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당뇨병 역학조사에 따르면 2018년 30세 

이상 성인 당뇨병 유병율 증가가 13.8%로 이런 추세는 

2010년 320만 명의 당뇨병 환자가 2050년에약 600만 

명으로 약 183%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한다[1]. 우리

나라는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이 2008년 상위 5위, 

2018년 상위 6위로 보고된 바 있을 정도로 그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며 이 시점에서 당뇨병 분류 중 하나인 임신

성 당뇨병의 관리 또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 임

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 처음 발견된 내당능 장애로 임신

에 따른 생리적 변화와 관련된다[3]. 임신성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5.8%에서 12.9%로 다양하며[4],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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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당뇨병을 가진 24주 이상의 임부를 대상으로 출산 전과 후의 자가 간호와 자기효능감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4주 이상의 임부 40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24일부터 2020년 

5월 23일까지 2년에 걸쳐 출산 전과 출산 후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나이는 35세 미만이 27명(67.5%), 35세 이상이 13명

(32.5%)이었다. 자가 간호와 자기효능감 점수는 산전에 비해 산후가 낮아졌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0). 

따라서 출산 후에 자가 간호와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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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ifference of self-care and self-efficacy before 

and after childbirth in pregnant women with diabetes mellitus. Data were collected from 24 May 

2018 to 23 May 2020 for 40 pregnant women over the 24th week of pregnanc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atched paired t-test using the SPSS 27.0 software program. 27 subjects (67.5%) 

were under the age of 35, and 13 subjects (32.5%) were over the age of 35. Self-care and 

self-effectiveness scores were lower in postpartum than in prenatal,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 .000).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o 

enhance self-care and self-efficacy after child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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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1995년에 2%의 유병률에서 2009년 5.7%, 2011

년도에는 9.5%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5,6].

임신성 당뇨병은 임부에서 임신과 출산 시 임신성 고

혈압, 난산, 분만시 손상 등의 발생 위험이 있고, 임신성 

당뇨병 여성의 신생아가 겪을 수 있는 건강문제로 저혈

당증, 신생아 골절 및 신경손상 등의 주산기 합병증이 있

다[7]. 뿐만 아니라 정상 임부와 비교할 때 출산 후에는 

제2형 당뇨병의 발생 확률이 7배 높아[8], 출산 후 관리가 

중요하며 당뇨병 환자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건강요인 중 임신 중 체질량지수(BMI)의 증가는 임

신성 당뇨병 증상의 비율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자간전증, 유도분만의 실패, 수술 및 산후 감염 등 더 

많은 모성 및 태아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7]. 이에 더해 

임신성 당뇨병 임부는 진단부터 분만 후 까지 당뇨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정상범위 혈당을 유지하고 적극적

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9]. 임상현장에서 

당 조절 관련 수치로 사용되는 지표는 혈당 검사와 당

화혈색소(HbA1c)수치이며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혈당 평균 수치를 시사한다[10]. 이전에 당뇨병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임신성 당뇨병 환자는 임신성 당

뇨병에 대해 지식 정도가 아주 낮고 식이 요법, 혈당 조

절, 모유 수유 등 임신과 혈당 관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임신성 당뇨병 환자는 임

신이라는 생애 특수한 과업 상태에서 짧은 시간 안에 

당뇨와 관련된 지식과, 출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혈당 조절을 위한 생활습관을 변화시키고 적응해야하

므로 자가 간호에 많은 부담이 있다[12]. 이들이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간호행위로는 영양, 자가 혈당 측정, 발 

관리, 구강관리, 투약, 운동 등이 있다[13,14]. 당뇨병을 

가진 임부의 적절한 영양은 태아의 성장과 적절한 체중 

증가, 케톤산증 예방을 위해 필요하나 당뇨병이 없는 

임부와 1일 에너지 권장 섭취량이 다르지 않다[15]. 균

형 잡힌 알맞은 영양과 식사를 관리하는 것이 당뇨병을 

가진 임부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주산기 합병증이

나 출산 후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다[16].

자기효능감은 당뇨관리에 있어 자가 간호 수행에 대

한 자신감이며 개인의 신념을 반영한 것[17]으로 임신

성 당뇨병 환자가 제2형 당뇨병으로 이행하는 예방요

인은 자기효능감의 증진으로 본다[18]. 선행연구[17]에

서도 건강한 행위 실천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기효

능감을 다룬다. 또 다른 연구에서 당뇨 대상자의 이환 

기간에 따른 당화혈색소, 자기효능감, 자가 간호는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긍정

적인 행동변화를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기

효능감이 밝혀졌다[19].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당뇨병을 

가진 임부의 제2형 당뇨병 예방을 위해 자가 간호를 지

속 실천하는데 핵심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임신성 당뇨병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개

발 적용이 임부에게 자가 간호,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켰

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20,21]. 이는 자기효능감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면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을 만들 수 있을 것을 시사한다.

임신성 당뇨병 임부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 결

과들을 살펴보면 임신성 당뇨병 산모를 위한 산후관리 

프로그램이 산모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효과적인 중재

임을 확인한 연구[2], 임신성 당뇨병 임부에 대한 사례

프로그램이 임부의 자기효능을 증진시키고 우울과 불

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임을 밝힌 연구[21], 

통합 자가관리 프로그램이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자가 

관리, 혈당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22]등 중재 프

로그램 연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임신성 당뇨병 환자의 

출산 전후 자가 간호와 자기효능감의 차이 정도를 비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뇨병

을 가진 임부의 출산 전과 후의 자가 간호와 자기효능

감의 정도를 파악하여 실제 자가 간호를 강화하고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당뇨병을 가진 임부를 대상으로 

자가 간호와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산전, 산후

를 비교한다. 또한 당뇨병성 임부의 연령 군별 차이여

부를 파악하여 당뇨병성 임부의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뇨병을 가진 임부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

다.

둘째, 당뇨병을 가진 임부의 자가 간호와 자기효능감

에 대한 산전과 산후를 비교한다. 

셋째. 당뇨병을 가진 임부의 자가 간호와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넷째, 당뇨병을 가진 임부의 연령군 별 자가 간호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산전과 산후의 차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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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소재 K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하여 당

뇨병을 진단을 받은 임부를 대상으로 자가 간호와 자기

효능감의 산전과 산후의 변화 그리고 자가 간호와 자기

효능감의 정도를 확인하여 산후의 자가 간호와 자기효

능감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단

일 집단 사전-사후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

2.2.1 연구대상자수 산출

연구 참여자는 2018년 5월부터 서울소재 K상급종

합병원의 내분비내과를 방문하여 임신성 당뇨병을 진

단받은 24주 이상 임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동의한 임부만을 대상으로 

1977년 Cohen[23]에 대응표본 t 검정(Matched 

Paired t-test)을 G-power로 산출한 결과 검정력(1-

β) .90, 유의수준(α) .05, 효과크기 .50으로 설정하여 

유의수인 36명에 20%의 탈락률을 고려한 40명을 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연구를 진행한 병원에서 당

뇨병을 진단받은 임부인 연구대상자 모집에 어려움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산정하였다.

2.2.2 연구대상자 선정 제외기준

본 연구의 참여대상자의 제외기준은 첫째, 임신 전 

당뇨병에 대한 과거 병력이 있는 임부이며, 둘째, 의무

기록상 정신장애나 인지장애 병력이 있는 임부이다.

2.2.3 연구 참여자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상급종합병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No.2018-04-025)을 받은 후 2018년 5월 

24일부터 2020년 5월 23일까지 2년에 걸쳐 수행되었

다. 본 연구에 부합하는 당뇨병을 가진 임부의 선정은 

K상급종합병원의 내분비 내과를 방문하여 임신성 당뇨

병을 진단받은 24주 이상의 임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첫 방문 시 당뇨교육 전문 간호사가 연구의 필요성, 목

적, 내용과 방법 그리고 비밀보장과 익명성에 대해 설

명하였다.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

단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동의한 경우만 서명동의서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 번째 방문을 출산 전(24주 

이상 임부) 그리고 출산 후 첫 번째 방문을 출산 후(출

산 후 6주 이상 산모)로 설정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을 진

행하였고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30분이었다. 

2.3 연구 도구

2.3.1 자가 간호

자가 간호는 스스로 간호행위를 하는 것으로 측정 

도구는 Kim이 개발[24]하고 Kim이 수정 및 보완[13]

한 당뇨병 환자 자가 간호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영양관리 4문항, 혈당 자가측정 3문항, 발 관리 

3문항, 구강관리 2문항, 투약관리 3문항, 운동 1문항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 1점 ”전혀 

못했다”에서 5점 ”언제나 잘했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 간호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의 연구[13]에서 도

구 신뢰도는 Cronbach’ Alpha= .677이었고, 본 연구

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35이었다.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의 특정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25].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Gu가 

개발하여 보완[26]한 당뇨병 환자의 자기효능감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9개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최저 10점에서 최고 100점

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Gu의 연구[26]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10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59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WIN 27.0를 이용

[27]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산

출하였다. 자가 간호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출산 전후의 

비교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이용하였다. 또한 출산 전후

의 각 설문 항목별 자가 간호, 자기효능감 정도는 평균

과 표준편차로 확인하였다. 연령대에 따라 산전과 산후

의 자가 간호와 자기효능감의 변화에 대한 차이는 독립 

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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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연구 참여자의 나이는 35세 미만 27명

(67.5%), 35세 이상 13명(32.2%)이었다. 초산이 30명

(75.0%), 경산 10명(25.0%)으로, 1명(2.5%)이 과거 임

신성 당뇨병의 경험자로 참여자 대부분은 임신성 당뇨

병의 경험이 없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0)

Age
< 35 27(67.5)

≥ 35 13(32.5)

Family Type
Nuclear 36(90.0)

Extended 4(10.0)

ExtendedFamily

Type

Parents 3(7.5)

Husnand's  Parents 2(5.0)

Others 35(87.5)

Job

Inoccupation 14(35.0)

Full Time 21(52.5)

Part Time 3(7.5)

Other 2(5.0)

Birth Experience
First 30(75.0)

Second 10(25.0)

GDM Experience
Yes 1(2.5)

No 39(97.5)

Breast Feed Plan
Yes 33(82.5)

No 7(17.5)

Information Source

Hospital 6(15.0)

Acquaintance 2(5.0)

Website 31(77.5)

Book 1(2.5)

Pregnancy Support

Husband 23(57.5)

Family 14(35.0)

Others 3(7.5)

Variables Categories N(%)

House Chores 

Share

Yes 36(90.0)

No 4(10.0)

House Chores 

Helper

Husband 33(82.5)

Husband's  Parents 1(2.5)

Parents 5(12.5)

Housekeeper 1(2.5)

* GDM :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3.2 출산 전후 자가 간호와 자기효능감의 비교 

연구 참여자의 출산 전후에 따른  자가 간호와 자기

효능감에 대해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자가 간호

와 자기효능감 점수는 산전에 비해 산후가 낮아졌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0). 

Table 2. Comparison of Self Care and Self Efficacy 

between Prenatal and Postpartum (N=40)

Variable
M±SD

t P-value
Prenatal Postpartum

Self Care
46.28

±10.39

39.70

±6.41
4.624 .000***

Self  

Efficacy

601.00

±122.64

476.75

±123.55
6.003 .000***

*** p<0.001, ** p<0.05, * p<0.1

3.3 출산전후 자가 간호와 자기효능감 변화

Table 3에서 연구 참여자의 자가 간호 16항목에서 

산후에 증가한 항목은 외식 시에도 처방된 식사량만 식

사함, 매일 발의 상태를 관찰함, 매일 발을 청결히 씻고 

완전히 말림, 발톱은 일직선으로 깎음의 4항목이었다. 

자기효능감은 9항목에서 산후에 증가한 항목은 없었다.  

Table 3 Change of Self Care and Self Efficacy Level between Prenatal and Postpartum

Variable
Prenatal Postpartum

M±SD min max M±SD min max

Self

Care

Do you eat at a set time? 3.13±1.09 1 5 2.68±0.92 1 4

Don’t you skip meals? 3.33±1.14 1 5 2.90±0.90 1 5

Do you have a snack? 3.20±1.02 2 5 2.85±0.83 2 4

Do you eat a set amount of food? 3.08±1.00 1 5 2.83±0.78 1 4

Do you eat an amount of food prescribed when you eat out? 2.45±1.11 1 5 2.50±0.88 1 4

Do you take blood glucose test as many times as instructed? 3.20±1.62 1 5 1.75±0.84 1 4

Do you make sure to record the glucose test results? 3.28±1.63 1 5 1.43±0.68 1 4

If the test results change greatly, do you adjust the amount of 

food or medication according to it? (or does you ask your doctor?) 
2.88±1.42 1 5 1.43±0.78 1 4

Do you observe the condition of your feet every day? 2.05±1.41 1 5 2.18±1.20 1 5

Do you wash and dry your feet thoroughly every day? 3.45±1.32 1 5 3.78±1.1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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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Table 3 Change of Self Care and Self Efficacy Level between Prenatal and Postpartum

Variable
Prenatal Postpartum

M±SD min max M±SD min max

Self

Care

Do you cut your toenails in a straight line? 3.00±1.40 1 5 3.05±1.45 1 5

Do you inject (take) the prescribed medication every day? 3.13±0.94 1 5 3.08±0.35 3 5

Do you regularly inject (take) drugs at a set time? 3.18±0.84 1 5 3.08±0.35 3 5

Do you inject (take) the drug at the indicated dose? 3.13±0.79 1 5 3.08±0.35 3 5

Do you exercise for 20-30 minutes after eating? 2.23±1.12 1 5 1.73±0.55 1 3

Do you measure and record your blood sugar more often than 

usual on stressful (or sick) days? 
1.60±1.13 1 5 1.40±0.55 1 3

Self

Efficacy

I can eat regularly when I am at home. 66.25±22.61 10 100 53.25±19.92 10 80

I can eat regularly while working. 63.50±20.70 10 100 50.25±19.15 10 80

I can plan a diet (using food exchange lists) and follow it? 59.25±18.73 20 90 41.00±18.09 10 80

I can limit the amount of food when eating out. 61.75±20.49 10 90 47.75±16.41 20 80

I can limit foods high in sugar. 62.50±20.48 10 100 48.00±18.00 10 80

I can avoid snacks other than the regular snacks.  64.50±22.75 10 100 45.50±18.67 10 80

I can inject (take) the medicine on time even when I am busy. 71.00±18.51 30 100 59.25±19.27 10 100

I can inject (take) the medicine without skipping even when I go 

out or on a business trip. 
75.75±16.31 50 100 64.75±16.79 30 100

I can inject (take) the medicine as instructed. 76.50±17.33 50 100 66.75±17.30 30 100

3.4 연령군별 출산 전후 자가 간호, 자기효능감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에 따라 산전과 산후의 자가 

간호와 자기효능감의 변화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나이를 35세 미만과 35세 이상의 두 그룹으

로 나누어 독립 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Table 4

에서와 같이 두 그룹 간에 자가 간호, 자기효능감의 변

화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자가 간호 연령이 낮은 

군이 높은 군에 비해 0.51 더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는 유의하지 않았다(p= .869). 자기효능감은 연령이 높

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22.33으로 더 감소하였으나 통

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p= .621).  

Table 4 Change of Self Care and Self Efficacy 

between Prenatal and Postpartum 

according to the Age Group    (N=40)

Variable

Age

t
p-

value< 35

(n=27)

≥ 35

(No,n=13)

Self Care 

Diff.

-6.74

±8.39

-6.23

±10.5
-0.166 0.869 

Self Efficacy 

Diff.

-118.44

±127.57

-140.77

±143.32
0.498 0.621 

* Diff. : Difference

4. 논의 

본 연구는 당뇨병을 가진 임부를 대상으로 자가 간

호와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산전, 산후를 비교

하고 연령군의 차이 여부를 파악하여 당뇨병성 임부의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연구목적에 

따른 주요연구 결과들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은 산과적인 고위험 임신의 

지표가 되는 35세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20], 35세 

미만27명, 35세 이상 13명이 모집되었다. 자가 간호와 

자기효능감은 산전에 비해 산후가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0). 중재 프로그램의 유무의 차이는 

있지만 산후 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 산후 임

신성 당뇨병 산모의 자가 간호 점수가 감소하였다는 연

구[2]는 본 연구의 산후 자가 간호 점수가 산전에 비해 

감소한 것과 유사하다. 다만 출산 후 신생아의 상태가 

안 좋은 대상자의 자가 간호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한 연구[28]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포함

되지 못한 출산 후 신생아의 상태를 고려한 연구도 필

요할 것이다. 이는 출산 후에 신생아를 돌보는 어려움

이 자가 간호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

다. 또한 임신의 후반기인 24-28주에 갑자기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임부들은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

스 외에 임신성 당뇨가 본인의 잘못으로 기인되었다는 

죄의식과 당뇨병이 본인 및 태아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불안, 우울 등의 감정은 약물복용, 식이요

법 등의 자가 간호의 소홀[29]로 이어져 결국 자기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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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임신성 당뇨병 관리지침에 따르면 인슐린 저항성은 

산후에 즉시 감소하고 인슐린 요구량은 산후 초기에 임

신 전의 요구량 보다 감소하기 때문에[9] 혈당이 회복

되었다고 잘못 인식하여 자가 간호가 소홀해지지 않았

는지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선행연구에서 건강한 태아에 대한 기대가 임부의 자가 

간호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30]으로 확인되

었으나, 출산 후에는 자가 간호를 촉진시켜줄 유발요인

이 사라지므로 출산 후의 자가 간호가 감소하였을 것이

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임신성 당뇨는 제2형 당뇨로

의 이행이 높기 때문에[8] 출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

가 간호가 중요하다. 또한, 임신성 당뇨병은 급격한 건

강 변화가 있지 않아 임부들이 건강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31]. 이에 자가 간호의 중요성

을 출산 후에도 인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

보를 제공해주며 자가 간호를 지속적으로 출산 후까지 

이끌어 주는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선행연구

에서 임신성 당뇨를 가진 임부의 자가 간호에 관한 중

재연구로 자기효능감의 효과가 확인되었다[20]. 본 연

구에서도 당뇨병을 진단받은 임부를 대상으로 출산 전

후에 자가 간호와 자기효능감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 간호의 항목 간 증가 항목을 보면 외식 시

에도 처방된 식사량만 식사함, 매일 발의 상태를 관찰

함, 매일 발을 청결히 씻고 완전히 말림, 발톱은 일직선

으로 깎음에 대한 4항목이 증가하였다. 설문내용의 조

금 차이가 있어 동일한 항목의 비교는 어렵지만 선행연

구 중 지역 중심의 당뇨 사례사업 효과의 결과를 보면 

당뇨병 자가 간호 중 영양관리를 제외한 자가 혈당 측

정, 발 관리, 투약관리는 사례관리 사업 후 점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32]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자가 간호 중 발 간

호 항목이 증가한 부분은 임신기간 중에 체중 증가와 

더불어 복부 둘레도 증가하여 발 관리가 불편하였을 것

이나 출산 후에 복부 둘레가 정상화되어 발 관리가 보

다 쉬워진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제2형 당뇨 여성 환자에게 간호사 주도의 개별코칭 프

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식이, 운동, 자가 간호가 

증가하였고[33], 개별적인 식습관 개선과 운동요법을 

점검하고 격려, 강화 요법을 병용한 생활양식 조절 코

칭 프로그램을 적용 시에 임신성 당뇨병 환자의 자가 

간호가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34]도 있어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가 자가 간

호를 출산 후로 하여 확인 시기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사료된다. 임신성 당뇨는 일반 당뇨와 달리 

70%는 식이와 운동요법 등 생활습관개선을 통하여 혈

당 조절이 가능하므로 무엇보다 자가 간호의 중요성이 

크다[35]. 선행연구들의 일반적인 당뇨환자의 교육이나 

관리 후에도 자가 간호가 증가하지 않았던 부분을 고려

하고 본 연구의 임신성 당뇨 환자의 출산 전과 후에 자

가 간호 정도의 비교 결과를 반영하여 임부의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령군 별 차이를 보면 자가 간호는 연령

이 낮은 군이 높은 군에 비해 0.51 더 감소하였고 자기

효능감은 연령이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22.33으로 

더 감소하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

다. 대상자 군은 다르지만 측정 도구가 같은 당뇨병 대

상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13]에 따르면 사례

관리 전에 자가 간호는 59세 미만 군이 가장 낮았고, 

60대군과 70세 이상군은 비슷한 수준으로 59세 미만 

군보다 높았으며, 자기효능감은 59세 미만군이 70세 

이상군보다 높았다. 이런 차이는 연구대상자 수가 적은 

본 연구에서 35세 미만이 35세 이상보다 2배 이상 많

은 점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나이를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임신은 생명의 탄생 과정에 임신성 당뇨병이라는 위

기에 맞닥뜨린 임부의 모성적 측면에서 건강과 태아 건

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자가 간호를 해야 하

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임부의 자

가 간호와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

발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산전, 산후 변화에 따

라 교육시기, 교육내용 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이 있

어야 할 것이다. 임신성 당뇨병 환자의 자가 간호와 자

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임신이라는 특수성에 맞는 프

로그램이 진행된다면 고혈당을 예방하여 결과적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줄여 질병 예방과 국민의료비 절

감효과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내분비내과를 방문하여 임신

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24주 이상의 임부가 연구 대상

자로 대상자 수가 적어 2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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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당뇨병을 진단받은 임부를 대상으로 출산 

전후에 자가 간호와 자기효능감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한 단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연구이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비교한 결과 자가 간호의 항목으로 외식 시

에도 처방된 식사량만 식사함, 매일 발의 상태를 관찰

함, 매일 발을 청결히 씻고 완전히 말림, 발톱은 일직선

으로 깎음의 4항목이 증가하였고 자기효능감은 출산 

후에 모두 감소하였다. 자가 간호는 연령이 낮은 군이 

높은 군에 비해 0.51 더 감소하였고 자기효능감은 연령

이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22.33으로 더 감소하였으

나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출산 후에 자가 간호와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

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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