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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당뇨병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당뇨병은 일단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평생 동안 치료와 자가관리를 요하는 만성질환으로 적절한

혈당 조절을 하면 합병증을 예방 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

다. 이에 당뇨병 환자는 적절한 자가관리를 통해서 자신의 질환에 잘 대처

해 나갈 수 있어야 하기에 당뇨병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

뇨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요인을 예방함으로써 당뇨병 발병 위험을

줄이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사회학

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자료를 이용

하여 당뇨병 관리교육과 혈당조절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당뇨병 환자 교육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9,744명 중 19세 이상 성인으로 의사로부터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

이 있는 4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흡연, 음주, 스트레스, 운동의 일반적

특성과 당뇨병 이환기간, 치료유형, BMI(체질량지수), 고혈압을 당뇨병 치

료관련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은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병의원이나 한방병의원 및 보건소 등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조사한 것이고, 혈당조절은 당화혈색소치를 이용하여 조절군과 비조절군

으로 분류하였다. 자료는 SAS Window용(ver 9.2)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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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²-test, t-test, ANOVA, Logistic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당뇨병 이환기간 및 치료유형이었다.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수준, 당뇨병 이환기간 및

치료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수준이 낮은 군에서 당화혈색소가

낮았고, 질병이환기간이 10년이 넘는 군에서, 인슐린요법을 하는 군에서 당

화혈색소가 높았다.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군 당화혈색소 수준은 7.67±1.78%, 비경험군은

7.49±1.72%로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과 혈당조절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당뇨병교육이 치료의 일부분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관리교육 경

험은 18.9%로 미비하였고, 교육경험에도 불구하고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하므로 당뇨병 환자들이 효율적인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당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당뇨교육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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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연구의 배경

당뇨병 유병률은 국가와 인종, 생활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경

제가 발전하고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며 생활양식이 서구

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도 1970년 1% 미만으로 추정되던 것이 1980년대 말에 약 3%로 증가

하였다(김응진 등, 2005). 2003년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당뇨병

유병률은 전체 7.7%로 추정되고 남성의 유병률은 7.2%이고 여성의 유병률

은 8.2%로 추정되었다(당뇨병 기초통계연구, 2007).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

기(2005년) 심층분석에서도 20세 이상 전체 당뇨병 유병률은 7.7%, 남성의

유병률은 8.2%, 여성의 유병률은 6.4%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진행

될 경우 전체인구에 대한 당뇨병 유병률은 2010년에는 351만명, 2020년에

는 455만 명(8.97%), 2030년에는 545만 명(10.85%)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당뇨병기초통계연구, 2007). 또한 고령자의 사망원인에 있어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당뇨병은 네 번째 순위로 조사되었다(통

계청, 2005).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인슐린 작용, 또는 두 가지 모두의 결함에 기

인하여 부적절하게 고혈당이 초래되는 특징을 보이는 일련의 대사질환으로

(당뇨병교육지침서, 2006), 일단 발생하면 질병 경과의 조절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대부분 완치가 어렵고 평생 동안 치료와 자가관리를 요하는 만성

질환으로 당뇨병 관리의 목표는 급·만성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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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elman SV, 1998). 전향적인 연구인 DCCT(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 Trial)와 UKPDS(United Kingdom Prospective Diabetes

Study)에서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적극적인 혈당조절은

지속적으로 당뇨병의 합병증인 미세혈관합병증과 대혈관합병증의 발생 및

진행을 낮춘다고 보고하였다. 혈당조절을 위해서는 약물요법, 식사요법, 운

동요법을 비롯한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하기에 당뇨병 관리에서 환자 및

그 가족들의 교육은 당뇨병 관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으며(WHO, Study

Group on Diabetes Mellitus), 당뇨병 교육은 당뇨병 치료의 한 일환으로

서 환자 스스로 자가관리를 하는 개념을 심어줌으로서 당뇨병 치료의 초석

이 되고 있다(Graber AL, 1997). 실제 선행연구에서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

에 참가 후 당화혈색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이정화, 2007;

임현술, 2006) 보고하고 있으나, 최근 1년 이내 당뇨병 관리 교육을 받은

환자가 30.0%로 병원 및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당뇨병 교육의 참

여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정수미, 2004).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군에서 높은 군에 비해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으며 이에 따른 심혈관계 위

험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Ko GT, Chan JC, Yeung VT, et al.

2001), 엄영실(2008)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수준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관점만을 평가한 경우 당대사에 사회경제적 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을 도출해내지 못하여 대상자들의 주

관적인 관점 외에 좀 더 객관적인 지표들이 포함된 연구를 제언하였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자료를 기초로

19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의사로부터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 및 당뇨병 치료관련 특성과 당뇨병 관리교육의 경험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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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및 혈당조절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당뇨병 환자 교육의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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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자료를 기초로

의사로부터 당뇨병을 진단받은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2007년 대한

당뇨병학회의 당뇨병 진료지침의 권고안에 따라 당화혈색소 6.5%이하를

혈당 조절군으로 하여, 당뇨병 교육 경험 및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당뇨병 환자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둘째,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과 혈당조절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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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헌고찰

1) 당뇨병

당뇨병(Diabetes Mellitus, DM)이란 인슐린생성, 분비, 이용부족의 문

제로 포도당 대사장애가 발생되어 초기에는 고혈당(hyperglycemia)이 나타

나고 나중에는 고지혈증(hyperlipidemia), 고아미노산혈증(hyperaminomia)

이 나타나는 만성 대사질환이다(최정신, 2003). 1997년 미국당뇨병학회는

인슐린의존성 및 비의존성 당뇨병의 분류가 병태생리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신 제1형과 제2형 당뇨병의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1

형 당뇨병은 베타세포의 자가면역 파괴에 의하여 발생하는 면역매개성 당

뇨병과 원인불명의 특발성 제1형 당뇨병으로 구분된다. 제2형 당뇨병의 기

본적인 원인으로는 인슐린 저항성, 베타세포 부전에 의한 인슐린 분비 결

함, 간의 포도당 과잉생성으로 생각된다(당뇨병학, 2005).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으로 고혈당, 다뇨, 다음, 다식, 체중감소의 증

상을 나타낸다. 체내에 인슐린이 부족하면 세포막을 통한 포도당 흡수가

저하되고, 간과 근육에서의 당원 분해가 촉진되어 고혈당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단백질의 저장이 감소 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저장되어 있는 근육

이 소모되므로 체중이 감소되고 근육허약, 전신허약감, 피로가 쉽게 온다.

사구체에 여과된 포도당의 일부는 근위세뇨관에서 재흡수 되지 않고 신세

뇨관강 내에 남아 삼투성 역할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탈수, Na+,

K+ 부족이 온다. 근위세뇨관에서 재홉수 되지 않은 포도당은 원위세뇨관

에서도 재흡수 되지 않으므로 뇨 배설량이 증가되어 다뇨가 나타나고 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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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실되어 탈수현상 및 갈증을 일으킨다. 과다 배설된 수분의 양을 보상

하기 위해 다음(polydipsia)을 하게 되고, 소변으로 배설된 포도당을 보상

하기 위해 다식(polyphagia)을 하게 된다. 간에서는 지방산 소모로 케톤체

생산이 증가하여 케톤증과 케톤혈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대사성 산성으

로 인해 전해질 불균형이 초래되기도 하며 혼수에 빠지거나 사망을 할 수

도 있다. 인슐린 부족으로 혈당조절이 안되면 인슐린과 길항작용을 하는

glucagon, GH, epinephrine, cortisol 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혈당수준이

더 올라간다. 고혈당이 장기간 지속되면 전신에 있는 모든 큰 동맥과 소동

맥에 죽상경화증, 모세혈관 기저막이 두터워지는 것이 가속화되고 말초신

경에 퇴행성 변화가 온다. 그 결과 관상동맥 혈전증(coronary thrombosis),

심정지(stroke), 발괴저(foot gangrene), 맹인(blindness), 신부전(renal

failure), 신경병증(neuropathy)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다. 또한 고혈당은 백

혈구 식균작용을 감소시키고, 케톤혈증은 백혈구 이주를 감소시키므로 감

염의 발생빈도가 높고 상처치유가 지연된다(최정신. 2003).

"최근에 보고 된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은 낮게는 7%에서 높게는

12%라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당뇨병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인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심

혈관계에 합병증에 의한 사망 위험도는 당뇨병 유병 기간이 10년 증가할

때 마다 24%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심강희, 2009), 2008년 통

계청의 사망원인에도 당뇨병이 5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8). 이러한

당뇨병 치료의 목표는 크게 대사이상의 교정과 합병증 발생의 예방 또는

지연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뇨병 환자의 예후는 혈관합병증에 달려있다고

말 할 수 있다(김응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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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뇨병 교육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대사질환이므로

평생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유병기간이 길어질 수

록 당뇨병성 망막증, 신증, 신경병증 등의 미세혈관 장애 및 여러 합병증도

증가하므로 당뇨병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이

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당뇨병의 조절 상태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려

면 환자 자신에 의한 자가관리(self-management)가 특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는 스스로 당뇨병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

로 환자교육이 당뇨병 관리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Garber

AL, 1977: 김응진 1985), 올바른 관리를 위해서는 환자가 당뇨병에 대한 올

바른 인식을 가지고 꾸준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이기업외, 1985).

특히,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의 병에 대한 인식도는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오히려 잘못된 지식이나 미신을 믿고 있어 당

뇨관리에 방해가 되고 있고, 여러 연구의 보고에서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

어서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후에나 당뇨병임을 발견하는 것으로 보아 아

직도 당뇨병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 그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구미옥, 1992). 당뇨병의 치료와 관리는 대부분 가

정에서 환자에 의해 시행 되어지므로 당뇨병 관리의 성공여부는 환자의 자

기 관리 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환자의 자기 관리는 규칙적인 식

사, 약물요법, 운동, 자가혈당기를 이용한 자가검사, 발 관리, 병원 방문 등

이 포함된다(구미옥, 1994). 선행연구에서도 객관적인 자가간호 수행의 결

과를 혈당치로 분석한 결과, 교육전과 교육직후, 1, 2, 3개월 후의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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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과 식후 2시간의 혈당치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다(이

현숙, 1994). 마찬가지로 당뇨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당화혈색소가 남성,

여성 모두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정화, 2007). 또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을 적정 범위로 조절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을

교정하여 습관화하는 교육 후 혈당조절의 지표가 유의하게 감소했다(김소

헌, 2004). 그러므로 당뇨병 교육은 당뇨병 치료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으

며, 반드시 치료의 일환으로 삼아야 한다(김응진, 1985).

이러한 당뇨병 교육은 2000년 전부터 카파도키아의 아레테우스가 식

이요법을 가르치면서 시작되었다(당뇨병학, 1998). 미국의 경우 조슬린

(Joslin)이 1900년대부터 당뇨병 관리에서 철저한 교육을 강조하여 당뇨병

교육 책자를 펴냈으며, 1930년대 이후 당뇨병 관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

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1986년 당뇨병 교육이 실시된 이래로 양

적,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으며 당뇨병 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

다(남홍우, 2001).

3) 혈당조절 관련요인

당뇨병에 대한 위험인자로 알려진 것은 교육수준, 결혼상태, 직업, 가

구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인자(최정수, 2007)와 성별, 가족력, 비만, 고혈

압, 스트레스정도, 흡연, 음주 등과 같은 환경적 인자 등으로 들 수 있으며

(안소현, 2008),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당뇨

병 유병률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성

별, 나이, 교육수준, 직업유무, 고혈압 질병력, 당뇨 가족력, 흡연여부,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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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스트레스 정도, 운동여부 그리고 BMI(체질량지수)가 선택되어졌다(임

명남 등, 2008)는 선행연구와 당뇨병 교육과 당화혈색소의 변화에 있어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송민선 등, 2005: 정성오 등, 2000)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흡연, 음주, 스트레

스, 운동의 일반적 특성과 당뇨병 이환기간, 치료유형, BMI(체질량지수), 고

혈압의 당뇨병 치료관련 특성과 당뇨병 교육 경험이 혈당조절의 정도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4) 당화혈색소

혈당의 농도가 올라감에 따라 혈중의 혈색소가 당화되어 당화혈색소

가 증가됨이 잘 알려져 있고 당화혈색소는 적혈구 생성 과정 동안 서서히

당화되므로 이를 측정함으로써 수주전의 혈당조절 상태를 알 수 있다

(Javanovic L, 1981). 당화혈색소는 혈당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난 2~3개월간의 혈당치를 대변한다(Snellman K, 1987). 즉 당화

혈색소는 당뇨병 환자의 평균 혈당치를 반영 할 수 있으며 이는 당뇨병 합

병증에 대한 강한 예측인자로 평가되고 있으며(McCarter RJ, 2004), 최근에

는 당뇨병을 진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Bennett

CM, 2007).

미국당뇨병협회에서는 적절한 혈당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화혈

색소가 7%미만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혈당

조절의 목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에서 당화혈색소 6.5%이내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당뇨



- 10 -

병진료지침, 2007). 당뇨병 교육과 당화혈색소의 변화에 있어서 송오금

(2000), 송민선(2005), 이정화(2007) 등의 연구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혈당조절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당화혈색소를

지표로 삼고 6.5%이하를 혈당 조절군으로 하였다.



- 11 -

Ⅱ. 연구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1995년에 공표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한국

인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조사 사업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제1~3기 조사는 2~3개월 동안 단기조사로 진행된 반면에 제4기 조사

부터 시의성 있는 국가통계 산출을 위해 3년 연중조사체계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제4기 조사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3년 조사로 구성되며, 각

년도는 1차년도(2007), 2차년도(2008), 3차년도(2009)로 구분되며 1차 추출단

위는 동읍면, 2차 추출단위는 조사구, 3차 추출단위는 가구이다. 1차 추출

단위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변수들 대부분이 성별, 연령별 구조의 영향을

받으므로 지역과 연령대별 인구비율을 변수로 사용하여 29개 층을 구성하

였다. 2차 추출단위는 시도, 지역, 거주형태를 고려하여 각 층의 모집단조

사구 수에 비례하도록 비례배분계통추출법으로 200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후, 조사구별 23가구를 계통추출방법으로 추출하여 표본가구 중 만1세 이

상을 최종대상으로 하였다. 제4기는 전체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4기 2차년도(2008) 200조사구, 4,600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4기 2차년도(2008) 조사는 만1세이

상 12,52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자수는 9,744명으로 전

체 참여율은 7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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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및 변수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에 참여한

9,744명 중 19세 이상 성인으로 당뇨병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적이 있는

475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1)일반적 특성

성별은 남, 여로 분류하였고, 연령은 19~39세, 40~59세, 60세 이상의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의

네 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졸업은 현 학력으로 수료, 중퇴, 재학, 휴학은 이

전 학력으로 분류하였다. 소득수준은 성별, 연령(5세단위) 그룹별 가구균등

화소득 (=월평균 가구총소득/√가구원수)의 사분위수에 근거하여 분류하였

다. 보건의식행태 조사 항목 중 흡연여부는 평생 담배 5갑 (100개피)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현재흡연자, 평생 담배 5갑(100개피) 이

상 피웠지만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과거흡연자, 평생 담배 5갑

(100개피)미만 피웠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비흡연자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음주여부는 1년간 음주빈도로 전혀 마시지 않거나 한달에 1번

미만인 그룹, 한달에 1~4회 정도, 일주일에 2~3회, 일주일에 4번 이상의

네 군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는 원자료에서는 평소 스트레스 인지정도

를 대단히 많이 느끼는 군, 많이 느끼는 편, 조금 느끼는 편, 거의 느낀지

않는 편으로 4단계의 범주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단히 많이 느

끼는 군과 많이 느끼는 군은 묶어 많이, 조금, 거의 없음의 3단계로 분석하

였다. 운동은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 5일 이상인 군과 5일

미만인 군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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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뇨병 치료관련 특성

당뇨병 이환기간은 1년 미만, 1~5년, 6년~10년, 11년 이상으로 분류

하였고 치료유형은 없음, 경구약, 인슐린, 비약물요법으로 분류하였다. 검진

조사 항목 중 BMI(체질량지수)지수는 신장 단위를 m로 변경하여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눠 나타낸 지수이다. 질병력으로는 당뇨병에 많은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혈압을 유,무로 분석하였고 혈당조절 정도는 검진항

목 중 당화혈색소를 지표로 당화혈색소가 높을수록 혈당조절 상태가 불량

한 것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2007년)에 따라

당화혈색소 6.5% 이하를 혈당 조절군으로 정의하였다.

3)당뇨병 관리교육 경험

당뇨병 관리교육은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진료 중 10분 미만의 상담

을 받은 건을 제외하고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병의원이나 한방병

의원, 보건소 등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조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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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1).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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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원시자료를 SAS Window용

(ver 9.2)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

의성은 P<0.05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1)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흡연, 음주, 스트레스, 운동의 일반적 특

성에 따른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의 관련성은 카이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2) 당뇨병 이환기간, 치료유형, BMI, 고혈압의 당뇨병 치료관련 특성과 당

뇨병 관리교육 경험의 관련성은 카이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3)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흡연, 음주, 스트레스, 운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혈당조절의 관련성은 카이검정을 통해 분석하였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변수인 소득수준에 따른 혈당조절은 ANOVA로 분석하였다.

4) 당뇨병 이환기간, 치료유형, BMI, 고혈압의 당뇨병 치료관련 특성과 혈

당조절의 관련성은 카이검정을 통해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인 당뇨병 이환기간 및 치료유형과 혈당조절은 ANOVA로 분석하였다.

5) 당뇨병관리 교육 경험과 혈당조절과의 관련성은 카이검정을 통하여 관

련성을 분석하였고 T-test로 당화혈색소치를 비교하였다.

6)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과 혈당조절과의 관계는 로스지틱 회귀분석을 하

여 비차비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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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률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률

조사 대상자 9,744명 중 의사로부터 당뇨병을 진단 받은 적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 475명 중 결측값을 제외한 439명 중 당뇨병 관리교육을 최

근 1년 이내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83명으로 18.9%이었고, 일반적 특

성에 따른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률은 표1과 같다.

성별은 남자에서는 21.7%, 여자에서는 16.8%가 당뇨병 관리교육 경

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성별에 따른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연령은 60세 이상의 15.5%, 40~59세의 24.4%, 19~39세의

35.7%가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연령에 따른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vlaue=0.0241). 교육수준은 초등

이하가 12.9%, 중졸은 30.9%, 고졸은 20.0%, 전문대이상에서는 27.1%가 당

뇨병 관리교육 경험이 있었고 교육수준에 따른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vlaue=0.0021). 소득수준은 1사분위의 17.5%, 2사분

위의 21.6%, 3사분위의 13.0%, 4사분위의 25.0%가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이

있었고, 흡연은 비흡연군의 18.6%, 현재흡연군의 18.9%, 과거흡연군의

20.0%가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이 있었다. 음주는 주2~3회군의 25.5%가 당

뇨병 관리교육 경험이 있었으며, 스트레스는 거의 없음군의 20.3%가 당뇨

병 관리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운동은 일주일에 30분 이상 5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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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중등도 이상의 신체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군의 16.2%에서, 1주

일에 5일 미만군의 19.6%에서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이 있었다.

조사 대상자의 소득수준, 흡연, 음주, 스트레스, 운동과 같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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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당뇨병 관리교육

P-value경험 비경험

N(%) N(%) 계

성별 남 41(21.7) 148(78.3) 189(100.0) 0.2406

여 42(16.8) 208(83.2) 250(100.0)

total 83(18.9) 356(81.1) 439(100.0)

연령 19~39세 5(35.7) 9(64.3) 14(100.0) 0.0241

40~59세 33(24.4) 102(75.6) 135(100.0)

60세이상 45(15.5) 245(84.5) 290(100.0)

total 83(18.9) 356(81.1) 439(100.0)

교육수준 초등이하 31(12.9) 209(87.1) 240(100.0) 0.0021

중졸 21(30.9) 47(69.1) 68(100.0)

고졸 14(20.0) 56(80.0) 70(100.0)

전문대이상 16(27.1) 43(72.9) 59(100.0)

total 82(18.8) 355(81.2) 437(100.0)

소득수준 1사분위 27(17.5) 127(82.5) 154(100.0) 0.2862

2사분위 29(21.6) 105(78.4) 134(100.0)

3사분위 9(13.0) 60(87.0) 69(100.0)

4사분위 15(25.0) 45(75.0) 60(100.0)

total 80(19.2) 337(80.8) 417(100.0)

흡연 비흡연 49(18.6) 215(81.4) 264(100.0) 0.9522

현재흡연 14(18.9) 60(81.1) 74(100.0)

과거흡연 20(20.0) 80(80.0) 100(100.0)

total 83(18.9) 355(81.1) 438(100.0)

음주 안마심 51(18.4) 227(81.6) 278(100.0) 0.6909

주1회이하 15(18.3) 67(81.7) 82(100.0)

주2-3회 12(25.5) 35(74.5) 47(100.0)

주4회이상 5(17.2) 24(82.8) 29(100.0)

total 83(19.0) 353(81.0) 436(100.0)

스트레스 많이 22(18.8) 95(81.2) 117(100.0) 0.9000

조금 36(18.3) 161(81.7) 197(100.0)

거의 없음 25(20.3) 98(79.7) 123(100.0)

total 83(19.0) 354(81.0) 437(100.0)

운동 30분이상 5일 미만 72(19.6) 296(80.4) 368(100.0) 0.5132

30분이상 5일 이상 11(16.2) 57(83.8) 68(100.0)

total 83(19.0) 353(81.0) 436(100.0)

표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 :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진료 중 10분 미만의 상담을 받은

건을 제외하고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병의원이나 한방병의원, 보건소 등

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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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뇨병 치료관련 특성에 따른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률

대상자의 당뇨병 치료관련 특성으로는 당뇨병 이환기간, 치료유형,

BMI, 고혈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당뇨병 이환기간이 1년 미만인 군의 8.8%, 1년~5년군의 19.1%, 6

년~10년군의 16.0%, 10년이 넘는 군의 26.6%가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이 있

었고 당뇨병 이환기간과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과의 관련성은 P-vlaue가

0.018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치료유형은 경구약을 복용하고 있는 군의 15.0%에서, 인슐린을 투여

하고 있는 군의 46.2%에서, 비약물요법군의 16.7%에서 당뇨병 관리교육 경

험이 있었고 치료유형과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과의 관련성은 P-vlaue가

<0.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MI는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군과 비경험군 모두에서 25(kg/m2)가

넘는 군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57.2%인 251명이 고혈압에

이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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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당뇨병 관리교육

P-value경험 비경험

N(%) N(%) 계

당뇨병 이환기간 <1년 6(8.8) 62(91.2) 68(100.0) 0.0189

1년~5년 26(19.1) 110(80.9) 136(100.0)

6년~10년 17(16.0) 89(84.0) 106(100.0)

>10년 34(26.6) 94(73.4) 128(100.0)

total 83(18.9) 355(81.1) 438(100.0)

치료유형 없음 14(22.6) 48(77.4) 62(100.0) <0.0001

경구약 49(15.0) 277(85.0) 326(100.0)

인슐린 18(46.2) 21(53.8) 39(100.0)

비약물요법 2(16.7) 10(83.3) 12(100.0)

total 83(18.9) 356(81.1) 439(100.0)

BMI(kg/m2) <23 22(15.5) 120(84.5) 142(100.0) 0.3299

23-25 18(17.7) 84(82.3) 102(100.0)

>25 42(21.8) 151(78.2) 193(100.0)

total 82(18.8) 355(81.2) 437(100.0)

고혈압 유 43(17.1) 208(82.9) 251(100.0) 0.3299

무 40(21.3) 148(78.7) 188(100.0)

total 83(18.9) 356(81.1) 439(100.0)

표2. 당뇨병 치료관련 특성에 따른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

BMI :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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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당뇨병 관리교육

P-value경험 비경험

N(%) N(%) 계

안저검사 유 47(57.3) 117(33.9) 164(38.4) 0.0002

무 35(42.7) 228(66.1) 263(61.6)

total 82(100.0) 345(100.0) 427(100.0)

미세단백뇨검사 유 51(62.2) 125(36.2) 176(41.2) <0.0001

무 31(37.8) 220(63.8) 251(58.8)

total 82(100.0) 345(100.0) 427(100.0)

3) 당뇨합병증 검사 경험률

조사 대상자들이 최근 1년 동안 당뇨병으로 인한 눈의 합병증이 발

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안저검사와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합병증이 발생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미세단백뇨 검사 시행률은 표3과 같다. 당뇨병 관리

교육 경험군이 비경험군에 비해 안저검사 및 미세단백뇨 검사 경험률이 유

의한 수준으로 높았다.

표3. 당뇨합병증 검사 경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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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한방병의원 보건소 기타
병의원

+보건소

병의원

+기타
계

N 64 1 9 6 2 1 83

(%) 77.1 1.2 10.9 7.2 2.4 1.2 100.0

4)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 기관

전체 조사 대상자 475명 중 결측값을 제외한 439명 중 당뇨병 관리

교육을 최근 1년 이내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83명으로 전체 조사 대

상자의 18.9%만이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이 있었고 조사 대상자들이 당뇨

병 관리교육을 받은 기관의 분포는 표4와 같다. 표4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83명 중 77.1%인 64명이 병의원에서 당뇨병 관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

고 보건소에서 당뇨병 관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교육 경

험자의 10.9%인 9명이 응답했다.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모두 받았다고 응답

한 대상자는 2명 이었다.

표4.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 기관



- 23 -

2. 혈당조절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혈당 조절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혈당조절의 관련성은 표5와 같다. 성별에 따

른 혈당조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전체 조사 대상자 중 당화혈색

소 6.5%이하의 혈당조절군은 남자는 64명, 여자는 82명으로 전체 조사대상

자 중 33.1%가 당화혈색소 6.5% 이하의 혈당 조절군이었다.

19~39세의 38.5%가 혈당조절군이었고 40~59세의 30.0%가 혈당조절

군이었으며 60세 이상의 34.4%가 혈당조절군이었다. 교육수준은 초등이하

의 34.5%, 중졸은 33.3%, 고졸은 29.2% 전문대 이상은 32.3%가 혈당조절군

이었으며,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혈당조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소득수준은 1사분위 소득수준의 41.6%가 혈당조절군으로 가장 많았

으며 2사분위의 30.4%, 3사분위의 22.9%, 4사분위의 29.5%가 혈당조절군이

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혈당조절은 통계적으로 P-value가 0.0293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여 소득수준에 따른 당화혈색소치를 1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F-value가 3.38이었고 P-value는 0.0183으로 소득수준에 따

른 집단간의 당화혈색소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투키방

법에 의한 다중비교 결과 소득수준 1사분위와 2사분위가 유의하게 당화혈

색소의 차이가 있었다.

흡연, 음주, 스트레스, 운동에 따른 혈당조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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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혈당조절

P-value조절군 비조절군

N(%) N(%) 계

성별 남 64(32.5) 133(67.5) 197(100.0) 0.8835

여 82(33.6) 162(66.4) 244(100.0)

total 146(33.1) 295(66.9) 441(100.0)

연령 19~39세 5(38.5) 8(61.5) 13(100.0) 0.6103

40~59세 42(30.0) 98(70.0) 140(100.0)

60세이상 99(34.4) 189(65.6) 288(100.0)

total 146(33.1) 295(66.9) 441(100.0)

교육수준 초등이하 79(34.5) 150(65.5) 229(100.0) 0.8669

중졸 25(33.3) 50(66.7) 75(100.0)

고졸 21(29.2) 51(70.8) 72(100.0)

전문대이상 20(32.3) 42(67.7) 62(100.0)

total 145(33.1) 293(66.9) 438(100.0)

소득수준 1사분위 62(41.6) 87(58.4) 149(100.0) 0.0293

2사분위 42(30.4) 96(69.6) 138(100.0)

3사분위 16(22.9) 54(77.1) 70(100.0)

4사분위 18(29.5) 43(70.5) 61(100.0)

total 138(33.0) 280(67.0) 418(100.0)

흡연 비흡연 91(34.7) 171(65.3) 262(100.0) 0.7216

현재흡연 24(31.6) 52(68.4) 76(100.0)

과거흡연 31(30.7) 70(69.3) 101(100.0)

total 146(33.3) 293(66.7) 439(100.0)

음주 안마심 92(33.2) 185(66.8) 277(100.0) 0.9179

주1회이하 27(31.0) 60(69.0) 87(100.0)

주2-3회 14(31.8) 30(68.2) 44(100.0)

주4회이상 11(37.9) 18(62.1) 29(100.0)

total 144(33.0) 293(67.0) 437(100.0)

스트레스 많이 36(32.1) 76(67.9) 112(100.0) 0.4322

조금 75(36.2) 132(63.8) 207(100.0)

거의 없음 35(29.4) 84(70.6) 119(100.0)

total 146(33.3) 292(66.7) 4389100.0)

운동 30분이상 5일 미만 120(32.5) 249(67.5) 369(100.0) 0.3586

30분이상 5일 이상 26(38.2) 42(61.8) 68(100.0)

total 146(33.4) 291(66.6) 437(100.0)

표5.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혈당조절

혈당조절군 : 당화혈색소 6.5% 이하인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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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뇨병 치료관련 특성에 따른 혈당조절률

당뇨병 치료관련 특성과 혈당조절의 관련성은 표6에서 처럼 당뇨병

이환기간 및 치료유형에 따라 혈당조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당뇨병 이환기간이 1년 미만인 군에서는 49.3%가 혈당조절군이었고

이환기간이 1년~5년 군은 38.8%, 6년~10년 군은 26.0%, 10년이 넘는 군은

19.3%가 혈당조절군으로 당뇨병 이환기간에 따른 혈당조절이 유의한 차이

를 보여 분산분석한 결과 F-value가 8.73이고 P-value는 <0.0001로 당뇨병

이환기간에 따른 집단 간의 당화혈색소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투키방법에 의한 다중비교 결과 당뇨병 이환기간 1년 미만인 군은

6년~10년인 군과 10년이 넘는 군에서 유의하게 당화혈색소의 차이가 있었

고, 질병이환기간이 1년~5년인 군은 당뇨병 이환기간이 10년이 넘는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7에서 처럼 당뇨병 이환기간이 1년 미만인 군의

당화혈색소 평균은 6.84±1.35% 이었고 10년이 넘는 군의 당화혈색소의 평

균은 8.07±1.93%로 질병이환기간이 길수록 당화혈색소치가 높았다.

치료유형에서는 경구약을 복용하는 군의 30.3%가 혈당조절군이었고

인슐린을 투여하는 군은 13.2%가 혈당조절군이었다. 치료유형에 따른 혈당

조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분산분석한 결과 F-value가 10.25

이었고 P-value는 <0.0001로 치료유형에 따른 집단 간의 당화혈색소의 평

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투키방법에 의한 다중비교 결과 인

슐린 치료를 받는 군의 당화혈색소의 평균은 8.89±1.94%로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8). BMI 와 고혈압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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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혈당조절

p-값조절군 비조절군

N(%) N(%) 계

당뇨병이환기간 <1년 34(49.3) 35(50.7) 69(100.0) <0.0001

1년~5년 52(38.8) 82(61.2) 134(100.0)

6년~10년 26(26.0) 74(74.0) 100(100.0)

>10년 23(19.3) 96(80.7) 119(100.0)

total 135(32.0) 287(68.0) 422(100.0)

치료유형 없음 42(49.4) 43(50.6) 85(100.0) 0.0001

경구약 93(30.3) 214(69.7) 307(100.0)

인슐린 5(13.2) 33(86.8) 38(100.0)

비약물요법 6(54.6) 5(45.4) 11(100.0)

total 146(33.1) 295(66.9) 441(100.0)

BMI(kg/m2) <23 54(38.3) 87(61.7) 141(100.0) 0.1928

23-25 34(33.0) 69(67.0) 102(100.0)

>25 56(28.9) 138(71.1) 194(100.0)

total 144(32.9) 294(67.1) 438(100.0)

고혈압 유 94(36.6) 163(63.4) 257(100.0) 0.7232

무 52(28.4) 131(71.6) 183(100.0)

total 146(33.2) 294(66.8) 440(100.0)

표6. 당뇨병 치료관련 특성에 따른 혈당조절

혈당조절군 : 당화혈색소 6.5% 이하인 군

BMI :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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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표준편차(%) F-value P-value

<1년 69 6.84±1.35 8.73 <0.0001

1년~5년 134 7.33±1.61

6년~10년 100 7.61±1.62

>10년 119 8.07±1.93

N 평균±표준편차(%) F-value P-value

없음 85 7.07±1.78 10.25 <0.0001

경구약 307 7.48±1.66

인슐린 38 8.89±1.94

비약물요법 11 7.16±2.03

표7. 질병이환기간에 따른 당화혈색소 비교(analysis by ANOVA)
(N : 422)

표8. 치료유형에 따른 당화혈색소 비교(analysis by ANOVA)
(N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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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혈색소(%)

당뇨병 관리교육

t-value P-value경험 비경험

N(%) N(%) 계

조절군 22(16.8) 109(83.2) 131(100.0) 0.4723

비조절군 56(20.4) 219(79.6) 275(100.0)

계 78(19.2) 328(80.8) 406(100.0)

평균±표준편차 7.67±1.78 7.49±1.72 0.82 0.6859

3.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과 혈당조절과의 관련성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군의 당화혈색소 수준은 7.67±1.78% 이었고, 비

경험군은 7.49±1.72%로 교육 경험군보다 약간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P-value=0.6859). 당화혈색소 6.5%이하를 혈당조절군으로

정의하였을 때 표9에서 처럼 혈당조절군에서 16.8%가 당뇨병 관리교육 경

험이 있었고, 비조절군에서는 20.4%가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이 있다고 조

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9.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과 혈당조절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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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따른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과

혈당조절의 관련성

당화혈색소 6.5%이하를 혈당 조절군으로 정의했을 때,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흡연, 음주, 스트레스, 운동, 당뇨병 이환기간, 치료유

형, BMI, 고혈압을 보정한 뒤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에 따른 혈당조절군의

오즈비는 다음의 표10과 같다.

ModelⅠ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흡연, 음주, 스트레스, 운동의

일반적 특성을 보정하였고, Model Ⅱ에서는 ModelⅠ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당뇨

병 이환기간, 치료유형, BMI, 고혈압의 당뇨병 치료관련 특성을 함께 보정하였다.

ModelⅠ에서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후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이 있는 군에

비해 비경험군이 혈당조절군이 될 확률이 1.421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Model Ⅱ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고 소득수준은 4사분위에 비해 1사분위군이 혈당 조절군이 될 오

즈비가 2.362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흡연, 음주, 스트레스, 운동

영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당뇨병 이환기간에 따라서는 10년이 넘은 군

에 비해 1년 미만인 군이 혈당 조절군이 될 확률이 4.864배 높았고, 1년~5

년군이 3.346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치료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BMI 25가 넘는 비만인 군에 비해 23 미만인 군에서 혈당 조절군

이 될 확률이 2.147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고혈압이 없는 군에

비해 고혈압이 있는 군이 혈당 조절군이 될 확률이 1.714배 높았고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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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별

혈당 조절

ModelⅠ Model Ⅱ

OR 95% CI OR 95% CI

당뇨병

관리교육

유 - - - -

무 1.421 (0.787-2.564) 1.065 (0.561-2.019)

성별 남 - - - -

여 0.809 (0.399-1.643) 1.035 (0.478-2.237)

연령 19~39세 1.621 (0.432-6.085) 1.345 (0.314-5.766)

40~59세 0.809 (0.470-1.394) 0.766 (0.425-1.380)

60세이상 - - - -

교육수준 초등이하 0.810 (0.332-1.974) 0.733 (0.280-1.924)

중졸 0.910 (0.362-2.292) 0.816 (0.301-2.218)

고졸 0.802 (0.339-1.900) 0.753 (0.299-1.893)

전문대이상 - - - -

소득수준 1사분위 1.932 (0.891-4.191) 2.362 (1.022-5.456)

2사분위 1.005 (0.474-2.131) 1.189 (0.531-2.661)

3사분위 0.593 (0.250-1.404) 0.645 (0.260-1.599)

4사분위 - - - -

흡연 비흡연 1.679 (0.832-3.389) 1.452 (0.670-3.148)

현재흡연 1.096 (0.517-2.324) 0.982 (0.439-2.198)

과거흡연 - - - -

음주 안마심 1.003 (0.371-2.713) 1.063 (0.372-3.037)

주1회이하 1.016 (0.355-2.907) 1.036 (0.341-3.143)

주2-3회 1.404 (0.452-4.360) 1.328 (0.401-4.396)

주4회이상 - - - -

스트레스 많이 1.164 (0.612-2.212) 1.052 (0.531-2.084)

조금 1.359 (0.773-2.387) 1.223 (0.669-2.235)

거의 없음 - - - -

운동 30분이상 5일 미만 - - - -

30분이상 5일 이상 1.366 (0.746-2.502) 1.706 (0.881-3.306)

표10.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따른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이 혈당조절에 미치

는 영향(오즈비)

CI : Confidence Interval

ModelⅠ: adjusted for sex, age, education, income, smoking, alcohol, stress, exercise

ModelⅡ: adjusted for duration for diabetes, therapy type, BMI, Hypertension in

addition to model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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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별

혈당 조절

Ⅰ Ⅱ

OR 95% CI OR 95% CI

질병이환기간 <1년 4.864 (2.097-11.280)

1년~5년 3.346 (1.622-6.902)

6년~10년 1.610 (0.750-3.456)

>10년 - -

치료유형 없음 3.170 (0.918-10.951)

경구약 1.927 (0.640-5.797)

인슐린 - -

비약물요법 3.100 (0.538-17.868)

BMI(kg/m2) <23 2.147 (1.192-3.868)

23-25 1.561 (0.825-2.953)

>25 - -

고혈압 유 1.714 (1.019-2.885)

무 - -

표10. 계속

CI : Confidence Interval, BMI : Body mass index

ModelⅠ: adjusted for sex, age, education, income, smoking, alcohol, stress, exercise

ModelⅡ: adjusted for duration for diabetes, therapy type, BMI, Hypertension in addition

to model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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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자료를 기초

로 의사로부터 당뇨병을 진단받은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2007년 대

한당뇨병학회의 당뇨병 진료지침의 권고안에 따라 당화혈색소 6.5%를 혈

당조절군으로 하여,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과 혈당조절의 관련성을 파악하

여 당뇨병 환자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경제가 발전하고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며 생활양

식이 서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유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

고 있고, 고령자의 사망원인에 있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당뇨

병은 네 번째로 조사되고 있다(통계청, 2005). 또한 당뇨병의 유병률이 증

가함에 따라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Harris MI,

Flegal KM, Cowie CC, et al. 1998). 따라서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당

뇨병의 조절 상태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환자 자신에 의한 자가관

리(self-management)가 특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당뇨

병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환자교육이 당뇨병 관리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Garber AL, 1977: 김응진, 1985).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뇨병 교육은 개개인의 대

상자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외래나 입원환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집단

교육식의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김춘자, 1995), 송오

금(1996) 등의 연구에서 당뇨병 교육의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개인 실습과

개인 상담 및 정규적인 교육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김정화(2007)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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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당뇨병 전문 교육 간호사, 임상 전문 영양사를 중심으로 한 1:1 개

인 교육을 원칙으로 하여 당뇨병 자가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당화혈

색소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송오금(2000), 김소헌

(2004), 송민선(2005), 임현술(2006)등의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당뇨병교육이

당화혈색소치를 감소시킨다는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자료를 기초로 의사로부터 당뇨병

을 진단받은 19세 이상의 성인 47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결측치를

제외한 439명 중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진료 중 10분 미만의 상담을 받은

건을 제외한 당뇨병 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은 83명으로 18.9%에 불과하였

다. 이는 이경우(1985)의 연구에서 20%만이 당뇨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결

과와 비슷하고, 정수미(2004)의 연구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당뇨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30.3% 로 조사된 것보다 훨씬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많은 의

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관리의 일환으로 당뇨병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의 많은 수가 당뇨병

치료의 근본이라고 하는 당뇨교육의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

다.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은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

며, 성별, 소득수준, 흡연, 음주, 스트레스, 운동과 같은 다른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에 따라서는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당뇨병 치료관련 특

성과 관련해서는 당뇨병 이환기간 및 치료유형에 따라 당뇨병 관리 교육 경험에

차이가 있었다.

여러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의 당뇨교육은 대부분 당뇨

병 전담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당뇨교육이 당화혈색소를 유의하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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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켰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군의 당

화혈색소는 7.67±1.78% 이었고, 당뇨병 관리교육 비경험군의 당화혈색소는

7.49±1.7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의 원자료가 당

뇨병 관리교육을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진료 중 10분 미만의 상담을 받은 건을

제외하고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병의원이나 한방병의원 및 보건소 등

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조사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제공된 체계

적인 생활습관 조절 및 1:1 개별교육이나 전문적인 당뇨교육과 같이 당뇨교육의

내용 및 수준이 확인되지 않아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생각되

며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흡연, 음주, 스트레스, 운

동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혈당조절과의 관련성을 분석했을 때 소득수준이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엄영실(2008)의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당뇨병 및 전단계당뇨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했고 사회경제적 수준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관점

만을 평가하였으며, 응답자의 답변 중 절반 이상인 57.8%가 “보통”이라는 응답

을 함으로써 당대사에 사회경제적 수준이 소득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

적인 유의성을 도출해내지 못하였다. 본연구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혈당조

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소득수준과 혈당조절과의 관련성은 유의하다

고 분석되었고 성별, 연령, 교육수준, 흡연, 음주, 스트레스, 운동, 질병이환기간,

치료유형, BMI, 고혈압,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을 통제하고 로지스틱 분석을 했

을 때 소득수준이 4사분위 군에 비해 1사분위 군이 당화혈색소 6.5%이하의 혈당

조절군이 될 확률이 2.362배(95% CI)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저소득 자체가 당뇨

병 발생에 있어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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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뇨병 치료관련 특성 중 당뇨병 이환기간과 치료유형이 혈당조절과의 관

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당뇨병 이환기간이 길수록, 인슐린을

투여받는 환자에서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당뇨병 이환기간이 10년이 넘은 군에 비해 1년

미만인 그룹이 혈당조절군이 될 확률이 4.864배(95% CI) 높았고 1년~5년인 그룹

이 3.346배(95% CI) 높았다. 또한 BMI가 25가 넘는 비만한 군에 비해 23미만인

정상체중 군이 혈당조절군이 될 확률이 2.147배 (95% CI) 높았다. 고혈압이 없는

군에 비해 고혈압이 있는 군이 혈당 조절군이 될 확률이 1.714배 높았으나 이는

아마도 고혈압 치료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 또는 건강관리가 혈당조절에도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한국인의 당뇨병 유병률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당뇨병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여자

보다 남자가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이 없는 경우가, 비만을 나타내는

BMI지수가 높을수록,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부모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흡연과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당뇨병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임명남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당뇨병 치료 관련 특성

과 당뇨병교육을 변수로 로지스틱 분석을 했을 때 소득수준, 당뇨병 이환기간,

BMI, 고혈압이 혈당조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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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자료를 기초로

의사로부터 당뇨병을 진단받은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2007년 대한

당뇨병학회의 당뇨병 진료지침의 권고안에 따라 당화혈색소 6.5%이하를

당뇨병 조절군으로 하여,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과 혈당조절의 관련성을 분

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사로부터 당뇨병을 진단 받은 적이 있는 조사 대상자 중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이 있는 군이 18.9%이었다.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이 있는 군

의 당화혈색소는 평균 7.67±1.78%이었고, 교육 비경험군의 당화혈색소 평균은

7.49±1.72%이었으며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에 따른 혈당조절군이 될 확률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당뇨병 관리교육 경험은 연령, 교육수

준, 당뇨병 이환기간, 치료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수준, 질병이환기간, 치료

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를 통제하고 소득수준이 4사분위군에 비해 1사분위군이 혈당조절군이 될

확률이 2.632배 높았으나 이는 418명이라는 적은 대상자로 분석하였기에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질병이환기간이 10년

이 넘는 군에 비해 진단 받은 기간이 짧은 군이 혈당조절군이 될 확률이

높고, BMI가 25가 넘는 비만한 군에 비해 정상체중인 군이 혈당조절군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혈압이 있는 군이 혈당조절군

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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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혈당조절이 잘 안된

다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이는 대한당뇨병학회의 진료지침

에 따라 혈당조절군을 당화혈색소 6.5%이하로 정의하고 분석하여 전체 국

민건강영양조사 대상 9,744명의 조사대상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이 475명으로 적어 연구에 제한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추후에 연구에 미비한 부분을 고려하여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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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diabetes education and

glucose control in South Korea

Na Ri Ro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Chung Mo Nam, Ph.D.)

The prevalence of diabetes is increasing rapidly. Diabetes is a

chronic diseases that requires lifetime treatment and self-management

where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cure when it actually occurs.

However, when glucose(blood sugar) control is appropriately adjusted,

then it is possible to prevent from diabetes complication and maintain

healthy life. Diabetes education is very important since diabetics need to

cope with the disease through appropriate self-management. Also, by

preventing from the risk factors and efficiently managing diabetes, one

can reduce the risk of diabetes complication.

This study used ‘Second Year’s Four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2008)' information to find out relationship between

diabetes education and glucose(blood sugar) control.

Data is presented as a sample of 9,744 persons aged over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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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wh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of

South Korea from January to December of 2008 and 475 people who

had diagnosed diabetes from the doctor.

For the diabetes education experiences, consulting of less than 10

minutes were excluded from doctor or nurse’s counseling rather the

investigation with the case of receiving education from hospitals or

oriental hospitals, and public health center regarding diabetes

management method.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 well

managed group and ill managed group based on the HbA1c level.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AS(version 9.2 for Window) statistics

programs, X²-test, t-test, ANOVA, Logistic regression.

The study results are the following.

It is analyzed that the age, educational level, prevalence period,

and therapy type have relationship with the elements that affect

diabetes education.

For the elements that affect glucose control, income level,

prevalence period, and therapy type had significance in statistics. Low

income level group had low HbA1c level and groups with disease

prevalence period over 10 years and insulin therapy had high HbA1c

level.

In this study, diabetes education with the experience group's

average HbA1c had 7.67±1.78%, and group without experience had

average HbA1c of 7.49±1.72% where it did not show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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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on glucose control based on diabetes education.

As the result of analyzing large scale research information based

on Korea's population, this research showed that diabetes education for

diabetics is a part of the treatment where it is very importantly

recognized, yet diabetics in Korea had only 18.9% of diabetes education

experience and it does not affect towards glucose control even with

education experiences, so it is necessary to expect systematic diabetes

education and its expansion so that diabetics can efficiently work on the

self-management.

Key words : Diabetes Mellitus, Diabetes education, glucose contr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