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지

2005;26:456-463

J Korean Acad Fam Med

◇ 원 저 ◇

당뇨병 환자들은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당뇨병 약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교실

권오병․유종호․김경곤†․강희철․윤방부


연구배경: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이 장기간 경구 혈당강하제를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의 복용약에 대한 인지도와 그에 관련된 요인들을 알아
보고, 이들이 혈당 조절 정도와 상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시내 2개 종합병원의 입원 및 외래 당뇨병 환자 중 배포된 설문지를 완성한 134명
(회수율 89.3%)을 대상으로 단면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결과: 1개 이상의 복용 중인 당뇨병 약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20명(14.9%)이었다. 흡연(P=0.0086), 복용
중인 혈당 강하제 이름의 인지(P＜0.0001), 처방 받고 있는 당뇨병 약 변경의 과거력(P=0.0095), 식이 조절과 운동의
병행(P＜0.0001), 당뇨병 약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P=0.0231) 그리고 당뇨병 약을 거르는 정도(P＜0.0001)가
환자의 당화혈색소 수치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이 중 특히 독립적인 요인은 식이 조절과 운동의 병행 여부
(P=0.0002), 당뇨병 약 변경 여부(P=0.0006) 및 당뇨병 약 거르는 정도(P＜0.0001)였으며, 당뇨병 약인지 여부는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
결론: 복용 중인 당뇨병 약 인지율은 낮았으며, 당뇨병 약 인지 여부는 당화혈색소 수치와 관련은 있었지만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자는 아니다.


중심 단어: 혈당 강하제, 당화혈색소, 인지


서

론

당뇨병은 고혈당과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대사 장
애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질환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
1)
는 가정의가 흔히 대하게 되는 질환이다. 고혈압과 함
께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다양
한 합병증으로 인해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
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는 경제의 급속
한 발전과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환경적 변화 등이 복
2,3)
합적으로 작용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간
당뇨병의 진단 기준이 조금씩 변해왔고 각 연구마다 유
병률 산정을 위해 추출한 표본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의 정확한 변화양상을 알 수
접수일: 2004년 7월 26일, 승인일: 2005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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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겠지만, 당뇨병 유병률에 관해 행해진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1% 미만으로 추정되던
것이4), 1990년대 중반에 연천과 정읍 지역의 당뇨병 유
5,6)
병률 조사에서 각각 8.0%와 7.1%였다고 보고하였고 ,
2000년대 초반에 서울 목동 지역의 유병률은 8.3%였다
는 보고가 있으며7),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8)
8.6%였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 당뇨병의 유병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에 의한 사망자수
역시 적지 않아, 1992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13.5명으로
사인 순위 7위였던 것이 2002년에 인구 10만 명당 25.1명
으로 사인 순위 4위를 차지하였다.9)
이처럼 당뇨병이 국민 보건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질
환이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 년 내지 수십 년간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치료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입
원 또는 외래 환자들이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당뇨병 약
이름을 모르고 있음을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이 겪게 된
다. 의사 장보기 현상이 흔한 우리나라에서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장기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자신이 복
용하고 있는 약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경우, 병원을 옮길
때마다 이전에 부작용이 있던 약을 다시 처방받거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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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되던 약을 바꾸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고, 그러지
않기 위해 매번 약물 조회를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압약 이름의 인지율과
그에 관련된 인자 및 혈압 조절 정도와의 상관성을 알아
본 국내10) 및 국외11) 연구에서 혈압약 이름을 알고 있는
환자들이 순응도가 높고 혈압이 더 잘 조절된다는 결과
가 있었지만,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
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2차 병원 두 곳의 내과 입원
및 외래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당뇨병 환자들의 당
뇨병 약 인지도 및 이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고, 당뇨병
약 인지도와 혈당 조절 사이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방

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시내 2개
병원의 내과에 입원한 당뇨병 환자 및 외래에 내원한 당
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구 혈당 강하제만을 복
용하거나 인슐린과 함께 경구 혈당 강하제를 복용하고
있는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된 단면적 연구이
다. 설문지는 연구자 본인이 배포하거나 간호사를 통해
배포한 후 그 자리에서 작성하도록 하여 수거하였다. 환
자가 연로하여 글자를 못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문 배포자나 보호자가 대신 문항을 읽어주고 답을 기
재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응하여 빠짐없이 설문지를 작
성한 사람은 입원 환자 86명(64.2%), 외래 환자 48명
(35.8%)으로 총 134명이었다.
1) 설문지: 설문지는 성별, 연령, 신장, 체중, 교육수준,
결혼여부, 경제수준, 흡연여부, 당뇨병의 가족력, 당뇨병
을 진단 받은 기간, 당뇨병 약을 복용해 온 기간, 당뇨병
약 이름을 아는지의 여부 및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당뇨
병 약 변경 여부 및 이유, 당뇨병 약 부작용 경험 여부,
당뇨병 이외 다른 약 복용 여부, 식이 및 운동요법 병행
여부, 자가 혈당 체크 여부, 주치의로부터 당뇨병에 대해
잘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주치의로부터 당뇨병 약에 대
해 잘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당뇨병 약 복용을 얼마나
자주 거르는지, 주치의로부터 당뇨병 약에 대해 설명을
잘 듣는다면 당뇨병 약 복용을 더 잘 하게 되리라고 생
각하는지 여부에 관한 2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

말미에 환자의 당화혈색소(glycosylated hemoglobin A,
HbA1c) 수치 및 복용중인 당뇨병 약 이름은 주치의나 연
구자가 확인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HbA1c 수치는 입
원 환자의 경우 설문조사가 있었던 입원 당시 검사한 결
과로, 외래 환자의 경우 설문조사 기점으로 최근 한달
이내에 검사한 결과로 하였다.
2) 통계분석: SAS version 8.01을 사용하였다. 복용중인
당뇨병 약 이름을 한 개 이상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인지군으로 하고, 안다고 답하였으나 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나 모른다고 답한 사람을 비인지군으로 분류하였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HbA1c 값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왜곡된 분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그변
환을 실시한 후 통계분석하였다. HbA1c와 관련성이 있
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students t-test와 ANOVA를 이
용하였다. 명목형 자료의 분석에는 필요에 따라 Chisquare analysis, Mantel-Haenszel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당뇨병 약에
대한 인지율이 다른 인자들의 영향을 보정하고도 HbA1c
수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
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치는 평균±표준편차 내지는 N (%)로 표기하였으
며,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설문을 요청 받은 150명 중 134명이 각 문항에 빠짐없
이 답해 주어 설문지 회수율은 89.3%였다. 응답자 134명
중 여자가 남자보다 좀 더 많았으며, 연령은 모두 40대
이상이었고 그 중 50대가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
람도 34.3%였다. 결혼한 사람이 절대 다수였으며, 경제
수준은 월 수입 100～300만원인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
고, 흡연율은 17.9%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표 1).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HbA1c는 8.36±1.55%이었다.
2. 당뇨병 약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율

응답자 중 자신이 복용 중인 당뇨병 약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5명(18.7%)이었고 이 중 실제로
복용중인 약과 한 개 이상 일치하는 사람은 20명(14.9%)
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율은 80.0%였다. 이름을 알
고 있다고 응답한 25명 중 14명(56.0%)은 처방전을 보고,
9명(36.0%)은 주치의로부터, 1명(4.0%)은 약사로부터, 나
머지 1명(4.0%)은 약 봉투에 적힌 걸 보고 알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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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134 patients who had completed the
questionnaire and comparisons of HbA1c among each
group of characteristics variables.


Table 2. Factors of diabetes history and treatment which have
effect on patient’s HbA1c level.


Variables

N

HbA1c level* P-value†

†





Recognition of the name of hypoglycemic agents
＜0.0001
Yes
20
7.44±0.73
No
114
8.52±1.60
History of change of prescribed hypoglycemic agents 0.0095
Yes
75
8.66±1.64
No
59
7.98±1.35
Diet and Exercise
＜0.0001
With
62
7.68±1.10
Without
72
8.94±1.65
Explanation of DM
0.4515
Detailed explanation
93
8.26±1.54
Brief explanation
28
8.51±1.30
No explanation
13
8.75±2.07
Explanation of hypoglycemic agents
0.0751‡
Detailed explanation
35
8.15±1.53
Brief explanation
42
8.07±1.39
No explanation
57
8.70±1.63
Forgetting to taking medicine
＜0.0001
≥1/week
19
9.71±1.87
＜1/week
64
8.61±1.52
Never
51
7.54±0.87

Variables
Hospitalization
Hospitalized patient
Outpatient
Age distribution
Under 50
Fifties
Sixties
Seventies
Sex
Male
Female
Education
Elementary school or less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or higher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
1 million～3 million won
3 million～5 million won
Above 5 million won
Smoking
Current smoking
Non-smoking

N

HbA1c level* P-value
0.6926

86
48

8.31±1.51
8.44±1.64

21
44
40
29

8.65±1.68
8.40±1.59
8.32±1.46
8.14±1.56

63
71

8.66±1.75
8.09±1.31

46
26
48
14

8.35±1.46
8.53±1.78
8.46±1.54
7.73±1.41

35
73
19
7

8.37±1.36
8.22±1.61
8.73±1.68
8.76±1.59

0.7033

0.0494

0.3724

0.4947



0.0086
24
110

9.07±1.50
8.20±1.52

*Mean±S.D. (%), †Students t-test or ANOVA test, ‡P-value
obtained from comparison with explanation group and nonexplanation group was 0.0231.



Mean value of body mass index (BMI) was 24.1±2.6 kg/m2.
*Mean±S.D. (%), †Students t-test or ANOVA test.

답하였다.
당뇨병 약 이름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 5명 중 3명은 다른 당뇨병 약의 이름을 답하
였고 1명은 고혈압 약의 이름을 답하였으며 나머지 1명
은 제약회사 이름을 답한 경우였다.
3. HbA1c 수치와 관련된 요인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리고 흡연하지 않는 사람이 흡
연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 HbA1c 수치가 유의하게 낮았
다(표 1).
당뇨병 약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HbA1c 수치가 자
신이 먹고 있는 당뇨병 약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인지군이
비인지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처방 받고 있는 당뇨병 약의 종류가 바뀌었던 환자들
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HbA1c 수치가 높았다(표 2).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는지 여부 및 당뇨병 약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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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건너뛰는지 여부도 HbA1c 수치와 유의한 관계가 있
었다(표 2). 하지만 입원환자인지 외래환자인지 여부, 나
이, 교육수준 및 수입 정도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표
1). 또한 당뇨병에 대해 설명을 얼마나 자세히 들었는지
도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표 2). 반면 당뇨병 약에 대한
설명을 들은 군은 듣지 않은 군에 비해 HbA1c 수치가
유의하게 낮았다(표 2).
표 1과 2를 통해 HbA1c 수치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인자들인 성별, 흡연여부, 당뇨병 약 인지여부, 당뇨병
약 변경 여부, 식이 조절과 운동의 병행 여부, 당뇨병 약
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및 당뇨병 약 거르는 정
도를 이용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한 결과, HbA1c값에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독립적인 요인은 식이
조절과 운동의 병행 여부(P=0.0001), 당뇨병 약 변경 여
부(P=0.0006) 및 당뇨병 약 거르는 정도(P＜0.0001) 뿐이
었으며, 성별(P=0.8227), 흡연여부(P=0.1002), 당뇨병 약
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P=0.5841)와 당뇨병 약
인지 여부(P=0.3119)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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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moking, forgetting to taking medication, and sex.


Variables

Female

Male

P-value*

Table 4. Percentage of hypoglycemic agent name recognition and
its related factors.




Smoking
Current smoking
69 (97.2)
Non-smoking
2 (2.8)
Forgetting to taking medicine
≥1/week
4 (5.6)
＜1/week
31 (43.7)
Never
36 (50.7)

41 (65.1)
22 (34.9)

＜0.0001
0.0007

15 (23.8)
33 (52.4)
15 (23.8)



N (%). *Chi-square test.
3.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항목은 흡연 여부와 약 복
용을 거르는 정도였다. 여성에서 흡연자가 극히 적었으
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약을 거르지 않고 복용하는 비율
이 높았다(표 3).
4. 당뇨병 약 이름의 인지율과 관련된 요인들

입원환자인지 외래환자인지에 따른 인지율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성별에 따른 인지율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 따른 인지율은 젊은 연령일수록 인지율
이 유의하게 높았고, 교육수준에 따른 인지율도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표 4).
결혼여부 및 흡연여부에 따른 인지율의 차이는 없었
다. 당뇨병의 가족력에 대해서는 가족력이 있는 군의 인
지율이 없는 군에 비해 높았으나 역시 유의한 차이는 아
니었다. 당뇨병으로 진단된 기간이나 당뇨병 약 복용 기
간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당뇨병 약을 변경한 적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인지율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고, 당뇨병 약의 부작용을 경험한 군이 경험하
지 않은 군에 비해 인지율이 높았으나 역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당뇨병 이외의 다른 질환에 대한 약 복용 여부에 대해
서는, 다른 약을 복용하는 군의 인지율이 복용하지 않는
군에 비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당뇨병 약 복용 외 식이조절 및 운동요법 병행 여부에
따른 인지율은, 병행한다는 군이 하지 않는다는 군에 비
해 유의하게 높았다(표 4). 그리고 집에서 자가 혈당 측
정기로 혈당을 측정하는 군이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유의
하게 높았다(표 4). 주치의로부터 당뇨병과 당뇨병의 합
병증, 당뇨병의 치료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는가 하는
설문에 대해서 잘 들었다는 군의 인지율이 높았으나 통

Variables

NonRecognition
recognition
group
group P value*
N=20
N=114
(14.9%)
(85.1%)



Hospitalized person
13 (65.0) 73 (64.0) 0.934
Age distribution
0.002
Under 50
8 (40.0) 13 (11.4)
Fifties
7 (35.0) 37 (32.5)
Sixties
5 (25.0) 35 (30.7)
Seventies
0 (0.0) 29 (25.4)
Male
9 (45.0) 54 (47.4) 0.845
Education
＜0.001
Elementary school or less
0 (0.0) 46 (40.4)
Middle school
1 (5.0) 25 (21.9)
High school
10 (50.0) 38 (33.3)
College or higher
9 (45.0) 5 (4.4)
Income
0.077
Less than 1 million won
2 (10.0) 33 (29.0)
1 million~3 million won
12 (60.0) 61 (53.5)
3 million~5 million won
3 (15.0) 16 (14.0)
Above 5 million won
3 (15.0) 4 (3.5)
Diet and Exercise
16 (80.0) 46 (40.4) 0.001
Self-measure of glucose level
14 (70.0) 41 (36.0) 0.004
Explanation of DM
0.102
Detailed explanation
18 (90.0) 75 (65.8)
Brief explanation
2 (10.0) 26 (22.8)
No explanation
0 (0.0) 13 (11.4)
Explanation of hypoglycemic agents
0.002
Detailed explanation
8 (40.0) 27 (23.7)
Brief explanation
11 (55.0) 31 (27.2)
No explanation
1 (5.0) 56 (49.1)
Skip of taking medication
0.028
≥1/week
0 (0.0) 19 (16.7)
＜1/week
9 (45.0) 55 (48.2)
Never
11 (55.0) 40 (35.1)


N (%). *Chi-square analysis, Mantel-Haenszel Chi-square test or
Fisher’s exact test.

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은 반면, 주치의로
부터 당뇨병 약의 이름과 용법, 효능, 부작용에 대해 설
명을 잘 들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당뇨병
약 인지율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4). 당뇨병 약 복용 행
태에 따른 인지율은, 거르지 않고 잘 복용하는 군일수록
인지율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4). 주치의로부터 당뇨병
약의 이름과 용법,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듣는다면 당뇨병 약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거나 복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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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철저히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설문에 대해
서 그렇다고 답한 군의 인지율이 아니다로 답한 군의 인
지율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5. 당뇨병 약 변경 및 당뇨병 약에 대한 설명

응답자 134명 중 당뇨병 약을 변경한 적이 있는 사람
은 75명(56.0%)이었으며, 변경 이유로는 다니던 병원이
바뀌어서가 32명(42.7%)으로 가장 많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되어서가 29명(38.7%), 이유를 잘 모른 채 의사의
처방이 바뀌었다는 경우가 10명(13.3%), 약의 부작용 때
문에가 4명(5.3%)으로 나타나, 다니던 병원의 변경 여부
에 관계 없이 당뇨병 약 변경 시 주치의로부터 설명을
잘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당뇨병 약의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은 15명(11.2%)이었
고 체중 증가, 위장 장애, 저혈당 등이 있었다.
주치의로부터 당뇨병이라는 질환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다고 답한 사람은 93명(69.4%)이었던데 비해 당뇨병
약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다는 사람은 불과 35명(26.1%)
으로, 의사들이 통상적으로 약에 대한 설명에 인색한 것
을 알 수 있었다.
주치의로부터 당뇨병 약의 이름과 용법,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듣는다면 당뇨병 약에 대한 신뢰
가 높아지거나 복용을 더 철저히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
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답이 121명(90.3%)으
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

찰

제1형 당뇨병이든 제2형 당뇨병이든 소혈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당 조절을 철저히 해야 하며, HbA1c 수치를
낮게 함으로써 소혈관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음은 주
지의 사실이다.12,13)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복용 중인 당뇨병 약 인지율을 알아보고,
당 조절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HbA1c 수치와 관련 있는
인자들을 찾아보며, 특히 복용 중인 당뇨병 약 인지 여부
가 HbA1c 수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당뇨병 약 인지율은 14.9%로 비
교적 낮았으며, 흡연, 당뇨병 약 인지 여부, 처방 받고
있는 당뇨병 약이 바뀌었는지 여부,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는지 여부, 당뇨병 약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
부 그리고 당뇨병 약을 거르는 정도가 환자의 HbA1c 수
치와 관련이 있었고, 이 중 특히 독립적인 요인은 식이
조절과 운동의 병행 여부, 당뇨병 약 변경 여부 및 당뇨
병 약 거르는 정도였으며, 당뇨병 약 인지 여부는 독립적
으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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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남성에 비해 당 조절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여성에서 흡연자가 거의 없었고, 약을 거르지
않고 복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흡연이 당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
러 연구에서 흡연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킴을 보고
하였다.14,15) 본 연구에서도 흡연하지 않는 사람이 흡연하
고 있는 사람에 비해 HbA1c 수치가 유의하게 낮은 결과
를 보였는데, 이는 이전의 주장과 상통하는 결과로 파악
되며, 흡연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에게 심혈관계 합병증
예방 및 혈당 조절을 위해 금연을 강력히 권유해야 함을
보여준다.
처방 받고 있는 당뇨병 약의 종류가 바뀌었다고 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HbA1c 수치가 높
았는데, 이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서 조사 당시 이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
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당뇨병 약의 종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 조절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
조절이 잘 안되기 때문에 처방이 바뀐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당뇨병 협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의 당뇨
병 표준치료지침에는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환자가 자
신의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이 명시되어 있다.16) 당뇨병 교육을 위해서 통상
적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정신 건강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팀을 통한 접근법이 제시되는데, 우리나라의
일차 진료에서는 이와 같은 팀 접근법이 현실적으로 어
려움이 많다. 그에 따라 대다수 일차 진료 현장에서 의사
혼자서 환자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거나 간호사
가 같이 참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다가 교육에 대
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당뇨병에 대
한 간략한 교육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당뇨병과 당뇨병 약의 설명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
구 대상자의 90.3%가 주치의로부터 당뇨병에 대한 설명
을 들었다고 한 반면, 당뇨병 약에 대한 설명을 들은 군
은 5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의사들이 당뇨병 질환
자체에 비해 약에 대한 설명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고,
당뇨병 약 이름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주치의로부
터 들은 사람은 36%에 불과한 반면, 처방전이나 약 봉투
를 보고 알게 된 사람이 64%로 스스로 알게 된 경우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과 식이 요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도 46%로 절반이 되
지 않았으며, 자가 혈당 측정을 시행하는 사람 역시 41%
뿐이었다. 약을 거르지 않고 잘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38.1%뿐이었고 1주일에 1회 이상 거르는 사람도 14.2%
나 되었다. 그만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당뇨병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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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자체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에 따라 환자가 적극적
으로 식이, 운동, 자가 혈당 측정, 규칙적인 약물 복용을
하도록 하는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를 개선하기 위해 주치의가 자신이 처방하는 당뇨병 약
의 이름과 용법,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에게 잘 설
명해주고, 약제 변경 시에도 변경 이유 및 변경되는 약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뇨병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는 당 조절에 의
미 있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당뇨
병에 대한 설명은 절대 다수의 환자에게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당뇨병에 대한 설명 자체가 효과
가 없기 때문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자신이 먹고 있는
당뇨병 약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에 비해 유의하게 HbA1c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미 언급한 대로 당뇨병 약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
람 중 36%만이 주치의에게 설명을 들었고, 나머지는 스
스로 알아내는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안 것이어서, 당뇨병
약 이름을 알고 있는 군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질병에 대
해 관심이 높고, 그만큼 적극적인 치료 참여가 이루어졌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치의에게 설명을 들어서 안 사
람의 숫자가 워낙 적어서 이 군의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혈당 조절이 잘 되는지는 통계적으로 분석
하기 어려웠다.
자가 혈당 측정을 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는 당 조절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당뇨
병 학회에서는 자가 혈당 측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권유
하고 있으며16,17), 자가 혈당 측정이 당 조절에 도움이 된
18,19)
, 모든 보고들이 이런 결과를
다고 한 보고도 많지만
보고하고 있지는 않다.20,21) 자가 혈당 측정이 당 조절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증거는 아직 확실치
않은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약 이름 인지율은
14.9%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
10)
내 연구 의 고혈압 약 이름 인지율 32.8%보다는 낮은
것이다. 두 연구만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
적인 진행 경과를 볼 때 당뇨병이 고혈압에 비해 순탄하
게 조절되기보다는 여러 합병증으로 악화되어 가는 수
가 많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약제를 병합해야 하
거나 경구약으로 조절이 안 되어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
는 등의 굴곡을 더 겪게 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약 이름을 인지하기가 좀 더 어려운 게 아닐까 추측된다.
인지율과 관련된 인자들을 분석하였을 때 성별에 따
른 인지율의 차이가 없었던 반면, 젊은 연령군일수록 인
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유무나 경제수준, 흡연력은
당뇨병 약 인지율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의 가족력 및 당뇨병으로 진단된 기간, 당뇨병 약
복용기간은 인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당
뇨병 약 변경 유무, 부작용 경험 유무, 당뇨병 약 이외의
다른 약 복용 유무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인자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를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게서 자신이 복용하는 당뇨병 약에 대한 관심이
유병 기간이나 병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아
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양상은 유병 기간이 긴 높은
연령의 환자 그룹이 개인적인 책임감을 크게 느끼는 자
세를 취함으로써 그만큼 자신의 혈당 조절에 적극 참여
한다고 주장한 과거의 연구들과는 다른 모습이다.22,23)
당뇨병 약 복용 외에 식이조절 및 운동요법을 병행하
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인지율이 유의하게 높고,
혈당 측정기로 자가 체크를 하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
다 인지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은 그만큼 치료에 순응도
가 높고 관심과 열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당뇨병 약을
거르지 않고 잘 복용하는 군일수록 인지율이 높게 나타
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당뇨병 약 이름의 인지와 관련된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식이 및 운동요법, 자가 혈당 체크, 주치의의 당뇨병 약
에 대한 설명 및 당뇨병 약 복용을 거르는지 여부였다.
인지군과 비인지군의 HbA1c를 비교한 결과 인지군에
서 혈당조절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0,11)에서 고혈압 약 이름의 인
지율이 높은 군에서 혈압조절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변수
중 HbA1c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파악된 성별, 흡
연여부, 당뇨병 약 인지여부, 당뇨병 약 변경 여부, 식이
조절과 운동의 병행 여부, 당뇨병 약에 대한 설명을 들었
는지 여부 및 당뇨병 약 거르는 정도에 대해 보정을 하
고 나서는 당뇨병 약 이름의 인지 여부는 HbA1c 값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의
미하는 바는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는 당뇨병 약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 인해 환자의 혈당이 더 잘 조절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으로, 환자에게 이보
다는 당뇨병 약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먹도록 주의시키
는 것과 식이 조절 및 운동요법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는
편이 환자의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당뇨병 약인지 여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환자에게 복용 중인 당뇨병 약을 알고 있는
지 물어보는 것이 이 환자의 혈당이 잘 조절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주치
의로부터 당뇨병 약에 대한 설명을 들은 환자의 수가 너
무 적었기 때문에 주치의로부터 당뇨병 약에 대한 설명
을 듣는 것이 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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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본 연구는 설문을 시행한 환자의 수가 비교적 적은 편
이고, 특히 주치의로부터 당뇨병 약에 대한 설명을 들은
환자의 수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 유의성에 어느 정도 한
계가 있을 것이고, 서울 시내 2차 병원 내원 환자를 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 인구 집단에 대하여 일반화하기
는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더 많은 수의 환자군을 대상으
로 다양한 지역 및 다양한 규모의 병원에서의 당뇨병 약
인지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S

How Many Diabetes Patients Know the Name
of H ypoglycemic Agents They Are Taking?
Oh-Byung Kwon, M.D., Jong-Ho Yu, M.D., Kyoung-Kon
Kim, M.D.†, Hee-Cheol Kang, M.D., Bang-Bu Youn,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hinchon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Numerous diabetes patients do not know
the name of hypoglycemic agents that they are taking,
even though they have taken them for a long tim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percentage
of diabetes patients who recognize the name of their
hypoglycemic agents and to clarify whether such
recognition have effect on their glycemic control.
Methods: A cross-sectional questionnaire survey was
done from March to May 2004, targeting in-patients
and out-patients who had been taking oral hypoglycemic agents for diabetes treatment in 2 hospitals.
Results: 134 patients (89.3%) of 150 completed the
questionnaire. Only 20 (14.9%) patients accurately
knew the name of at least one of the hypoglycemic
agents they were taking. Smoking (P=0.0086), recognition of the name of hypoglycemic agents (P＜0.0001),
history of change of prescribed hypoglycemic agents
(P=0.0095), diet and exercise (P＜0.0001), explanation
of hypoglycemic agents (P=0.0231), and forgetting to
toke medicine (P＜0.0001)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HbA1c level. Among these factors, history of
change of prescribed hypoglycemic agents (P=0.0006),
diet and exercise (P=0.0002), and forgetting to take
medicine (P＜0.0001) were the independent related factors after adjustment.
Conclusion: The recognition rate of the name of hypoglycemic agents was low. It may be associated with
patients’ HbA1c, but was not an independent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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