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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당뇨병 환자의 임상 교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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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betes patients are steadily increasing. As such, the importance of diabetes education is being 
emphasized as the number of diabetic patients continues to increase. Diabetes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by experts in most hospitals. Medical social workers are part of the diabetes education team 
and are conducting educational counseling to help patients manage diabet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educational counseling for adult diabetic patients from the viewpoint of medical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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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2 대한당뇨병학회의 Diabetes Fact Sheet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유병률은 2018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로, 2020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전단계에 놓인 성인 비

중은 2019~2020년 당뇨병전단계 유병률 분석결과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 약 10명 중 4명(44.3%)이 당뇨병전단계에 해

당했다. 또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2020년 기준 전체 당뇨병

환자 중 65세 이상은 39.2%로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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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중 1명 이상(51.2%)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 노인당뇨병 관

리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1].

이렇듯 지속적으로 당뇨병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당뇨병

교육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며 이미 대다수 병원에서 다

양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당뇨병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당뇨병교육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는데, 여기서 의

료사회복지사의 교육목적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환자와 생활에서 비롯되는 제반 문제나 어려움

을 극복하게 하는 심리적 지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족 구

성원들이 치료와 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데 있

다[2].

당뇨병교육은 대상자의 당뇨병 관련 지식과 자기관리 행동

의 향상, 혈당조절을 포함한 임상적 생리지표의 개선, 만성 합

병증 발생률의 감소, 환자 만족도 증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3].

당뇨병의 자기관리 및 임상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행동

모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당뇨병 치료결과 자기관리에 다양

한 심리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를 통해 환자의 자기관리와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에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4].

특히 당뇨병관리 및 교육전문가협회(Association of Di-

abetes Care & Education Specialist, AADE)에서는 사

회복지사가 당뇨병의 심리사회적 측면을 탐색하는 것을 돕는 

동시에 자기관리와 대처 전략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치료와 

자원을 가진 고객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당뇨병관리팀의 핵

심 구성원임을 인정하며 명시하고 있다[5].

이렇듯 사회복지사의 당뇨병환자의 심리사회적 측면에 대

한 개입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1차의

료에서의 당뇨병환자를 위한 사회사업 상담 내용 및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당화혈색소 9% 이상, 저밀도 콜레스테롤 

130 mg/dL 이상, 수축기혈압 160 mm Hg 이상, 체질량지

수 30 kg/m2 이상인 당뇨병환자 집단에 사회복지사가 개입

한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당화혈색소,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결과를 볼 수 있어[6], 의료사회복지

사의 개입이 당뇨병환자의 자기관리와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국외 선행연구를 통해 당뇨병환자에 대한 의료사회

복지사의 개입 필요성 및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성인당뇨병 환자를 대상으

로 교육 상담을 할 때, 앞으로의 의료사회복지사 개입의 근거

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개입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임상 현장에서 실제 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임상실천 노하우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론

1. 상담 준비 단계1. 상담 준비 단계

당뇨병교육을 의뢰 받았다면 의뢰된 당뇨병환자의 입원 이

유에 따라 교육상담을 구분할 수 있다. 당뇨병을 처음 진단 

받았는지, 혈당조절을 위한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합병증 치

료를 위한 입원인지에 따라 교육이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의료사회복지사의 상담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상담을 진행하기 전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주로 당화혈색소 수치, 입원 후 진행한 혈당체크 기록

지, 합병증을 가늠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자료들이다. 환자

의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환자 입원 전 혈당관리 유지 여

부, 합병증 진행 정도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교육상담을 진

행하기 전 환자의 현재 의료적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 대

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상담 진행 단계2. 상담 진행 단계

당뇨병환자 상담 초기에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상담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질

병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질병을 가진 개인

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계에 초점을 두고, 환자 및 가족의 

사회기능 향상을 위해서 개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뇨병

환자가 자기관리의 주체가 되어 당뇨병 자체를 스트레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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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고 인식하지 않고 당뇨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고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사회복지사가 실질

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7].

그 다음으로 당뇨병에 대한 환자의 생각 및 자기관리의 어

려움과 생활습관변화를 위해 필요한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

보인지 및 환자 스스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평가

해야 한다. 당뇨병관리에 있어 환자의 자기관리가 매우 중요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혈당관리를 위한 행동변화가 필

요하다. 행동변화를 촉진시키고, 변화된 행동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환자의 동기수준을 평가하고 그 수준에 맞는 행동변

화 전략 등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기 위한 환

자의 행동변화 단계를 파악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

다.

당뇨병환자는 당뇨병 진단 후, 규칙적인 약물요법, 임상영양

요법, 혈당검사, 운동, 정기적인 병원 내원 등 생활습관 전반

에 걸친 변화가 요구된다.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은 개인, 가

족, 지역사회 영역에서의 당뇨병 자체에 대한 영향, 질병관리

의 영향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다. 또한 생애주

기별 발달과정상 어떤 단계에 속하고 있는지에 따라 당뇨병환

자의 사회적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어려움 또

한 당뇨병자기관리의 방해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자의 개별적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 자기관리능력을 평

가하여 생애주기별 각 발달과정상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이며, 다각적인 부분들을 면밀히 고려해 다양한 상

황과 특성에 놓여진 환자를 이해하여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여러 자료들에서 소개된 다양한 상담 기법 

등을 활용하여 환자의 치료동기를 부여하고 개선의지를 이끌

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상담 마무리 단계3. 상담 마무리 단계

이 단계에서는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 및 환자의 상황을 평

가하여 퇴원 이후 환자가 당뇨병자기관리를 위한 생활습관변

화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환자가 변화를 위한 행동을 결심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행

동에 옮길 수 있도록 의료사회복지사의 지지적인 태도도 중

요하며,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이 어려워하는 생활습관변화 

계획표를 함께 작성해보면서 명확한 목표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계획들을 함께 세워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또한 환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일상 생활에

서 당뇨병자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디어 활용에 대한 

정보제공 및 당뇨병환자가 속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도 진행할 수 있다.

결론

임상 현장에서 당뇨병교육은 환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교육

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 또한 당뇨병교육 전문가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당뇨병교육은 다양한 전문가들로

부터 당뇨병관리에 필요한 정보들과 자기관리 기술을 습득하

는 것을 도와준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환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 당뇨병관리를 위한 작은 변화

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

사회복지사는 다각적인 시각에서 당뇨병환자를 바라보고 환

자들의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민감성을 높이는 것 또한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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