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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당뇨병 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자가관
리행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상관
연구이다. 경기도 소재 3개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만 19 세 이상 성인 남
녀 중, 제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150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학적 특성, 건강정보이해능력(한국판 HLS), 자가관리행위(한국판 SDSCA), 임
파워먼트(DES-28)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 version 21.0을 사용하였다. 임파워먼트가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자가관리행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당뇨병 교육 유무를 통제변수로 해서 Andrew Hayes의 PROCESS를
이용해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당뇨병교육 유무를 통제하고,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건
강정보이해능력과 당뇨병 자가관리행위 중 식이, 신체활동, 발 관리에서
완전매개작용을 하였다. 따라서 향후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행위의 증진
을 위해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와 건강정보이해능력 증진 중
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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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5년 국제당뇨병 협회(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인구 중 4억 1500만 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이는 전체 성인 인구의 1/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이 추세대
로 당뇨병 환자가 증가한다면 2040년에는 전체 성인인구의 10%에 해당하
는 6억 4200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을 것으로 국제당뇨병 협회는 추정했
다. 그리고 국제당뇨병 협회는 해당 보고서에서 당뇨병 치료 및 관리에
드는 의료비용이 전 세계 의료비 지출의 12%를 차지하는 것을 지적하며
당뇨병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IDF, 2015).
국내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 기준 당뇨병 유병률은 13.7%이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당뇨
유병률은 30.4%에 달하고 있어 당뇨병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은 점점 강
조되고 있다(대한당뇨병학회, 2016).
당뇨병은 신체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 당뇨병을 가진 성인은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뇌졸중을 경험할 확률이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보다
2 ~ 4 배 더 높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약 70%는 고혈압, 심장 혈관 질
환의 위험 인자를 갖는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2016). 다행인 것은
의료 제공자와 협력하여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유지할 수 있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혈당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선
별검사를 받음으로써 점점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
다는 것이다(CDC 2016). 당뇨병 치료의 목적은 자가관리행위를 통하여 정
상혈당을 유지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하
는 것이다(권영은 등, 2011; 최경애 등, 2008; Primozic et al, 2012;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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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0). 이러한 당뇨병의 치료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당뇨 환자들
은 의료기관이나 의료 전문가로 부터의 약물 치료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나 환자의 가족들과 함께 환자의 일상에서 지속
적으로 이어지는 자가관리행위가 중요하다(권영은 등, 2011; 김남훈 등,
2008; 최경애 등, 2008). 실제로 당뇨병은 환자의 90% 이상이 매일 자가
관리행위를 하는 질병이며 자가관리행위는 치료의 하나라고 명시될 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당뇨병 학회, 2006).
그러나 자가관리행위를 높이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당뇨병 환자들의 자가관리행위 수준은 낮은 상태로 보고되고 있다
(Jang, 2007). 이런 현실 속에서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점점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행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있다(Bailey
et al, 2014). 건강정보이해능력이란 개인의 의료이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을 말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세계
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의해 제안된 정의는 건강정보이
해능력을 더욱 광범위하게 "개인이 정보를 입수하고 이해하고 건강을 유
지하는 인지적 및 사회적 능력"이라고 정의한다(Nutbeam, 1998).
Berkman 등(2011)은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에 의하면,
낮은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질 낮은 건강 결과와 건강관리 서비스의 저조한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 만성질환에 있어서 낮은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부정
적인 건강성과의 주요 예측변수로 작용한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건강정
보이해능력”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하지만 어떻게 건강정
보이해능력이 건강 결과에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나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은 적
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이 있는 사람들보다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낮은 사람
들은 당뇨병 및 자가관리행위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가질 가능성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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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합병증에 대한 위험이 더 높다(Al Sayah et al, 2013).
당뇨와 관련하여 당뇨환자의 당뇨 관리와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양적인 상
관관계가 있다고 한다(Mancuso, 2010; Osborn et al. 2010: Wallace, 2010;
White et al. 2010; White et al 2013). 또한 Piatt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당뇨병 조절에 중요한 당화혈색소
(HbA1c) 수치 유지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Piatt et al,

2014). 당뇨환자의 70%이상이 부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을 가지고 있다
는 점을 미뤄볼 때(Kooshyar et al, 2014)

건강정보이해능력의 향상은 자

가관리행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볼 수 있다.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또 다른 요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임
파워먼트이다.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식별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을 위임하는 것이다(Rubinelli et al, 2009). 임
파워먼트는 자기효능을 포함하며 자기통제, 자기효능, 문제해결, 심리 사
회적 대처, 지지, 동기화, 참여를 주요 속성(Kieffer, 1984; Rogers et al,
1997; Zimmerman, 1995)으로 하는 과정적 개념으로 국외에서는 1990년대
부터 건강분야에서 임파워먼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당뇨병 환자의 임파워먼트는 환자가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자기 고
유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다(Funnell et al. 1991). 이 임파
워먼트는 환자가 당뇨병 자가 관리 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독립적이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한다(Anderson & Funnell, 2010). 당뇨
병 환자가 당뇨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의사결정 하는데 임파워먼트 접
근방식은 필수적이다(Funnell et al. 2004).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임파워먼트간의 관계를 보면, Seligman 등(2007)은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낮은 환자에게 정보만 전달하는 방식보다 환자의 실
제 행동변화에 중점을 두는 임파워먼트 전략이

환자가 성공적으로 행동

변화를 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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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러므로, 임파워먼트 전략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건강정보이해능
력이 낮은 사람에게 실제적인 행동변화를 성곡적으로 더 많이 거둘 수 있
을 것이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Gerich & Moosbrugger (2016)는 주관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높은 임파워먼트에 근거할 수 있다고 했고, Wang 등
(2016)은 당뇨병 환자의 임파워먼트, 의사소통과 비판적인 건강정보이해능
력의 라인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1년 이상 광범위한 자기관리행위와
매우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임파워먼트와 건강정보이해능력 두 요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당뇨병 자가관리행위와
건강정보이해능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Mackey et al,
2016: Fransen, 2012). 당뇨병은 무엇보다도 개인적 차원의 관리와 예방
행동이 중요한 질병이다. 거기에 건강정보이해능력과 당뇨병 자가관리행
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제 자가관리행위로 옮길 수 있도록 밑거
름이 될 수 있는 임파워먼트 관점의 연구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당뇨병 자가관리행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며 동시에 임파워먼트가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규명하여,
추후 당뇨병 자가관리행위에 있어서 건강정보이해능력와 임파워먼트의 중
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당뇨병 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임파워먼트가 자가
관리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자가관리행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작용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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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건강정보이해능력(Health literacy)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일반적으로 건강과 의료의 맥락에서 지식에 기초한
능력을 말한다(Ishikawa & Kiuchi, 2010). 본 연구에서는 Ishikawa et
al(2014)이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건강정보이해능력(Health
Literacy Scale: HLS)을 Lee 등(2016)의 한국형 HLS-K을 사용하여 측
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자가관리행위(Self-management activites)
자가관리행위란 자신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
인이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Orem, 1991). 본 연구에서는 Toobert et al이 개발한 The Summary of
Diabetes Self-Care Activities measure scale (2011)를 Lee 등(2016)이 한국
어로 번역한 한국어판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임파워먼트(Empowerment)
임파워먼트란 질병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다(Funnell & Anderson, 2003).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외에 의해
개발된 DES-28 (Anderson, et al, 2000)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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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당뇨병 현황

당뇨병(Diabetes)은 혈당이 정상혈당보다 높은 고혈당(hyperglycemia)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질환으로, 우리 몸의 췌장(pancreas)에서 충분한 인슐
린(insulin)이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된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아
서 발생한다.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glucose)을 인체가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고혈당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심장질
환(heart

disease),

(lower-extremity

실명(blindness),

amputations)

등의

신부전(kidney
심각한

failure),

합병증이

하지절단

발생한다(WHO.

2014).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 세계 성인 당뇨병 환자가 4억 2200만 명으로 1980년에 비해
약 4배 늘었다. 전 세계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1980년과 비
교했을 때 4.7% 증가한 수치다(WHO, 2016). 당뇨병은 현대 한국 사회
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이다.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한 만성 질환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만30세 이상 당뇨병 환자는
2012년에 비해 2.0%p 증가하였다. 당뇨병의 인지율과 치료율은 1998년
에 비해 각각 2배, 3배 증가하였으나, 조절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
리나라는 2000년 이후 국가 건강검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의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있고,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서도 주요 사업이기
도 하지만, 고혈압과 당뇨병의 치료율은 각각 62.3%, 63.0%에 불과하고
더구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에서도 제대로 질병이 조절되고 있는 경
우는 고혈압 72.7%, 당뇨병은 훨씬 낮아 20.4%에 머물고 있다(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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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뇨병 자가관리행위

Barlow 등(2002)에 따르면, 자가관리행위란 복합적인 치료와 병의 징후,
증상에 대한 관찰, 건강 행위의 증진 또는 신체적 기능과 감정, 대인관계
에 미치는 질병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가관리행
위는 증상, 치료, 물리적, 심리적 효과를 관리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만성 질환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양식의 변화들과 관련이 있다
(Barlow et al, 2002). 당뇨병의 자가관리에는 체중 감량, 건강한 식이 섭
취, 규칙적인 운동, 자가혈당 검사, 발 관리, 투약 유지 등이 있으며
(Mensing et al., 2007), 성공적인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자가관리가 필
요하다(Korean Diabetes Association, 2013).
당뇨병은 만성질환으로서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습관, 적절한 약물 복
용 및 주사, 꾸준한 혈당 측정과 조절, 족부 과니 및 스트레스 관리 등 자
가관리행위가 규칙적으로 습관화 되어 이루어 질 때 혈당이 잘 조절 될
수 있으며, 개개인의 오랜 생활습관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개인의 심리적
인 요소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Jang & Kim, 2010).
이와 같이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직후부터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당뇨병 자가관리행위는 환자에게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당
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질병의 조기발견은 가능하나 완치되지는 않으므
로 환자는 자신의 질병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이 요구된다. 특
히 당뇨병을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의학적 관리와 함께 생활태
도의 개선 및 유지가 중요 요인이며 자가관리행위는 이 요인 중에서도 핵
심요인이다(장수미, 1999; Norris 등, 2002).

3. 당뇨병 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자가관리행위

건강정보이해능력은 “개인이 적절한 건강의사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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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적인 건강정보와 서비스를 획득·진행하고 이해하는 능력의 정
도” 혹은 처치를 따르거나 혹은 적절한 건강행위를 하기 위해 기본적인
건강관리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된다(Selden et
al. 2000; Sorensen et al, 2012). 건강정보이해능력의 중요성은 여러 논문
에서 연구되고 있다. Ishikawa 등(2011)은 의사소통 측면의 건강정보이해
능력이 낮을수록 의료진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거의 유일
한 건강정보 공급원과의 소통이 차단된다고 낮은 건강정보이해능력의 위
험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낮은 건강정보이해능력이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옴으로 인해 의료 제공자,
연구자 및 환자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Institute of Medicine
2004, Paasche-Orlow & Wolf 2007, Berkman et al. 2010, Bailey et al
2014, Zhang et al. 2014). 부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은 신체기능과
삶의 질, 최적의 의료 서비스 이용의 수준을 낮추고 의료비용의 상승, 위
험한 투약오류를 높이며 질병에 대한 자가관리행위의 감소 등 수 많은 건
강 관련 결과와 연관되어있고 또한 낮은 건강정보이해능력은 부적절한 투
약 그리고 건강관련정보 및 건강 라벨을 해석을 할 수 없는 것과 관련되
어 있다(Berkman at al, 2011). 그래서 지속적인 자가관리행위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는 효과적인 지식, 의사결정능력 및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를
위한 문제해결 기술을 위해서는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을 갖추어야 하
고, 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환자들의 질병 자가관
리행위와 건강증진 행동을 막는 잠재적 장벽이 무엇인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Fransen at al, 2012). 건강정보이해능력은 환자 현상과 시
스템 현상으로 보아 연속선상에서 특별하게 자가관리행위의 포인트로 제
시된다(Paasche-Orlow & Wolf 2007).
전반적으로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민감한 당뇨병 자가관리행위의 개입이
당화혈색소 감소에 효과적인 것을 메타분석을 통해 발견했고, 당뇨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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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자가관리행위로 최상의 건강결과를 얻으려면 소통적 건강정보이해능
력 전략을 일상적으로 사용해야하고(Kim & Lee, 2016), 당뇨병 자가관리
행위에 의사소통 건강정보이해능력과 비판적 건강정보이해능력이 영향을
끼친다고 연구되고 있다(Reisi et al, 2016). Lai 등(2013)도 연구에서 당뇨
병 자가관리행위는 의사소통 및 중요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연관이 있다고
결과를 밝혔다.
Schillinger 등(2002)에 의해 제한된 건강정보이해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지
는 자기관리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Leung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자가관리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
강정보이해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eung et al, 2014).
선행연구는 낮은 건강정보이해능력이 충분치 않은 자가관리행위와 연관이
있음을 꾸준히 밝혀왔다(Brega at al, 2012; Powell at al, 2007; Marden at
al, 2012).

4. 당뇨병 환자의 임파워먼트와 자가관리행위

임파워먼트는 치료계획을 고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의 행동을 변화
시키는 개입이나 전략이다. 근본적으로 환자의 임파워먼트는 결과물이다.
환자가 지식과 기술, 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 스스로 행동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느낄 때 임
파워먼트된다(Funnell et al, 1991)고 했다. Falk-Rafael (2001)는 임파워먼
트란 자기통제,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와 함께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적극
적 참여를 주요 속성으로 하고 대상자의 긍정적인 자아변화, 대인관계 변
화, 행위 변화를 위해 자신의 능력과 삶에 대한 통제권 인식을 통해 얻어
지는 능력 증가 과정이라고 했다. 환자의 임파워먼트는 의료공급자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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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환자가 건강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질병을 제어하며 비판적으로 생
각하도록 환자를 활성화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Yang et al, 2015; Wong et al, 2014).

또한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자기관리행위를 실시하는 데에 긍정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밝혀졌다(Moreno & Schulz. 2015).
본인 스스로가 당뇨병 자기관리행위의 주체로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임파워먼트에 기초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최경애 at al,
2008). 임파워먼트 관점의 자가관리 중재프로그램을 통해 자가관리행위가
향상되었고 당화혈색소(HbA1c)가 감소하고, 삶의 질도 시간이 지남에 따
라 향상되어 비교집단이 일반적인 당뇨병 교육 집단에 비하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경애 2010). 이것은 당뇨병환자의 임파워먼트가 자가관
리행위와 혈당 수치에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Yang et al. 2015). 많은

선행연구에서 행동의 활성화와 조치를 계획하는 것의 임파워먼트 전략은
자가관리행위와

포도당

조절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게

나타났다

(Rothman, DeWalt et al, 2004; Rothman, Malone et al, 2004; Swavely et
al, 2014; Wallace et al, 2009).

5. 당뇨병 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임파워먼트
Simoes등 (2013)은 건강정보이해능력에는 임파워먼트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건강정보이해능력 읽기의 도구와 임파워먼트 4개의 하부척도 중
자가결정임파워먼트는 r=.21, 영향관련임파워먼트하고는 r=.31로 양적 상
관관계가 있었다(Eyüboğlu & Schulz, 2016). Gabriele 등(2017)의 연구에서
도 임파워먼트와 건강정보이해능력은 r=.47, p<.001로 분명하게 양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하는 치료에 관련이 있는 대상자와 심리적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를 중재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 연구 패턴에서 차이가 뚜렷한 임파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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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건강정보이해능력에 환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른 연구 결과 Bonaccorsi &Modesti (2017)가 분명
히, 질병 예방, 건강관리, 건강 증진, 임파워먼트와 같은 다른 기본 개념
들 사이에는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강한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
다. Schulzd와 Nakamoto (2013)에 의해 개발된 Health Empowerment
Model에서, 독립적인 구조로서의 문해력과 임파워먼트로 인하여 특별히
개선된 건강 결과가 나타났다(Schulz PJ, Nakamoto K, 2013). 낮은 수준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지닌, 저소득층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임파워먼트
프로그램(Patient Empowerment Program)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의 태도
와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화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isa Altshuler et al, 2016).
당뇨병 환자는 영양, 신체 활동, 약물 치료, 혈당 측정기, 및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한 것들을 매일 결정한다. 또한 환자는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얻기 위해, 의료 시스템과 효과적으로 가족, 친구, 고용주
상호 작용을 꼭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 당뇨병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치료진들이 전통적인 순응적 관점인 치료자 중심의 교육방
식은 환자의 자가관리행위 향상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의료 외 학문에서 이미 발전 중인 임파워먼트 관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임파워먼트 관점은 환자의 행동변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도입하였다(Anderson, 2005). 당뇨병 환자 대상 연구에서
임파워먼트, 의사소통과 비판적인 건강정보이해능력의 라인은 제2형 당뇨
병 환자에서 1년 이상 광범위한 자기관리행위와 매우 관련되어 있다
(Wang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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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자가관리행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및 표본크기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3개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만 19 세 이
상 성인 남녀 중, 제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자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의사를 밝힌 당뇨병 환자, 한글을 읽을 수 있는

환자를 포함하였다.

하지만 임신성 당뇨병 환자는 제외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8개월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 150명은 G-POWER 3.0에서 유의수준 α=0.05, 중
간 정도의 효과크기( =0.15), 검정력=0.80에서 요구되는 연구 대상자
수를 만족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 표본 추출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의표본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아주대학교 의료원 기
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 수집 장소인 보건소 책임
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보건소
를 내소한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내용, 진행과정과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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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율성, 비밀보장, 설문지에 작성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정보
보호, 관리(폐기)에 대해 연구자가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 연구 참여 수락 서면 동의서를 받고 준비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15분 이내로 진행하였으
며 의학적 특성(발병 후 기간, 치료방법, 합병증, 당화혈색소 수치)은 실
무 담당자에게 대상자의 진료차트의 열람을 통해 수집했다.

4. 연구도구

1) 당뇨병 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

건강정보이해능력 측정도구인 Health Literacy Scale (HLS)는 Ishikawa 등
(2013)이 일본 당뇨병 환자를 위해 2013년 개발한 Health Literacy Scale
(HLS)을 Lee 등(2016)이 한글로 번역/역번역 한 것을 사용하였다. HLS는
총 문항, 3개의 하부척도인 기능적 측면 5문항, 의사소통 측면 5 문항, 비
판적 측면 4문항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1(전혀 없었다)에서
4(자주 있었다)에 이르기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기능적 건강
정보 이해능력의 5개의 문항은 역 문항으로 역 점수화했다. 점수계산은
총 14문항을 합산하여 평균으로 산출하였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건
강정보 이해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도구 개발 당시 하부척도들의
Cronbach's

계수는 기능적 0.84, 의사소통 0.77, 비판적 0.65이었으며,

총 HLS의 Cronbach‘s  계수는 0.78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구성 타당도
가 수립되었고 수렴타당도를 만족하였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Lee 등(2017)의 한국형 건강정보이해능력의 3
개의 하부척도들의 Cronbach's  계수는 기능적 0.92, 의사소통 0.86, 비
판적 0.90이었으며, 총 HLS의 Cronbach's  계수는 0.90으로 내적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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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를 수립하였으며,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도 만족
하였다.
본 연구에서 건강정보이해능력의 전체 Cronbach's

계수는 0.92이었고,

하부척도 별로는 기능적 측면 0.93, 의사소통 측면 0.88, 비판적 측면 0.90
이었다.

2)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행위
자가관리행위는

Toobert,

Hampson과

Glasgow(2000)가

개발한

The

Summary of Diabetes Self-Care Activities measure scale (2011)를 Lee 등
(2016)이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어판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도구는 지
난 7일간 당뇨병에 관련된 6개 하부척도(일반식이, 특정식이, 신체적 운
동, 혈당모니터링, 발 관리, 흡연)의 자가관리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
구는 실시된 확정적 요인분석 구성타당도 검증에서, 9개 문항으로 구성된
4개의 하부척도가 도출되었다(Choi, 2011): 식이 3항목, 신체활동 2항목,
혈당모니터링 2항목 그리고, 발 관리 2항목 따라서 본 연구에서 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하부척도 점수는 문항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평균점수
가 높으면, 자가관리행위가 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가관
리행위 전체 Cronbach's  계수는 0.74,

하부척도별로는 식이 0.75, 신체

활동 0.69, 혈당모니터링 0.97, 발 관리 0.63이었다.

3) 당뇨병환자의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 Anderson 외에 의해 개발된 DES-28 (Anderson, et al.,
2000)을 사용하였다. 이는 DES-37의 기존 37개 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
세 개의 하부척도인 ① 당뇨에 대한 심리사회적 대처 (9문항), ② 만족을
사정하고 변화를 준비(9문항), ③ 당뇨와 관련된 목표수립과 성취(10문항)
로 줄인 도구이다. 점수계산은 총 28문항을 합산하여 평균으로 산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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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
의

Cronbach's

α는

0.96이었으며,

요인구성

타당도가

수립되었다

(Anderson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원 도구 개발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후 한국어와 영
어에 능통한 전문가 2명이 독립적으로 번역을 한 후, 한국어와 영어에 능
통한 전문가 2인이 각각 역번역을 하여 한국어로 번역한 질문지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임파워먼트의 Cronbach's

계수는 0.91이었고,

하부척도인 심리사회적 대처 0.92, 만족을 사정하고 변화를 준비 0.81, 당
뇨와 관련된 목표를 수립과 성취는 0.95이었다.

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수집된 데이터는

IBM SPSS version 21.0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실수, 백분율) 및 기술적 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주요 변수들 간 관계와 의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 간 관계를 확
인하기 위하여 독립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 그리고,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연구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가관리행위에 대한 건강정보이
해능력의 직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당뇨병 교육 유무를 통제하고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임파워먼트가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자가관리행위의 관계
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Andrew Hayes의 PROCESS
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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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녀의 비율은 남성이 79명
(52.7%), 여성이 71명(47.3%)으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고, 대상자의 연령
은 평균 74.43세(±8.44)였다. 65세 미만 18명(12%), 65세 이상 132명(88%)
로 65세 이상의 고령이 월등히

많았다. 흡연의 유무에 따른 빈도분석 결

과 비흡연은 132명(88%), 흡연 18명(12%)이었다. 그리고 흡연자의 하루에
흡연하는 담배의 개수는 최소 4개비에서 최고 20개비로 평균 12.94±6.61
이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63명(42.0%), 중학교 졸업23명(15.3%),
고등학교 졸업 39명(26.0%),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 25명(16.7%)로 초등
학교 졸업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결혼상태는
동거 100명(66.7%),

기혼 또는

미혼/사별/이혼/별거 50명(33.3%)로 기혼 또는 동거가

두 배 더 많게 나왔다. 그리고 한 달 수입으로는 200만원 미만이 109명
(72.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4명(16.0%), 300만원 이상 17명(11.3%) 순으로 많았다.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경험은 있음이 15명(10%), 없음이 135명(90%)으로 당뇨병으로
입원한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당뇨병 교육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있음 73명(48.7%), 없음 77명(51.3%)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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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당뇨병 자가관리행위의 관계(계속)
(N=150)
식이
변수

성별

구분

남성

여성

연령

n

79

71

65세
미만

%

(SD)

47.3

12
18

흡연
유무

(8.44)
88

비흡연

132

88

흡연

18

12

발 관리

Mean

t/F

Mean

t/F

Mean

t/F

Mean

t/F

(SD)

(p)

(SD)

(p)

(SD))

(p)

(SD)

(p)

3.89

52.7

132

이상

혈당모니터링

Mean

5.14

1.65

2.51

(.913)

0.04

(2,08)

2.87

(2.48)

0.94

(2.39)

0.03

3.91

(.97)

4.14

(.005)

1.29

(.35)

2.49

(.97)

(.867)

(2.32)

(2.13)

(2.70)

3.19

3.61

1.72

1.94

(2.30)

(2.34)

(2.50)

(2.59)

74.43
65세

신체활동

-1.45
4.00

(.15)

(2.21)

-2.18
4.83

(.031)

(2.21)

3.99
(2.19)
3.20

(.16)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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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23)
4.31

(.45)

-0.99
2.58

(.322)

(2.52)

1.56
0.76

(2.43)

1.44
(2.31)

4.73
1.42

.48

2.57

(2.33)

1.25

(2.51)

0.94

0.83

(.21)

1.97

(.35)

(2.25)

(2.70)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당뇨병 자가관리행위의 관계(계속)
(N=150)
식이
변수

학력

구분

n

%

초졸 이하

63

42.0

중졸

23

15.3

고졸

39

26.0

25

16.7

100

66.7

대졸
이상

결혼

기혼 또는

상태

동거

신체활동

이혼/별거

50

33.3

발 관리

Mean

t/F

Mean

t/F

Mean

t/F

Mean

t/F

(SD)

(p)

(SD)

(p)

(SD))

(p)

(SD)

(p)

3.46

4.70

1.39

2.10

(2.36)

(2,39)

(2.38)

(2.54)

3.65
(2.30)
4.33

4.39
2.21
(.089)

(2.22)
4.36

1.02
1.30
(.277)

(2.05)
1.71

3.11
.57
(.638)

(2.83)
3.06

(2.14)

(2.21)

(2.31)

(2.28)

4.56

5.42

1.76

2.08

(1.71)

(2.05)

(2.51)

(2.46)

4.32

4.91

1.75

2.42

(2.05)

(2.21)

(2.47)

(2.51)

3.43
미혼/사별/

혈당모니터링

3.05
(2.35)

(.001)

1.72
3.33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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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

2.19
0.00
(0.000)

(.030)

1.89
(.134)

-.55
1.33
(1.53)

(.586)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당뇨병 자가관리행위의 관계
(N=150)
식이
변수

한 달 수입

구분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n

109

24

%

72.7

16.0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입원

있음

15

11.3

10.0

경험
없음

Mean

t/F

Mean

t/F

(SD)

(p)

(SD)

(p)

3.75

4.80

(2.21)

(2.39)

3.89
(2.51)

17

135

90.0

신체활동

3.75

2.79

(.159)

(2.45)

(.064)

5.24

(1.70)

(2.03)

3.67

4.60

있음

없음

73

77

48.7

51.3

t/F
(p)

1.52 (2.43)

발 관리
Mean (SD)

t/F
(p)

2.51 (2.57)

0.57

2.77 (2.47)

(.565)

0.39
(.685)

2.03 (2.51)

2.06 (2.48)

2.93 (3.01)

4.77 (2.81)

(2.61)

-423

(2.30)

-.15

3.92

(.673)

4.69

(.880)

1.31 (2.19)

(.060)

2.25 (2.38)

(.000)

2.01 (2.61)

2.79

3.14 (2.58)

3.09

(2.22)
당뇨병교육

Mean (SD)
1.38 (2.28)

1.86

4.86

혈당모니터링

3.82

(2.25)

4.51

3.38

5.13

2.41

(1.63)
3.82

(.001)

(2.25)
4.26

(.017)

(1.61)

2.02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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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0.97 (1.90)

(.002)
1.90 (2.34)

2. 대상자의 의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의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당뇨병을 앓은 유병
기간은 평균 12.89±9.84년 이였고,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경구용 혈당강하
제만 복용하는 대상자는 144명(96%), 인슐린주사는 2명(2.0%), 그리고 경
구용 혈당강하제 및 인슐린주사를 같이 치료방법으로 사용하는 대상자는
2명(2.0%)으로 대상자 대부분이 경구용 혈당강화제만 치료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것은 없음이 129명, 있
음이 21명(14.0%)이고 합병증으로는 망막변증 7명(4.7%), 기타 6명(4.0%),
관상동맥질환 3명(2.0%), 신장병증 2명(1.3%), 뇌혈관질환 2명(1.3%), 족부
병변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조절목표는 HbA1c 7% 미만이므로(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04), 당화혈색소(HbA1c)의 평균은 7.48%이었고, 미국 당뇨병학회 (2004)
에서 권고하는 목표수준인 7%미만으로 당화혈색소가 조절되고 있는 대상
자는 104명(69.3%), HbA1c 7% 이상으로 조절이 되고 있지 않은 대상자가
46명(30.7%)으로 조절이 되고 있는 대상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당
화혈색소(HbA1c)의 평균 수치는 평균 6.80±0.89%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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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의학적 특성과 당뇨병 자가관리행위의 관계(계속)
(N=150)

변수

구분

n

%

Mean
(SD)

유병

12.89

기간

(9.84)

치료
방법

경구용
인슐린주
사
경구용과
주사

합병증

식이
Mean (SD)

144

96.0

3.84(2.21)

3

2.0

6.33(0.58)

신체활동
t/F
(p)

Mean (SD)

t/F
(p)

4.67(2,27)
1.90

4.50(0.87)

(.154)

Mean (SD)

t/F
(p)

1.32(2.18)
.30

3.33(3.51)

(.743)

발 관리
Mean (SD)

11.03

7.00(.000)

(.000)
7.00(.000)

5.83(2.02)

86.0

3.95(2.19)

4.72(2.19)

1.40(2.28)

2.49(2.48)

21

14.0

3.59(2.47)

7

4.7

없음

129

있음

.69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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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43(2.66)

(.578)

-1.01
1.95(2.58)

(p)

(.314

8.41
(.000)

5,67(2.31)

2.0

t/F

2.34(2.44)

4.22(3.24)

3

망막변증

혈당모니터링

-.09
2.49(2.87)

(.926)

<표 2> 대상자의 의학적 특성과 당뇨병 자가관리행위의 관계
(N=150)
식이
변수

당화혈색

구분

n

%

신장병증

2

1.3

관상동맥질환

3

2.0

뇌혈관질환

2

1.3

족부병변

1

0.7

기타

6

4.0

104

69.3

조절

소(HbA1c)

(SD)

46

31.0

혈당모니터링

발 관리

6.80

Mean

t

Mean

t

Mean

t

Mean

t

(SD)

(p)

(SD)

(p)

(SD))

(p)

(SD)

(p)

4.10(2.15)

4.66(2.21)
1.71

(0.89)
조절 안 됨

신체활동

Mean

3.43(2.35)

(.09)

4.73(2.37)

※ 혈당조절 권고 기준: HbA1c<7.0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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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37)
-.162
(.871)

2.47(2.60)
.15

1.43(2.26)

(.884)

-.24
2.58(2.39)

(.807)

3. 건강정보이해능력, 임파워먼트, 자가관리행위

연구변수인 건강정보이해능력, 자가관리행위, 임파워먼트에 대한 기술통
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건강정보이해능력의

전체

평점은

2.76±0.79, 건강정보이해능력 3개의 하부척도인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
은 최저 1점, 최고 4점으로 평점은 2.94±1.02점이었고, 소통적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최저 1점, 최고 4점으로 평점은 2.76±0.91점이며, 비판적 건
강정보이해능력은 최저 1점, 최고 4점으로 평점은 2.57±0.99점이였다. 당
뇨병 임파워먼트의 전체 평점은 3.38±0.84, 당뇨병 임파워먼트의 3개 하
부척도인 심리사회적 대처는 최저 1점, 최고 5점으로 3.43±0.85, 불만족
사정과 변화 준비는 최저 1점, 최고 5점으로 3.28±0.87, 목표를 세우고
성취는 최저 1점, 최고 5점으로 3.43±0.98점이였다. 마지막으로, 당뇨병
자가관리행위의 3개의 하부척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식이 최저 1점, 최고
7점으로 평점은 4.30±1.69점, 신체활동

최저 0점, 최고 7점으로 평점은

4.68±2.25점, 혈당모니터링 최저 0점, 최고 7점으로 평점은 1.48±2.33,
발관리 최저 0점, 최고 7점으로 평점은 2.50±2.53점이였다. 흡연의 유무
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 비흡연은 132명(88%), 흡연 18명(12%)이었다. 그리
고 흡연자의 하루에 흡연하는 담배의 개수는 최소 4개비에서 최고 20개비
로 평균 12.94±6.6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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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건강정보이해능력, 임파워먼트, 자가관리행위의 기술통계
(N=150)
변수(문항수)

Mean(SD)

건강정보이해능력

2.76±0.79

Actual
Range

Possible
Range

기능적건강정보이해능력(5문항)

2.94±1.02

1 - 4

1 - 4

소통적건강정보이해능력(5문항)

2.76±0.91

1 - 4

1 - 4

비판적건강정보이해능력(4문항)

2.57±0.99

1 - 4

1 - 4

당뇨병 임파워먼트

3.38±0.84

심리사회적 대처(9문항)

3.43±0.85

1 - 5

1 - 5

불만족 사정과 변화 준비(9문항)

3.28±0.87

1 - 5

1 - 5

목표를 세우고 성취 (10문항)

3.43±0.98

1 - 5

1 - 5

식이(3항목)

3.90±2.23

0 - 7

0 - 7

신체활동(2항목)

4.68±2.25

0 - 7

0 - 7

혈당모니터링(2항목)

1.48±2.33

0 - 7

0 - 7

발관리(2항목)

2.50±2.53

0 - 7

0 - 7

당뇨병 자가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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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특성과 자가관리행위의 관계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자가관리행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자가관리행위 하부척도인 식이를 보면 결혼상태와 당뇨병 교육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이 평균 점수는 기혼 또
는 동거(4.56±1.60)가 미혼/사별/이혼/별거(3.25±1.89) 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으며(t=2.27, p=.007), 당뇨병 교육 유무에서는 있다(4.79±1.63),
없다(3.82±1.61)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65, p=.001).
신체 활동에서도 성별과 당뇨병 교육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신체 활동 평균 점수는 남성(5.17±2,08)이 여성(4.14±2.32)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t=2.87, p=.005), 당뇨병 교육을 받은 그
룹(5.13±2.25)이 받지 않은 그룹(4.26±2.28)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t=2.41, p=.017).
혈당모니터링에서도 결혼상태와 당뇨병 교육 유무, 치료방법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모니터링 평균 점수는 기혼 또는
동거(1.75±2.47)가 미혼/사별/이혼/별거(0.00±0.00)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으며(t=2.19, p=.007), 당뇨병 교육 유무에서는 있다(2.01±2.61)가
없다(0.97±1.90)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79, p=.006). 치료방
법에서는 혈당강하제와 인슐린 주사를 같이 사용하는 그룹(7.00±.000), 인
슐린주사(3.33±3.51), 경구용 혈당강하제(1.32±2.18)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11.03, p<.0001).
마지막으로, 발 관리에서도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경험 유무와 당뇨병 교
육 유무, 치료방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 관리
평균 점수는 입원한 적이 있다(4.77±2.81)가 없다(2.25±2.38) 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t=3,82, p=.001), 당뇨병 교육 유무에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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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58)가 없다(1.90±2.34)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09,
p=.002). 치료방법에서는 인슐린주사(7.00±.000), 경구용 혈당강하제와 인슐
린 주사를 같이 사용하는 그룹(5.83±2.02), 경구용 혈당강하제(2.34±2.44))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11.03, p<.0001).

5. 건강정보이해능력, 임파워먼트, 및 자가관리행위의 상관관계

연구 변수인 건강정보이해능력, 임파워먼트, 및 자가관리행위 간의 상관
관계는 <표 4>와 같다. 당뇨병 자가관리행위의 하부척도 식이는 건강정보
이해능력(r=.408, p<.01), 임파워먼트(r=.464 p<.01)로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임파워먼트는 식이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당뇨병 자가관리행
위의 하부척도 신체활동은 건강정보이해능력(r=.285, p<.01), 임파워먼트
(r=.391 p<.01)로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임파워먼트는 신체활동과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당뇨병 자가관리행위의 하부척도 혈당모니터링은
건강정보이해능력(r=.195, p<.05)로 혈당모니터링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 있었고, 임파워먼트(r=.128 p>.05)로 혈당모니터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당뇨병 자가관리행위의 하부척도 발 관리는 건강정보이해능력(r=.321,

p<.01), 임파워먼트(r=.334 p<.01)로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임파워먼트는 발
관리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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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건강정보이해능력, 임파워먼트, 및 자가관리행위의 상관관계
(N=150)
건강정보이해능력

당뇨병
자가관리행위

임파워먼트

식이

.408**

.464**

신체활동

.285**

.391**

혈당모니터링

.195*

.128

.321**

.334**

발 관리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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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파워먼트의 매개작용

당뇨병교육 유무를 통제변수로 지정하고 연구 변수인 임파워먼트가 건강
정보이해능력과 자가관리행위 간의 매개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Andrew

Hayes의 PROCESS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그림1>을
보면, 건강정보이해능력이 임파워먼트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b=.68,

t=9.85, p<.001), 건강정보이해능력이 임파워먼트 변인의 44% 설명하고 있
다. b값이 양수이므로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는 높아짐
을 알 수 있다.
당뇨병교육 유무를 통제변수로 하고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임파워먼트를
동시에 종속변수인 식이에 대한 회귀모형에 포함한 경우, 당뇨병교육 유
무는 자가관리행위 하부척도인 식이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으며(b=.61,

t=1.85, p=.07),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식이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으며
(b=.39, t=1.45, p=.15), 임파워먼트는 식이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b=.92, t=3.62, p<.001).
임파워먼트가 종속변수인 당뇨병 식이에 대한 건강정보이해능력의 관계
에서 매개작용을 하는지 본 결과,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b=.62(Boot SE=.18), 95% Boot CI[0.27, 0.98]. 따라서 임파워먼트는 건강
정보이해능력과 식이 사이에서 완전매개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임파
워먼트가 건강정보이해능력의 자가관리행위 식이에 대한 총 효과에서 간
접적인 효과의 비율은 61%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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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식이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N=150)
임파워먼트

당뇨병 교육유무

식이

b

SE

t(p)

b

SE

t(p)

.10

.11

.88(.38)

.61

.33

1.85(.07)

.07

9.85(.001)

.39

.27

1.45(.15)

-

-

.92

.25

3.62(.001)

건강정보이해능력

.68

임파워먼트

-

R2=.44

R2=.26

F=56.71, p<.001

F=16.75, p<.001

b: unstandardized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당뇨병교육 유무: reference group 교육 안 받음 0, 교육 받음 1

임파워먼트

b= .68, p<.001

당뇨병교육 유무

b=.92, p<.001

b=.61 p=.07
건강정보이해능력

식이
직접효과 b=.39, p=.15

간접효과 b=.62, 95% CI[0.27, 0.98]
총 효과 b=1.01, p<.001

<그림 1>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식이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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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과 <그림 2>를 보면 건강정보이해능력이 임파워먼트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b=.68, t=9.85, p<.001), 건강정보이해능력이 임파워먼트 변인
의 44% 설명하고 있다. b값이 양수이므로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당뇨병교육 유무는 임파워먼트를 유
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b=.10, t=.88, p=.38).
당뇨병교육 유무를 통제변수로 하고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임파워먼트를
동시에 종속변수인 신체활동에 대한 회귀모형에 포함한 경우, 당뇨병교육
유무는 자가관리행위 하부척도인 신체활동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으며

(b=.45, t=1.25, p=.21), 건강정보이해능력도 신체활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으며(b=.12, t=0.04, p=.69), 임파워먼트는 신체활동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88, t=3.22, p<.001).
종속변수인 당뇨병 신체활동에 대한 건강정보이해능력의 관계에는 임파
워먼트를 통한 유의한 간접효과가 관찰되었으며 b=.59, Boot SE=.23, 95%
Boot CI[0.19, 1.05]이였다.

따라서 임파워먼트는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신

체활동 사이에서 완전매개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가 건강
정보이해능력의 자가관리행위 신체활동에 대한 총 효과에서 간접적인 효
과의 비율은 84%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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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신체활동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N=150)
임파워먼트

당뇨병 교육유무

신체활동

b

SE

t(p)

b

SE

t(p)

.10

.11

.88(.38)

.45

.36

1.25(.21)

.07

9.85(.001)

.12

.29

0.04(.69)

-

-

.88

.27

3.22(.001)

건강정보이해능력

.68

임파워먼트

-

R2=.44

R2=.15

F=56.71, p<.001

F=8.87, p<.001

b: unstandardized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당뇨병교육 유무: reference group 교육안받음0, 교육받음1

임파워먼트

b= .68, p<.001

당뇨병교육 유무

b=.88, p<.001

b=.45, p=.21

건강정보이해능력

신체활동
직접효과 b=.12, p=.69
간접효과 b=.59, 95% CI[0.19, 1.05]
총 효과 b=.71, p=.002

<그림 2>건강정보이해능력과 신체활동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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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과 <그림 3>를 보면 건강정보이해능력이 임파워먼트를 유의하게 예
측하였으며(b=.68, t=9.85, p<.001), 건강정보이해능력이 임파워먼트 변인의
44% 설명하고 있다. b값이 양수이므로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높을수록 임
파워먼트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당뇨병교육 유무는 임파원먼트를 유의
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b=.10, t=.88, p=.38).

<표 7> 건강정보이해능력과 혈당모니터링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
효과
(N=150)
임파워먼트

당뇨병 교육유무

혈당모니터링

b

SE

t(p)

b

SE

t(p)

.10

.11

.88(.38)

.87

.39

2.23(.03)

.07

9.85(.001)

.53

.32

1.67(.10)

-

-

-.18

.30

-.60(.55)

건강정보이해능력

.68

임파워먼트

-

R2=.44

R2=.07

F=56.71, p<.001
b: unstandardized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당뇨병교육 유무: reference group 교육안받음0, 교육받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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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71, p=.013

<표 8>와 <그림 3>를 보면 건강정보이해능력이 임파워먼트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b=.68, t=9.85, p<.001), 건강정보이해능력이 임파워먼트 변인
의 44% 설명하고 있다. b값이 양수이므로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당뇨병교육 유무는 임파워먼트를 유
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b=.10, t=.88, p=.38).
당뇨병교육 유무를 통제변수로 하고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임파워먼트를
동시에 종속변수인 발 관리에 대한 회귀모형에 포함한 경우, 당뇨병교육
유무는 자가관리행위 하부척도인 발 관리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으며

(b=.76, t=1.90, p=.06), 건강정보이해능력도 발 관리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으며(b=.41, t=1.23, p=.22), 임파워먼트는 발 관리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68, t=2.23, p=.03).
종속변수인 당뇨병 발 관리에 대한 건강정보이해능력의 관계에는 임파워
먼트를 통한 유의한 간접효과가 관찰되었으며 b=.46, Boot SE=.21, 95%
Boot CI[0.06, 0.87]이였다. 따라서 임파워먼트는 건강정보이해능력과 발
관리 사이에서 완전매개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가 건강정
보이해능력의 자가관리행위 발 관리에 대한 총 효과에서 간접적인 효과의
비율은 53%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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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건강정보이해능력과 발 관리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N=150)
임파워먼트

당뇨병 교육유무

발 관리

b

SE

t(p)

b

SE

t(p)

.10

.11

.88(.38)

.76

.40

1.90(.06)

.07

9.85(.001)

.41

.33

1.23(.22)

-

-

.68

.31

2.23(.03)

건강정보이해능력

.68

임파워먼트

-

R2=.44

R2=.16

F=56.71, p<.001

F=9.00, p<.001

b: unstandardized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당뇨병교육 유무: reference group 교육 안 받음 0, 교육 받음 1

임파워먼트

b= .68, p<.001

당뇨병교육 유무

b=.68, p=.03

b=.76, p=.06
건강정보이해능력

발 관리
직접효과 b=.41, p=.22
간접효과 b=.46, 95% CI[0.06, 0.87]
총 효과 b=.87, p=.001

<그림 3> 건강정보이해능력과 발 관리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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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제 2형 당뇨병 치료를 위해 보건
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이 자가관리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종속변수인 당뇨병 자가관리행위 하부척도 식이, 신체활동 그리
고 발 관리에 대한 건강정보이해능력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유의한 간
접효과가 관찰되었다. 즉 당뇨병 환자의 임파워먼트는 건강정보이해능력
과 식이, 신체활동, 그리고 발 관리 사이에서 완전매개작용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첫째,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임파워먼트과 당뇨병 자가관리행위의 하부척
도 상관관계 결과, 자가관리행위 하부척도 중 혈당모니터링과 임파워먼트
간에서만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나타났고 나머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자가관리행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제2형 당뇨병 환자의 HbA1c 수치와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Bailey et al, 2014). 이는 당뇨
병 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이 자가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짐
작할 수 있다. 당뇨병 자가관리행위는 습관적 행동에 속하는데, 임파워먼
트는 자가 인지 선택, 자기효능감 인식 그리고 건강행위의 자가 사정 결
과와 같은 요소들을 겨냥하여 습관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훨씬 적합하다
(Eyüboğlu &

Schulz, 2016). 낮은 수준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은 건강에 해

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하므로 의료 제공자, 연구자 및 환자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Institute of Medicine 2004: Paasche-Orlow & Wolf
2007: Berkman et al. 2010: Bailey et al 2014, Zhang et al. 2014). 임파워
먼트식 접근방식은 환자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삶을 통제하도록 돕는 과

- 35 -

정이며 또한 환자가 실제로 당뇨병 자가관리행위에 대해 자율적이고 정보
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한다(Anderson et al, 2010). 의료 제공자가
환자에게 힘을 전달하고 환자가 문제를 인식하게하며 환자가 스스로 결정
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임파워먼트 인식은 건강정보해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임파워먼트 인식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자기 효능감, 자가관
리행위 및 혈당 조절을 개선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Chen et al, 2015).
임파워먼트 인식과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상대적으로 자기 효능감과 자가
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쳤고, 중요하게 직접적으로 건강정보이해능력에서부
터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에서 자가관리행위, 그리고 자가관리행위에
서 HbA1c 수준에 이르기까지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대한 임파워먼트 인식
으로부터 결정되었다(Lee et al, 2016).
둘째, 당뇨병교육 유무를 통제변수로 하고 당뇨병 자가관리행위 하부척
도 식이, 신체활동 및 발 관리와 건강정보이해능력의 관계에서 임파워먼
트의 유의한 간접효과가 관찰되어 임파워먼트는 완전매개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임파워먼트 인식은 또한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를 통해 자가관리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Lee et al, 2016)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다른 선행연
구에서도 임파워먼트된 사람은 긍정적인 행동, 신체 및 정신, 사회적 결
과를 포함하여 좋은 건강 결과가 예상되고(Chen et al., 2013),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당뇨병환자의 집단에 적용되었다(Chen et al, 2015). 다른 연
구에서 당뇨병전기를 가진 그룹에게 임파워먼트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 그룹은 개입을 완료한 후 3 개월 만에 건강 증진 라이프 스타
일, 혈당, BMI 및 자기 효능감 측면에서 통제 그룹보다 유의하게 향상되
었다(Chen et al, 2017).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한국의 고혈압을 가진 시
골 고령자의 자기효능감과 자가관리행위의 증가를 가져오는 유의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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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서(Shin et al, 2016) 본 연구 결과를 지지했다.
셋째, 임파워먼트와 자가관리행위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서 자가관리행위 혈당모니터링에 관한 매개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은 이유로는 여러가지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자가관리는 만성질환을 가진 개인이 자
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전문가의 권고에 따르는 행동을 의미하
는데(Coulter & Ellins, 2009), 혈당 모니터링의 횟수를 정하는 것은 자가혈
당모니터링의 빈도와 타이밍은 환자의 특정한 요구와 목표에 따라 결정되
어야 한다.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자가혈당모니터링 최적 횟수와 시기
는 불확실하다(ADA, 2010).

자가혈당측정 횟수는 처방된 약제, 당뇨병 유

형, 환자의 혈당조절에 대한 적극성 및 당뇨병에 대한 지식습득 정도에 따
라 달라 지게 된다(Norris et al, 2001; Francios et al, 2001). 이전의 자
가 혈당모니터링 횟수에 대한 연구에서는 경구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공복, 식전과 식후 시간을 다르게 하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측정하도록 했으며(Owens et al, 2004), 모든 당뇨병환자들
은 매일 최소 1회 이상 자가혈당 측정을 해야 한다(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
2015). 자가 혈당모니터링 측정시간, 측정 횟수 등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
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에서 한 달 수입으로는 200만원 미만이 109명
(72.7%)으로 대부분을 저소득으로 나타났다. (사)한국당뇨협회는 2011년 6
월 당뇨병환자 727명(남 544명, 여 183명)을 대상으로 자가혈당 측정과 관
련한 설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58.7%(426
명)가 자가혈당측정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혈당측정을 소
홀히 한 이유로는 ‘자주 혈당체크 하는 것이 귀찮아서’라는 답변이
27.8%(291명)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이 22.3%(234명)로 뒤를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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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밖에 ‘측정시간을 잊는 경우가 많아서’ 11.7%(122명), ‘채혈, 통
증이 무섭다’ 5.8%(61명) 등의 이유가 있었다. 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한
2007년 당뇨병학회 기초통계 Task Force Team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과 당뇨병의 관리 실태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있다.
당뇨병 교육을 받은 경우 혈당모니터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2.79, p=.006). 자가혈당 측정을 통해 당뇨병환자의 생활습관을 변화시
키고 스스로 자가관리를 통해 혈당조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는 당뇨교
육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심강희 & 황문숙,
2013). 저소득층 노령의 당뇨병환자들에게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1
년간의 생활습관 중재는 자가 관리 능력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
다. 또한 혈당관리가 좋지 않았던 환자군에서는 중재 전후 공복혈당이 의
미 있게 감소하고 당화혈색소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최경애 등,
2008). 당뇨병을 포함하여 만성질환 관리의 문제는 이미 외국에서도 중요
한 이슈로 치료중심의 의료체계만으로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론이다(Wagner 1998; Landon et al 2012). 자가혈당측정 결과에 대
한 주기적인 피드백이 혈당조절에 효과적이고 이러한 피드백을 통한 집중
관리는 환자가 자신의 혈당을 인식함으로써 행동을 수정하도록 하고 치료
법을 지킴으로 인해 혈당조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김보형 등,
2015). 자가혈당측정은 저혈당을 방지하거나 임상영양요법, 운동요법, 약
물치료의 정도를 조절하는 지표로서 사용되는 유용한 방법이다. 당뇨교육
자는 당뇨병 환자에게 자가혈당측정 및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과 이에 따
른 적절한 조치방법을 교육해야 하며 환자 스스로가 치료에 따른 혈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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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정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07).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추후 지속적이고 연속선상
에서 당뇨병 교육이이우어지면 자가 혈당 모니터링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
된다.
이 밖에 다른 이유를 유추에 보자면 선행연구에서 자가관리행위는 심혈
관 합병증 위험지수와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자가혈당 측
정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하정미 등, 2007). 당뇨병 관
련 건강정보이해능력 지수는 당뇨병자가관리 (R2=0.231)의 자체 등급 평가
와 유의미하고 긍정적으로 연관되어있었다. 그러나 HbA1c 수치 또는 매
주 권장하는 자가관리행위의 평균 일 수와는 독립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Yamashita & Kart, 2011).
넷째.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대상자가 132명(88%)로 당뇨병 고령환
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조사
전수부문’결과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약 5106만 명(외국인포함)으로 발
표했다. 이는 2010년 대비 2.7%(136만 명)증가한 수치다(통계청 2015). 노
인의 경우 당뇨병 자가관리행위는 쉽지 않다. 노인의 당뇨병은 노화에 따
른 생리 변화가 부적절한 혈당반응을 촉진시켜 합병증 발생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게다가 노인은 노화로 인한 기능 변화
와 노년기에 당면하는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문제로 자가관리행위 능

력이 제한되기 쉽고, 이로 인해 당뇨병 노인은 자가관리행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알려져 있다(유형준, 2003). 당뇨병환자

는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계 합병증의 발생 위험율이 2-3배 이상 높으며,
동맥경화증은 당뇨병의 미세혈관 및 대혈관 합병증의 근간을 이루는 병태
생리로 특히 당뇨병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인 심혈관 합병증을 일으키
는 중요한 병인 중의 하나이다(Robert et al, 2002; Joshua, 2002).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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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질병 이환기간이 길고 혈당조절이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 합병증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있다(Jeon & Kim, 2015).
당뇨병환자의 심혈관 합병증 위험요소에는 나이(이병완 등, 2002) 월수입
과 교육수준(Choiniere et al, 2000), 식이, 신체활동, 흡연, 자가관리행위,
자가혈당측정, 자기효능감(Walcott-McQuigg, 2000) 등이 포함된다. 당뇨병
으로 인해 초래되는 다양한 합병증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의 직·간접적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의 꾸준한 관리와 예방 캠페인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Jacobson, 1986). 임파워먼트를 바탕으로 건강정보
이해능력을 높일 수 있는 노인이 보다 접근성이 좋은 지역사회의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의 기관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사회기관이 만성질환 환자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처가 될 수 있음을 제
시한 바가 있다(van Dam et al, 2005).
마지막으로 건강정보이해능력 측정도구(HLS-K)로 측정한 본 연구의 당뇨
병 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과 동일 측정도구로 이용한 선행연구 결
과를 비교해보면 당뇨병 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측정하는 자가관리형
도구 13개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6개(44%)가 당뇨병 특이형 도구였다. 건
강정보이해능력의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는 도구로는 건강정보이해능
력

척도(Health

Literacy

Scale)

및

건강정보이해능력

설문지(Health

Literacy Questionnaire)였다. 이 결과를 통해, 건강정보이해능력척도는 당
뇨병 환자의 실제 및 연구에 가장 적합한 도구일 수 있다(Lee et al,
2017).
본 연구의 제한점은 3개의 보건소를 방문하는 당뇨병 환자를 임의표본
추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전체 당뇨병 환자에게 확대 적용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자가관리행위의 측정도구인
SDSCA-K

4개의

하부척도

중

신체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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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관리의

신뢰도

계수가

Cronbach's

0.69와 0.63으로 0.7에 못 미쳐 도구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

되지 않은 점이다. 향후 당뇨병환자에 대한 자가관리행위 측정도구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더 다양한 매개변수와 예측변수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가관리행위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과 자율성을 포함하는 치료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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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당뇨병은 현대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으로 세계 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전 세계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뇨병 인지율과 치료율은 증가하였으나
조절률은 개선되지 못하는 현실로 자가관리행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
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조직의 핵심적 역할
을 담당해오며 지역사회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보
건의료법의 개정과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에는 관리대상이 중산층 주
민들에 이르기까지 확대 강화시켜가고 있는 추세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만
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000년 보건소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
건소를 이용하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자가관리행
위의 관계에 대해 알아봄과 동시에 임파워먼트가 자가관리행위에 매개변
수로 얼마나 간접효과를 주는 지 밝히고자 시도되었다.

1) 당뇨병 자가관리행위 하부척도 발 관리의 관련 요인은 당뇨병으로 인
한 입원경험 유무와 당뇨병 교육 유무, 치료방법유무였다. 입원한 적이
있는 그룹, 당뇨병 교육받은 그룹, 인슐린주사를 사용하는 그룹이 보다
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2) 건강정보이해능력은 당뇨병 자가관리행위의 하부척도 식이, 신체활동,
혈당 모니터링 그리고 발 관리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3) 임파워먼트는 당뇨병 자가관리행위 하부척도 식이, 신체활동 그리고
발 관리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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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뇨병 교육 유무를 통제변수를 한 임파워먼트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당뇨병 자가관리행위 하부척도 식이, 신체활동, 발 관리에서 완전매개
작용을 하였다. 임파워먼트가 당뇨병 자가관리행위 신체활동(84%), 식이
(61%) 그리고 발 관리(53%) 순으로 총 효과에서 간접효과 비율을 차지
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자가관리행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가
매개작용을 하는지 규명해 보았다. 이는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임파워
먼트가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자가관리행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현재 당뇨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사회적 관심과 본인
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행위에 기초가 되는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임파워먼트를 기반으로 하는 연
구가 시행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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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무조사 도구

당뇨병 환자의 Health Literacy와 자가관리행위의 관계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수로 조사

기관명
대상자 정보

배정번호

설문일

2016년

월

일

담당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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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 사항

아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알맞은 번호를 골라 √표시 해주십시오.

1

귀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______세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무학

3

② 초둥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이상

귀하의 결혼 상태는 무엇입니까?
4

① 기혼 또는 동거 ② 미혼 ③ 사별/이혼/별거
④ 기타 __________

귀하 가정의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 입니까?
5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

6

7

귀하는 당뇨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회

② 없음

귀하는 당뇨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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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강정보 이해능력 (일부만 제시하였음)
의료기관에서 받은 설명서 및 소책자 등을 읽었을 때,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
은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알맞은 번호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십시오.
▶ 기능적 건강정보 이해능력

1

글자가 작아 읽기 어려웠다
(안경을 쓴 상태에서도)

2

모르는 글자나 말들이 있었다

3

내용이 어려웠다.

4

읽고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5

읽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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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거의

가끔

자주

없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

Ⅲ. 당뇨병 자가관리
귀하는 지난 7일 동안 아래 같은 당뇨병 자가관리를 며칠이나 하셨는지, 해당 되는 날짜
수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십시오.

날짜 수
1

2

3

4

5

지난 7일 동안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했던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당뇨식단을 지켰던 날은 지난 1달 동안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며칠이나 됩니까?
지난 7일 동안 과일이나 채소반찬을 5가지
이상 섭취했던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지난 7일 동안 지방이 많은 음식(육류, 튀김,
크림 등)을 먹었던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지난 7일 동안 적어도 30분 이상 계속되는
육체적 활동을 했던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지난 7일 동안 마음먹고 운동(수영, 걷기,
6

자전거타기 등)을 했던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7

8
9
10

지난 7일 동안 혈당 검사를 했던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지난 7일 동안 의사가 권유한 횟수만큼
혈당검사를 했던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지난 7일 동안 발을 관찰했던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지난 7일 동안 신발 안쪽을 확인했던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없다 0
11

지난 7일 동안 담배를 한 개비(한 모금)이
라도 피우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 1

있다면, 하루에 평균 몇 개비를
피우셨습니까?
______ 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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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당뇨병 임파워먼트
아래 질문에 대해 어느 정도인지 알맞은 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십시오.

매우
그렇
다
1
2
3
4
5
6

나는 내 당뇨병관리에서 어떤
부분들이 만족스러운지 알고 있다.
나는 내 당뇨병 관리에 어떤
부분들이 불만족스러운지 알고 있다
나는 내 당뇨병 관리에서 기꺼이
바꿔야 할 것들을 알고 있다.
나는 내 당뇨병 관리에서 변경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고 있다.
나는 실현 가능한 당뇨병관리 목표를
정할 수 있다.
나는 당뇨병 관리 목표 중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안다
나의 어떤 면이 당뇨병관리 목표를

7

달성하는데 방해 또는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다.
나는 당뇨병관리 목표를 달성하는데

8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9
10
11

나는 당뇨병관리 목표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당뇨병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나는 어떤 것들이 당뇨병관리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당뇨병관리 목표 달성에 방해가

12 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나는 당뇨병관리 목표 달성에 방해가
13 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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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
다

그렇
보통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매우
그렇다
나는 당뇨병관리 목표 달성에
14

15
16
17

방해가 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나는 당뇨병에 걸린 심정을 얘기할
수 있다.
나는 당뇨병을 관리하는 심정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
나는 당뇨병이 내 생활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당뇨병 때문에 생긴

18 스트레스를 푸는 긍정적인 방법을
안다.
나는 당뇨병 때문에 생긴
19 스트레스를 푸는 부정적인 방법을

20

21

22
23
24
25

안다.
나는 당뇨병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다.
나는 어디에서 당뇨병 관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나는 당뇨병 관리가 필요할 때,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당뇨병 관리는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당뇨병관리를 계속 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안다.
나는 당뇨병관리를 위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나는 나에게 맞는 자가관리 방법을

26 선택할 정도로 당뇨병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내 자신은 나한테 적합한
27 당뇨병관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당뇨병 관리방법에 대해
28 변경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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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Ⅴ. 의학적 특성(연구자 작성)

아래의 의학적 특성은 연구자가 귀하의 진료카드를 보고 작성할 것입니다.

1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몇 년

_______년

현재 하고 있는 당뇨병 치료방법
2

① 경구용 혈당강하제 복용
② 인슐린 주사
③ 경구용 혈당강하제와 인슐린 주사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3

4

① 없음

② 신경병증

③ 망막변증

④ 신장병증

⑤ 관상동맥질환

⑥ 뇌혈관질환

⑦ 족부병변

⑧ 기타

당화혈색소(HbA1c) 수치 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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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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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구 사용 승인
1) 당뇨병 임파워먼트 측정도구(DE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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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뇨병 건강정보이해능력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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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s of Health Literacy to Self-Management Activities
in Patients with Diabetes: Empowerment as a Mediator.

Kyung Suk Shi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Eun-Hyun Lee, R.N.,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on effect of
empowerment

on

the

association

self-management activities

between

health

literacy

and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 total of

150 participants diagnosed with type-2 diabetes were recruited from 3
community health centers in Gyeong-gi privince. Participants were at
least

19

years

and

older,

and

were

given

questionnaires

for

sociodemographic and medical characteristics, HLS for Health Literacy,
Self-Management Activities for SDSCA Korean version, and DES-28 for
Empowerment.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IBM SPSS version 21.0.
The mediation effect
self-management

of empowerment between health literacy and

activities

was

analyzed,

controlling

for

diabetes

education, using Andrew Hayes' PROCESS.
Controlling for the presence of diabetes education, it was found that
empowerment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of health literacy

to of diet, physical activity, and foot care .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empowerment and health literacy
promote program’ and its implementation for diabetic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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