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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 당뇨병 노인을 대상으로 당뇨병 임파워먼트, 건강인식, 당뇨병 자가간호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당뇨병 노인의 당뇨병 자가간호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일 지역 보건소에 등록된 

65세이상 당뇨병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평균 나이는 71.15세였고 남자가 41명, 여자가 39명이 포함되

었다. 당뇨병 자가간호행위는 경제적 상태(r=.245, p=.029), 당뇨병 임파워먼트(r=.406,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으나 건강인식(r=.127, p=.263)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당뇨병 노인의 당뇨병 

자가간호행위에 미치는 요인으로 당뇨병 노인의 당뇨병 임파워먼트와 경제적 상태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모형의 설명력은 19.6%(F=10.623, p<.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당뇨병 노인의 당뇨병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중보건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 정책도 함께 제공된다면 지역사회 

당뇨병 노인의 자가간호행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당뇨병, 임파워먼트, 건강인식, 자가간호행위, 노인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diabetes empowerment, health 

perception, and diabetes self-care behaviors with diabetes for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an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diabetes self-care behavior in the elderly with diabetes. A survey was 

conducted on 80 diabetic elderly people over the age of 65 who were registered at a local public health 

center. The mean age was 71.15 years, and 41 males and 39 females were included. Diabetes self-care 

behavior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conomic status (r=.245, p=.029) and diabetes 

empowerment (r=.406, p<.001), but health perception (r=.127, p=.263) did not show a significant 

correl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diabetes empowerment and economic status of the diabetic elderly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diabetes self-care behavior in the diabetic elderly,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19.6% (F=10.623, p<.001). Therefore, if a community program 

is developed to improve the diabetes empowerment of the elderly with diabetes in the community and 

economic support policies are also provided at the level of public health,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the self-care behavior of the elderly with diabetes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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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우리나라의 국민 기대수명은 83.3세이며, 

2017년 노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23.2%이다. 2020년 

기준 최근 1년간 만성질환 중 당뇨병은 조사대상의 

7.6%가 경험하였고, 그 중 60세 이상이 43.6%를 차지

하였다[1]. 만성 질환은 유병 기간이 장기화로 인해 지

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요구되며, 특히 만성질환 중 당

뇨병은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포함한 운동, 식이 등 생

활 습관을 바꾸는 관리가 필요하다. 혈압과 혈당이 적

정 수준으로 유지될 때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삶의 질

을 저하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는 당뇨병 노인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자가 관리 능

력이 중요하다[2].

지역사회 당뇨병 노인의 당뇨병 자가간호행위는 건

강관리자의 오래된 관심이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

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당뇨병 노인의 자가간호행위를 

증진시키는 전략에 대해 그동안 많은 시도가 있었다. 

생활 양식과 개인습관이 고정된 65세 이상 당뇨병 노

인의 자기관리는 건강 관리 관리자들에게 오래 전부터 

매우 어려운 문제이자 무거운 주제이다[3]. 또한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

그램이 개발되고 있지만, 실제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

지 않아 성공적이지 않았다[4]. 그동안 당뇨병 자가간호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Bandura의 자기 효능 이론에 

기초한 많은 연구가 제안되었는데[3,4] 자기효능감에 

근거한 당뇨병 자가간호행위 관련 연구의 경우에는 참

여자의 의사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되는 행동 

즉, 지속되는 자가간호행위가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

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뇨병 임파워먼트 

교육의 적용으로 당뇨병 자가간호행위를  개선하기 위

한 노력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5,6]. 또한, 임파워먼트란 권한 권한부여를 받아 피험

자가 자신의 건강 관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

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행동 변화

를 촉진하는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있다. 임파워먼트는 

건강증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건강을 유지하

려는 개인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때 임파워먼트가 촉

진제 역할을 한다[7]. 또한 임파워먼트는 시대적, 사회

적 및 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어[8]. 

임파워먼트를 중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현상에 배경을 두고  문화와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9]. 주관적으로 지각된 건강인식은 자

신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의미하며

[10]. 개인은 건강지각 과정을 통해 태도를 형성하고 태

도는 자신의 행동에 관여하여 개인의 건강행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11].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만성적인 상태로 인해 일반적인 일상 활동의 

극적인 변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므로[6], 당뇨병을 진

단받고 오랜 기간동안 관리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건

강인식을 갖는 것은 환자에게 쉽지 않다. 그러나 긍정

적인 건강인식은 자기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

는데 영향을 줄수 있다[12]. 지각된 건강인식은 건강한 

성인의 건강증진 행위에 직접인 영향이 있었으며[13], 

노인의 건강인식정도는 건강증진행위와 순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결과[14,15]를 고려시 건강인식은 건강증

진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당뇨병 환자의 건강인식 정도는 당뇨병 관리의 일환 

인 운동 참여 횟수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12]를 고려시 건강인식은 당뇨병 노인의 자가간호행위

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자가간호행위란 개인이 통합된 기능과 안녕을 유지

하기 위해 스스로 개인이 주도하여 수행하는 행동이다

[16]. 따라서 당뇨병 자가간호행위는 당뇨병 노인이 자

가간호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을 촉진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17]. 당뇨병 자가간호행위

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중재방안이 개발되어 왔지

만 당뇨병 자가간호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지역사회 노인의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저하, 

사회경제적 위축, 심리적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한 꾸준

한 자가간호행위 이행이 어렵기 때문이다[18]. 자가간

호행위 이행은 당뇨병 노인이 얼마나 자신의 질환에 대

해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자가간호행위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

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19]. 그러므로 당뇨병 노

인에게 당뇨병 임파워먼트나 자신의 질병에 대한 건강

인식정도가 당뇨병 자가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이 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

서 당뇨병 노인의 자가간호행위를 꾸준히 이어오기 위

해 당뇨병 임파워먼트와 건강인식 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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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당뇨병 임파워먼트, 

건강 지각, 당뇨병 자가간호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하고 당뇨병 노인의 자가간호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당뇨병 노인의 자

가간호행위 중재 연구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당뇨병 

노인의 건강인식, 당뇨병 임파워먼트가 자가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 지역 보건소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당

뇨병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노인은 총 80명이었으며 2018년 4월 한달 동안 설문

지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설문에 참여하여 조사하

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원저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 또한 자료수집시 대상자들에게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절대비밀이 보장

된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을 설문조사 하였다. 연구에 불필요

한 개인정보나 자료는 수집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G*Power 3.1.9.7 프로그

램의 회귀분석에서 중간정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변수 3개로 했을 때 표본의 크기는 

77명으로 계산되어 표본수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연구도구

2.3.1 건강인식

건강인식은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로 1점 ‘아

주 나쁘다’. 2점 ‘나쁘다’, 3점 ‘보통’, 4점‘좋다’, 5점 ‘매

우 좋다’로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

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2.3.2 당뇨병 임파워먼트 

당뇨병 임파워먼트는 Anderson, Fitzgrald, Gruppen,

Funnel, & Oh[5]가 개발한 Diabetes Empowerment 

Scale-Short Form(DES-SF) 도구를 Park 등 [6]이 한

국어 버전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당뇨병 임파워먼트가 높음

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alpha는 .84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84였다. 

2.3.3 당뇨병 자가간호행위 

당뇨병 자가간호행위는 SDSCA(Summary of Diabetes 

Self-Care Activities)[20]를 사용하여 지난 7일간 식이, 

운동, 혈당검사, 흡연, 발관리 등 5개 영역의 자가간호

행위를 평가하였다. 지난 7일간 해당 활동을 몇일이나 

수행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최고 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행위를 잘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78~.77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70이었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80)

Characterist

ics
Range n(%) Mean±SD

Age

65-70 32(43.8)

71.15±4.37

71-75 29(36.3)

76-80 13(16.3)

80 < 3(0.4)

No answer 2(0.03)

Gender
male 41(51.2)

female 39(48.8)

Education

None 7(8.8)

Elementary 19(23.8)

Middle 17(21.3)

High 22(27.5)

> graduate 15(18.8)

Economic 

status

highly unstable 3(3.8)

unstablestable 18(22.5)

stable 33(41.3)

relatively 20(25.0)

very stable 6(7.5)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

구대상자는 65-70세 32명(43.8%), 71-75세 29명

(36.3%), 76-80세 13명(16.3%), 81세이상 3명(0.4%)

이 포함되었다. 평균 나이는 71.15±4.37세였고 남자

가 41명, 여자가 39명이 포함되었다. 교육정도는 고등

학교졸업 27.5%(22명), 초등학교졸업 23.8%, 중학교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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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21.3% (17명), 대학교이상 18.8%(15명) 순으로 나

타났다. 경제적 상태는 안정 41.3%(33명), 비교적 안정 

25.0%(20명), 불안정 22.5%(18명), 매우 불안정 

3.8%(3명), 매우 안정 7.5%(6명) 순이었다.

3.2 주요 변수 정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수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당뇨병 임파워

먼트는 25.51(±5.97)점으로 최저 12점부터 최고 39점

으로 분포되었고 건강인식 정도는 1점부터 5점까지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2.70(±0.91)점으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다. 당뇨병 자가간호행위는 29.18(±12.28)점으

로 최고 4점부터 60점까지 분포하였다.

Table 2. The degree of main variables

Variable Mean±SD Min Max

Empowerment 25.74±5.84 12 39

Health perception 2.70±0.91 1 5

Diabetes self-care behavior 29.18±12.28 4 60

일반적 특성 변수중 교육정도와 경제적 상태는 더미

변수처리하여 포함하였으며 이들 변수와 임파워먼트와 

건강인식 정도와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먼저 

나이는 교육정도, 경제상태, 건강인식 및 자가간호행위

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p>.05), 당

뇨임파워먼트(r=-.290,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교육 정도는 나이, 건강인식 정도 

자가간호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p>.05), 

경제적 상태(r=.273, p=.014), 당뇨병 임파워먼트

(r=.294, p=.008)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경제적 상태는 나이와 당뇨병 임파워먼트와 유의

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p>.05), 건강인식

(r=.296, p=.008), 자가간호행위(r=.245, p=.029)와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당뇨병 임파워먼트

는 나이(r=-.290, p=.008)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고 교육(r=.294, p=.008)과 건강인식(r=.282, 

p=.011), 자가간호행위(r=.406, p<.001)과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고 경제상태(r=.296, p=.211)와는 유

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건강인식 정도는 나

이, 교육수준 및 자가간호행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나지 않았으나(p>.05)  당뇨병 임파워먼트(r=.282, 

p=.01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가

간호행위는 경제적 상태(r=.245, p=.029), 당뇨병 임파

워먼트(r=.406,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으나 나이(r=.-.151, p=.180), 교육(r=.047, 

p=.682), 건강인식(r=.127, p=.263)과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3. Correlation of the variables

Age Education Economic 
status

Empower-
ment

Health 
perpception

Age 1

Education
-.127
(.263)

1

Economic 
status

-.136
(.229)

.273
(.014)

1

Empowerment
-.290
(.009)

.294
(.008)

.043
(.705)

1

Health 
perpception

-.049
(.664)

.141
(.211)

.296
(.008)

.282
(.011)

1

Diabetes 
self-care 
behavior

-.151
(.180)

.047
(.682)

.245
(.029)

.406
(p<.001)

.127
(.263)

3.3 당뇨병 노인의 자가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당뇨병 노인의 자가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가간호행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관적 경제적 상태는 ‘매우 불안정하다’

를 1점부터 ‘매우 안정적이다’를 5점으로 더미변수처리

하여 포함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인 건강인식, 당뇨병 

임파워먼트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

석을 Table 4와 같이 시행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Durbin-Waton검사를 시

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1.875으로 나타났고, VIF 지수 

1.002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당뇨병 노인의 당뇨

병 자가간호행위에 미치는 요인으로 당뇨병노인의 임

파워먼트(β=.396, p<.001)와 경제적 상태(β=.228, 

p=.027)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모

형의 설명력은 19.6%(F=10.623, p<.001)로 나타났다.

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clinical nursing 

performance    (N=80)

Variables B SE β t Adj. R2 F(p)

(Constant) 16.164 6.867
2.354
(.021)

10.623
(p<.001)

Diabetes 
empowerment

.833 .213 .396
3.919

(p<.001)
.154

Economic 
status

2.906 1.288 .228
2.255

(p=.027)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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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65세이상 지역사회 당뇨병 노인을 대상으

로 당뇨병 임파워먼트 및 건강인식 정도가 당뇨병 자가

간호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시

도되었다. 

먼저 주요 변수의 정도를 보면, 당뇨병 임파워먼트는 

본 연구대상자에서는 25.74점이었는데 Oh & Lee[21]

가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연구대상자 22.83점보다 약

간 높았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및 종합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는 당뇨병 관리교육에 

노출기회가 없던 농촌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 

당뇨병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인식 정도는 본 연구에

서 2.7점으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고 ‘fair’, ‘poor’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43.2%에 이른다. 이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과 지역사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멕시코

와 미국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과 히스패닉을 대

상으로 한 McEwen, Rasvogel, Elizondo-Pereo, 

Meester, Vargas-Villarreal & Gonzalez-Salazar 

[22]의 연구에서 집단의 평균나이가 65.54세, 59.36세

였지만 이들의 건강인식 정도가 ‘fair’, ‘poor’에 해당하

는 대상자가 50%를 넘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연

구대상자들의 지역의 환경과 정책요인으로 인해[22] 차

이가 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뇨병 자가간호행위는 본 

연구에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45세부터 65세가 

73%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 대학병원의 내분비내과 

외래를 방문하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Zhang & 

Kim[23]의 연구의 경우 문항별 평균 3.50점으로 본 연

구대상자들보다 높았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지역

사회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병원을 방문

한 이들의 연구대상자와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Lee & Kim[24]의 연구에서도 정기적인 병원방문, 

발관리, 식이관리, 혈당관리 등 당뇨병 자가간호행위 점

수는 모든 항목에서 보통 보다. 높은 문항 평균 2.5점 

이상 모두 나타난 것을 고려시 지역사회 당뇨병 노인의 

자가간호행위를 높이기 위한 요인에 대한 파악과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당뇨병 자가간호행위는 주관적 경제적 상태와 당뇨병 

임파워먼트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당뇨병 

임파워먼트과 관련된 연구가 미미하여 직접적인 비교

는 어려웠다. 자기효능감이 당뇨병 자가간호행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Sohn & Yang[25]의 연구결과

를 고려해 볼 만 하다. 자기효능감에 비해 임파워먼트

는 스스로 행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 상태로서 자

가간호 행위를 변경 및 수정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화를 

포함하고 있어[21] 당뇨병 자가간호행위와 긍정적 상관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혈액투석 환자의 질병인식이 위협적

으로 느낄수록 자가간호행위를 더 잘하고 치료 불이행

도가 더 낮았다는 Kim & Park[26]의 연구결과를 고려

해 볼만 하다. 당뇨병 환자가 인식한 주관적 건강상태

인 건강인식은 자가간호이행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인식과 건강인식에 방해

가 되는 요인을 포함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주관적 건

강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당뇨병 자가간호행위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면 당뇨병 임파워먼트와 자가간호행위에 대한 관련 

연구가 미미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이 있었다. 만

성질환을 가진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Park et al. 

[26]의 연구에서 건강임파워먼트 개념을 프로그램을 적

용하여 신체활동량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보고한 것

을 고려시 당뇨병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킨다면 당뇨병 

자가간호행위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데 긍정적 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Oh & Lee[21]는 자가간호

행위, 임파워먼트 및 사회적 지지가  혈당 조절에 유의

한 영향요인으로 보고하면서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과 

자가간호행위 증진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Zhan & 

Kim[23]의 연구에서는 자가간호행위에 운동 장애요인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약물요법, 

운동요법, 식이요법 등의 이행 장애요인 감소를 위한 교

육과 중재를 통해 자가간호행위 이행을 높이고자 하였

다. 자가간호행위는 개인의 오랜 생활습관과 환경에 영

향을 받으므로 개인의 심리적 요소에도 영향을 받게 된

다[21]. 이행 장애요인 감소를 위한 당뇨병 임파워먼트 

개념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임파워먼트는 

건강문제를 다루기 위한 능력을 증대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주요한 개념

으로 작용할 수 있다[28]. 따라서 지역사회 당뇨병 노인

이 자가간호행위를 꾸준히 유도하기 위해 임파워먼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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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전략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 당뇨병 노인을 대상으로 당뇨병 

임파워먼트와 건강인식이 당뇨병 자가간호행위에 미치

는 영향을 탐색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간호중

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당뇨병 노인의 자가간호행위

에 미치는 요인으로 당뇨병 임파워먼트와 경제적 상태

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당

뇨병 노인의 당뇨병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중보건 차원에서 경

제적 지원 정책도 함께 제공된다면 지역사회 당뇨병 노

인의 자가간호행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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