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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당뇨병은 우리나라 노인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노인의 인구 

증가와 함께 당뇨병이 있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의 

중요한 치료목적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약물치료 외에 환자 자신의 식이, 운동 등 일상생활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에게 있어 당뇨병의 진단은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의 사건이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습관의 변화 즉, 자기관리 요구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이행 정도는 개인차가 있으며 개인차의 중요 요인은 

성격유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 제2형 당뇨병 노인을 

대상으로 성격유형, 당뇨관련 스트레스, 자기관리 행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성격유형은 Marston(1928)의 DISC 

(dominance, influence, steadiness, conscientiousness) 성격유형 

모델을 바탕으로 홍광수(2007)가 한국인에게 맞게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당뇨관련 스트레스는 Polonsky 등(1995)이 

Problem Areas in Diabetes Survey(PAID)로 개발한 후 수정한 

Diabetes Distress Scale(DDS)를 최은진(200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당뇨 자기관리 행위 정도는 Toobert와 

Glasgow(1994)가 개발하고 개정한 당뇨 자기관리 

측정도구(Summary of Diabetes Self-Car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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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 SDSCA)를 장선주와 송미순(2009)이 번안한 

한국어 버전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2년 8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서울특별시 소재 일개 노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제2형 당뇨병 노인 중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18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필요 시에는 연구원이 설문지 내용을 읽어주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본 연구 대상자의 성격유형 분포는 전체적으로 

안정형(Steadiness)이 90명(50.0%)로 가장 많았고, 

주도형(Dominance) 17명(9.4%)으로 가장 적었다. 당뇨관련 

스트레스 총점은 평균 42.1점이었고, 문항별 점수 평균은 5점 

만점에 2.5점이었다. 당뇨 관련 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2.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당뇨병 관련 심리적 부담이 평균 2.5점이었다. 당뇨 자기관리 행위 

총점은 평균 119점 만점에 72.4점이었고 당뇨 자기관리 행위를 한 

일수는 평균 4.4일/주였다. 자기관리 이행이 높은 행위는 투약 관련 

자기관리 행위로 평균 6.5일/주였고, 이행이 낮은 행위는 혈당검사 

관련 자기관리 행위로 0.9일/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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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성격유형에 따른 당뇨 자기관리 행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주도형이 안정형과 신중형보다 자기관리 행위 

이행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자기관리 하위 영역 중 발 관리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주도형이 

안정형과 신중형보다 발 관리 영역의 자기관리 행위 이행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3) 대상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당뇨관련 스트레스는 총점, 문항별 

점수,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당뇨관련 스트레스와 자기관리 행위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r=.001, p=.996). 대상자의 연령은 식이 관련 

자기관리 행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192, p=.010), 

혈당검사 관련 자기관리 행위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r=-1.90, p=.011). 그리고 당뇨병 유병기간과 혈당검사 

관련 자기관리 행위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309, p<.001). 또한 당뇨관련 스트레스 정도와 한달 

용돈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146, p=.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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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 DISC 성격유형의 주도형이 안정형과 신중형보다 

당뇨 자기관리 행위 이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2형 

당뇨병 노인의 성격유형에 따른 당뇨관련 스트레스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제2형 당뇨병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관리 교육 중재 시, 성격유형은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자기관리 행위 이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도형 성향을 가진 당뇨병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 교육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제2형 당뇨, 노인, 성격유형, 스트레스, 자기관리 행위 

학번: 2011-2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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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betes self-management according to the DISC personality type 

and diabetes-related distress in older adults with type diabetes

Lee, Soo Ji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ng, Misoon, PhD., RN.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ype diabetes is the major chronic disease of older 

adults in Korea. Diagnoses of diabetes in older adults require changes in health 

behaviors, which can be a stressful situation. Self-management is essential for taking 

care of patients with diabetes and affects complications of diabetes. The performance 

of self-management shows individual differences, one of which is the personality type.

However, further studies are needed on personality, distress, and self-management 

among older adults with type diabet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 personality

type, diabetes-related distress, and diabetes self-management among older adults with 

type diabetes. The personality type was measured by a personality instrument 

developed by Hong (2007) based on the Dominance, Influence, Steadiness, 

Conscientiousness (DISC) Model of Marston (1928). Diabetes-related distress was

measured by the Diabetes Distress Scale (DDS) which was translated into Korean by 

Choi (2007). Diabetes self-management was measured by the Korean version of 

Summary of Diabetes Self-Care Activities (SDSCA) Questionnaire.

This descriptive and cross-sectional study included 180 older adults aged 65 and 

over who were registered at a senior center in Seoul. Data was collected from 



between August 14 and October 14 of 2012. Written consent was given by each 

participant after complete description of the study protocol.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an SPSS 20.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n the personality type distribution, the incidence of the steadiness type was the

highest (50%) and the dominance type was the lowest (9.4%). The total mean 

score for diabetes self-management was 72.4 and the mean diabetes self-

management day per week is 4.4. Self-management was most frequently 

performed using medication (6.5 days/week) and self-management was least 

frequently performed using blood glucose monitoring (0.9 days/week). The

total mean score for diabetes-related stress was 42.1, which is lower than that 

of a previous study. Interpersonal distress was the highest (2.7/5), followed by 

emotional burden distress (2.5/5).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management between individual

personality types (p<.001). The self-management level was lower in the 

dominance personality type than in the steadiness and conscientiousness types.

In particular, foot care subunit self-management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dominance personality than in other personality types (p<.001).

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diabetes-related distress, as assessed by 

the overall score or the mean score for each item, between individual

personality types.

4)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diabetes-related distress and 

diabetes self-management (r=0.001, p=.996). Self-management using

medication was performed better with increasing age (r=0.192, p=.010), while

self-management using blood glucose monitoring was not (r=-1.90, p=.011). As 

the duration of diagnosis became longer, self-management using blood glucose 

monitoring was performed better (r=0.309, p<.001). Moreover, diabetes-related 

distress became higher with decreasing allowance (r=-0.146, p=.049).



In conclusion, the personality typ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diabetes self-

management. Although this issue needs further research for specific comparis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ppropriate intervention in terms of the personality 

type, diabetes-related distress, and diabetes self-management. In particular, simple 

and self-initiated intervention which focuses on the dominance personality type would 

be of great help in effective self-management. 

 

Key word: Type  diabetes, older adults, personality, diabetes-related distress,

 diabetes self-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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