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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노인 당뇨병 환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건강정보이해능력이

자가간호행위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Nurses’s Communication style and Health Literacy on 
Self-care Behaviors that Elderly diabetic patients Acknowledge in 

comprehensive nursing-care Service wards 

임은영*, 신주현**, 이예나***

Eun Young Im*, Juh Hyun Shin**, Yae Na Le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노인 당뇨병 환자가 지각하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 건강정

보이해능력, 자가간호행위의 정도를 알아보고, 자가간호행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노인 당뇨병 환자의 질 높은

자가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노인 당뇨병 환자들의 자가간호행위 능력을 향상시켜 당뇨병으로부터의 조

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적 의사소통 유형적 요소와 건강정보이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주요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노인 당뇨병, 의사소통 유형, 건강정보이해능력, 자가간호행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nurses’ communication style and the extent of their health 
literacy and to discern the impact of nurses’ communication and health literacy on self-care behaviors, as 
perceived by elderly diabetic patients in comprehensive nursing-care service wards.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n efficient nursing-care service-system environment through high-quality self-management. 
The measurement and improvement of an accurate health literacy level of elderly diabetic patients is an 
important intervention method to increase the self-care behavior of patients. Therefore, by developing a 
distinguished nursing intervention plan, early treatment of diabetic patients and quality of care may be possible.

Key words :  Nursing Care, Health literacy, Diabetes mellitus, Communication, Sel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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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화 관련 질병의 확산

에 따른 노인 입원환자의 증가로 병원 문화 또한 급격

히 변화하고 있으며[1], 우리나라의 병원 문화는 가족․

지인 등의 병문안 문화와 개별알선을 통해 고용된 간병

인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며 병실에 상주하거나, 보호

자가 환자 간병을 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2].

간병인 고용을 통한 환자보호는 비의료인 고용에 따른

간호의 질 저하 및 감염․환자안전사고에 노출되는 큰

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연 2조원의 경제적․사회적 부

담이 발생하고 있다[1]. 정부에서는 이러한 간병시스템

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보호

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부담했던 간병 부분을 포괄간호서비스라는 명칭으
로 제도권으로 편입하고자 하였다[3]. 포괄간호서비스

는 2015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사업으로 전환해 지방 중

소병원부터 확대하고, 의료법 개정(의료법 제4조의 2

신설 2015.12.29.)으로 2016년 4월부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착시키기 위해 공

공의료기관에 전면 의무화 시행, 2016년 9월부터는 서

울지역과 상급종합병원에 확대되었으며, 지속적․전국

적으로 확대되고 있다[4].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적

정 간호인력 배치를 통한 팀 간호체계의 총체적인 전문

간호 제공과 병동 환경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간

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병동

에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4], 환자

가 안전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 간호인력을 고

용하고, 관련 시설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운영은 입원 의료서비

스의 질적 향상과 간병으로 인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은 경감하였으나[3], 보호자 상주가 제한됨으로써 보호

자와 의료진 간 환자상태에 대해 함께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5]. 또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 환

자들의 입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나[6], 노인 환자들은 자

신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해 의료진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 할 때가 많으며, 입

원환자 특성 및 보건 환경 변화를 감안해 볼 때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화

된 의사소통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7]. 환자와 의료진

간 치료적 의사소통은 환자로 하여금 친밀감을 형성하

게 하여 치료과정에 협조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며, 효

율적인 의사소통은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도 효과적이

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8][9], 의사소통과 자가 간호수행 간의 관련성을 조

사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사회기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가 간호수행 증진에 효과를 보였고[10], 간호사의 효

과적인 의사소통은 환자에게 중요한 요구 중의 하나이

며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기본이 된다[11].

당뇨병은 노인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29.8%가 가지고 있는데[12],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워 평생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

인 자가관리가 필요하다[13].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

해 자가간호를 주도적으로 얼마나 잘 해내는지의 정도

가 건강유지에 매우 중요한데,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자 간호에 자가간호는 특히 더 중요하며, 노인 당뇨병

환자들은 치료위주의 질병관리보다는 개인의 바람직한

자가간호행위 실천을 통해 좀 더 질적인 삶을 유지하여

야 한다[14,15]. 당뇨병은 약물치료 이외에도 식이, 운

동, 스트레스 관리 등의 일상생활 속 자기관리가 필요

하고, 적절한 자기관리는 적정 혈당조절, 합병증 발생

가능성 감소,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 당뇨병 환

자는 당뇨병 자체의 특성으로 평생 동안 자기관리가 추

구되어야하기 때문에 자가간호행위는 무엇보다 중요하

다[16]. 당뇨병환자의 성공적인 자가간호를 위해서는 질

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얻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한데[17],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낮을수록 질

병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유병률을 높인다[18].

당뇨병 환자들의 부적절한 혈당 조절의 원인 중 하나로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19], 질병 및 건강관리에 대한 이해부족은 부적절한 건

강행위로 이어지고, 노인의 적절한 건강행위를 위해서

는 건강정보이해능력의 수준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

다 필요하다. 임상현장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시점이지만, 간

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서비스를 제

공하는 간호사의 만족도,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이직

의도, 간호업무 성과 등에 대한 연구[20]와 서비스를 제

공받는 환자의 만족도, 충성도, 병원재이용 의도 등에

대한 연구[21]가 진행되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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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에 입원 중인 노인 환자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

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와 노인 만성질

환자들의 증가로 인한 국가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입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가 확대․시행중

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는 노인 당뇨

병 환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건강정보

이해능력, 자가간호행위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

울러 자가간호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노인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 향상을 위한 기초자

료를 마련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안정적으

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

원한 노인 당뇨병 환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

형,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자가간호행위와의 관계를 파악

하고, 노인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가 지각하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

건강정보이해능력, 자가간호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가 지각하

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 건강정보이해능력, 자가간

호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가 지각하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

건강정보이해능력, 자가간호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자가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영

향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노

인 당뇨병 환자가 지각하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건강정보이해능력, 자가간호행위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

들 간의 관계와 노인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에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Y구 소재 1개 대학병원

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처음 입원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당뇨병 환자를 편의 추출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연구참여를 서면으로 동의

한 자로 하였다. 표본 크기 선정은 G. 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검정력(power) 0.95, 효

과크기(effect size)는 중간크기 0.3, 유의수준(alpha) .05

일 때 111명으로 나타났으며, 중도 탈락률을 고려하여

최종 연구 참여 대상자는 총 130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

대상자가 지각하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

하기 위해 Jeong[22]이 개발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

측정도구를 승인 받아 사용하였다. 정보 제공적 의사소

통 유형 6문항, 친화적 의사소통 유형 5문항으로 구성

되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배점하였으며 각 의

사소통 유형별로 하부 문항들의 점수 합을 평균 내어

해당 의사소통 유형의 점수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해당 유형의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시의 신뢰도 Cronbach’s ɑ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
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ɑ는 .85이었고, 하위 영역
의 신뢰도는 정보 제공적 의사소통 Cronbach’s ɑ는 .82,
친화적 의사소통 Cronbach’s ɑ는 .71로 나타났다.

2) 건강정보이해능력

건강정보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Parker et al.,[23]

이 개발한 TOFHLA와 미국 교육청에서 시행한 성인의

의료정보이해능력에 대한 연구[24]를 바탕으로 Kim &

Lee[25]가 수정하여 개발한 KHLAT(Korean Health

Literacy Assessment Tool)를 Kim[26]이 단축형 한국

인 기능적 의료정보 이해능력을 측정하여 재개발한 연

구도구(The short form of the Korean functional

Health Literacy Test)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수리영

역과 독해영역으로 나뉘는데, 수리영역은 약물의 복용

시간, 유효기간의 계산과 정상 혈당치 판독 등을 포함

한다. 독해영역은 초음파 검사 예약표, 대장 용종절제술

의 시술 동의서 등의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다. 각 문

항별로 정답 1점, 오답이거나 모르는 경우 0점으로 측

정하며 총점은 0-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정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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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시의 신뢰도

Cronbach’s ɑ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ɑ는 .79이었다.

3) 자가간호행위

노인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Kim[27]이 개발한 20문항의 자가간호행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식이실천 7문항, 약물복용 3문항, 신체적

운동 2문항, 당검사 3문항, 일반적인 건강관리 5문항으

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언제나 잘했다’ 5점, ‘자주 했다’ 4점,

‘절반정도 했다’ 3점, ‘가끔 했다’ 2점, ‘전혀 못했다’ 1점

으로 평가하여 최소 20점부터 최대 10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행위 수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시의 신뢰도 Cronbach’s ɑ는 .84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ɑ는 .93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승인(승인번호:2017-08-040-004)을 받아 진행하

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2

월 25일까지 서울시 Y구 소재 일 대학병원의 간호․간

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처음 입원한 만 65세 이상 노인

당뇨병 환자 중 재원 5일 이상 경과된 대상자를 편의

표집으로 추출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자발적 참여 의사를 표한 대상자

에게 한해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설문은 연구 목적 이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익명이 보장되고, 설문에 참여

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

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

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 건강

정보이해능력, 자가간호행위의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 건강정보이해능력, 자가간호

행위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 건강

정보이해능력, 자가간호행위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5) 대상자의 자가간호행위에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Multiple linear regression)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대상자는 남성이 52.3%(68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73.98±6.50세였다. 교육정도는 중졸 이하가 46.9%(61명)

이었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대상자는 44.6%(58

명)이었다. 당뇨병 이외에도 한 개 이상의 다른 동반질

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뇨병 이외에 가지고 있는 질

병으로는 고혈압이 69.2%(90명)로 가장 높았다[Table

1].

2. 대상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 건강

정보이해능력, 자가간호행위 정도

대상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은 5점 만

점에 평균 3.81±0.45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보 제공적 의사소통 유형 3.90±0.49점, 친화적 의사소

통 유형 3.71±0.50점으로 정보 제공적 의사소통 유형이

친화적 의사소통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건강정

보이해능력은 평균 5.55±2.25점이었고, 만점 8점 중 6점

이상의 높은 건강정보이해능력(high health literacy)의

수준을 보인 대상자는 50.8%(66명)이었고, 6점 미만의

낮은 건강정보이해능력(low health literacy)의 수준을

나타낸 대상자는 49.2%(64명)였다. 대상자의 자가간호

행위 수준은 평균 61.18±10.64점이었으며 5가지 영역 중

약물복용 영역이 13.35±1.5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

적 운동 영역은 4.68±1.9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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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0)

표 2..대상자가 지각한간호사의의사소통 유형, 건강정보이해능
력, 자가간호행위

Table 2. Nurses’ communication style literacy, self-care
behaviors that participants acknowledge in comprehensiveVariables Categories N(%) Mean

(±SD)

Gender
Male 68(52.3)

Female 62(47.7)

Age(year)

65-74 76(58.5)
73.98
(±6.50)75-84 45(34.6)

85 9(6.9)

Education
level

Below middle 61(46.9)

High school graduation 46(35.4)

College 23(17.7)

Marital status
Yes 73(56.2)

No 57(43.8)

Living
arrangement

Alone 26(20.0)

Marital 58(44.6)

Children 28(21.5)

Marital & Children 18(13.9)

Monthly
Income(won)

300,000 44(33.9)

310,000-600,000 48(36.9)

610,000 38(29.2)

Occupation
Yes 21(16.2)

No 109(83.8)

Accompanying
disease

0 5(3.9)

1 39(30.0)

2 45(34.6)

3 41(31.5)

Disease name
*Duplicate
answer
possible

Hypertension 90(69.2)

Cancer 41(31.5)

Heart disease 39(30.0)

Other diseases 35(26.9)

Gastrointestinal diseases 14(10.8)

Respiratory diseases 14(10.8)

Stroke 13(10.0)

Thyroid 9(6.9)

Cataract(Glaucoma) 5(3.8)

Arthritic 4(3.1)

Neuralgia diseases 4(3.1)

Disk disease 1(0.8)

Incontinence 1(0.8)

Variables Categories N(%) Mean
(±SD)

Gender
Male 68(52.3)

Female 62(47.7)

Age(year)

65-74 76(58.5)
73.98
(±6.50)75-84 45(34.6)

85 9(6.9)

Education
level

Below middle 61(46.9)

High school graduation 46(35.4)

College 23(17.7)

Marital status
Yes 73(56.2)

No 57(43.8)

Living
arrangement

Alone 26(20.0)

Marital 58(44.6)

Children 28(21.5)

Marital & Children 18(13.9)

Monthly
Income(won)

300,000 44(33.9)

310,000-600,000 48(36.9)

610,000 38(29.2)

Occupation
Yes 21(16.2)

No 109(83.8)

Accompanyin
g disease

0 5(3.9)

1 39(30.0)

2 45(34.6)

3 41(31.5)

Disease name
*Duplicate
answer
possible

Hypertension 90(69.2)

Cancer 41(31.5)

Heart disease 39(30.0)

Other diseases 35(26.9)

Gastrointestinal
diseases 14(10.8)

Respiratory diseases 14(10.8)

Stroke 13(10.0)

Thyroid 9(6.9)

Cataract(Glaucoma) 5(3.8)

Arthritic 4(3.1)

Neuralgia diseases 4(3.1)

Disk disease 1(0.8)

Incontinence 1(0.8)



Impact of Nurses’s Communication style and Health Literacy on Self-care Behaviors that Elderly diabetic patients Acknowledge in comprehensive nursing-care Service wards

- 122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 건강정보이해능력, 자가간호행위의 차이

노인 당뇨병 환자가 지각하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

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배우자 유무

(t=2.826, p=.005), 동거유형(F=7.236, p<.001), 직업유무

(t=-2.159, p=.033), 당뇨교육 경험(t=1.994, p=.048)이었

다. 사후검정 결과 자녀와 동거하는 대상자가 동거인 없

음, 배우자와동거, 배우자및자녀와동거하는대상자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 의사소통 유형의 하위영역에 있어

서 정보 제공적 의사소통 유형은 배우자 유무(t=2.027,

p=.045), 동거유형(F=4.733, p=.004), 직업유무(t=-2.146,

p=.03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Schffe 사후검정결과자녀와동거하는대상자가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하는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친화

적 의사소통 유형은 배우자 유무(t=3.183, p=.002), 동거

유형(F=7.494, p<.001)에 따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

있는것으로보고되었으며, Schffe 사후검정결과자녀와

Variables Category

Nurses’ communication style that participants
acknowledge in comprehensive

Health literacy, self-care behaviors that
participants

Total Informative Affective Health literacy Self-care behaviors

M±SD t to F M±SD t to F M±SD t to F M±SD t to F M±SD t to F

Gender
Male 3.78±0.45 -0.922

(.358)
3.89±0.46 -0.189

(.850)
3.65±0.51 -1.603

(.111)
6.26±2.08 3.987

(<.001)**
62.59±10.12 1.585

(.115)Female 3.85±0.45 3.91±0.52 3.79±0.49 4.77±2.18 59.65±11.05

Age

65-74a 3.79±0.45
0.340
(.712)

3.88±0.49
0.124
(.883)

3.68±0.50
0.625
(.537)

6.17±1.94 8.701
(<.001)**

c<a

62.76±10.93
2.560
(.081)

75-84b 3.84±0.46 3.92±0.50 3.74±0.51 4.87±2.38 59.60±9.87
85c 3.90±0.39 3.93±0.43 3.87±0.47 3.78±2.28 55.78±9.90

Education
level

Below middlea 3.81±0.47

0.417
(.660)

3.86±0.53
1.146
(.321)

3.75±0.51
0.347
(.707)

4.31±1.95
36.034
(<.001)**

56.26±9.62
17.267
(<.001)**

a<b,c

High school
graduationb

3.78±0.43 3.87±0.45 3.67±0.51 6.00±2.04 63.98±8.98

Collegec 3.89±0.41 4.04±0.44 3.70±0.49 7.96±0.21 68.65±10.21

Marital
status

Yes 3.94±0.46 2.826
(.005)**

3.99±0.51 2.027
(.045)*

3.87±0.48 3.183
(.002)**

4.82±2.25 -3.399
(.001)**

58.09±10.66 -3.025
(.003)**No 3.72±0.42 3.82±0.46 3.59±0.49 6.12±2.09 63.60±10.04

Living
arrangement

Alone 3.74±0.46

7.236
(<.001)**

a,b,d<c

3.80±0.49

4.733
(.004)**

d<c

3.66±0.51

7.494
(<.001)**

a,b,d<c

5.23±2.30

6.536
(<.001)**

c<b

57.46±10.50

4.290
(.006)**

Marital 3.75±0.38 3.86±0.42 3.61±0.46 6.41±1.90 64.72±9.57
Children 4.13±0.39 4.18±0.49 4.08±0.37 4.39±2.18 58.46±11.20
Marital &
Children

3.64±0.49 3.72±0.54 3.54±0.56 5.06±2.39 59.39±10.52

Monthly
income
(won)

300,000 3.84±0.54
0.487
(.615)

3.91±0.58
0.617
(.541)

3.76±0.58
0.354
(.703)

4.41±2.02 16.977
(<.001)**

a,b<c

57.66±10.51 9.635
(<.001)**

a,b<c
310,000-600,000 3.76±0.40 3.84±0.46 3.67±0.46 5.46±2.10 59.81±9.46

610,000 3.85±0.38 3.96±0.39 3.72±0.47 7.00±1.89 67.00±10.02

Occupation
No 3.78±0.44 -2.159

(.033)*
3.86±0.48 -2.146

(.034)*
3.68±0.50 -1.732

(.086)
5.38±2.25 -2.079

(.040)*
61.01±11.05 -0.427

(.670)Yes 4.00±0.42 4.10±0.46 3.89±0.48 6.48±2.06 62.10±8.29

Self health
degree

Unhealthy 3.75±0.47
1.806
(.168)

3.88±0.49
2.563
(.081)

3.60±0.55
1.664
(.194)

4.88±2.07 4.887
(.009)**

a<c

59.60±11.49 3.736
(.026)*

a,c<c
Usually 3.79±0.41 3.83±0.45 3.75±0.44 5.59±2.26 60.18±10.06
Healthy 3.96±0.49 4.08±0.52 3.81±0.52 6.58±2.18 66.15±9.32

Health
concern

Below Usually 3.82±0.49 1.166
(.315) 3.87±0.54 1.363

(.260) 3.78±0.52
1.152
(.319)

4.29±1.88 17.730
(<.001)**

a<b<c

55.48±10.15 18.658
(<.001)**

a<b<c
Interested 3.77±0.43 3.87±0.46 3.65±0.50 5.76±2.24 61.70±8.85

Very interested 3.93±0.39 4.05±0.44 3.79±0.47 7.36±1.36 70.55±9.68
Diabetes
education
experience

Experience 3.87±0.44 1.994
(.048)*

3.95±0.47 1.819
(.071)

3.77±0.49 1.788
(.076)

6.04±2.11 62.17±10.09 1.428
(.156)No experience 3.71±0.45 3.79±0.51 3.61±0.50 4.67±2.24 59.39±11.46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 건강정보이해능력, 자가간호행위
Table 3. Differences in nurses’ communication style and health literacy on self-care behaviors that participants acknowledge in
comprehensiv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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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대상자가 동거인 없음, 배우자와 동거,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하는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

정보이해능력은 성별(t=3.987, p<.001), 연령(F=8.701,

p<.001), 교육수준(F=36.034, p<.001), 배우자 유무

(t=-3.399, p=.001), 동거유형(F=6.536, p<.001), 본인건강

정도(F=4.887, p=.009), 건강관심정도(F=17.730, p<.001),

당뇨교육경험(t=3.438, p=.001),월수입(F=16.977, p<.001),

직업 유무(t=-2.079, p=.04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초기노인(65-74

세) 대상자는 말기노인(85세이상) 대상자보다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자가간호행위는 교육수준

(F=12.404, p<.001), 배우자 유무(t=-3.025, p=.003), 동거

유형(F=4.290, p=.006), 본인건강정도(F=3.736, p=.026),

건강관심정도(F=18.658,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의 사후검정에서 교육수준은 고

졸과대졸이상의대상자가중졸이하의대상자보다높았

다[Table 3].

4. 대상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 건강

정보이해능력, 자가간호행위의 관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노인 당뇨병 환

자들이 지각하는 간호사의 정보 제공적 의사소통 유형

(r=.274, p=.002)과 건강정보이해능력(r=.571, p<.001)은

자가간호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able 4].

표 4. 대상자가지각한간호사의의사소통 유형, 건강정보이해능
력, 자가간호행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nurses’ communication style,
health literacy, self-care behaviors that participants
acknowledge in comprehensive

Variables
Self-care
behaviors

Health
literacy

Nurses’
Communication style
Informativ

e Affective

r(p) r(p) r(p) r(p)
Self-care
behaviors 1

Health literacy .571
(<.001**) 1

Nurses’
Communication

style

Informative
.274
(.002**)

.144
(.101) 1

Affective
-.003
(.972)

-.077
(.383)

.646
(<.001**) 1

*p<.05 **p<.01 ***p<.001

5. 대상자의 자가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노인 당뇨병 환자의 자가

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관심정도(β=.390,

p<.001), 건강정보이해능력(β=.361, p<.001), 정보 제공적

의사소통 유형(β=.278, p=.004), 동거유형(β=.201,

p=.042), 교육수준(β=.184, p=.022), 성별(β=.162, p=.044)

의 순으로 보고되었고, 총 42.5% 설명력을 나타냈다

[Table 5].

표 5. 대상자가지각한간호사의의사소통유형, 건강정보이해능
력, 자가간호행위의 상관관계

Table 5. Factors influencing that participants self-care
behaviors

Variables B S.E. β t p Toler
ance VIF

Constant 25.90
4 7.617 3.401 .001

Gender (REF=Male)

Female 3.433 1.684 .162 2.038 .044* .707 1.414

Age (REF=65-74)

75-84 1.035 1.819 .046 .569 .571 .668 1.496

85 1.483 3.502 .036 .423 .673 .634 1.578
Education level

(REF=Below middle)
High school graduation 4.085 1.760 .184 2.321 .022* .707 1.414

College .827 2.869 .030 .288 .774 .418 2.394
Living arrangement
(REF=Alone)
Marital 4.278 2.079 .201 2.058 .042* .469 2.133

Children .479 2.846 .019 .168 .867 .366 2.734

Marital & Children 2.927 2.840 .095 1.030 .305 .520 1.923
Self health degree
(REF=Unhealthy)

Usually -2.13
6 1.824 -.101 -1.171 .244 .604 1.655

Healthy -3.49
5 2.743 -.132 -1.274 .205 .416 2.406

Health concern
(REF=Usually)
Interested 3.708 1.939 .175 1.912 .058 .533 1.877

Very interested 11.02
5 3.226 .390 3.418 .001** .342 2.922

Monthly income
(REF=Below 300,000)

310,000-600,000 -1.18
5 2.204 -.054 -.538 .592 .443 2.259

610,000 .404 3.009 .017 .134 .893 .267 3.741
Informative

communication style 6.074 2.085 .278 2.913 .004* .490 2.039

Affective
communication style

-2.45
9 2.070 -.116 -1.187 .238 .470 2.129

Health literacy 1.705 .444 .361 3.844 <.001** .507 1.972

R2=.500, Adjusted R2=.425, F(p)=6.6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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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연구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입원한노인

당뇨병 환자가 지각하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 건강

정보이해능력, 자가간호행위의 정도를 알아보고, 자가간

호행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노인 당뇨병 환자의

질 높은 자가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제도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도하였다.

대상자가 지각한 간호사의의사소통유형은 5점 만점

에 평균 3.81±0.45점, 하위영역별로는 정보 제공적 의사

소통 유형 3.90±0.49점, 친화적 의사소통 유형 3.71±0.50

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도구를

이용하여측정된간호사의의사소통유형에서정보제공

적 의사소통 유형이 친화적 의사소통 유형보다 높게 보

고된 Gil[28]과 Kim et al.[29] 연구와 동일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의 알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보건의료환경의변화에따라입원환자가간호사와의의

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질병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정

보를 충분히 제공받기를 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를 이용한 환자의 대부분이 간호사들에 대해 다양한 정

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 제공적 의사소통 유형으로

인식하고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사료

된다.

또한 의사소통의 유형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평균 점

수가 높을수록 해당 의사소통 유형의 성향이 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친화적 의

사소통 유형의 점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의 기준으로는

판단할수는없으며, 본연구의결과대상자가지각한간

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는 정보 제공적 의사

사통유형의성향이친화적의사소통유형의성향보다는

강하다는 것이다.

대상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은 선행연구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가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입원한노인당뇨병환

자를 대상자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일반 병동 또는 외래

환자와는달리모든간호서비스가전문간호인력에의해

제공되고, 간호인력 중심의 팀 간호체계를 운영하며, 정

보교류를 통해 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정해진

지침에따라표준화된간호서비스와정확한관련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자가간호행위 수준은 평균

61.18±10.64점이었고, 자가간호행위의 5가지 영역 중 약

물복용 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운동 영역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약물복용과 관련된 자가

간호행위는 잘 지켜지는 반면, 고령으로 이한 체력저하

등으로운동기능이떨어져신체적운동과관련된자가간

호행위가잘이행되지않음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노인 당뇨병 환자

에대한간호계획수립시신체적운동의중요성에대한

교육을포함시키고자가간호행위이행수준향상과장애

요인을감소시키기위한간호중재향상프로그램을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특성에따라서는환자가지각하는간호사의

의사소통유형은배우자유무, 동거유형, 직업유무, 당뇨

교육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정보이해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

는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동거유형, 월수입,

직업 유무, 본인건강 지각정도, 건강관심정도, 당뇨교육

경험으로나타났다. 또한자가간호행위는교육수준, 배우

자유무, 동거유형, 월수입, 본인건강지각정도, 건강관심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가 지각한 간

호사의 의사소통 유형, 건강정보이해능력, 자가간호행위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의 하

위영역 중 정보 제공적 의사소통 유형과 친화적 의사소

통 유형은 건강정보이해능력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자가 지각하는 간호사의 의사

소통 유형의 하위영역 중 정보 제공적 의사소통 유형은

자가간호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어, 대상자가 간호사의 정보 제공적 의사소통 유형

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가간호행위가 높아짐을 알 수 있

었다. 노인 당뇨병 환자가 지각하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가간호행위와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가 매

우제한적이어서본연구결과와비교논의하는게어려움

이있지만, 의사-환자관계척도에서경청(attentiveness)

과 공감(empathy)의 의사소통 유형의 점수가 높아질수

록환자의자기효능감이증진되거나[30], 유방암진단을

받고 불안한 상태의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환

자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신체적, 정신사회적 상태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31],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환자가 지각하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변수는 관련

변수와통계적으로유의한양의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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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본연구결과다중회귀모형에서간호․간병통합

서비스병동에입원한노인당뇨병환자의자가간호행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건강관심정도,

건강정보이해능력, 정보 제공적 의사소통 유형, 동거유

형, 교육수준, 성별 순으로 나타났고, 다중 회귀 모형은

총 42.5%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본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간호․간병통합서

비스병동에입원한노인당뇨병환자의자가간호행위를

높이기 위해 간호사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의료정보이

해능력이 부족한 환자들의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켜주는

중재역할과필요한의료정보를획득하는수단이므로주

기적인 간호순회를 통해 환자 맞춤형 교육,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입원 시 환자의 초기 간호정보를 이용

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을 고려

한개별화된교육을통해환자스스로가질병에대한간

호의 주체가 되어 자가간호행위를 높일 수 있도록 차별

화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매우 필요하다.

Ⅴ. 결 론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확대에 따라 최근

까지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노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수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노인 당뇨병 환자

가지각하는간호사의의사소통유형, 건강정보이해능력,

자가간호행위의정도를알아보고, 환자가지각하는간호

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건강정보이해능력을 포함한 관련

변수들이 자가간호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는

것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노인 당뇨병 환자

들의 자가간호행위 능력을 향상시켜 당뇨병으로부터 조

기회복을도모하기위해서는환자의상태, 검사, 투약등

에 대한 정보 제공적 의사소통 유형적 요소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상담을 더욱 촉진하는 간호중재를 개발

해야하며, 보호자상주가제한되는간호․간병통합서비

스병동특성상간호사의친절한태도, 환자에대한관심,

경청, 공감 등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친화적 의사소

통유형적요소로함께고려한좀더적극적이고체계화

된 의사소통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정

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확대에 맞춰 환자의 간

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시 환자의 초기 간호정보

를 이용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을 고려한 개별화된 간호교육 증대 프로그램 적용 등이

필요한것을시사한다. 따라서, 노인인구증가, 노화관련

질병의확산, 팬데믹시대및노인입원환자의증가로인

한병원문화또한급격히변화등으로급변하는시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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