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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and describe the diabetes self-management experience of visually impaired people with diabe-

tes. Methods: Ten participants were recruited through a website used by the visually impaired from February to March 2020.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wo focus group interviews conducted in June 2020; each group consisted of five participants. All interviews were re-

corded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cipants and transcribed verbatim. The transcribed data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

ysis. Results: Seven categories were as follows; a two-faced, lifelong companion, an unprepared encounter, struggle to live, love-hate re-

lationship with family, strategies to adapt, lessening attention to self-management, the desire to learn properly. Conclusion: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visually impaired have fewer opportunities for receiving diabetes self-management education than general diabetic 

patients. Consequently, plans to improve the education available to such patients are required. Additionally,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diabetes education for patients’ families are necessary, and improving the perception of medical workers regarding the visually impaired 

will be prove 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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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018년을 기준으로 30세 이상 성인 인구의 13.8%, 65세 이상에서는 

27.6%의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다[1]. 당뇨병 관리의 목표는 정

상 혈당 유지와 합병증 예방 및 지연이다[2]. 이에 따라 약물치료 외

에도 증상관리 및 생활습관의 개선, 심혈관 위험을 관리해야만 하므

로 당뇨병은 환자 자신의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자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성질환이다[3,4]. 또한 환자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속적

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당뇨 자가관리는 간호 교육의 효과

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야이기도 하다[5].

이처럼 당뇨 자가관리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장애인들의 당뇨병 

자가관리 현황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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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에 의하면 국내 만 30세 이상 장애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25.7%로 나타나[6], 같은 연령대 전체 인구의 당뇨병 유병률 13.8%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1]. 또한, 당뇨병은 전체 장애

인의 질병 부담(disability-adjusted life year) 중 1위를 차지하여 사

회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은 만성질환으로 꼽힌다[7].

특히 시각장애인에 있어 당뇨병 자가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

는데, 이는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인해 

시각장애의 정도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8,9]. 한국의 시

각장애인 추정 인원은 2017년 287,000명이며, 시력장애 혹은 시야 

결손 장애를 포함하는 시각장애의 95.4%는 후천적으로 발생하고, 
그중 53.6%가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당뇨병

성 망막증은 전 세계 당뇨병 환자들의 시각장애 유발요인으로 꼽히

고 있고, 한국에서도 20세 이상 성인에서 발생하는 실명의 가장 흔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2]. 즉, 선천적 시각장애와 후천적 시각장

애를 망라하여 부적절한 당뇨 자가관리는 시각장애인들의 시력 손

실을 가속화시키며,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당뇨병이 시각장

애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당뇨 자가관리의 산물인 시각장애가 다시 당뇨 자가관

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다른 당뇨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악순

환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은 일반인과 비교하여 당뇨병에 

대한 더욱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새로운 장애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시각장

애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당뇨 자가관리가 필수적이다. 

당뇨병을 가진 시각장애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Williams [11]는 시각장애인의 자기관리 방해요인으로 최신교육의 

부재, 장애인용 특수 기구에의 접근성이 제한됨을 제시하였으며, 
Kaminsky 등[12]은 당뇨 자가관리를 돕기 위해 시각을 제외한 감각

(촉각, 청각 등)을 활용한 교육을 시행하고 음성을 녹음한 교육자료

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시각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인슐린 펌프와 

혈당 측정기 같은 의료기기의 유용성과 활용방안도 보고되었다[13]. 

또한 당뇨병성 망막증 환자들에게 문제해결 요법(problem-solving 

therapy)을 적용한 결과, 이들의 우울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음

도 보고된 바 있다[14]. 게다가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심리 간호 및 

교육 중재의 적용은 당뇨병성 망막증 환자들의 혈당조절 및 삶의 질 

상승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한국에서도 4차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 중 세부사항으로 시각장애인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만성질환 관리 등의 항목을 개발하였는데[16] 당뇨의 자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 및 내용을 다루기엔 부족함이 있으며, 적절한 당

뇨 자가관리 프로그램이나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

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당뇨병을 가진 시각장애인의 보행훈

련[17]과 보행지도 전략[18]을 다룬 연구들이 있으며 중도시각장애

인의 건강요구도 분석[19]과 건강관리 실태[20]에서 만성질환의 일

부로서 당뇨병의 실태와 관리에 대해 언급한 연구도 있다. 그러나 구

체적으로 당뇨 자가관리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직 연구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시각장애인의 당뇨 관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현재 

당뇨가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당뇨 자가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경험에 관해 탐구하고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 현상에 대한 

중요 주제들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발견 지향적인 질적 연구가 선행되

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당뇨 자가관리라는 특정한 주제에 초점

을 두고 이에 대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는 포커스 그룹 면담이 적

합하다고 생각된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문제의 발견과 탐색에 유용

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더 넓은 범위의 정보 획득

과 함께 쟁점에 대한 통찰력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21].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당뇨병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당뇨 자가관리경

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 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함이다 구체

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시행하여 이들이 겪는 당뇨 자가관리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

적 경험을 탐색하고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당뇨병을 가진 시각장애인의 당뇨 자가관리 경험은 어떠한

가?’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당뇨병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시각장애인들을 대

상으로 당뇨 자가관리 경험을 총체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내용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20년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시각장애

인 재활통신망인 넓은 마을(http://web.kbuwel.or.kr)을 통하여 직접 

모집하였다. 넓은 마을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는 통신망

으로 현재 가장 많은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배려하

여 음성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가입자들은 시각장

애인 장애 등록증을 제시하여 등록된 장애인임을 입증해야만 가입

할 수 있으므로 비장애인들의 접근에는 제한이 따른다. 먼저 넓은 

마을의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협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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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운영자의 허락하에 연구 대상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시각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의사로부터 당

뇨병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한 자를 참여자 선정 기준으로 두

었는데 이 기준은 개인이 질병을 경험하고 당뇨 자가관리에 참여하

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6개월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를 근거

로 하였다[22,23]. 총 13명의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전화 연락을 취

해 왔으며 이 중, 당뇨 진단 여부가 불명확한 1명을 제외하였다. 성

별, 연령, 시각장애 등급, 시각장애와 당뇨 진단 시기, 경구혈당강하

제 복용과 인슐린 주사 사용 여부 등 자가관리 경험에 영향을 줄 것

으로 생각되는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12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였

다. 이 중 2명이 건강상의 문제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를 거절하

여 최종적으로 연구 대상자는 총 10명이었다.

3. 포커스 그룹 구성

포커스 그룹은 각 6명씩 2그룹으로 구성되었다. 그룹의 크기는 비

영리적 주제에 대한 포커스 그룹의 이상적인 규모가 최소 5명에서 

최대 8명이라는 Krueger와 Casey [21]의 제안에 근거하였다. 그룹

은 참여자들의 나이를 고려하여 비슷한 연령대로 구분하여 구성원

들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 및 연령에 따른 풍부한 자료 수집이 이루

어지도록 하였다. 각 그룹에서 한 명씩 총 2명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

터뷰 당일에 참여를 거절하여 최종적으로 각 5명으로 구성된 2회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두 번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모든 연구자가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 동의하였기에 더 이상의 인터

뷰는 시행하지 않았다. 

4. 자료 수집

2회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20년 6월에 자연스럽고 밝은 분위

기 속에서 연구자들의 소속 대학의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졌다. 인터

뷰는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의 자기소개에 이어 연구의 목적 및 인터

뷰의 진행 시간과 과정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인터뷰 내용의 녹

음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효과적인 인터뷰 진행을 위해서 Krueger와 Casey [21]

가 제안한 5가지 질문의 유형(시작, 도입, 전환, 핵심, 마무리 질문)

을 활용하여 주제와 관련된 면담 질문의 순서를 구성하였다. 면담 질

문은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개방형 질문을 취해 참여자들의 솔직한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주요 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시작 질문: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겠습니까? 2) 도입 질문: 시각

장애는 몇 급이시며 언제 진단받으셨습니까? 당뇨병은 언제 진단받

으셨습니까? 3) 전환 질문: 현재 가지고 계신 당뇨병에 대해 어떤 생

각이 드십니까? 4) 핵심 질문: 현재 당뇨병과 관련하여 가지고 계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뇨 자가관리를 잘하기 위해 어떤 노

력을 하고 있나요? 당뇨병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

요? 현재 당뇨 자기관리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

니까? 5) 마무리 질문: 혹시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연구자 1인이 두 번의 인터뷰 진행을 담당하였다. 다른 연구자 1인

은 보조 진행자로서 현장 노트를 작성하고 인터뷰의 마무리 단계에

서 주요 작성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내용의 

검증을 받았으며 필요한 추가 질문을 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 2인은 

참여자들의 시각장애를 배려하기 위해 자리 배치, 연구안내문 설명

과 화장실, 교통편 안내 등을 함으로써 밝은 분위기에서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다. 인터뷰는 두 번 모두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5. 자료 분석

녹음된 면담 내용은 총 220분 정도의 분량으로 인터뷰 당시의 주

요 내용과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잊지 않기 위해 인터뷰 당일부터 

필사를 시작하였다. 필사가 완료된 후에는 연구자 2인이 녹음내용과 

필사본을 대조해보면서 필사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필사본과 보조 진행자가 현장에서 메모한 현장 노트로 총 A4 용지 

74페이지 분량이었다. 자료 분석은 매회 인터뷰의 종료 후 당일의 인

터뷰 필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나, 더욱 구체적인 자료 분석은 완료된 

필사 자료와 현장 노트의 메모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Hsieh와 Shannon [24]이 제시한 질적 내용분석 중 전통적 내용분석

(conventional content analysis)으로 이루어졌다. 전통적 내용분석은 

귀납적 접근을 통해 범주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주로 면담자료를 분

석할 때 쓰이는 분석기법이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연구자는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 전체의 의미를 파악

하였다. 둘째,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단어나 

구, 문장을 집중하면서 읽었으며, 생성된 코드를 표시하고 명명하였

다. 셋째, 생성된 코드의 관련성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관련된 코드

들을 묶어서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넷째, 하위범주의 관련성과 차

이점을 비교하여 더 높은 차원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다섯째, 코드

와 하위범주, 범주의 관련성을 다시 비교하면서 이들을 명명하는 작

업을 반복하였다. 최종적으로 풍부한 내용과 관계들이 반영된 범주

를 분류함으로써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자 1인이 일차적으로 자료 분석을 시행하여 주제와 범주 분류

를 완료하였다. 이후, 모든 연구자가 2회의 연구 회의를 통해 범주의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을 완료하였다.

6.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Guba와 Lincoln은 [25]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질적 연구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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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기준으로 진실된 가치(truth value), 적용 가능성(applica-

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제시하였다.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정을 시행하여 이 4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진실

된 가치의 확보를 위해 연구의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자연스럽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를 녹음하고 참여자들이 말한 그대로를 필사하여 자료의 누락과 왜

곡을 최소화하였다. 이후 자료 분석 시에도 Hsieh와 Shannon [24]

이 제시한 내용분석법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였다. 특히 자료 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각 포커스 그룹에서 1명씩을 선정하여 총 2명에게 분

석 결과가 인터뷰 내용을 잘 반영하였는지를 전화로 확인받았다. 분

석과정에서도 연구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삼각검증법(tri-

angulation)도 활용하였다. 적용 가능성 확립을 위해 참여자들의 일

반적 특성 및 질환 관련 특성들을 표로 나타내어 기술하였다. 일관

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 분석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또한 주제와 범주, 하위범주에 이르는 표와 함께 분석의 

근거가 되는 면담자료를 인용문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과 선입견을 인식하고 최소화함으로써 중

립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대상자와 현상에 대한 연구자

의 주관과 편견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인

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느낀 연구자의 반응과 감정 등을 현장 노트에 

메모하였다. 인식된 연구자의 고정관념과 가정들을 괄호 치기

(bracketing)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더욱 풍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7. 윤리적 고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인 서울대학교 연구

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IRB No. 2005/003-004).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을 직접 만나 연구의 목적

과 내용, 자료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에게 서면으로 연구동의서를 2장 받아 연구자

와 연구 참여자가 한 장씩 갖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도중 언제

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설

명하였다. 시각장애를 고려하여 연구안내문과 동의서는 점자로 변환

하여 제공하였으며 점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연

구자 1인이 연구안내문과 동의서 내용을 빠짐없이 소리 내 읽어준 

후에 서명을 받았다. 공정한 동의 과정의 보장을 위해 모든 과정은 

입회인 1인의 입회하에 진행되었다. 입회인으로는 본 연구와 이해 상

충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일개 대학병원의 수간호사가 참석하였다. 

입회인은 모든 동의 과정을 지켜본 후에 연구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덧붙여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 장소로의 거동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

려하여 참여자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참여

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기 위해 모든 연구자는 면담 전 한국시각장

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 이해교육과 한글점자 교육을 이수

하였다. 면담 필사 작업과 연구 결과에서는 참여자를 익명으로 처리

하여 개인식별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면 동의서는 연

구종료 후 3년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사례의 표시로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기술하였다. 연구 참여

자 10명 중 남성은 5명, 여성은 5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54.5세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시각장애 등급은 모두 1급으로 시각장애 진단 

기간은 2년에서 73년이었다. 또한 1명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이고 9명

은 중도시각장애인이었다. 참여자의 당뇨 진단 기간은 1년에서 67년

이었으며, 6명이 경구혈당강하제를 복용하고 있고 4명은 경구혈당강

하제와 인슐린 주사를 병행하고 있었다. 

2회의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63개의 코드가 생성되었고, 이 중 서로 

관련성 있는 코드를 분류하여 하위범주 20개를 구성하였다. 하위범

주 20개를 더욱 포괄적인 의미로 묶어서 7개의 범주를 도출시켰으며 

7개의 범주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주제는 ‘어둠 속에서의 고군분투’

로 도출되었다(Table 2). 이들에 대한 통합적 기술은 다음과 같다. 

제1 범주인 ‘두 얼굴을 가진 평생의 동반자’는 참여자들이 당뇨가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평생 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질병으로 인

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제2 범주인 ‘준비 없는 맞닥뜨림’에서

는 갑작스럽게 당뇨에 걸리면서 어떠한 준비나 사전 지식도 불충분

한 상태에서 당뇨 자가관리를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힘을 보

여준다. 제3 범주인 ‘살기 위한 몸부림’에서 일반인들도 시행하기 어

려운 혈당 측정과 자가 인슐린 주사를 시각장애인들이 처절하게 시

행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제4 범주인 ‘애증의 대상인 가족’에서는 

가족은 참여자들을 지지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

들이지만, 동시에 당뇨 자가관리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을 

알게 해준다. 제5 범주인 ‘적응을 위한 나만의 전략’은 시각장애의 

어려움을 딛고 전략을 개발하여 당뇨 자가관리를 충실히 이행하며 

적응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제6 범주인 ‘소홀해져 

가는 자가관리’는 참여자들이 어둠 속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자가관

리에 지쳐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무기력증에 빠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 범주인 ‘제대

로 배우고 싶은 열망’은 시각장애인들이 배우기 열망하는 당뇨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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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교육의 구체적인 형태를 그리고 있다.

1. 제1 범주: 두 얼굴을 가진 평생의 동반자 

비시각장애 당뇨 환자들과 다르지 않게, 참여자들은 당뇨를 평생 

함께하며 관리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식하였다. 즉, 당뇨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며 전반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것으

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당뇨는 두 얼굴을 

가진 병으로 인식되었다.

1) 관리만 잘하면 살 만한 병 

참여자들은 당뇨에 걸린 상황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면, 당뇨는 관리만 잘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병이라고 언급하

였다. 처음 당뇨 발병 시에는 삶의 질이 떨어진 부분이 있으나 자가

관리에 익숙해지고 나면 다른 치명적인 질환에 비해 오히려 가벼운 

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당뇨병 하면, 좀 불쌍한 병이죠. 마음대로, 먹는 것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생활도 좀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관리하면서 살면, 뭐 다른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서, 괜찮아요(참여자 I).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Patient no.  

(focus group)
Gender Age (yr)

Duration since visual 

impairment diagnosis (yr)

Duration since 

diabetes diagnosis (yr)

Treatment modality

Oral hypoglycemics Insulin injection

A (1) Woman 39 20 25 Yes Yes

B (1) Man 46 46 1 Yes No

C (1) Man 48 21 14 Yes Yes

D (1) Man 52 14 15 Yes Yes

E (1) Woman 49 2 1 Yes No

F (2) Woman 56 5 8 Yes No

G (2) Woman 65 43 22 Yes Yes

H (2) Man 60 11 10 Yes No

I (2) Woman 75 73 67 Yes No

J (2) Man 55 8 30 Yes No

Table 2. Experience of Self-Managing Diabetes in Visually Impaired Persons with Diabetes

Theme Category Subcategory

Struggling in the darkness A two-faced, lifelong companion A disease that is tolerable if well managed

A disease that causes great fear of possible complications 

An unprepared encounter Education used to only focus on precautions

Relying on fragmented and limited knowledge

Learning amidst the risk

A reality that remains unaccepted 

Struggle to live Bloody hands

Pain that continually penetrates the skin

Love-hate relationship with family The only reliable group

Obstacles to dieting

Strategies to adapt Using services at large hospitals

Seeing with one’s hands instead of one’s eyes

Managing stress

Receiving aid from advanced devices

Lessening attention to self-management Weakening of will 

Living without getting stressed 

A body trapped in powerlessness

The desire to learn properly Radio as only companion

Customized training to support visually impaired eyes

Devices and equipment that function as another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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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증의 두려움에 매몰되는 병 

그러나 동시에 참여자들은 당뇨의 합병증과 관련해 두려움을 호

소하였다. 특히 당뇨로 인해 중도 실명한 참여자들의 경우, 서서히 

나빠져 가는 시력으로 인한 고통과 상실감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불안의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을 표현하였다. 

이미 눈도 안 보이는데, (다른 합병증이) 언제 나한테도 또 올 수 있다, 언

제 뭐 이건 내일이고 내가 합병증 뭐가 생길까 하는 그런 두려움. 잠도 안 올 

정도로 울고 싶고 무서워서...(참여자 H).

2. 제2 범주: 준비 없는 맞닥뜨림 

예기치 못하게 당뇨 진단을 받은 참여자들은 전문 의료인의 체계

적인 당뇨 자가관리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의료인의 도움 없이, 
참여자들은 제한적인 지식만을 습득한 채 당뇨 자가관리를 시행하

고 있었다.

1) 주의사항에 불과했던 지난 교육 

참여자들은 체계적인 교육 대신 병원에서 당뇨 관리에 대한 주의

사항 수준 정도의 교육만 받았다고 하였으며, 관련 정보가 담긴 교

육자료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10명의 참여자 중 2

명만이 당뇨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당뇨 자가 관리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 대부분이 당뇨 자가관리 교육을 받은 적

이 없다고 하였으며 두 명의 참여자만이 당뇨 진단을 받은 시기에 

해당 병원에서 식이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한 참여자는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내용을 잊어버렸다고 진술했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음식

모형을 이용한 식이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의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

고 언급하였다. 

(교육을) 길게 한 건 아니고, 근데 그분(교육담당)이 따로 계셔 가지고, 아

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래떡은 요만큼만 먹고(웃

음) 뭐는 요만큼만 먹고. 그래서 내가 ‘아이씨 그거 먹고 양이 차냐.’ (웃음) 

내가 속으로 혼자요, 그렇잖아요, 가래떡을 뭐 한 토막, 요만큼 먹으라는데 

어떻게 요만큼만 먹어요(참여자 F).

2) 단편적이고 제한적 지식에 의존함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참여자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주변

인들의 이야기에 의존한 일반적 상식 수준의 당뇨 지식만을 이야기

하였으며 특정 식품에 의존하는 등의 잘못된 지식도 일부 표현하였

다. 또한, 경구혈당강하제의 이름, 종류 및 효과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이를 복용하고 있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저도 혈압약하고 같이 먹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한 봉에 이렇게 주니까, 

그게 이제 그 안에 든 게 어떤 게 혈압약, 당뇨약은 모르는데, 그냥 먹고 있

어요. 저녁에 먹는 거 하나는 이제 당뇨약인데, 아침에 먹는 건 5개더라고요

(참여자 H). 

3) 위험 속에서의 배움 

체계적인 당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참여자들은 당뇨 초기에는 

저혈당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실제로 저혈당 증상을 경험한 후에야 

이를 배우고 저혈당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그 당시 저혈당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기도 하였다.

그게 저혈당인지 나중에 안 거예요. 막, 그 왜 차멀미 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식은땀이, 머리를 다 적시고, 막 팔이 갑자기 팔, 힘이 하나도 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도우미한테 난 먹은 것도 없고 그런데 도대

체 이게 무슨 현상이냐고 그랬더니, (중략) 그, 어디 가서 요만한 빙수를 하

나 사다 주더라고요. 그걸 먹고 났더니 그 증상이 싹 가셨어요(참여자 G). 

4)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참여자들은 당뇨식이나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

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실천에 옮기기엔 여전히 현실 같지 않고 내 일 

같이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일치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영역은 식이 중 외식 부분이었다. 평소 집에서는 소식을 실천

하고 음식의 조리법이나 열량에도 신경 쓰던 참여자들도 외식할 때

는 전혀 당뇨식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 참여자는 절

주 및 음주가 당뇨 관리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절제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면담 동안 식이 영역에서

의 자가관리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하였으나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간식으로 준비된 샌드위치와 과자 등을 두 번 섭취하고 면담 후에는 

따로 챙겨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술을) 가끔 먹긴 하는, 뭐 당뇨 이후로는 자중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제… 계속 마시게 되고(참여자 H).

돈 주고 먹는 건 또 아까워 가지고, 열심히 많이(웃음) 먹게...(참여자 I).

3. 제3 범주: 살기 위한 몸부림 

혈당측정과 자가 인슐린주사는 당뇨 자가관리에 있어서 가장 어

려운 부분으로 정밀함과 숙련도, 내 살갗을 찌르는 용기까지 필요한 

행위이다. 이렇듯 일반인들도 하기 어려운 행위를 참여자들은 어두

운 절망 속에서 겨우 해나가고 있었다.

1) 피투성이가 되는 손 

참여자들은 시각장애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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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당뇨 자가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혈당측정기 조작과 자가 인슐린 주사의 

경우에는 작은 눈금을 읽고, 조절기를 맞추는 등의 세심한 동작이 

요구된다. 특히 혈당측정과정에서 혈액 채취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었다. 이에 참여자들은 말 그대로 살기 위해 바늘을 반복해서 찌르

며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혈당 측정을 겨우겨우 해내가고 있었다. 이 

과정은 아무리 여러 번을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과정이었다. 

피가 이렇게 물방울 맺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번지니까. 그래서 그게 제

일 어렵다고… 그래서 집에서 솔직히 측정을 잘 못 하겠다, 그 얘기를 하기

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살아야 해서, 어떨 때는 막 다섯, 여

섯 번을 찔러요, 한 손가락에. 네, 그렇게 해서 진짜 피가 범벅이 돼서, 네, 

잴 때까지.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렵다고...(참여자 A).

2) 끊임 없이 살갗을 파고드는 아픔

자가 인슐린 주사의 경우에도 펜형 인슐린에 주사 바늘을 끼우는 

것이 어려워서 그냥 버려지는 주사 바늘도 많았으며, 덜덜 떨리는 손

으로 더듬거리며 겨우 주사를 놓고 나면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무서

움과 통증에 참여자들은 절망에 빠진다고 호소하였다. 이로 인해 몇

몇 참여자들은 스스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의 

도움을 얻어서만 혈당 측정과 인슐린 주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는 

혈당 체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로도 이어졌으며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자가 인슐린 주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대신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대처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저녁을 안 먹어버리거나. 예 그걸 만약에 인슐린을 안 갖고 갔다거나, 인

슐린을 못 맞을 상황이거나 그러면 아예 저녁을 안 먹어버리죠. 먹더라도 이

렇게 방울토마토나 뭐 이런 걸 먹든지, 막 두부를 반 모를 먹는다든지. 이렇

게 색다르게 되도록이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로 먹는다

거나...(참여자 D).

4. 제4 범주: 애증의 대상인 가족

참여자들에게 가족이란 당뇨 자가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

지만, 동시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1)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 

일상이 되어버린 당뇨 관리에 지친 참여자들을 지지해주고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가족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슐

린 주사나 혈당 측정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 최신 

당뇨 소식을 전해주고 밤새 잠자리를 보살펴주고 육아를 도맡아주

는 배우자의 존재도 확인되어 명실공히 보이지 않는 눈을 대신해주

는 고마운 존재가 가족임을 알 수 있었다. 

(저혈당) 단계가 이제, 밤에 자다 보면 너무 졸리잖아요, 그래서 ‘아 떨어

졌는데 잠깐만, 조금만 더 잘까?’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면 이제 온몸에 땀

이, 땀이 흠뻑 젖어서, 이제 신랑이 이제 수시로 만져봐요. 저를, 제 몸을. 오

래 살다 보니까. 만져 보면 이제 차다, 땀이 조금 난다 싶으면 신랑이 얘기하

거나, 이제 땀을 흠뻑 젖으면 이제 설탕물을 타서, 먹여주고(참여자 A).

2) 식이요법의 걸림돌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 참여자가 호소하는 부분으로 가족이란 존

재는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당뇨 자가관리의 방해요인이 되기도 하

였다. 식사 준비를 하는 여성 참여자의 경우 가족들이 당뇨식을 거

부하게 된다면 참여자 본인의 것을 따로 준비해야 부담감이 있었으

며 이는 당뇨식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식사를 하지 않는 

행위로까지 연결되기도 하였다. 

조금, 좀 불편한 거는, 우리는 저런 애들하고 같이 사는데, 걔네(웃음)들

은 참고로 잡곡밥을 안 좋아하고, 콩밥도 안 좋아하고. 그러면 한 집에서 살

면서 밥을 따로 해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밥을 더 안 먹는 이유도 좀 

거기에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에요. 나 혼자 나가

서 살까. 그래서 생각 중인데, 또 다른 거 불편한 거 봐주는 거 봐서는 또 있

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고민스럽긴 해요(참여자 G).

5. 제5 범주: 적응을 위한 나만의 전략

참여자들은 당뇨 자가관리의 여러 측면에서 많은 제약과 불편함

을 느끼고 있었으나 훌륭한 전략을 구축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 대형병원의 서비스 활용하기

소형병원 이용 시 진료 대기시간이 적으며 상대적으로 진료시간

에 여유가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대형병원의 

시스템화된 의료서비스를 선호하고 이를 자가관리의 일환으로 활용

하고 있었다. 이와 연결되어 소형병원과 보건소의 의료진에 대한 불

신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합 병원만을 선호하는 것은 비용 

부담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었다. 

종합 병원을 다니는 이유는 저는요, 저는 그래요. 알아서 돌아가면서 다 

해주더라고요. 그게 어느 때는 간 검사, 어느 때는 뭔 검사 해가지고 자기네

들이 알아, 내가 검사를 안 해도 돌아가면서 다 검사를 해주니까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근데 동네 병원은 아니에요, 그게. 당 하면 당약만 주고 내가 

검사해달라는 것만 해주지, 절대 그런 관리는 없거든요? 근데 더 비싼 대신, 

물론 뭐 진료비도 더 비싸죠, 종합 병원이. 그래도, 더 싼 데를 안 다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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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종합 병원에 다녀요(참여자 I).

2) 눈이 아닌 손으로 보기 

참여자들은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손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는 전

략을 보여주었다. 당뇨 자가관리에 필요한 물품들은 항상 본인이 생

각하는 위치에 놓여있어야 하며 그 위치를 이탈하는 것을 매우 싫어

한다고 언급하였다. 경구혈당강하제 복용 시, 여러 종류의 약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각종 약을 두는 위치를 다르게 하거나 개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복용 시간과 복용 약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인슐린 주사의 

경우에도 참여자들은 각종 물품은 항상 같은 위치에 놓음으로써 더

욱 자가관리를 쉽게 시행하고 있었다.

약 놓는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당뇨약은, 저기 뭐야 한 알

밖에, 조그만 약으로 하나밖에, 하나씩 먹는 거니까, 밥 먹기 전에, 식전에 

먹는 거니깐요. 다른 거는 이제 식후에 먹고요. 신장약은 저기 아침에 먹고, 

비뇨기 약은 저녁에 먹으니까, 다 구별이 돼요(참여자 G).

3) 스트레스 관리하기 

참여자 대부분이 활용하는 전략 중 하나는 내면의 스트레스를 다

스리는 방법이었다.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은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많은 참여자

가 내면의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

는 것이 당뇨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당뇨에 도움 되는 게 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도 도움되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좀 즐겁게 즐겁게, 예. 지내려고 하는 게 당뇨에도 도움되는 것 

같아요. 예, 전반적인 생활 전체에서(참여자 E).

4) 첨단 기기의 도움 받기 

마지막으로 몇몇 참여자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당뇨 관련 장비

들을 잘 활용하여 자가관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음성지원 혈

당 측정기, 연속혈당 모니터가 참여자들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장비

로 나타났다. 연속혈당 모니터(continuous glucose monitoring)는 센

서를 피부 바로 밑에 이식하여 주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하여 연동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결과를 전송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침습적인 기존 혈당 측정기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다. 이를 사용하

는 참여자는 밤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저혈당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어 좋다고 진술하였다. 

5분 간격으로 혈당이 계속 보이니까 다행이고요, 먹었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게 돼요. 네. 그리고 저혈당이 오면, 일단 이게 고혈당 저혈당 알림이 

와요. 내가 뭐 ‘250에서 이걸 알림을 하겠다.’ 그러면은 250일 때 알림이 오

는 게 아니라, 그, 이게 상승일 때 이제 그런 것도, 높은 값, 상승 정보 그런 

거 다 알림이 오거든요(참여자 A).

6. 제6 범주: 소홀해져 가는 자가관리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만의 전략을 개발

하여 당뇨 자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적응해가는 양상을 보였다. 그

러나 끝없이 지속되는 자가관리 속에서 소수의 참여자들은 점차 당

뇨 자가관리에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1) 무너지는 의지 

몇몇 참여자들은 당뇨 자가관리를 잘 시행하지 않고있으며, 관심

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제한된 지식 습득과 시각장애의 불

편함 등의 어려움이 평생을 두고 지속해야 하는 당뇨 관리의 부담감

과 맞물려 참여자들의 소진을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초기에 진단받았을 때는 한 1년 동안 (혈당 측정을) 했었어요. 기계도 사

고 뭐 저기 이렇게 좀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거 계속 켠들 

뭔,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뭐야, 바늘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

면 그거 구매하고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뭐 주기적으로 했는데, 

이게 뭐 혈당이 높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 쫓아갈 수 있는, 가서 뭐가 또 해

결되는 것도 아니고(참여자 H).

2)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살기

지속된 당뇨 관리로 인한 소진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자가

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이 오히려 당뇨에 도움이 된다는 자

기합리화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운동, 식이요법,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삶이 너무 피폐

해지겠다.’ 이런 생각이…‘스트레스 너무 받겠다.’ 이런 생각이...(참여자 D).

3) 무기력 속에 갇힌 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가관리를 하기보다는 그냥 사는 것이 당뇨

에 도움이 된다는 사고방식의 변화는 결국 당뇨 자가관리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와 연결되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저는 (교육받고 싶은 마음이) 그다지 없고요(웃음). 그냥, 뭐 아까 얘기했

다시피 텔레비전에서나 라디오 들으면 맨날 나오는 게 당인데 뭐(참여자 B).

7. 제7 범주: 제대로 배우고 싶은 열망 

마지막 범주는 참여자들의 당뇨 자가관리 교육 요구도에 대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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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결과로 참여자들은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을 잘 반영한 최

적화된 맞춤 교육을 매우 원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더 이상 약이

나 인슐린 주사에 의존하지 않게 당뇨 자가관리에 대해 제대로 배워

보고 싶다고 표현하며 당뇨 자가관리 교육에 대한 열망을 호소하였다. 

1) 라디오만이 나의 친구

병원에서 주의사항에 불과한 교육만을 받았던 참여자들은 부족한 

당뇨 지식을 스스로 찾아 배워야만 했다. 시력을 상실한 참여자들은 

필연적으로 라디오 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TV나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서 관련 정보를 습득하였다.

제가 이제 눈이 나빠진 뒤로는, TV보다도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장애인 방송을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당뇨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참

여자 E).

2) 보이지 않는 눈을 보완해주는 맞춤 교육 

참여자들은 당뇨 자가관리 영역에 걸쳐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받

기를 원하였다. 여성 참여자의 경우, 식이와 관련된 교육에 대한 요

구도가 높았으며, 남성 참여자의 경우에는 운동과 관련된 교육에 대

한 요구도가 높았다. 운동영역에 있어 참여자들은 날씨 변화에 영향

을 받지 않는 실내 운동을 꼭 배우고 싶다는 의견과 함께 운동의 종

류로는 스트레칭, 요가 등을 제시하였다. 식이와 관련된 교육은 음식

의 열량 계산법 및 조리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식사와 경구혈

당강하제의 복용, 인슐린 주사 간의 시간 배치에 대해 알고 싶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덧붙여 두 면담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당화혈색

소를 지정하여 이에 관한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기

타 주제로는 당뇨 합병증, 당뇨의 유전적 요인에 대한 교육이 제시되

었다.

그, 병원에서, 저기 뭐야 이렇게 당뇨 환자를 위해서 스트레칭 운동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중략) 조금 더, 당뇨 환자들을 위한 운동.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못 나갈 때가 많잖아요, 안 보이니까(참여자 C).

음식마다 칼로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잘 모르고, 조리도, 다양하게 조리 

방법을 알지 못해서, 뭐 어떤 음식은 칼로리가 몇이고 뭐, 거기에 대한 교육

을 좀 받고 싶어요(참여자 E).

3) 또 다른 빛이 되어줄 기기와 장비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시각을 보완해줄 당뇨 관련 기기와 장비

의 사용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였다. 앞서 연속혈당 모니터를 사용하

는 한 참여자의 설명에 다른 참여자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매

우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최신 당

뇨 기기가 있다면 이를 소개해주는 교육이 정기적으로 있으면 좋겠

다고 언급하였다. 

혈당 관리나 이런 데 필요한 기기나 장비에 대한 교육? 예. 뭔가 “이런 게 

새로 나왔다.”, “이런 건 시각장애인들이 참 쓰면 좋겠다.”, “이런 바늘은 더 

안 아프더라.” 그런 것들 있잖아요? (중략) ‘뭐가 이렇게 새로운 기계다.’, ‘새

로운 장비다.’, ‘이런 건 시각장애인이 쓰기 편하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교

육이...(참여자 D).

논    의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이자 의료와 간호의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시각장애인들의 당뇨 자가관리 경험을 탐구한 질적 연구로서 시각장

애인들의 경험을 왜곡되지 않게 이들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

다.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 후에 질적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나의 주제 아래 7가지의 범주가 도

출되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당뇨병에 대하여 비시각장애 당뇨 환자와 마찬

가지로 평생 식이요법과 운동을 비롯한 생활습관을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자가관리가 잘 시행된다면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질환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당뇨 합병증의 무서움을 온몸

으로 느끼고 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하였다. 일반적으로 시각장

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고[26], 우
울증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27].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

이 당뇨 자가관리 행위와 질환 경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볼 때[28,29], 시각장애인의 당뇨 자가관리 교육에서는 불안

과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심리적 중재 및 상담이 함께 병행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생활에서 제약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

는 시각장애인들은[30] 당뇨로 인해 한층 더 고립되고 소외되는 고

통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성인기에 시력을 상실한 중도시각장애인

의 경우에는 선천적 시각장애인보다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

의 유병률이 높으므로[31] 심리적 중재 및 상담 프로그램은 시각장

애인의 당뇨 자가관리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은 시각장애인들이 

체계적인 당뇨 자가관리 교육을 받을 기회가 비시각장애 당뇨 환자

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이다. 이는 Williams의 연구 결과[11]와

도 일치하며 일반적으로 참여자들은 병원에서는 당뇨의 주의사항 

정도만을 교육받거나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벌어졌

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당뇨 자가관리 교육 매체의 형태는 대다수

가 시각에 의존하는 시청각자료로 이루어진 것으로[32], 이는 시각

장애인에게 적절하지 못한 교육 매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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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의료인들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경험과 장애인의 

의료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1,33],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하고 보호자나 동행한 돌봄 제공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33]. 그러므로 장애인 인식의 

재고와 함께 역량 강화를 위해 당뇨 교육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

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의료인 양성 과정에서 시각장

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 과정도 요구되는 

바이다. 

덧붙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위시한 전국의 15개의 시각장애

인복지관에서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당뇨 자가관리 프로그

램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34]. 소수의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간헐적

으로 당뇨 캠프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더
욱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은 

프로그램 운영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4]. 그

러므로 각 복지관에서 산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닌 정부 차원에

서의 체계적으로 개발된 당뇨 자가관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제공

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프로그램에 시각장애인들의 참여를 높

이기 위한 홍보 방법과 이동의 용이성을 높여주는 방안들도 모색되

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동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당뇨 

자조 모임의 생성도 훌륭한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시각장애인들은 동료의 지지를 받으면서 가정에서만 국한되

었던 신체 활동을 외부로 확장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하기도 하였다

[19]. 또 다른 연구에서도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는 시각장애인의 당

뇨 자가관리 및 생활습관 변화에 동료지지 모임(peer support 

groups)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5]. 

시각장애인의 당뇨 자가관리에서 현저히 나타나는 또 다른 어려

움은 혈당 측정과 자가 인슐린 주사 시행이었다. 이를 스스로 수행

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 돌봄 제공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

아지기 때문에 심리적 위축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들의 도움 없이는 

혈당 체크 및 자가 인슐린 주사를 하지 못해 당뇨병적 문제도 생성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보완해줄 방안을 모

색해야 할 것이며 이 중 하나는 적절한 기기의 활용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음성지원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참여자들은 비사용

자들에 비해 혈당 측정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였다. 연속혈당 모니

터를 사용 중이던 제1형 당뇨를 가진 참여자도 이를 당뇨 자가관리

에 있어 가장 큰 촉진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혈

당 측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손가락 끝에 맺힌 핏방울을 

검사지의 정확한 위치에 묻혀서 혈당측정기까지 가져가는 과정이었

기 때문에 이 과정에 초점을 둔 보완 방안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현

재 연속혈당 모니터나 자동 인슐린 주입기는 제1형 당뇨 환자의 치료

에 활용되고 있으며[36,37], 이러한 기기들은 비용의 문제로 인해 접

근성이 제한되고 제1형 당뇨의 경우에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

황이다[38]. 본 연구의 결과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당뇨의 종류와 

상관 없이 기기의 도움이 유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절한 

당뇨 관리 장비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미 개발된 장비들의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학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시각

장애인이 적절한 당뇨 관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급

에 대한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각장애인

을 위한 청각과 촉각을 이용한 혈당측정기 사용과 자가 주사법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가족과 함께 살며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여성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함께 당뇨식을 먹지 않는 한 따로 당뇨식을 준비

해서 혼자 먹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시각

장애인들은 식재료의 구매와 요리에 있어 불편함과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식사 준비에 있어 촉각을 활용한 식재료의 용량 측정 등의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20]. 이는 당뇨식 준비에도 적용될 수 있

는 부분으로 특히 청각과 촉각을 활용한 식품군 교환법의 개발이 유

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당뇨식이 관리를 위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돌봄 제공자들에게도 당뇨식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요

리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가
족 간의 합의를 통해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식단 선택을 좀 더 용이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시각장애 당뇨 환자들이 진료대기 시간이 상대

적으로 짧고 진료시간이 여유로운 소형병원 방문을 선호하는 것과 

달리[39] 시각장애인들은 비용 부담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종합병

원의 통합적이고 자동화된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시각장애인이 의료서비스의 선택과 누림에 있어 그 폭이 제한적

이며 수동적임을 보여준다. 즉, 의료서비스 선택에 있어 제한된 정보

만이 제공되고 있어 이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

은 그냥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종합병원에서 오히려 챙김을 받

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역설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시

각장애인의 병원 서비스 이용 시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에게 의료 결

정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소형병원 방문 시에도 필요한 경우에

는 용이하게 대형병원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형병원과 대형병원의 시스템이 

좀 더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

여 비용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의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감면이나 지원 혜택 확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참여자들은 당뇨 자가관리의 다양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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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습

득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는 라디오로 드러났다. 이는 시각장애인들

을 대상으로 하는 당뇨 지식 정보의 전달과 당뇨 프로그램 참여 홍

보 등에 있어 라디오의 활용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덧붙여 시각장애인은 다른 장애인과 비교하여 신체 활동량이 현저

히 적으며[40], 운동을 통해서 신체적 기능발달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도 얻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41]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당뇨 자가관리의 요소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주로 

산책 등의 가벼운 걷기만을 시행하고 있었고 이마저도 날씨 변화와 

동기 부족으로 인해 규칙적인 운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 인프라도 부족

한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다[42]. 이에 우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재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참여자들

이 선호했던 스트레칭, 요가, 실내 자전거 등의 좁은 장소에서 혼자 

시행이 가능한 운동법을 고려한 운동 중재의 개발이 시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 수

행을 위해 연구자들은 시각장애인복지관과 병원을 통해 대상자 모집

을 시도하였으나 접근이 어려웠으며, 최종적으로 시각장애인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

들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이 모집 공고를 읽을 수 있거나 가족이 

이를 보고 알려 주는 등의 충분한 지지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정도의 긍정성을 지니고 사회에 적응하

여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이었다. 그러나 사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

안에 틀어박혀 어둠 속 정지된 듯한 삶을 영위하는 시각장애인들도 

존재하기에 그들의 당뇨 자가관리 경험은 또 다른 탐구의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덧붙여 본 연구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장애

의 본질에 초점을 두고 참여자들의 총체적인 당뇨 자가관리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 선천적 시각장애인과 

중도시각장애인을 모두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 두 집단이 가진 개인

적 삶의 경험은 분명히 다를 것이며 본 연구결과에는 두 집단의 삶

의 차이에서 비롯된 경험은 반영되지는 않았다.

결    론 

한국의 간호학문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직 간호의 손길

이 많이 닿지 않았으며 연구대상에서 소외되기 쉬운 시각장애인들

의 당뇨 자가관리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간호학의 지평을 넓히는 한 

걸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비시각장애인 당뇨 환자와 비교하여 당뇨 자가관리 교육의 기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심리 상담과 함께 당뇨 자가관리의 모든 측면에서 도움이 

절실하며 가족들과 돌봄 제공자에 대한 당뇨 교육도 필요하다는 점, 
의료인의 인식 개선 및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매우 절실

하다는 것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시각장애인의 당뇨 자가관

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며, 시각장

애인들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 당뇨 자가관리 시행에 이바지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 대해 제언한다면, 시각장애인의 당뇨 자

가관리를 도와주는 가족의 경험과 당뇨 자가관리 교육을 실제로 시

행하는 의료진의 경험을 탐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러한 후속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의 당뇨 자가관리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 더욱 풍부한 정보의 원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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