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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국내 연구논문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이
며, 검색은 Riss4u, 국회도서관, 국립 중앙도서관 등을 이용하였다. 검색어는 “당뇨병 환자”, “당뇨병환자와 교육”, 

“당뇨병환자와 운동”, “당뇨병환자와 중재”, “당뇨병환자와 교육 또는 운동”이었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53편의 논문
을 중재프로그램의 적용방법 및 효과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유형은 총 8가지이며 사용된 효과변수는 113가지
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은 교육과 상담을 동시 적용한 경우 이며 당 대사, 자가 간호, 자기 효능감이 자주 사용
되는 종속변수였다. 중재프로그램의 적용방법은 다양하였으며, 효과변수의 결과는 효과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도 있었
다. 향후 중재프로그램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융합 시대에 적합한 체계적인 내용 구성 및 운동이 적
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회 심리적 변수를 포함한 효과변수의 선정 및 효과변수 측정법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

주제어 : 당뇨병환자, 중재프로그램, 연구논문, 분석, 디지털 융합

Abstract  This research was a review and analysis of published articles and theses in Korea on Intervention 
Programs for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A comprehensive search of databases was undertaken(Korean 
studies, Riss4u). using research terms such as“diabetes", “diabetes and education” “diabetes and exercise”, 
“diabetes and intervention”, “diabetes and education or exercise.” 53 studies were analyzed focusing on type, 
application method, dependant variable and effect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8 intervention type and 113 
dependant variables were used. The most frequently used applied education and counseling and 
glycometabolism, self-care, self-efficacy the most frequently used dependant variable. The effects of dependant 
variables no effect or were different effects. Further reserarch in the digital convergence should requires the 
consideration of Structured content and exercise and the effect of the measurement variables, including the 
psychological variabl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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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당뇨병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하나

이다. 국제당뇨연맹에서는  세계당뇨병 환자가 체 

인구의 약 8.3%에 해당하며, 2035년에는 당뇨병환자가 

약 5억 9,2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측하고 있다[1]. 우리

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은 2001년 8.6%에서 2013년 11.0%

로 증가하 고[2], 당뇨병환자는 2030년에는 체 인구의 

14.4%에 해당하는 722만 수 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당뇨병 사망자 수의 경우 1992년에는 10만 명 

 11.8명 수 이었으나 2013년에는 21.5명 수 으로 증

가하여 사망원인  5 를 차지하고 있다[2].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 인슐린 작용 는 두 가지 모두의 결함에 

기인하여 부 하게 고 당이 래되는 특징을 보이는 

일련의 사질환이다[3]. 당뇨병의 합병증으로는 당뇨병

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같은 미

세  합병증뿐만 아니라 상동맥질환, 뇌졸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된다.[3] 당뇨병은 평생을 통

하여 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의 성공여부

는 환자 자신에게 달려있다. 당뇨병 리는 복합 으로 

환자자신의 생활을 많이 변화시켜야 하는 삶의 과정이다

[4]. 당뇨병 리에 한 자가 리가 소홀하면 증상이 악

화되거나 합병증을 발생시켜 삶의 질이 심각하게 하되

고 자기수용과 사회 응에 어려움을 래하는 등 삶의 

모든 역에 부정 인 향을 끼치게 된다[5].당뇨병증은 

당화 색소 수치와 높은 계가 있으며 당화 색소 1%

가 감소되었을 때 당뇨와 련된 말기 합병증 험성이 

20% 감소되었고, 당뇨와 련된 죽음 험성이 21%, 미

세  합병증 험성이 37%, 심근경색증의 험성이 

14%나 감소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6]. 따라서 당을 

낮춰 합병증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효과 인 재의 

개발  용은 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각 분야

에서 재 로그램이 개발되고 시도되고 있다. 재 우

리나라에서는 당뇨 재에 한 연구결과는 운동 로그

램[7]의 메타분석 1편, 당뇨 재의 효과분석1편[8], 모바

일 웹 재[9]인 반면 외국은 당뇨 리교육[9], 운동[10], 

자가 리[11], 심리  재[12] 등으로 다양한 재의 효

과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당뇨병환자를 상으로 재 로그램을 

용한 선행논문을 종합 으로 분석하여 향후 연구방향  

바람직한 재 로그램의 지침마련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에게 용한 재 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국내 연구논문의 내용을 분석한 문헌분석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선택기준

2.2.1 문헌검색

본 연구의 상은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당

뇨병환자를 상으로 재 로그램을 용하고 그 효과

를 검증한 국내 간호․보건 련 학술지 게재논문과 학

논문  선정기 에 합한 논문이다.

연구 상의 문헌검색은 인터넷 기반 자 데이터베이

스(DB)를 활용하 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 하

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4u, 국회도서 , 국립 앙

도서 등을 이용하 으며 련 분야를 다루는 학술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간호과학회, 성인간호학회, 기본간

호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 한당뇨병학회의 홈페이지

를 통해 학술지 검색을 하 다.

검색어는 ‘당뇨병환자’, ‘당뇨병환자와 교육’, ‘당뇨병환

자와 운동’, ‘당뇨병환자와 재’, ‘당뇨병환자와 교육 

는 운동’이었다.

2.2.2 문헌선택과정

검색결과 5952개 논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3명의 연

구자가 3차 걸쳐 확인된 논문의 제목이나 록을 통해 연

구 상자가 당뇨병환자가 아닌 경우 는 다른 만성질환

과 합병된 상자, 재를 용하지 않은 연구, 연구 설계

가 실험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하 다. 이를 동물연구, 사

례연구, 찰연구, 단일군 실험 연구 등을 제외한 215편

에 해 복 게재된 연구(128편), 2000년 이  연구(30

편), 동질성검증을 하지 않는 연구(4편)을 제외하고 총 53

편을 선정하여 분석하 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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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5,952 Record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database

↓ ↓

Screening

5,952 Records were screened

by title and abstract 

․1st screening for database subjects

․2nd screening for/without intervention

․3rd screening for research design

→

2,425 Records through title or abstract were excluded. 

․Removed animal / observational/ case/ one group 

experimental records.

↓ ↓

Eligibility 215 studies were assessed for eligibility →

․162 Studies through full-text review were exclued.

․128 Studies were removed for duplicates

․30 Studies were removed for publish year before 2000

․4 Studies were removed for using inadequate statistics 

or without hemogeneity tests

↓ ↓

Inclusion 53 Studies were included for analysis

[Fig.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rsing Health care Total

n(%) or M±SD n(%) or M±SD n(%) or M±SD

Publication year

2000～2004 14(26.4) 3(5.7) 17(32.1)

2005～2009 19(35.8) 2(3.8) 21(39.6)

2010～2013 11(20.8) 4(7.5) 15(28.3)

Source
unpublished 18(34.0) 6(11.3) 24(45.3)

published 26(49.1)) 3(5.7) 29(54.8)

Design
RCT 3(6.0) 8(15.0) 11(21.0)

non-RCT 41(77.0) 1(2.0) 42(79.0)

Study setting

public health center 11(20.4) 1(2.0) 12(22.4)

community 10(20.4) 6(0.2) 16(30.6)

Medical center 23(43.0) 2(4.0) 25(47.0)

Sample size

(person)

≤30 3(4.0) 6(11.0) 9(15.0)

31～60 30(59.4) 3(6.1) 33(65.5)

61～90 8(16.3) - 8(16.3)

91≤ 3(4.0) - 3(4.0)

49.4±21.0 26.8±8.7 38.1±14.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Studies                                             (N=53)

2.3 자료분석

연구 상으로 선정된 53편 논문에 해 일반  특성

(출 년도, 출처, 연구 설계 유형, 표본 크기, 재 장소), 

재 로그램(유형, 용빈도, 용기간  1회 용시

간)  재 로그램의 효과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재 로그램 유형은 교육, 상담, 운동, 보완 체, 교육

과 운동, 교육과 상담, 운동과 상담, 교육과 운동  상담

으로 구분하 다.

재 로그램의 효과변수는 신체생리 인 것과 사회

심리 인 것으로 구분하 으며, 자는 당뇨병 환자의 

신체  는 생리 인 상을 기구나 척도를 사용하여 

직  측정한 것이며, 후자는 사회  는 심리 인 상

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것이다. 

재 로그램의 효과는 각 논문에서 하나의 종속변수

라도 정 인 효과가 있으면 “효과 있음”으로, 모든 종

속변수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효과 없음”

으로 평가하 다.

분석은 SPSS/WIN 21 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

분율, 평균  표 편차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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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published year)

Sample

 size

Types of

intervention
Dependent variables

An(2012) 92 Ed+Co Knowledge, Self Care

Back et al. (2013) 37 Ed+Co Self- efficacy, Depression, Anxiety

Chae (2000) 54 Ed Self- efficacy, Sick- Roll Behavior

Choi (2010) 30 Ex Body Weight Abdominal adipose, Physical Fitness, Adipocytoking, Metabolic syndrome

Gi (2001) 20 Ex Glucose, Lipid Level, Body Composition

Hong et al .(2008) 83 Ed Self Care, Self- efficacy, HbA1c

Hwang et al. (2001) 34 Ed+Co+Ex Metabolism, Cardiopulmonary Function, Exercise Compliance

Hwang et al. (2010) 59 Ed+Co Blood Glucose, Life Style, Knowledge,

Hwang et al. (2000) 34 Ed+Co Self- efficacy, Cardiopulmary, Metabolism

Hyun et al. (2009) 60 Ed Blood Control, Self Care, Insulin injection, Life style

Jung (2003) 84 Co Self- efficacy, Self Care

Jeong (2006) 76 Com Peripheral Blood Circulation, Peripheral Neuropathy

Jeong et al. (2007) 39 Ex Insulin Resistance and Blood Glucose

Kang( 2005) 20 Ex Giycemic Control

Kang( 2013) 42 Ed+Co Self- efficacy, Self Care behavior, Glycemic control, QOL, Influence by disease

Kim et al. (2002) 68 Co Self- efficacy, Self Care

Kim (2003) 42 Com Stress Response, Gulcose Level

Kim (2004) 29 Ed Glucose, Lipids

Kim (2004) 21 Ex HbA1c, SOD, MDA

Kim (2004) 41 Ex+Ed glycemic control, lipid levels, Anthropometric parameters, Adiponectin

Kim (2005) 20 Ed+Co Attitude, Behavior adherence, HbA1c, HDL,  TC

Kim (2006) 35 Ed Gulcose

Kim (2008) 60 Ed+Co Self-efficacy, Self Care, Blood Glucose

Kim (2009) 64 Ed+Co+Ex Self-efficacy, Self Care, Physiological Indicators

Kim et al. (2009) 36 Ed+Co Glycemic Control, Knowledge, Self-efficacy, Self-Magement behaviors, Quality of Life

Kim(2011) 14 Ex Body Composition, Basic Strength, Metabolic syndrome, Immune Function

Kim et al. (2013) 55 Ed+Co Self-Magement, Giycemic control, Maternal identity

Kim (2013) 62 Ed Accuracy and the Error of Self-Monitoring of Blood Glucose

Ko (2004) 31 Ed Self-efficacy, Self Care behaviors, Coping, Glycemic Control

Kwon et al. (2005) 34 Com Sleep, Fatigue, Vital Signs, Blood Sugar

Lee (2001) 34 Ed Self- efficacy, Self Care, Knowledge, Self Control

Lee (2003) 38 Com Foot Care Knowledge, Self Care Behavior

Lee (2005) 99 Ex+ Co Self Care, Coping, Glycemic Control

Lee (2005) 35 Com Stress, Self Care, Cortisol, HbA1c

Lee (2008) 33 Ex Self Care, Stress, HbA1c

Lee (2010) 33 Ex Balance, Gait, Proprioception

Lee (2011) 35 Ex+Ed Risk of Metabolic Parameters, Macrovascular Complicaions

Lee (2011) 55 Ex+Ed Physical Function, Falls efficacy

Moon (2004) 116 Ed+Co Family Support, Self Care Behavior

Park et al. (2001) 62 Ed+Co Self- efficacy. Glucose Metabolism and Lipid Metabolism

Park( 2006) 35 Ed+Co Perceived Stress, Coping, Stress(Cortison), Glycemic Control

Park et al. (2008) 35 Ed+Co Perceived Stress, Coping Strategies, Stress Response (Cortisol)

Park et al. (2010) 40 Ed+Co Self- efficacy, Self Care performance

Seo (2012) 35 Com Blood Sugar, Subjective Happiness

Shin (2006) 12 Com Stress, Depression, Perceive, Glucose Level

Song (2005) 49 Ed+Co+Ex Glucose, Metabolism Lipid, Compliance

Suk (2006) 40 Com Foot Care Knowledge, Foot Care Self Care Behavior

Sung et al. (2010) 40 Ex+Ed Metabolic Syndrome, Cardiovascular Risk Factors, Depressive

Yeom (2010) 39 Ed+Co Knowledge, Self- efficacy, Self Care Behavior, HbA1c, PP2hr

Yoo (2002) 30 Ex+ Co Self- efficacy Exercise, Body Composition, Metabolism(Glucose, Lipid, Sex hormone), QOL

Wang (2005) 90 Ed+Co+Ex Self-Efficacy, Self Care behavior, FBS, body weight, HDL, HbA1c, TG, TC

Yoo et al. (2004) 53 Ed + Co Glycemic metabolism, Lipid metabolism, Body composition

Yoo et al. (2006) 34 Ed Glycemic Control, Stress Response

Ed=education; Co= counselling; Ex= exercise; Com=complementary; QOL= quality of Life; SOD=superoxide dismutase; MDA=malondialdehyde; 

HbA1c= glycosyated hemoglobin; HDL=high density level cholestrerol; TC=total cholestrerol; TG=triglyceride

FBS =blood sugar level of fasting; SBP=systolic blood pressure; DBP=diastolic pressure

<Table 2> Summary of Sample Studies                                                                 (N=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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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Nursing Healthcare Total

n(%) or M±SD n(%) or M±SD n(%) or M±SD

Type

Ed 9 (20.5) - 9(17.0)

Ex 3(6.8) 5(55.6) 8(15.1)

Co 2(4.5) - 2(3.7)

Com 6(13.6 ) 1(11.1) 7(13.3)

Ed+Ex 2(4.5) 3(33.3) 5(9.4)

Ed+Co 17(38.6) - 17(32.0)

Ex+CO 1(2.3) - 1(1.9)

Ed+Co+Ex 4(9.0) - 4(7.5)

Frequency

(times / week)

≤1 28(63.6) 2(22.2) 30(56.6)

2~3 13(29.6) 6(66.7) 19(35.9)

4~5 2(4.5) 1(11.1) 3(5.6)

 6≤ 1(2.3) - 1(1.9)

1.9±1.2 3.0±1.1 2.0±1.2

Duration

(mins/time)

≤30 8(15.1) 1(11.1) 9(17.0)

31~60 20(37.7) 7(77.8) 27(50.9)

61~120 7(13.2) 1(11.1) 8(15.1)

121≤ 5(9.5) - 5(9.5)

No 4(7.5) - 4(7.5)

60.9 ± 35.9 51.3 ± 12.7 56.1 ±24.3

Period(weeks)

≤4 12(27.3) 1(11.1) 13(24.5)

5∼8 14(31.9) 2(22.2) 16(30.2)

9∼12 12(27.3) 4(44.4) 16(30.2)

13≤ 4(9.0) 2(22.2) 6(11.3)

No 2(4.5) - 2(3.8)

7.4 ± 4.5 12.3 ± 5.2 9.8 ±4 .9

 Ed=education; Co= counselling; Ex= exercise; Com=complementary

<Table 3> Type and application methods of intervention                                            (N=53)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 

<Table 2>와 같다.

당뇨병 환자에게 용된 재 로그램의 학문 분야는 

간호학이 83.0%, 보건 분야가 17% 이며, 논문의 출처는 

학술지 54.8%, 학 논문 45.3% 다. 

연구 설계는 비 동등 조군 -후 실험연구가 79.0%, 

무작  조군 -후 실험연구 21.0%로 나타났으며, 간

호학에서는 비동등 조군 -후 실험 연구가 더 많았다. 

재가 제공된 장소는 병원 47.0%, 지역사회 30.6.%, 

보건소 22.4% 순이었다. 간호학의 경우 병원이 보건소나 

지역사회보다 더 많았으며, 보건 분야는 지역사회가 더 

많게 나타났다. 상자의 표본은 60명 이하가 다수로 

(65.5%)로 평균 49.4 ± 21.0 명이었다.

3.2 중재프로그램

당뇨병환자에게 용한 재 로그램의 유형  용

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재 로그램유형은 교육, 운동, 상담, 보완 체요법

을 단독 용하거나 교육과 운동, 교육과 상담, 운동과 상

담, 교육과 운동  상담을 복합 용 하여 총 8가지 유형

이었다. 빈번하게 사용된 재 로그램은 교육과 상담이

며 간호학에서는 교육을 포함한 로그램은 49.4% 고, 

보건 분야는 33.3% 다. 간호학에서는 한 가지 재로 

구성된 단독 로그램은 교육(20.5%), 보완 체(13.6%), 

운동(6.8%), 상담(4.5%)순이었으며, 보건 분야에서는 운

동(55.6%), 상담(11.1%)으로 나타났다. 운동 재는 보건 

분야에서는 단독으로 용한 로그램(55.6%)이 많은 반

면 간호학에서는 운동을 단독으로 용한 로그램

(6.8%)보다 다른 재와 복합된 로그램(15.8)을 많이 

사용 하 다.

두 가지 이상의 재로 구성된 복합 로그램은 간호

학에서는 운동과 상담(38.6%), 교육과 운동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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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ant variables

Effects

Nursing Health care All

Yes No Yes No Yes No Total

n(%) n(%) n(%) n(%) n(%) n(%) n(%)

Physiological

variables

Metabolism 40(16.7) 51(21.3) 7(9.9) 16(22.5) 47(15.2) 67(21.6) 114(36.8)

Cardiovascular function 10(4.2) 13(5.5) - 10(14.2) 10(3.2) 23(7.3) 33(10.6)

pulmonary Function 1(0.4) 4(1.7) - - 1(0.3) 4(1.3) 5(1.6)

Immune Function - - 5(7.0) 8(11.3) 5(1.6) 8(2.6) 13(4.2)

Sensory function 5(2.1) 1(0.4) - 3 (4.2) 5(1.6) 4(1.3) 9(2.9)

Physical function 1(0.4) 3(1.3) 5 (7.0) 2 (2.8) 6 (1.9) 5(1.6) 11(3.5)

Anthropometric

measurement
12(5.0) 13(5.5) 4(5.6) 8(11.3) 16(5.2) 21 (6.8) 37(11.9)

Health state 3(1.3) - - - 3(1.0) - 3(1.3)

Psychosocial 

variables

Self-efficacy 17(7.1) 1(0.3) - - 17(5.5) 1(0.3) 18(5.8)

Compliance 2(0.8) - - 2(0.6) 2(0.6)

Knowledge 6(2.5) 4 (1.7) - - 6(1.9) 4(1.3) 10(3.2)

Self-management 24(10.0) 1(0.4) - - 24(7.7) 1(0.3) 25(8.1)

Family support 3(1.3) - - - 3(1.0) - 3(1.0)

Quality of life 2 (0.8) - - - 2(0.6) - 2(0.6)

Stress 6(2.5) 2(0.8) - 1(1.4) 6(1.9) 3(1.0) 9(2.9)

Anxeity 1(0.4) - - - 1(0.3) - 1(0.3)

Depression 3(1.3) - - 1(1.4) 3(1.0) 1(0.3) 4(1.3)

Coping 5(2.1) 2(0.8) - 1(1.4) 5(1.6) 3(1.0) 8(2.6)

Maternal Identity 1(1.3) - - - 2(1.0) - 1(1.0)

 Total 142(60.3) 95(39.7) 21(29.5) 50(70.5) 161(52.6) 147(47.4) 308(100.0)

<Table 4> Dependant variables and Effects                                                        (N=308)

(9.0%), 교육과 운동 (4.5%), 운동과 상담 (2.3%)이었으

며, 보건 분야에서는 교육과 운동(33.3%)으로 나타났다. 

재 로그램의 용빈도는 평균 주당 2.0 ± 1.2회

고, 주1회가 56.6%, 주2～3회가 35.9%, 주4～5회가 5.6%, 

6회 이상이 1.9% 다. 간호학에서는 주1회가 63.6%, 주

2～3회가 29.6% 순이었으며, 보건 분야는 주2～3회가 

66.7%, 주1회가 22.2%로 나타났다.

재 로그램의 1회 용시간은 평균 56.1 ± 24.3분이

었고, 31~60분 용이 50.9%, 30분이하가 17.0%, 61～120

분이 15.1%, 121분이상이 9.5%, 언  하지 않은 경우가 

7.5% 순이었다. 간호학에서는 평균 60.9 ± 35.9분이었고, 

31～60분 용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 분야 역

시 31～60분이 77.8%로 가장 빈번하게 용되었다. 

재 로그램의 용기간은 평균 9.8 ± 4.9주 고, 5

주～8주가 30.2%, 9주～12주가 30.2%로 동일하게 나타났

다. 간호학에서는 4주 이하가 24.5%, 13주 이상이 11.3%

으며, 언  하지 않은 경우도  3.8% 다. 간호학에서는 

5～8주 용이 31.9% 으며, 보건 분야는 9～12주 용이 

44.4%로 나타났다.

3.3 중재프로그램의 효과 변수

당뇨병 환자에게 용한 재 로그램의 효과를 확인

하기 사용된 효과변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재 로그램에 사용된 효과변수는 총 111가지 으

며, 연구 상 논문에서 총 308회 사용되었다. 이를  신체

생리 인 변수와 사회심리 인 변수로 구분하 다. 자

는 사, 심 기능, 폐 기능, 면역기능, 감각기능, 신체

기능, 신체계측, 건강상태 등으로 구분하 으며, 후자는 

자기 효능감, 이행, 지식, 자가 간호, 가족지지, 삶의 질, 

스트 스, 불안, 우울, 처, 모성정체성으로 구분하 다.

효과변수  신체 생리  변수는 72.6%로 사회심리

인 변수 27.4%보다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가장 많이 

사용된 변수는 사가 36.8% 으며, 신체계측이 11.9%, 

심 계 기능이 10.6%, 자기 리가 8.1%, 자기 효능감

이 7.4%, 면역기능이 4.2%, 지식이 3.2% 으로 나타났다. 

학문분야별로 간호학에서는 신체생리 인 변수가 65.8%

로 사회심리 인 변수의 34.1%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보

건 분야에서는 신체생리 인 변수가 95.8%로 사회심리

인 변수 4.2%에 비해 월등히 많이 사용되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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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32.4%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재 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결과 “효과 있음”이 

52.6%, “효과 없음”이 47.4% 다. 

신체생리 인 변수는 “효과 있음” 30.0%, “효과 없음”

이 42.6%으로 나타났다. “효과 있음”이 “효과 없음”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신체기능, 자기 효능감, 지식, 자가 

리, 스트 스, 우울, 처 고, “효과 없음”이 “효과 있음”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사, 심 계 기능, 면역기능, 

감각기능, 신체계측이었다.

학문분야별로 볼 때 간호학의 경우 총 19개 효과변수 

 18개를 사용하 으며, 이  “효과 있음”이 60.6%, “효

과 없음”이 39.5%로 나타났다. 

신체생리 인 변수는 “효과 없음”(35.7%)이 “효과 있

음”(30.3%)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심리 인 변수

는 “효과 있음”이 30.3%, “효과 없음”이 3.8%로 “효과 있

음”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보건 분야는 19개의 효과변수 

 9개를 사용하 고 “효과 있음”이 21.6%, “효과 없음”

이 70.4%로 효과 없음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생리

인 변수 “효과 있음”이 29.6%, “효과 없음”이 36.2%로 

사회심리 인 변수는 모두 “효과 없음”으로 나타났다.

간호학  보건 분야 모두 신체생리 인 변수에서 “효

과 없음”이 더 높게 나타나 동일한 결과를 보 으나, 사

회심리 인 변수는 간호학에서 “효과 있음”이 “효과 없

음”보다 높게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당뇨병환자를 상으로 재 로그램을 

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국내논문들을 종합 으로 분석

하여 향후 연구방향  바람직한 재 로그램의 지침마

련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재 로그램의 유형은 총 8가지로, 주로 많이 사용된 

재는 교육과 운동이며, 용빈도는 평균 주당 2.0 ± 1.2

회 고, 1회 용시간은 평균 56.1 ± 24.3분이었으며, 

용기간은 평균 9.8 ± 4.9주 다. 

사용된 효과변수는 총 111가지로, 이를 신체생리 인 

변수와 사회심리 인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 하 다. 그 

 사, 자가 리  자기 효능감이 가장 많이 사용 되

었고, 효과변수의 결과는 재 로그램의 유형  용

기간과 용빈도, 측정방법에 따라 효과가 없거나 상이

한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재 로그램의 유형은 교육과 상담이 

32.0%, 교육 17%, 운동 15.1%, 보완 체 13.3%, 교육과 

운동  상담이 7.5% 순이었으며, 당과 당화 색소를 

조 하는데 좋은 재는 교육, 운동, 3가지 이상 병합 

용한 경우 다. 

당뇨병 재의 궁극  목 인 당과 당화 색소를 

낮추는데 효과가 큰 재 로그램은 교육[14,15,16,17, 

18], 운동[19,20], 자기조 로그램[21,22,23] 순이며 이

는 본 연구와 일치하 다. 

Norris등[24]의 메타분석에서는 당뇨 재방법을 구분

하지 않고 효과를 분석한 경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별로 나

어 분석한 결과 교육을 통한 행동수정과 운동요법이 

체 과 당화 색소 모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단순히 식이조 만을 하는 경우는 효과가 없거나 오

히려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Funnell 등[25] 의 메타분석연구에서 보건교육은 장기

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발휘하지만, 단기간 재

도 생리  지표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하 다. 

보건교육은 어떠한 방법이 최상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인지심리 재 략을 포함하거나 연령에 따라 다른 재

방법을 사용하거나, 집단 교육 시 효과 이라고 하 다. 

이는 추후연구에서 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방법을 

달리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재 로그램 용기간은 5～8주, 9～12주가 30.2%로 

동일하게 용 되었으며, 학문분야별로 간호학은 5～8주

가 26.4%, 보건 분야는 9～12주가 22.6%로 분야 간 차이

를 보 다. 

Norris, Engelgau과 Narayan[26]의 메타분석에서는 

단기 로그램보다 6개월 이상의 장기 로그램이 자가 간

호  당조 에 더욱 효과 이라고 하 다. Norris[12]

의 연구에서는 당뇨 리효과가 있는 운동은 90일 이내의 

재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보다 장기간의 

재 을 경우에는 효과가 어든다고 하 다. Brown 

등[10]의 연구에서도 4-8주인 경우가 8주를 과 할 때보

다, 자가 간호, 자기 효능감, 당화 색소 모두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4～8주에서 자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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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자기효능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

화 색소는 재기간이 12주이상일 때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당화 색소의 감소가 당뇨 련 사망

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본다면[27], 합병증 감소

를 한 당뇨 리에 가장 효과 인 재기간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재 로그램 효과변수  신체․생리 인 변수가 

72.6%, 사회․심리 인 변수가 27.4%이었으며, 부분의 

연구 상 논문에서 재 로그램 효과변수로 신체생리

인 변수가 사용되었다. 이는 주요만성질환의 하나인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나 작용결함으로 발생하는 고

당을 특징으로 하는 사성질환이다[3]. 한 당뇨병에 

의한 심 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은 동맥경화증을 유

발하는 이상지 증, 고 압 그리고 내당능 장애와 같은 

심  질환 험인자와 련이 있기 때문이다[28]. 신체

생리 인 변수인 당 사는 “효과 없음”이 “효과 있음” 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당뇨병환자의 당 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백경신[29]의 연구와 당화 색소가 유의

하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유지수와 김은정[30]등

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 다. 지질 사 한 “효과 없음”

이 “효과 있음”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추후 연구의 

재 로그램을 구성 할 때 식이와 운동의 종류, 강도, 용

시간, 용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건강에 한 자기조 행 는 인지 심리  변화를 거

쳐 유도되기 때문에[31,32], 자기 효능감, 자가 간호 등의 

인지 심리  변수와 생리  지표인 당과 당화 색소와 

함께 측정한 경우가 많았다[22,23,17,24]. 

본 연구에서도 사회 심리  변수에 해당되는 자기 효

능감, 자기 리, 지식, 스트 스, 처 등이 다수 사용되

었으며, 특히 자가 간호는 당뇨병 환자의 건강에 있어서 

핵심 인 요소이다. 자기 리 능력의 향상은 당조 에 

있어서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당뇨병환자를 한 간호 재로 문제해결식 소그룹 

집단상담[33], 문제 상황 처교육 로그램[16], 화상

담 로그램[34], 지역사회 자조 리 로그램[35]을 

재로 용하고 있다. 사용횟수는 지만 삶의 질, 불안, 

우울, 모성정체성도 효과변수로서 모두 “효과 있음”으로 

나타났다[35,37,38].

특히 당뇨병환자의 우울증은 일반인과 비교하여 1.5배

에서 3배까지 높으며, 이는 당뇨병 합병증의 험을 

증가시키고, 당조 을 어렵게 하며, 자가 리 행 에 

부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39], 최근에는 당뇨병 환

자의 심리  재의 하나로 보완 체요법의 하나인 웃음

요법, 마음 챙김명상 등이 용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당뇨 유병률  사망률의 상승으로 여

러 유형의 재 로그램이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고, 

당뇨 리의 방향과 효과 인 재의 개발을 해 재 

당뇨 재의 황을 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

는 향후 효과 인 재 로그램의 개발을 한 기  자

료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당뇨병환자를 상으로 재 로그램을 

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문헌분석 연구이다.

2000년부터 2013년 석․박사 논문 24편과 학술지게재 

논문 29편 등 총 53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재 로그

램의 유형은 교육, 운동, 상담, 보완 체요법 한 가지 

용이거나, 교육과 운동, 교육과 상담, 운동과 상담, 교육

과 운동  상담 등 두 가지 는 세 가지을 용하여 총 

8가지 유형이었다. 많이 사용된 재 로그램은 교육과 

운동이며, 용빈도는 평균 주당 2.0 ± 1.2회 고, 1회 

용시간은 평균 56.1 ± 24.3분이었으며, 용기간은 평균 

9.8 ± 4.9주 다.

재 로그램에 사용된 효과변수는 총 113가지로, 연

구 상 논문에서 총 308회 사용되었다. 이를 신체생리

인 변수와 사회심리 인 변수로 분석한 결과 사, 자가

리, 자기 효능감이 가장 많이 사용 되었다. 효과변수의 

결과는 재 로그램의 유형  용기간과 용빈도, 

측정방법에 따라 효과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당뇨병환자의 합병증 방과 사망

률 감소를 해 당뇨병환자에게 가장 한 재 로그

램을 개발하고 용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당뇨병환자에 용한 각각의 재에 한 효과를 

메타분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다시 효과 변수별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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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생리 변수와 사회심리 변수로 구분하여 당뇨 재의 

효과에 한 분석이 향후 필요하다.

2) 재 로그램의 기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운동

을 포함한 3가지 이상 재의 병합 용과 사회 심리  변

수를 포함한 효과변수의 선정  효과변수 측정법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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