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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당뇨병 환자의 극복력, 우울 및 자가간호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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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resilience, depression, and
self-care competence and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self-care competence in patients with type 1 and type
2 diabetes mellitus. Methods: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ructured questionnaire on patients’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resilience, depression, and self-care competence was used for survey
with a convenience sample of 152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to December 2016.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21.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s on resilience, depression, and self-care competence were 2.86±0.42, 18.11±10.05, and 4.27±0.78, respectively. Self-care competenc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resilience (r=.47, p<.001),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r=-.29, p<.001). Resilience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r=-.53, p<.001).
Resilience (β=.38, p<.001)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actors of self-care competence in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factor influencing self-care competence was resilience in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Therefor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increasing the self-care competence should include regular assessments and strategies for improving resilience in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It is recommended that the studies should be perform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self-care competence by using resilience instrument developed for adults.
Key Words: Diabetes mellitus, Resilience, Depression, Self-care, Outpatient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라 사망원인의 6번째로,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1]이 당뇨
병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의 당뇨병 관리로 인한 건강보험지출
은 상위 3번째[2]로 의료비지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당뇨병은 고혈압, 고지혈증을 비롯하여 심혈관질환, 신경병증

최근 시행된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당뇨병은 2016년 우리나

등의 합병증을 야기하는 질환으로 엄격한 혈당조절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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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만 30세 이상에서 당뇨

[7,16], 가족지지[17]와의 관계 등이며, 극복력에 대한 연구 또

병을 치료하고 있는 대상자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을 의미

한 성인 당뇨병 환자의 심리적 적응과 신체적 건강[18], 대처방

하는 당뇨병 조절률은 26.8%[3]에 불과하다.

안[8] 등이거나 주로 당뇨병 아동이나 청소년[14,19]을 대상으

당뇨병 조절은 질병의 치료라기보다 평생에 걸쳐 관리해야

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심리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접

하는 것[4]으로, 적절한 약물요법,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등의

하며 다양한 위기상황을 맞게 되는 성인 당뇨병 환자룰 대상으

방법[5]을 일상생활에서 자가간호를 통해[4] 수행되어야 한다.

로 하여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극복력과 자가간호역량에

이러한 자가간호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개인의 능력을 자가

대한 연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간호역량[6]이라고 하며,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역량 증진은

한, Yi-Frazier 등[8]은 제1형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극복력을

자가간호를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치므로[7], 효과적인 당뇨병

조사한 결과 각각의 영향 변수들이 비슷하고, 제1형과 제2형의

조절을 위한 자가간호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차원에

주요변수들의 연관성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서의 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1형과 제2형을 모두 포함한 성인 당뇨

당뇨병 환자는 질병의 시작부터 진행되는 동안 신체적 변화,

병 환자의 자가간호역량 증진을 위해, 당뇨병에 관리에 긍정적

스트레스, 정서적 소진 등 여러 단계에서 질병에 적응해야 하는

인 영향을 미치는 극복력과 당뇨관리를 어렵게 하고 조절을 악

데, 이러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신체적, 사회심리적 안녕을

화시키는 요인인 우울을 바탕으로 하여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

유지하는 데에 극복력이 영향을 미친다[8]. 극복력이란 스트레

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나 위기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스트레스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9]으로, 높은 극복력을

2. 연구목적

가진 사람은 더 빨리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10]. 선행
연구[11]에서 극복력은 자가혈당측정과 당화혈색소 변화에 유

본 연구의 목적은 외래를 통해 진료를 받고 있는 제1형과 제

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극복력과 자가간호역량과의

2형 성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극복력, 우울 및 자가간호역

관계를 파악하여 당뇨병 환자들의 자가간호역량을 증진시키

량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 및 자가간

는 전략이 필요하다. 당뇨병의 경우 특성에 따라 제1형과 제2

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그리고 다른 질환으로 인한 이차성

연구방법

당뇨병 등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치료나 관리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혈당조절과 합병증예
방과 같은 당뇨병 관리의 목표는 같으며, 개별적으로 필요한

1. 연구설계

자가간호를 수행해야 하고[5], 그에 따른 자가간호역량이 요구
된다고 할 것이다.
당뇨병 조절에 있어 극복력이 긍정적인 요인이라면, 우울
은 정신적 요인 가운데 혈당 조절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12]

본 연구는 성인 당뇨병 환자의 극복력, 우울 및 자가간호역
량의 정도를 확인하고, 자가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으로 언급되어왔다. 당뇨병 환자들은 생활습관 조절, 약물 요
법 및 혈당 측정 등의 당뇨병 관리 행동의 어려움과 당뇨병으

2. 연구대상

로 인한 스트레스, 합병증 등으로 우울증이 높게 발병한다[13].
Santos 등[14]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극복력과 우울 사이에는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군산의료원 내과 외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당화혈색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를 방문하는 당뇨병 환자 중에서 임신성 당뇨병과 다른 질환이

이 우울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도

나 다른 질환 치료 시에 나타나는 이차성 당뇨병 환자는 제외하

우울증이 있는 환자가 우울증이 없는 환자보다 식사요법과 자

고 제1형과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의

가혈당측정과 같은 자가간호의 하위 변수들에 있어 잘 수행되

사소통이 가능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만 20세 이

지 않고 있다[15].

상의 성인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만 18세 이상을

최근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에 대한 연구들[4,16]은

의미하지만, 당뇨병은 직업활동에 의한 생활관리 및 자가관리

많이 시행되었으나, 자가간호역량에 관련된 연구들은 효능감

에 어려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20], 본 연구에서는 직장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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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만 20세 이상의 성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

point)으로 제시하였으나[23], Chon 등[24]은 한국판 도구 개

다. 표본수 산정을 위해 G*Power 3.1.6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발 시 절단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Chon 등[24]의 연구에서 신뢰

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 중간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

도 Cronbach’s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력 .80에서 투입될 예측변인을 16개로 하였을 때 143명으로 산

⍺는 .90이었다.

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60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설문 응답이 미미한 8부를 제외하고 최
종 15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가간호역량
자가간호역량은 Geden과 Taylor [25]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Self-As Carer Inventory 40을 So [26]가 수정 ․ 보완한

3. 연구도구

후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한 34문항의
자가간호역량 도구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측면 11문항, 신체적

대상자의 특성은 선행연구[8,21]를 바탕으로 하여, 인구사

기술 9문항, 의사결정 및 판단과정 5문항, 정보추구행위 4문항,

회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정도, 종교, 가족과의 동거, 음

자기조절에 관한 인식 2문항, 자기관리에 대한 주의력 3문항

주, 흡연 등으로 구성하였다, 질병 관련 특성은 당뇨병을 진단

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6점 Liker 척도로 ‘전혀 동의

받은 기간,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경험, 당뇨병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받은 경험, 당뇨병관리, 합병증발생(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

자가간호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Geden과 Taylor [25]의 도

성 신장증, 당뇨병성 신경증, 당뇨병성 족부질환 등) 경험, 저혈

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96이었으며, So [26]의

당 경험, 자가혈당측정 등으로 구성하였다. 극복력, 우울, 자가

연구에서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6이

간호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모두 저자들로부터 도구사

었다.

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4. 자료수집
1) 극복력
Kim과 Yoo [22]가 만성질환아의 극복력을 측정하기 위해

자료수집을 실시하기 전에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군산의료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개인내적 특성 10문항, 대처양상

원 내분비내과 과장에게 먼저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 후 동의를

특성 12문항, 대인관계 특성 10문항을 포함하여 총 32문항으로

구하였다. 외래를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전과 후에 대상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

자를 만날 수 있도록 내과 외래 간호사의 협조를 구하였으며 연

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

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참

모님’으로 되어 있는 문항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성인 대상자

여를 허락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로 하였기에 ‘가족’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개발 당

대한 응답은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고, 혼자서 작성

시 Cronbach’s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

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자가 읽어주고 대상자가 작성하거나

는 .96이었다.

대상자가 응답하면 연구자가 확인하면서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작성 소요시간은 평균 15~20분이었으며, 작

2) 우울
우울은 Radloff [23]의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성 후 바로 회수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20일까지이었다.

Studies Depression Scale)를 국내에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Chon 등[24]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한 통합적 한국판

5. 윤리적 고려

CES-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극히 드물게(1주일 동안 1일 이하)’ 0점, ‘가끔(1주일 동안 1~2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국립군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

일)’ 1점. ‘자주(1주일 동안 3~4일)’ 2점, ‘거의 대부분(1주일동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승인

안 5~7일)’ 3점으로 최저 0점에서 최고 60점의 범위를 가진다.

번호: 1040117-201605-HR-023-02).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4, 8, 12, 16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에 대상자에게 먼저 동의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비밀이

록 우울한 상태를 의미한다. Radloff는 16점을 절단점(cut-off

보장되고 무기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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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과 연구종료 후 모든 자료는 파쇄
될 것,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에도 대상자가 원하지 않

Table 1.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152)

으면 언제든지 중간에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전

Characteristics

Categories

혀 없을 것임을 연구참여 설명문에 기술하였다. 이 모든 내용을

Gender

Men
Women

74 (48.7)
78 (51.3)

Age (year)

＜40
40~64
≥65

17 (11.2)
83 (54.6)
52 (34.2)

Religion

Yes
No

67 (44.1)
85 (55.9)

Education

Below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Above college

25 (16.5)
25 (16.5)
65 (42.7)
37 (24.3)

Living status

With family
Alone

Alcohol
consumption

Never
1~3/week
≥4/week

94 (61.8)
46 (30.3)
12 (7.9)

Smoking

Never
Quit
Smoking

111 (73.0)
7 (4.6)
34 (22.4)

Duration of
diagnosis (year)

＜5
5~＜10
10~＜20
≥20

57 (37.5)
62 (40.8)
19 (12.5)
14 (9.2)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with DM

Yes
No

39 (25.7)
113 (74.3)

Experience of
DM education

Yes
No

74 (48.7)
78 (51.3)

DM management

Diet
Exercise
Oral medication
Insulin
Oral medication & insulin

68 (26.4)
83 (32.2)
72 (27.9)
12 (4.7)
23 (8.9)

Complication of
DM

Yes
No

37 (24.3)
115 (75.7)

Experience of
hypoglycemia

Yes
No

38 (25.0)
114 (75.0)

Self monitoring of
blood glucose

Regular
Sometimes
Never

대상자가 확인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다음 설문조사
에 답하도록 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질병 관련
특성과 극복력, 우울 및 자가간호역량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
병 관련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역량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로 확인한 다음, 사후 검정은 Scheff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극복력, 우울 및 자가간호역량 간의 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자가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입력 방법
의 다중회귀분석(enter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 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58.07±12.92세로 생애주
기별로 봤을 때 중년기에 해당하는 40~64세가 54.6%(83명)로 가
장 많았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였고, 종교는 55.9%(85

†

명)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교육정도는 고졸이 42.7%(65명)로 가
장 많았으며, 82.2%(125명)가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다. 음주는
61.8%(94명), 흡연은 73.0%(111명)가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당뇨병을 진단받은 기간은 평균 7.25±7.51년으
로 5년에서 10년 미만이 40.8%(62명)로 많았다. 74.3%(113명)
가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 경험이 없었고, 48.7%(74명)가 당뇨
병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당뇨병관
리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경구혈당강하제, 인슐린, 경구혈당
강하제와 인슐린 병용에 대하여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운동요법 32.2%(83명), 경구용혈당강하제 27.9%(72명), 식이요
법 26.4%(6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합병증발생과 저혈당을 경험

n (%)

125 (82.2)
27 (17.8)

33 (21.7)
85 (55.9)
34 (22.4)

DM=diabetes mellitus; †Multiple responses.

2. 대상자의 극복력, 우울 및 자가간호역량 정도

한 대상자는 24.3%(37명)와 25.0%(38명)였으며, 자가혈당측정
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자는 21.7%(33명)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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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 of Resilience, Depression, and Self-care Competence of Patients
Variables
Resilience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f coping
Intrapersonal characteristics
Depression
†
Depressed group (＞16)
None-depressed group (≤16)†
Self-care competence
Cognitive aspects of self-care
Physical skills
Judgement & dicisional making process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Perception of self-monitoring
Attention to self-management
†

(N=152)

M±SD

Min

Max

2.86±0.42
2.94±0.52
2.81±0.45
2.84±0.46

1.81
1.70
1.67
1.80

4.00
4.00
4.00
4.00

18.11±10.05
25.13±7.15
8.71±3.62

1.00
16.00
1.00

51.00
51.00
15.00

4.27±0.78
4.24±0.82
4.16±0.89
4.15±0.88
4.33±0.87
4.41±1.19
4.27±0.78

2.00
2.08
2.00
1.80
2.00
1.00
1.67

5.88
5.92
5.89
5.80
6.00
6.00
6.00

Cut-off point.

와 같다. 대상자의 극복력의 평균평점은 2.86±0.42점이었으
며, 하위영역에서는 개인내적 특성이 2.94±0.52점으로 가장

4. 대상자의 극복력, 우울 및 자가간호역량 간의 상관
관계

높았다. 우울의 평균은 18.11±10.05점이었으며 우울집단에 속
한 대상자는 42.8%(65명)로 평균이 25.13±7.15점이었고, 비

대상자의 극복력, 우울 및 자가간호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우울집단에 속한 대상자는 57.2%(87명)로 평균이 8.71±3.62

Table 4와 같다. 자가간호역량은 극복력(r=.47, p <.001)과 통

점으로 나타났다. 자가간호역량의 평균평점은 4.27±0.78점이

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였고, 우울(r=-.29, p <.001)

었으며, 하위영역 중에서는 자기조절에 관한 인식이 4.41±1.19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극복력

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사결정 및 판단과정이 4.15±0.88점으로

과 우울(r=-.53, p <.001)은 역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가장 낮게 나타났다.

5. 자가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역량의 차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검토하였다. 독립변수의 상관관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역량

절대값이 .01~.53으로 .80 미만이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자가간호역량은 교육정도

.62~.88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uence

(F=3.20, p=.025), 음주(F=4.09 p=.019), 진단받은 기간(F=3.96,

Factor, VIF)는 1.14~1.60으로 10을 넘지 않았다. 즉 독립변수 간

p =.009), 당뇨병관리에서 식이요법(t=-2.08, p =.039), 합병증

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Durbin-Wastson

발생 경험(t=2.11, p=.037), 자가혈당측정(F=7.24, p =.001)에

지수는 1.75로 나타나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문대졸 이상의

다. 또한 표준화된 잔차가 -2.3~2.2로 절대값 3보다 작았고,

대상자가, 음주를 주 4회 이상 하는 대상자보다 안하거나 주 3

Cook’s distance는 .01로 절대값 1.0을 초과하지 않아 특이값

회 이하의 대상자가, 진단받은 기간이 5년에서 10년 미만과 20

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년 이상의 대상자보다 5년 미만과 10년에서 20년 미만의 대상

자가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극

자가, 식이요법으로 관리하는 대상자가, 자가혈당을 안하거나

복력, 우울, 그리고 단변량 분석에서 자가간호역량과 통계적으

가끔하는 대상자보다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대상자가, 합병증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교육정도, 음주, 진단받

발생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자가간호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

은 기간, 당뇨관리에서 식이요법, 자가혈당측정, 합병증발생

났다.

경험 유무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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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Self-care Competence according to Patien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Gender

(N=152)

M±SD

t or F

p

Men
Women

4.39±0.63
4.15±0.88

1.92

.057

Age (year)

＜40
40~64
≥65

4.56±0.81
4.28±0.70
4.16±0.86

1.75

.178

Religion

Yes
No

4.29±0.80
4.26±0.76

0.23

.817

a

†

Education

Below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b
High schoolc
d
Above college

3.92±0.61
4.22±0.92
4.27±0.81
4.53±0.62

3.20
a, b, c＜d

.025

Living status

With family
Alone

4.31±0.76
4.06±0.80

1.53

.127

Alcohol consumption†

Nevera
1~3/weekb
≥4/weekc

4.50±0.75
4.49±0.80
4.13±0.66

4.09
a, b＞c

.019

Smoking

Never
Quit
Smoking

4.25±0.84
4.74±0.47
4.23±0.57

1.34

.265

Duration of diagnosis (year)†

＜5a
5~＜10b
10~＜20c
≥20d

4.41±0.68
4.22±0.78
4.44±0.66
3.68±1.03

3.96
a, c＞b, d

.009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with DM

Yes
No

4.08±0.69
4.33±0.79

1.78

.077

Experience of DM education

Yes
No

4.21±0.85
4.33±0.69

0.96

.337

DM management

Diet

Yes
No

4.41±0.74
4.15±0.78

-2.08

.039

Exercise

Yes
No

4.31±0.77
4.22±0.79

-0.75

.453

Oral medication

Yes
No

4.21±0.79
4.33±0.76

0.96

.339

Insulin

Yes
No

3.95±0.61
4.30±0.78

1.48

.140

Oral medication
& insulin

Yes
No

4.50±0.71
4.23±0.78

-1.55

.123

Complication of DM

Yes
No

4.04±0.89
4.34±0.72

2.11

.037

Experience of hypoglycemia

Yes
No

4.30±0.71
4.26±0.80

-0.24

.814

Self monitoring of blood glucose†

Regulara
Sometimesb
Neverc

4.64±0.48
4.24±0.77
3.98±0.78

7.24
a＞b, c

.001

DM=diabetes mellitus,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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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 변수의 경우에는 모두 더미변수 처리하였으며, 변수투입

이다. 우울 정도는 평균 18.11점으로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

방식은 설명 변수를 한꺼번에 투입하는 입력방법을 사용하였

의 기준인 16점[23]보다 높으며, 42.8%가 우울 집단에 속하는

다. 대상자의 자가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극복

것으로 나타나,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과 Kang [29]의 평균

력(β=.38, p<.001)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18.22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당뇨병

유의하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7.03, p<.001), 모형의

환자의 주요 우울증장애를 21%로 보고한 Kim 등[15]의 결과

설명력은 약 24%로 확인되었다(Table 5).

보다 높았다. 이것은 대상자의 평균 연령, 당뇨병 유병기간, 합
병증 발생 등의 특성이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측정도구의 차

논

의

이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ES-D는 미국에서 개발
당시 절단점 16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나[23], 우리나라에

본 연구는 성인 당뇨병 환자의 극복력, 우울, 자가간호역량

서 개발할 당시 모든 점수가 미국판 우울점수보다 높게 나타나

의 정도를 확인하고, 자가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한국판 CES-D의 경우 절단점을 16보다 다소 높게 결정하는 것

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24]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절단점

본 연구에서 성인 당뇨병 환자의 극복력 정도는 평균 2.86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며, 우

점이었으며, 이는 중간 이상의 점수로 도구가 달라 직접 비교

울정도가 높은 환자나 우울증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는 어려우나, Steinhardt 등[27]의 결과와도 유사하였으며,

약물요법 및 인지행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중재를 통해 지속적

노인을 대상으로 한 Yoo와 Lee [28]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인 관리가 필요하다.

Steinhardt 등[27]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4주간의 극복력 교

본 연구에서 자가간호역량 정도는 6점 만점에 평균 4.27점

육과 자가관리 프로그램적용을 통해 극복력이 유의하게 향상

으로 도구가 달라 직접비교는 어려우나 Istek과 Karakurt [21]

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 국내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의 140점 만점에 83.8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있을 것이며,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경우 외래를 방문하는 당뇨병 환자이나 선행연구[21]의 경우
입원해 있는 환자를 포함하고 있어 질병의 중증도에 차이가 있

Table 4. Correlation among Resilience, Depression, and
Self-care Competence of Patients
(N=152)
Variables

Resilience

Depression

r (p)

r (p)

Depression

-.53 (＜.001)

Self-care competence

.47 (＜.001)

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성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타당
도가 검증된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가
간호역량의 하위 영역 중 의사결정 및 판단과정이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이는 건강관리를 위한 수단과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하

-.29 (＜.001)

는 과정에서 취하게 되는 행위과정[24]으로 성인 당뇨병 환자
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맞는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필요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elf-care Competence of Patients

(N=152)

Variables

B

SE

(Constant)

2.50

.56

Resilience

0.69

.16

.38

Depression

-0.03

.01

-.04

-0.42 (.677)

-0.02~0.01

0.08

.14

.05

0.58 (.560)

-0.19~0.35

-0.36

.20

-.14

-1.80 (.074)

-0.76~0.04

0.23

.14

.12

1.61 (.111)

-0.05~0.51

-0.15

.12

-.10

-1.25 (.212)

-0.39~0.09

0.05

.12

.03

0.42 (.676)

-0.29~0.19

-0.05

.14

-0.33 (.743)

-0.32~0.23

Education (1=Above college)
Duration of diagnosis (1=≥20)
Self monitoring of blood glucose (1=Regular)
Alcohol consumption (1=≥4/week)
DM management (Diet) (1=Yes)
Complication of DM (1=Yes)

t (p)

β

-.03
2

95% CI

4.49 (＜.001)

1.40~3.60

4.24 (＜.001)

0.37~1.02

2

R =.28, Adj. R =.24, F=7.03, p＜.001
DM=diabetes mellitus; SE=stand error;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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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서 자가간호역량증진을

성인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한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

극복력이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극복력은 당뇨병 환자의 중

다. 당뇨병 관리방법에서 식이요법 시행여부에 따라 자가간호

요한 자가간호행위인 자가혈당측정에 영향을 미치고[11], 당

역량에 차이가 있었으나, 선행연구[1]에서는 관리방법에 따른

화혈색소 수치를 증가시키는 요인[8]이었다. 본 연구결과, 극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관리방법을 중복 응답하

복력은 자가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간호역량에도 중요한

도록 하여 식이요법만을 시행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다른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인 당뇨병 환자의 극복력을

관리방법에 식이요법을 병행한 경우들도 포함될 수 있어 나타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병원내 당뇨병 센터나

난 차이로 생각된다. 그러나 식이요법은 당뇨관리에서 매우 중

클리닉을 통하여 당뇨 교육 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

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당뇨병의 합병증발생 경험이 없는

가, 심리상담사, 임상운동사 등의 다학제적 협력을 통한 극복력

환자가 자가간호역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선행연구[21]와 유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뇨병 환아의 극복

사한 결과였다. 그러나 합병증 여부와 자가간호는 관련이 없다

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가족의 지지[19]가 성인당뇨병

는 연구[32]가 있어 환자의 자가간호뿐 아니라 적절한 병원 치

환자의 극복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가정 내에서

료와 정기적인 검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당뇨병 환자의

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자가혈당측정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에 비

자가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

해 자가간호역량이 높았다. 자가혈당측정은 당뇨병 환자의 중

으나, 일반적 특성 중 교육정도, 음주, 당뇨병 진단받은 기간, 당

요한 자가관리 수단이며, 저혈당을 예방하거나, 식이요법, 운

뇨병관리에서의 식이요법, 자가혈당측정, 합병증 발생경험 등

동요법, 약물치료의 수준을 조절하는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는

에 따라 자가간호역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5]이다. 따라서, 대한당뇨병학회[5]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교육정도는 전문대졸 이상에서 자가간호역량이 가장 높게 나

치료방법과 혈당조절상태에 따른 자가혈당측정의 가이드라

타나 교육수준이 자가간호역량 증진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

인을 제시하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가혈당

다. 음주를 전혀 하지 않거나, 1주에 1~3회 하는 경우가 주 4회

측정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자는 21.7%, 전혀 하지 않는

음주를 하는 경우보다 자가간호역량이 높았으며, 흡연은 금연

대상자가 22.4%로, Seo 등[33]의 전혀 하지 않는 경우 8%에 비

을 한 경우가 가장 자가간호역량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Seo 등[33]의 대상자는 모두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자 중 15%가 고위험

인슐린 치료를 하는 환자들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 치료

음주를 하고 있으며[30], 흡연은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등의 위

를 하지 않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라 자가혈당측정의 중요성에

험요인[5]으로 당뇨병 환자의 음주 조절, 금연 교육 및 프로그

대한 인지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제2형 당뇨병 환자

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당뇨병을

에서 매일 1회 이상 자가혈당을 측정한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

진단받은 기간에 따라서 자가간호역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

우에 비해 당화혈색소 수치가 0.6%정도 낮으며, 제1형 당뇨병

으며, 이는 Istek과 Karakurt [21]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였다.

의 경우 매일 3회 이상 측정은 당화혈색소 수치를 1%가량 낮출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5년 미만인 경우

수 있으므로[5], 컴퓨터, 생체신호측정기와 연동된 자가혈당측

높게 나타난 반면, 선행연구[21] 에서는 1년 미만이 가장 높으

정 시스템 및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등을 활용하

며 기간이 길수록 자가간호역량이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1

여 자가간호역량이 낮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년 미만을 구분하지 않아 진단기간이 가장 짧은 5년 미만이 질

이며, 자가혈당측정의 중요성에 대한 반복된 교육이 필요하다.

병 초기의 교육의 효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도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의 외래를 방문한 성인 당뇨병 환자

20년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나 당뇨병 유병기간이 길수록 자가

중 제1형과 제2형 당뇨병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

간호역량이 낮아졌다. 따라서, 당뇨병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구결과를 확대해석하는데 한계점이 있으며, 외래 환자만을 대

병원방문 및 교육 횟수를 미리 일정하게 정해주고, 시스템을 통

상으로 하였기에 입원 환자나 응급실 내원 환자에 비해 중증도

한 방문여부 및 교육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가 낮은 대상자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

며, 현재 주로 20~30대를 위주로 한 당뇨캠프를 유병기간에 따

한, 본 연구의 극복력 도구가 당뇨병 환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라 분류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또한, 지역

것이라 성인 당뇨병 환자의 극복력을 명확히 나타내기에는 한

사회 내에서 보건소 방문간호나 커뮤니티 케어[31]를 통하여

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가간호역량 측정도구의 경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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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개발된 도구가 아니므로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성인 당뇨병 환자의 극복력에 대
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극복력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

from: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3/sub03_02_02.do
4. Lee S, Kim 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self-care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with diabetes using citi-

며, 성인 당뇨병 환자의 극복력이 자가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

zen health promotion cent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함으로써 자가간호역량 증진을 위한

Nursing. 2017;47(4):514-25.

중재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https://doi.org/10.4040/jkan.2017.47.4.514
5. Korean Diabetes Association. Treatment Guideline for Diabe-

결론 및 제언

tes 2015. Seoul: DesignLeader & BrandSynergy; 2015.
6. Orem DE. Nursing: concepts of practice. 3r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1985.

본 연구에서는 외래를 방문한 성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극복력, 우울, 자가간호역량에 대해 연구를 시행한 결과, 극복
력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을수록 자가간호역량이 높아지며, 대

7. Park YS, Ryu SH.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type II
diabetes mellitus patients registered at public health center.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2002;13(4):679-88.
8. Yi-Frazier JP, Smith RE, Vitaliano PP, Yi JC, Mai S, Hillman M,

상자의 자가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극복력으

et al. A person-focused analysis of resilience resources and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당뇨병 대상자들의 질병의 진행 단계

coping in patients with diabetes. Stress and Health. 2010;26

마다 주기적으로 극복력과 우울 정도를 사정하여 극복력이 낮
고 우울이 높은 환자들의 경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다면 그 효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제1형과 제2형 당
뇨병 환자를 구별하지 않고 시행하여 유형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당뇨병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반
복연구를 통해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을 제언한다. 또한 성인
을 대상으로 개발된 극복력 도구를 활용하여 당뇨병 유형과 임
상기준 등을 고려하여 극복력과 자가간호역량의 차이, 영향요
인을 확인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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