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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을 동반한 정신질환자의 당뇨병 관리 관련 요인:
당뇨 지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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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Related to Diabetes Management in Mentally Ill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Focusing on
Diabetes Knowledge
Jungmin Joo1,2, Ae Jin Goo1,*
1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Division of Health Promotion,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2Division of Public Health Medical Serv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Diabetes is a chronic disease that cause premature death worldwide. The rate of testing for diabetes among mentally ill patients is 1.5
times that of the general population, and intervention in diabetes care is needed for patient with severe mental illness and diabete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cross-sectional surveys distributed to patient with severe mental illness (n=54) among those who visited and
were hospitalized at the National Mental Health Center.
Results: According to the assessment of the knowledge level of diabetes in patient with severe mental illness accompanied by type 2 diabetes, the
correct answer rate was lower than that in the general population. Education and income affected the level of diabetes knowledge, and as diabetes
knowledge level increased, blood sugar level were observed to decrease. The linear regression model showed that self-efficacy and education level
were found to be predictors of diabetes knowledge, and diabetes knowledge level were predictors of fasting blood sugar level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higher education level and self-efficacy of the patient with severe mental illness and diabetes
increased the diabetes knowledge and affecting glycemic control.
Keywords: Diabetes Mellitus; Mental Disorders; Multimorbidity; Knowledge; Glycemic Control

서론

수는 8,807명이었다. 당뇨병 유병률의 경우 30세 이상 성인 인구에서
2016년 기준 13.7%였으며, 2013−2015년 동안 감소세였으나 2016년 급

당뇨병은 인슐린 작용의 부족에 의한 만성 고혈당 상태를 특징으

격히 증가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Yoon 등1)은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로 하는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2014년 기

에서 당뇨병 조기사망으로 손실된 년수(years of life lost due to prema-

준 422백만 명이며, 성인 인구의 유병률은 8.5%라고 보고하였다. 2012

ture mortality, YLLs)는 236일이며 이는 우리나라 주요사망원인 질병

년 당뇨병 사망자 수는 1.5백만 명, 당뇨병으로 인한 심혈관질환 사

중 6번째로 높고, 당뇨병으로 인한 장애생존년수(years lived with a

망자수는 2.2백만 명이었으며 사망자 중 43%는 70세 이하였다. 우리

disability, YLDs)는 3,470일로 우리나라 주요사망원인 질병 중 가장

나라 당뇨병 사망률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9.2명 총 사망자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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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의 치료와 관리에는 꾸준한 복약과 정기적인 합병증 검진

계, 당뇨병 스트레스를 확인하였다. 정신과적 증상 및 진단명, 사회인

등 환자의 질병 수용과 치료 순응이 필수적이며 환자 개인 수준에서

구학적 특성은 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조사에 활용한 도

생활습관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충분한 지식은 당뇨환자의 자가

구는 다음과 같다.

2)

관리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환자들은 지식이나 정보 수준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3) 한편

1) 당뇨병 지식(diabetes knowledge) 측정 도구

두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는 상태인 ‘복합만성질환(multi-

국내연구자들이 개발한 당뇨병 지식 측정 도구(Lee 등7), Kim 등8)

morbidity)’4)에서 당뇨는 관리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

과 Shim 등9)) 중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 적절한 검사시

다.5) 특히 중증정신질환과 당뇨병이 동반이환된 환자군은 인지적 기

간(10분 이내)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Shim 등9)이 개발한 도구의 일반

능의 저하, 정보의 습득 경로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뿐만 아니라

문항편을 사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일반 지식 6문항, 치료 목표 1문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동시에 관리하는 기술 활용에 취약할 수 있다.

항, 식사 3문항, 저혈당 3문항, 합병증 7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실제로 당뇨병은 정신장애인의 10대 사망원인으로, 당뇨병 조사망

있으며 Cronbach’s α값은 0.841이었다.

률은 인구 10만 명당 52.4명이며 일반인구집단(28.9명)의 1.5배 수준
이다. 본 연구는 기 개발된 당뇨지식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증정신질환-제2형 당뇨병 동반 이환환자의 당뇨지식 수준을 확
인하고 질병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 한다.

2) 당뇨병 관리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측정 도구

당뇨병 관리 자기효능감은 Cox10)의 상호작용 모델을 기반으로 내
적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를 Choi11)가 수정 보완한 버전
을 사용하였다. 10점 척도로 당뇨식이 3문항, 운동과 체중조절 3문
항, 자가혈당검사 2문항, 투약 2문항, 일반적 관리 7문항, 총 17문항으

방법

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값은 0.93이었다.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증정신질환-당뇨병 동반질환 이환자의 당뇨지식 수

3) 의료진과 대상자간 관계의 질(physician-patient rapport) 평가

준을 확인하고 당뇨병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한 단일

의료진과 대상자간 관계의 질은 Cox10)의 상호작용 모델에 기반하

집단 단면조사연구(cross-sectional study)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

여 Bear와 Bowers12)이 만족도 평가 도구(Client Satisfaction Tool)형태

윤리심의위원회 승인하에 수행되었다(승인번호: 116271-2018-20).

로 개발한 문항을 Choi11)가 번역, 수정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5점 척
도로 정서적 지지 2문항, 의사결정 통제 1문항, 건강정보 1문항, 전문
적/기술적 능력 2문항, 의료진과의 관계 만족도 1문항, 총 7문항으로

2. 연구 대상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값은 0.96이었다.

학과 외래, 입원 환자 중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통계분류
(ICD) 진단코드 E11에 해당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

4) 당뇨병 관련 스트레스(diabetes distress) 측정 도구

다. ‘중증정신질환’은 미국국립정신보건원 기준 을 참고하여 비기질

당뇨병 관련 스트레스는 Polonsky 등13)이 개발한 당뇨병 관련 스

성 정신병이 있고, 기능면에서 사회적 기능이나 직업활동에서 중등

트레스 척도(Diabetes Distress Scale)를 Choi11)가 제2형 당뇨병 환자용

도의 장애가 있으며, 이환기간면에서 과거 입원을 필요로 했거나 정

으로 번역, 수정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심리적 부담감 5

신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례로 본 연구에서는 조현

문항, 의료진 관련 스트레스 4문항, 치료 관련 스트레스 5문항, 대인

병 스펙트럼, 양극성장애, 주요우울장애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중

관계 스트레스 3문항,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증정신질환의 조작적 정의와 당뇨병 진단 조건을 충족한 환자 중 만

값은 0.87이었다.

6)

20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으로 의사소통과 설문지 독해가 가능한 자
중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는 54명이었다.

5) 임상 지표 측정

연구 참여일에 손가락 간이혈당검사(Fingerstick Blood Glucose
Test)를 시행하였고, 1년 이내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 HbA1c) 검

3. 자료 수집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행동, 당뇨 지식, 자기효능감, 의료진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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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과가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Nycocard HbA1c (Nycocard; Abbott,
Chicago, IL, USA)를 이용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시행하였다. 신장,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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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계측은 InBody (InBody, Cheonan, Korea)를 이용하였다. 허리둘레

였다. 평균 정신질환 이환기간은 22.09±9.34년, 정신과 약물 복약기

는 훈련된 간호사에 의해, 혈압은 자동전자혈압계(FT-500R; Jawon

간은 20.88±9.80년이었다. 당뇨병 평균 유병기간은 8.91±6.64년이었으

Medical,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며, 당뇨병 약물을 복약하는 비율은 94.4%, 인슐린주사를 사용하는
비율은 7.4%였다(Table 2).

4. 통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여 연속형 변수로 측정된 당뇨병 지식, 당

2. 당뇨병 지식 측정 결과

뇨병 관리 자기효능감, 의료진과 대상자간 관계의 질, 당뇨병 관련 스

지식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자들의 당뇨병 지식을 평가한 결

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하위 집단별 평균 차이의

과(Table 3) 최고점은 19점, 최저점은 1점이었으며 평균정답률(%)은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ano-

47.68±20.01이었다. 단일집단 단면 연구의 특성상 결과의 수준을 확

va)을 사용하여 근사 유의확률을 확인하였다. 당뇨지식 수준과 혈

인할 수 없어 원저자가 보고한 일반인구집단의 정답률을 참조기준

당 결과를 예측하는 회귀 방정식의 작성을 위해 선형회귀분석(lin-

으로 비교했을 때 일반인구집단의 평균정답률(60.9±12.6%)에 비해

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도하였으며, 단계적 변수 선택법(stepwise

본 연구 대상자들의 정답률이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selection)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IBM SPSS version 23.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value<0.05로 정의

3. 하위 집단 간 당뇨병 관련 설문 결과 비교

당뇨병 지식 수준의 평균 점수는 9.54±4.00점, 당뇨병 관리 자기효

하였다.

결과

Table 2.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Severe mental illness

Data

Diagnosis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2.24세였으며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
은 18.5%였다. 남성 환자가 51.6%로 남녀 비율 분포는 비교적 차이가
없었다. 대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비율은 24.1%였고, 가구소득 월 200
만원 미만(72.2%), 무직(79.6%) 비율이 높았다(Table 1). 중증정신질환
진단별 구성비는 조현병 68.5%, 양극성장애 22.2%, 중증우울증 5.6%

Schizophrenia

68.5

Bipolar disorder

22.2

Severe depression

5.6

Duration of illness (y)

22.09±9.34

Duration of medication (y)

20.88±9.80

Type 2 diabetes mellitus
Duration of illness (y)

8.91±6.64

Treatment
Oral hypoglycemic agent

Characteristic
Age (y)

Data
2.24±10.92

>20, ≤39

9.3

>40, ≤49

29.6

>50, ≤59

42.6

≥60
Sex, male

Insulin injection

64.8

Diabetes family history

48.1

Diabetes education experiance

53.7

Values are presented as percentage or mean±standard deviation.

518.5
51.9

Table 3. Item-specific analysis of knowledge-level measurement tools

24.1

Measurement tool

Income (monthly)
% of below 2,000$

72.2

Job
% of none

79.6

Marital status
Married

24.1

Living status
Living with parents

31.5

Living with spouse

11.1

Living alone

29.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percentage.

Korean J Fam Pract. 2019;9(4):359-365

7.4

Comorbidity

Education
≥College educated

94.4

Treatment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otal (20 items)

Average
Highest Number Lowest Number correct rates
(%)
19

1

1

47.68±20.01

Knowledge (6 items)

6

2

1

6

40.43±25.41

Therapeutic goal
(1 item)

1

30

24

0.56±0.50

Diet (3 items)

3

9

8

47.53±31.45

Hypoglycemia
(3 items)

3

5

16

41.35±32.97

Diabetes complication
(7 items)

6

13

2

55.55±25.38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nly or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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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bgroup analysis for diabetes knowledge, self-efficacy, physician-patients rapport, diabetes stress
Social demographic factor

Diabetes knowledge

Self-efficacy

Physician-patients rapport

Diabetes stress

Age
>20, ≤39

9.80±4.27

4.51±0.72

3.74±0.88

2.86±0.77

>40, ≤49

8.31±3.84

4.33±1.46

4.03±0.81

2.75±0.72

>50, ≤59

10.74±4.67

4.84±1.84

4.26±0.60

2.53±0.75

8.60±0.97

5.01±1.49

4.07±0.59

3.06±0.73

0.185

0.810

0.502

0.189

≥60
P-value
Sex

10.14±4.38

5.05±1.67

4.15±0.74

2.41±0.65

Female

Male

8.88±3.53

4.30±1.40

4.06±0.64

3.06±0.67

P-value

0.154

0.091

0.492

0.002

Education
8.53±3.31

4.68±1.60

4.09±0.72

2.73±0.69

College

Below College

12.69±4.46

4.71±1.56

4.15±0.59

2.71±0.88

P-value

0.005

0.701

0.951

0.648

Economic status
≤199

8.66±3.35

4.62±1.66

4.13±0.71

2.72±0.76

≥200

11.80±4.75

4.88±1.36

4.04±0.66

2.72±0.67

P-value
Total

0.055

0.445

0.641

0.969

9.54±4.00

4.69±1.58

4.11±0.69

2.72±0.73

Table 5. Health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level of diabetes
knowledge
Health management behavior

Low group

High group

P-value

Table 6. Analysis of clinical findings according to level of diabetes
knowledge
Clinical finding

Low group

High group

P-value
0.801

Smoking cessation (%)

57.2

56.0

1.000

Waight (kg)

73.60±14.07

75.65±15.72

Drinking cessation (%)

69.0

68.0

1.000

Waist (cm)

98.64±10.91

94.10±10.89

0.105

Regular diet (%)

81.0

75.0

0.508

Body mass index (kg/m2)

27.72±4.60

27.60±4.40

0.979

Diet control (%)

57.1

32.0

0.098

Blood pressure (systolic)

123.17±19.70

127.00±14.57

0.304

Physical activity(moderate degree,
3 more times a wk) (%)

39.2

44.0

0.785

Blood pressure (diastolic)

75.24±12.02

77.67±10.98

0.381

178.32±102.12

150.43±57.29

0.592

Diabetes medication (%)

96.4

0.999

Fasting blood sugar level
(mg/dL)
Hemoglobin A1c (mg/dL)

7.19±1.64

6.95±0.78

0.550

96.0

능감은 4.69±1.58점, 의료진과 대상자간 관계의 질 평균 점수는

5. 당뇨병 지식 수준별 임상 지표 비교

4.11±0.69점, 당뇨병 관련 스트레스 정도는 2.72±0.73점이었다(Table

당뇨병 지식 수준이 낮은 군과 높은 군에서 당뇨병 임상 지표를 비

4). 당뇨병 지식 수준은 대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대상자 집단에서

교한 결과 허리둘레에서는 지식 수준 낮은 군의 평균이 더 높았으나

유의하게 높았다(P=0.005). 당뇨병 관련 스트레스는 여성이 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6). 공복혈당은 지식 수준 낮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2). 자기효능감이나 의료진과

은 군에서 178.32±102.12 mg/dL로 지식 수준 높은 군 150.43±57.29 mg/dL

대상자간 관계의 질은 하위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그 외 사회인구

에 비해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학적 요인, 중증정신질환 유형, 당뇨병 유병기간에 따른 차이는 없는

이는 없었고 두 군 모두에서 정상 범위를 초과하였다. 당화혈색소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식 수준 낮은 군에서 7.19±1.64 mg/dL로 당화혈색소 조절 목표인 7
mg/dL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지식 수준 높은 군의 평균값

4. 당뇨병 지식 수준에 따른 건강 추구 행태 비교

6.95±0.78 mg/dL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당뇨병 지식 수준의 평균 점수의 동일수준 백분율을 기준으로 구
간 최적화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지식 수준이 낮은 군(9점 이하,

6. 당뇨병 지식 수준과 당뇨병 상태에 대한 예측 모형

n=29)과 높은 군(10점 이상, n=25)으로 구분하였다(Table 5). 금연, 금

당뇨 지식 수준을 예측하기 위해 당뇨지식점수를 종속변수로 하

주 실천, 규칙적인 식사, 식단 조절 행동, 신체활동, 당뇨병 약물 복용

여 선형회귀모형을 작성하였다. 분석 이전 Shapiro-Wilk 검정을 통해

을 비교했을 때, 지식 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였다(P=0.166) (Tables 7, 8). 당뇨병 관리 자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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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regression model
R

R2

18.655 (0.000)

0.432

0.409

7.151 (0.013)

0.216

0.186

Model
DM Knowledge
FBS

F

DM, diabetes mellitus; FBS, fasting blood sugar.

능감, 의료진과 대상자간 관계의 질, 당뇨병 관련 스트레스를 투입하
고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질병특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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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gression analysis of diabetes level and diabetes management results
Regression coefficient

Factor

B

β

t

P-value

VIF

Constant

2.733

1.968

0.055

Self-efficacy

1.250

0.482

4.481

<0.001

1.000

Collage
educated

4.058

0.437

4.055

<0.001

1.000

4.991

<0.001

-0.464

-2.674

0.013

Constant

375.502

Knowledge

-87.878

1.000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모형(F=18.655, P<0.001, Durbin-Watson=2.035)에서 자기효능감
(P<0.001)과 교육수준(P<0.001)의 예측력이 확인되었다. 모형의 설명
력은 40.9%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은 결과는 정신과 약물의 약동학적 기전에 대한 알코올의 영향을 인

당뇨병 관리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당뇨병 지표 중 공복혈당(Fast-

식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자가관리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ing Blood Sugar, FVS)를 종속변수로 선형회귀모형을 작성하였다. 해

당뇨병 건강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단조절과 신체활동 실

당변수는 임상 지표의 특성상 평균과 극단적 결과값 사이에 분포가

천율은 당뇨 지식 수준별 차이가 없어 다른 장애요인을 배제할 수

균일하지 않아 Shapiro-Wilk 검정을 통해 정규성 분포가 확인되지

없다. Park 등16)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들 대부분은 식이 및 운동의 중

않았지만(P<0.000) P-P도표에서 비교적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는 양

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천이 어렵다 느끼고 있으며, 지식이나 태도가

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변수는 당뇨지식모형에서 투입한 변수에 당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편 신체 기능의 전반적인 저하가 만성

뇨병 지식 수준, 가족력, 복합만성질환 이환여부, 당뇨병 유병기간을

질환 환자의 지식이 자가 관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분석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최종모형(F=7.151, P<0.216, Durbin-Wat-

도 있다.17)

son=1.311)에서 당뇨 지식 수준(P<0.013)의 예측력이 확인되었다. 모
형의 설명력은 18.6% 수준이었다.

자기효능감과 자가 관리 간의 관계 역시 선행연구18)에서 보고되었
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으며
단독 변수로 자가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고찰

이는 자기효능감이 사회의 가치 체계에 대한 인지, 사회적으로 긍정
적 가치가 부여되는 행동에 대한 모델링과 간접경험을 통해 형성되

본 연구는 자가관리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제2형당뇨병 동반 이

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건강 상태 특히 질병에 대한 신체적 반응과

환 환자의 당뇨 지식 수준을 확인하고 당뇨 지식이 질병관리에 미치

그것을 해석하는 신념은 자기 효능감 형성에 관여하는 기본요인으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대상자들의 당뇨 지

로 알려져 있다.19) 중증정신질환자들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신체 증

식 수준은 평균 정답률 47.68%±20.01%로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낮은

상을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감

14)

수준이었다.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이 높은 교육수준과 소득을 가진

각이나, 자신의 선택이 삶을 결정한다고 믿는 신념이 부족할 수밖에

집단에서 당뇨 지식 수준이 높았으나 자기효능감, 의료진과 관계의

없다. 다른 한편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자아상을 인식하는데 있어 이

질에는 교육수준과 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당위적 자아 간의 불일치로부터 불안감을

당뇨 지식과 자가 관리 간의 관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
15)

느끼는 수준이 일반인구와 다르고, 이것이 동기 유발이나 행동 에너

있지만 본연구의 대상자군에서는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단, 당

지 사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거나20) 건강 행동 동기 형성에 결정

뇨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비율은 각 군에서 96.0% 이상으로 기존에

적 역할을 하는 심리적 욕구의 만족(need satisfaction) 수준의 영향도

보고된 일반 국민의 치료율(63.3%)에 비해 높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

배제할 수 없다.21)

들은 오랜 중증정신질환 이환기간(평균 22.09±9.34년) 동안 꾸준히

당뇨 지식이 실제 임상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행동 변화

항정신병 약물치료(평균 20.88±9.80년)를 받아 치료적 중재에 익숙

(자가관리 실천)로 이어져야 한다.2) 그러나 진행성 질환인 당뇨병의

한 특징이 있다. 또 의료진과 대상자간 관계의 질 점수 평균이 높은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지식과 자가관리는 당화혈색소의

점으로 미루어 의료진과의 라포가 강하고 치료 수용도가 높은 것으

상승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영향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22) 본 연구

로 당뇨약물 복용률이 높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금주 실천율이 높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당뇨 지식 수준 높은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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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수준이 높았지만 당뇨 지식과 자

결과: 교육수준, 소득이 당뇨 지식 수준에 영향을 미쳤으며, 당뇨 지

가관리 행동의 차이가 당뇨병 임상 지표의 유의한 차이로 이어지지

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복혈당은 낮아지는 경향성을 관찰하였다.

않은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선형 회귀 모형 작성 결과 자기효능감과 교육수준은 당뇨 지식 수준

당뇨 지식 수준을 예측하기 위한 선형모형에서 자기효능감, 대학

을, 당뇨 지식 수준은 공복혈당을 예측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교 교육 이상의 교육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제2 당뇨병을 가진 중증정신질환자의 높은 교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지식의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로서 당뇨

육수준과 자기효능감은 당뇨 지식을 강화하며 공복혈당 조절에 영

병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향을 미쳤다.

지식 획득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당뇨병 임상지표
중 공복혈당을 예측하기 위한 선형모형은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당

중심단어: 당뇨; 정신질환; 복합질환; 지식; 혈당조절

뇨병 관련 주요 임상지표들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으로서 해석에 주
의할 필요가 있다. 당뇨지식 및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임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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