자가간호나 당조  등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기효능은 일반 년의 건

강증진행 에도 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Choi, 

2007; Yeun, Kim, Jeon, & Kwon, 2013),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로 생각된다. 

하지만 자기효능은 당뇨환자들의 자가간호행 에 향을 주

고 일반 년의 건강증진행 에도 향을 주는 변수로 알려

져 있지만 당뇨병 지식과 건강증진행  사이에서 구체 으로 

어떻게 향을 주는지에 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일반 년을 상으로 성별에 

따른 당뇨지식, 자기효능, 건강증진행  이행정도를 조사하고 

이들 변수의 상 계를 악하고자 하며 당뇨병 지식과 건

강증진행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지 확인하여 향후 지역사회 당뇨병 방 보건교육 로그램 

개발시 략수립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지역사회 년의 건강증진 로그램 개

발을 한 기 자료로 성별에 따른 당뇨지식 정도를 악하

고 당뇨지식과 건강증진행  사이에 자기효능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여 향후 성별 특성에 맞는 년기 성인의 당

뇨 방 교육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함이며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 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일반  특성, 당뇨병 지식, 자기효

능감, 건강증진행  정도를 악한다.

∙ 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일반  특성, 당뇨병 지식, 자기효

능감, 건강증진행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 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당뇨병 지식, 자기효능감, 건강증

진행 의 계를 분석한다.

∙ 상자들의 당뇨병 지식과 건강증진행  사이의 계를 자

기효능감이 매개하는 효과가 있지 성별에 따라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년 남녀의 당뇨지식,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 정도를 악하고 당뇨지식과 건강증진행  사이

를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

이다.

연구 상  자료 수집 방법

부산 역시, 경남 4개시 지역사회 년을 상으로 2014년 

8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달간 자료를 수집하 다.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는 상자를 포함시키기 해 당뇨병을 

진단받은 이 없는 만 40세-64세의 년남녀를 상으로 하

으며, 상자의 교육수   경제수  등이 골고루 포함되

도록 학생의 부모님, 지역사회 동호회, 교회, 마트, 복지

을 이용하는 년남녀들에 총 300부를 배부하 다. 이 에서 

285부가 회수되었고 응답이 부실한 21부를 제외하고 총 264

부를 분석에 이용하 다.

연구 상자수는 G*Power program 3.1을 이용하여 t-test를 

한 양측검증에서 효과크기 .5, 유의수  .05, power .95 기

으로 각 그룹당 필요한 최소 표본수가 105명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한 남녀의 표본수가 각각 130명, 134

명으로 최소한의 표본수를 충족하 다. 

연구 도구

●당뇨병 지식

일반인을 상으로 당뇨병 지식을 측정하기 하여 Garcia, 

Villagomez, Brown, Kouzekanani와 Hanis (2001)가 개발한 

Diabetes Knowledge Questionnaire를 Jeon (2014)이 번역, 역번

역의 과정을 거쳐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 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 ‘아니오’, ‘모르겠음’에 체크하도록 하

여 정답인 경우 1 , 오답인 경우 0 으로, 수범 는 0-24

이며, 수가 높을수록 당뇨병 지식의 수 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Garcia 등(2001)의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78이

었으며, Jeon (20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5 다.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82)이 개발한 도구를 Oh (1993)

가 번역하여 국내에 사용한 척도로 측정하 다. 본 도구는 새

로운 일의 시작에 한 2문항, 목표 달성에 한 노력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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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항,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려는 의지에 한 5문항, 성

취에 한 2문항, 확신에 한 2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확실히 아니다’ 1 부터 ‘확실히 그 다’ 5 까지 

5  Likert 척도로 부정  문항은 역산 처리하여 측정하며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Sherer 등

(1982)의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71이었으며 Oh (1993)

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77 이었다.

●건강증진행

건강증진행 는 Walker, Shechrist와 Pender (1996)가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Ⅱ (HPLPⅡ)를 Hwang 

(2010)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수이며 6개 역에 걸쳐서 

총 52문항으로 인 계 9문항, 양 9문항, 건강에 한 책

임감 9문항, 운동 8문항, 스트 스 리 8문항,  성장 9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증진행  정도에 따라 ‘  하지 

않는다.’ 1 부터 ‘규칙 으로 한다’ 4  까지 4  Likert 척도

로, 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  이행 정도가 높을 것을 의

미한다. Walker 등(1996)이 개발했을 당시 Cronbach's ⍺=.94, 

Hwang (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93이었으며 본 연구

의 Cronbach's ⍺=.95 다. 하부 역별 Cronbach's ⍺는 인

계 역 .82, 양 역 .71, 건강에 한 책임감 역 .85, 운

동 역 .86, 스트 스 리 역 .77,  성장 역 .84 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

리 하 다.

첫째, 상자의 일반 인 특성, 당뇨지식, 자기효능감, 건강증

진행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둘째, 상자의 성별에 따른 일반  특성, 당뇨지식,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 의 차이는 χ2 test, t-test로 분석하 다.

셋째, 상자의 당뇨지식,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 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넷째, 당뇨지식과 건강증진행 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세 단계의 독립 인 회귀분석

을 시행하 다.

연구의 윤리  고려

연구 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하여 상자에게 연구의 

목 , 익명성, 비 보장, 수집된 자료를 연구이외의 목 으로

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한 후 자발 으로 서면으로 참여

를 동의한 사람에 한해 설문을 실시하 고, 참여에 동의한 후

에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자발  참여와 성실

한 응답을 독려하기 해 참가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

하 다.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부산, 경남 일부 지역의 년남녀를 편의표집 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제한이 있다.

연구 결과

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 상

자는 남성 130명, 여성 134명으로 총 264명이었다. 남녀 모두 

40 가 가장 많았고, 60-64세의 상자가 가장 작게 분포하

으며 남, 여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육수 은 

고졸이하와 문 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두 그

룹 모두 고졸이하가 많이 분포하 으며 두 그룹간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월수입은 남성의 경우 월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8%로 가장 많아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6.125, p=.047). 종교는 남성은 무교가 50.8% 고 

여성은 종교가 있는 경우가 71.6%로 부분이 종교가 있었고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13.881, p<.001). 직업

은 트타임까지 포함하여 ‘유’로 무직인 경우 ‘무’로 분류하

는데 남성은 95.4%가 직업이 있었고 여성은 78.4%가 직업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x2=16.634, p<.001). 상자의 BMI는 체 (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  값으로 구하 으며, 22.9 이하를 정상이하, 23

부터 24.9까지를 과체 , 25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 을 때 

남녀 모두 정상이하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 으며, 두 군 간

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질환이 있는 경

우는 남성의 30.8%, 여성의 23.9% 으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는 남성의 36.2%, 여성의 29.9% 다. 당

뇨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남성의 26.2%, 여성의 29.1%

다. 당뇨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상자는 남성의 12.3%, 

여성의 17.9% 다. 

남녀의 당뇨병 지식,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  수  

 차이

남녀의 그룹별 당뇨병 지식,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  수

을 측정하고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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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4)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n=130) Female(n=134)

x2 p
n(%) n(%)

Age(years)
40-49 63(48.5) 75(56.0)

2.575 .27650-59 48(36.9) 47(35.1)
60-64 19(14.6) 12(9.0)

Education
≦High school 73(56.2) 85(63.4)

1.459 .228
≧College 57(43.8) 49(36.6)

Monthly income
(10,000won)

<300 32(24.6) 52(38.8)
6.125 .047300∼<500 55(42.3) 46(34.3)

≧500 43(33.1) 36(26.9)

Religion
Yes 64(49.2) 96(71.6)

13.881 <.001
No 66(50.8) 38(28.4)

Job
Yes 124(95.4) 105(78.4)

16.634 <.001
No 6(4.6) 29(21.6)

BMI(kg/m2)
≦Normal(≦22.9) 48(37.5) 68(51.1)

5.146 .076Overweight(23-24.9) 46(35.9) 40(30.1)
Obesity(≧25) 34(26.6) 25(18.8)

Disease
Yes 40(30.8) 32(23.9)

1.579 .209
No 90(69.2) 102(76.1)

Prescription drug 
Yes 47(36.2) 40(29.9)

1.187 .276
No 83(63.8) 94(70.1)

Family history
Yes 34(26.2) 39(29.1)

0.287 .592
No 96(73.8) 95(70.9)

Experience of lecture
Yes 16(12.3) 24(17.9)

1.611 .204
No 114(87.7) 110(82.1)

BMI=Body Mass Index

<Table 2> Gender Differences in DKQ, Self-efficacy and HPLP-Ⅱ  (N=264)

Characteristics
Male(n=130) Female(n=134)

 t p
Mean±SD Mean±SD

DKQ(0-24) 11.3±3.63 12.7±3.74 -3.093 .002
Self-efficacy 3.8±0.55 3.7±0.55 2.086 .038
HPLP-Ⅱ 2.2±0.46 2.4±0.49 -2.308 .022
  Interpersonal relationship 2.5±0.51 2.6±0.54 -2.662 .008
  Nutrition 2.2±0.48 2.4±0.58 -3.094 .002
  Health responsibility 2.1±0.59 2.1±0.64 -0.634 .527
  Physical activity 2.0±0.67 2.0±0.71 0.077 .939
  Stress management 2.2±0.51 2.4±0.59 -2.809 .005
  Spiritual growth 2.4±0.57 2.6±0.62 -2.818 .005

DKQ=Diabetes Knowledge Questionnaire; HPLP-II=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 II

지식은 남성은 평균 11.3±3.63 , 여성은 평균 12.7± 3.74 으

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당뇨병 지식이 높았다

(t=-3.093, p=.002). 자기효능감은 남성은 평균 3.8±0.55 , 여

성은 평균 3.7±0.55 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

다(t=2.086, p=.038). 

건강증진행 는 남성은 평균 2.2±0.46 , 여성은 평균 2.4± 

0.49 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건강증진행  수

가 높았다(t=-2.308, p=.022). 하 역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

두에서 가장 이행정도가 높은 역은 인 계 역이었으며, 

가장 이행정도가 낮은 역은 운동 역이었다. 남녀간 유의

한 차이를 보인 역은 인 계 역(t=-2.662, p=.008). 양 

역(t=-3.094, p=.002), 스트 스 리 역(t=-2.8094, p=.005)

과 성장 역(t=-2.818, p=.005)으로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남녀의 당뇨병 지식,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 의 

상 계

남성 상자의 당뇨병 지식은 자기효능과 유의한 정  상

계(r=.42, p<.001)가 있었고, 건강증진행 와 유의한 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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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DKQ, Self-efficacy and HPLP-Ⅱ  (N=264)

Variables

Self-efficacy HPLP-Ⅱ

Male(n=130)

r(p)

Female(n=134)

r(p)

Total

r(p)

Male(n=130)

r(p)

Female(n=134)

r(p)

Total

r(p)

DKQ .42(<.001) .52(<.001) .44(<.001) .44(<.001) .26(.003) .36(<.001)
Self-efficacy - - - .53(<.001) .34(<.001) .40(<.001)

DKQ=Diabetes Knowledge Questionnaire; HPLP-II=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 II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KQ and HPLP-Ⅱ

Group Step B SE β Adj R2 t p

Male
(n=130)

1. DKQ -> Self-efficacy .063 .012 .417 16.8 5.197 <.001
2. DKQ -> HPLP-Ⅱ .057 .010 .444 19.1 5.602 <.001

3. DKQ, Self-efficacy 
    -> HPLP-Ⅱ

DKQ -> HPLP-Ⅱ .035 .010 .272
32.7

3.416 <.001

Self-efficacy -> HPLP-Ⅱ .349 .067 .412 5.187 <.001

Sobel test Z=3.698(p<.001)

Female
(n=134)

1. DKQ -> Self-efficacy .077 .011 .522 26.7 7.023 <.001
2. DKQ -> HPLP-Ⅱ .034 .011 .257 5.9 3.053 .003
3. DKQ, Self-efficacy 
  -> HPLP-Ⅱ

DKQ -> HPLP-Ⅱ .014 .013 .108
11.2

1.126 .262
Self-efficacy -> HPLP-Ⅱ .254 .085 .286 2.984 .003

Sobel test Z=2.748(p=.006)

DKQ=Diabetes Knowledge Questionnaire; HPLP-II=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 II; Adj R2=Adjusted R2

계(r=.44, p<.001)가 있었으며, 자기효능과 건강증진 행  

간에도 유의한 정  상 계(r=.53, p<.001)가 있었다.

여성 상자의 당뇨병 지식은 자기효능과 유의한 정  상

계(r=.52, p<.001)가 있었고, 건강증진행 와 유의한 정  상

계(r=.26, p=.003)가 있었으며, 자기효능과 건강증진 행  

간에도 유의한 정  상 계(r=.34, p<.001)가 있었다(Table 3).

당뇨병 지식과 건강증진 행 에 한 자기효능의 

매개효과 검증

년남녀 집단별로 당뇨병 지식, 자기효능과 건강증진행  

간에는 각 각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어 매개효과 

검증을 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변수간 다 공선성을 진단하

기 해 분산팽창계수와 공차한계를 살펴보았는데 분산팽창계

수는 모두 10이하 고 공차한계는 모두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년남녀 집단별로 당뇨병지식과 건강증진 행  사이의 

계를 자기효능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해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세 단계의 회귀분석 차를 통해 검증하 다

(Table 4). 첫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당뇨병 지식)가 매개변수

(자기효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당뇨병 지식)가 종속변수(건강증진 행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독립변

수(당뇨병 지식)와 매개변수(자기효능)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매개변수(자기효능)가 종속변수(건강증진 행 )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지 검증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향력이 두 번째 보다 감소하여 더 이상 유의하

지 않을 경우 매개변수가 완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하고, 

독립변수의 향력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 히 유의할 경우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조건이 

충족되면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방법에서 발생가능

한 통계  오류에 의한 오해석을 방지하고 매개효과를 보다 

직 으로 검증해 주기 해 Sobel 검증을 하는데 이는 매개

변수가 개입되었을 때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간 효과

가 0과 유의하게 다른지 검증하는 것이며, 검증결과 Z 수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을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다

(Preacher & Hayes, 2008). 

남성은 첫 번째 단계에서 당뇨병지식이 자기효능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417, p<.001), 

두 번째 단계에서 당뇨병지식이 건강증진행 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444, p<.001), 세 

번째 단계에서 당뇨병 지식과 자기효능을 동시에 투입하고 

건강증진 행 를 종속변수로 투입하 을 때 당뇨병 지식(β

=.272, p<.001), 자기효능(β=.412, p<.001) 모두 건강증진 행

에 유의하게 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당뇨병 지식의 

향력이 감소하여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하 다. 이를 다시 

Preacher와 Hayes (2008)가 제안한 로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Z=3.698(p<.001)로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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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은 첫 번째 단계에서 당뇨병지식이 자기효능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522, p<.001), 

두 번째 단계에서 당뇨병지식이 건강증진행 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257, p=.003), 세 

번째 단계에서 당뇨병 지식과 자기효능을 동시에 투입하고 

건강증진 행 를 종속변수로 투입하 을 때 당뇨병 지식(β

=.108, p=.262)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기효능(β=.286, p=.003)

은 건강증진 행 에 유의하게 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나,  

당뇨병 지식의 향력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완  

매개효과가 유의하 다. 이를 다시 Preacher와 Hayes (2008)가 

제안한 로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Z=2.748(p=.006)로 완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논    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년의 당뇨병 지식, 자기효능, 건강증

진행 를 악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악하여 향후 남녀

별 특성에 맞는 당뇨병 방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를 마련하기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상자는 만 40세에서 64세의 당뇨병을 진단받은 

 없는 년남녀로 40 가 가장 많았고 과반수 이상이 고졸

이하의 교육수 을 가지고 있으며, 부분이 트타임을 포함

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당뇨병 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남성의 12.3%, 여성의 17.9%로 당뇨병 환자의 당뇨교육 경험

율이 39.4% 던 결과(Park & Baik, 2009)와 비교해보면 일반 

지역사회 년의 당뇨병 교육 경험이 훨씬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당뇨병 지식은 총 24  만  기 으로 반 정도의 정답률

을 보 는데, 본 연구와 같이 일반 년남녀를 상으로 한 

Jeon (2014)의 연구에서의 12.1±4.27과 비슷한 수 이었다. 특

히 당뇨병이 40세 이후에 격히 증가하지만(Cho, 2005), 스

스로 당뇨병을 인지를 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

한다면 재 당뇨병이 없는 년 상자들이라 하더라도 향후 

당뇨병 방  당뇨병 인지를 해 요한 략  교육 상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매우 고 당

뇨병에 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역사회 

일반 년을 상으로 당뇨병 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되며 당뇨병을 방하기 한 생활습  뿐 아니라 

당뇨병의 증상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포함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Kim과 Kim (2008)이 년기 성인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은 3.4±0.48, 여성은 3.4±0.47로 본 연구 상자들과 비슷

한 수 이었지만,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결

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을 상으로 한 Kim, 

Kang과 Jeong (2012)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3.6±0.57, 여학생

은 3.4±0.48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본 연구결과를 

부분 으로 지지하 다. 향후 년남녀의 자기효능감 차이에 

해 반복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증진행  수 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년기 성인을 상으로 한 Lee, Kim과 Seo (2007)의 연구에

서 남성은 2.4±0.44, 여성은 2.5±0.40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

한 수 이었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년남녀의 건강증진행 를 비교한 연구를 찾기 힘들어 당뇨

환자 상의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자가간호행  이행수 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더 높다는 결과(Lee & Park, 2014)

와 여성이 남성보다 식사요법을 더 잘 이행한다는 결과(Kim 

& Park, 2003)가 있어 본 연구결과를 부분 으로 지지하고 있

었다.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행  6개 하 역  건강책임과 

운동을 제외한 인 계, 양, 스트 스 리,  성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모두 높은 수 의 이행정도를 보 는데, 이

는 본 연구 상자  남성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아 상 으로 건강증진행 를 이행할 만한 시간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향후 년 남성과 

년 여성의 건강증진행 의 차이는 표성있는 표본을 통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년남녀 두 군별로 당뇨병 지식과 건강증진행  사이에 

한 자기효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자기

효능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 고 여성의 경우 당뇨병 지식

은 자기효능에 의해 완 히 매개되어 건강증진행 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당뇨병 지식이 높아

도 자기효능에 의해 부분 으로 매개되어 건강증진행 를 이

행하는 데 향을 주고, 여성의 경우 당뇨병 지식에서 건강증

진행  이행 간에는 자기효능에 의해 완 매개되므로 당뇨지

식이 아무리 높아도 자기효능이 높아야지만 건강증진행 를 

이행한다고 볼 수 있겠다. 년남녀 모두 당뇨병 지식과 건강

증진행  이행 간에 자기효능에 의해 부분 는 완 매개되

므로 향후 당뇨병 방교육 로그램 개발시 자기효능강화 략

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특

히 년여성은 자기효능에 의해 완 매개되므로 당뇨병 방

교육 제공시 자기효능증진 략을 반드시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과 경남지역 재 당뇨병을 진단 받은 이 

없는 년남녀 264명을 상으로 당뇨병 지식,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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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행  정도와 당뇨병 지식과 건강증진행  사이의 자

기효능 매개효과를 악하여 추후 지역사회 년 당뇨병 

방교육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

었다. 

본 연구 상자들의 당뇨병 지식은 반정도의 정답률을 보

는데 향후 지역사회 일반 년 상자들과의 비교지표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이들의 당뇨병 교육 경험도 

매우 부족한 편으로 이들을 상으로 극 인 당뇨병 방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상자들의 건강증

진행  이행수 은 다른 년 상자와 비슷한 수 이었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년남성의 경우 직장생활

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들을 상으

로 한 건강증진 로그램은 근성을 높이기 해 직장단

의 로그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뇨병 지식과 건강증진행  사이에 한 자기효능의 매개

효과는 년남성의 경우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 으며, 년

여성은 완 매개효과가 유의하 으므로 향후 지역사회 년남

녀 상의 당뇨병 교육 로그램 개발시 자기효능증진 략을 

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년여성의 경우 자기효능증진

략 사용이 더욱 극 으로 고려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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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abetes Knowledg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Focus on 

Gender Differentiation

Hong, Eunyoung1)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inju

Purpose: This study examined diabetes knowledge,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investigated 
factors affecting health-promoting behaviors of middle-aged people. Methods: From August to September 2014, a 
convenience sample of 264 subjects was recruited from B city and G province. The data analysis was done by χ2

test,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Diabetes knowledge was 
11.3±3.63 in men and 12.7±3.74 in women. The average levels of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subjects were similar with other middle-aged individuals. Diabetes knowledge,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in both men and women.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abetes knowledg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a Sobel test was 
performed and Z-scores of 3.698(p<.001) in men and 2.748(p=.006) in women were obtained. Conclusion: Diabetes 
prevention education is recommended for the middle-aged community. When developing diabetes prevention 
program for middle-aged people, such programs should consider self-efficacy, especially i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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