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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당뇨병 환자에서 신체활동 실천 관련 요인

: 통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ology)을 이용하여

연구배경: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꾸준한 신체활

동 실천이 권고되고 있지만 실천은 여전히 미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신체활동 실천 증진을 위한 모색을 위하여 신체활동 관련 요인에 대해 포

괄적이고 심층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253개 시·군·구 당뇨병을 진단

받은 21,322명을 대상으로 다수준 분석을 통해 걷기 실천과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과 관련된 개인 및 지역수준 요인을 확인 후 7명의 당뇨병 환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통합하였다.

연구결과: 1) 양적 연구에서 개인과 지역수준 요인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걷

기와 중등도 신체활동 모두에서 실천 증진 관련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은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인지하는 경우, 당뇨병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운동으로 체중조절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 아침식사를 최근 주 5일 이상 하는

경우, 운동시설 접근성이 쉬운 경우였다. 또한, 비만,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는

경우와 같은 신체적 요인은 걷기와 중등도 신체활동 모두에서 신체활동 실천

감소 요인이었다.

2) 신체활동 종류에 따라 차이점을 보였는데 걷기 실천은 나이, 자동차 운전

여부와 관련성을 보여 65세 이상에서 걷기 실천이 많았고, 자동차 운전을 하

는 경우 적었다. 중등도 신체활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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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월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에서 실천이 적었고, 농·어업, 기능·단순노무직

의 육체적 활동이 많은 직업군과 지역박탈지수가 4분위수 지역에서 실천이 많

았다.

3) 중등도 신체활동의 성별에 따른 층화분석에서 남성에서는 주관적 건강수

준, 본인체형인식,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인지 등의 인지적 요인과 가구소득

의 관련성이 높았고, 여성에서는 개인적 요인에서 우울과 불안, 당뇨병교육 경

험, 비만 등의 개인적 요인과 운동시설 접근성과 지역박탈지수의 지역수준요

인에서 관련성이 높았다.

4) 질적 연구에서 신체활동 증진 관련 요인은 생활 속에서 자가 혈당 측정을

통한 혈당수치에 대한 경각심과 신체활동을 통한 정신적, 신체적 만족감을 가

질 때 장기적인 실천으로 연결되었다.

결론: 한국 사회의 당뇨병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당뇨병 유병인

구에서 비만 및 노인인구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이는 신체활동 실천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이에, 당뇨병 환자에서 신체활동 실천 증진을 위해 개인 및

지역 수준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신체활동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신체활동 종류 및 성별에 따른 관련 요인의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

요할 것이다.

핵심어 : 당뇨병, 신체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 실천, 다수준 분석, 통합연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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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당뇨병은 완치가 되는 질병이기 보다는 꾸준한 관리를 통한 혈당 조절과 유

지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진단받게 되면 평생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

가 필요하다(미국당뇨학회, 2006). 최근 신체활동의 감소와 과식, 음주 등 불건

강한 생활습관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도 산업의 발달과 경제성장, 노인인구의 증가로 당뇨병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30세 이상에서 13.7%, 65세 이상에서는 30.4%의 유병

률을 보이며 한국 성인 7명 중 1명 가까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대한당뇨병

학회, 2016). 조절되지 않는 고혈당은 심장마비, 뇌졸중, 신부전, 망막증, 신경

합병증과 같은 만성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그 중 관상동맥질

환 및 뇌혈관질환은 암과 함께 주요 3대 질병 사망원인이다. 특히 관상동맥질

환은 10년 전인 2005년의 39.3%에서 55.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5). 우리나라 당뇨병 사망률은 OECD국가 중 1위로, OECD국가 평균 사망

률의 2.5배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뇨병 사망률 증가율 또한 1위를 차지하고 있

어 당뇨병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7). 규칙적인 신

체활동은 2형 당뇨병 환자에서 건강상의 이점과 혈당조절 및 관리에 있어 중

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Colberg SR et al., 2010).

WHO(2010)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증가되고 있는 비감염성 만성질

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s)의 주요 원인으로 신체활동의 부족을

지적하였으며, 가능한 매일 30분 이상의 중등도 신체활동과 주당 150분 이상

최소 3회 이상의 신체활동을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미국당뇨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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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서도 혈당 조절, 체중 감소, 심혈관 관련

합병증 예방 등 제 2형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규칙적인 신체 여가활동

의 이점을 강조하고 있고, 장기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서 혈당을 소비하는 골

격근의 향상, 체내 지방을 감소 등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신체활동의 실천은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강하 및 인슐린 저

항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다양한 동반질환 및 합

병증 예방과 더 나아가 만성질환 예방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중요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김철환 등, 2007; 박지연 등, 2010; 안근희, 2012; 강혜연 등,

2012).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서 신체활동 실천율은 33.3% 정도로 절반에 못

미치고 있고(대한당뇨병학회,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0년 간 신체활동

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한국 사회 전체에서도 신체활동 실천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당뇨병 유병인구는 절반 이상에서 비만을 동반하고 있고,

남성 44%에서 높은 흡연율, 위험음주 상태율 23%를 차지하는 등 다른 생활

습관 관리율도 낮아 당뇨병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조남한 등(2005)은 국내의 당뇨병 관리 행태 분석에서 국내의 당뇨병 환자관

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장기적인 생활습관 관리와 연령별, 성

별, 거주 지역을 고려한 질환 관리가 이루어질 때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다

고 하였다. 건강한 생활습관의 한 종류인 신체활동의 실천 증진을 위한 전략

모색을 위해 신체활동 관련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당뇨

병환자를 대상으로 건강행위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은 당뇨병 지식, 태도, 행

동 및 자기 효능감과 관련된 내적 요인(정인숙 등, 2005; 김순영 등, 2008; 이

윤미 등, 2012; 전혜연, 2014) 등 주로 개인적 수준에서의 관련 요인의 탐색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재의 혈액학 지표 및 혈당, 체질량 지수, 합병증 예방

등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이상현 등, 2014; 송낙훈 등, 2015; 강설중 등, 2015)

가 많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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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는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운동시설과의 접근성, 사회적인 지지와 이

웃 간의 사회적 관계, 공공시설 접근성 등 외부적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

구(Witten et al., 2008; McNeill et al., 2006) 등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신체활동 실천 관련 요인을 보다 다각

적으로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도 만성 질환자의 신체활동 결정 요인에 대해 개

인 및 환경적 측면을 포함한 체계적 분석 연구가 진행되었지만(전용균 등,

2014), 당뇨병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실천 관련 요인에 대한 다각적

인 탐색을 시도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당뇨병 관리 사업에 있어 개인적인 중재뿐만 아니라 지역별

관련 요인의 규명을 통한 지역맞춤형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고(조은경 등,

2016), 적극적인 당뇨병 관리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신체활동 실천 증

진 모색을 위해 포괄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당뇨병 환자의 신체활동 실천 관련 요인에 대해

개인 및 지역 수준의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행

동 양상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수준 분석을 이용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합한 통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ology)을 이용하여 당뇨병 환자

에서 신체활동 실천 관련 요인에 대한 다각적,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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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한 통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

designs)을 이용하여 당뇨병 환자에서 신체활동 실천 관련 요인에 대해 다각

적,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양적 연구에서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40세 이상의 당뇨

병을 진단받은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활동 관련 개인 및 지역수준에

서의 관련 요인에 대해 1차 탐색한 후, 질적 연구의 순차적 접근을 통해서 양

적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에 대해 보완적, 해석적 의미를 함께 파악 하고자 한

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 신체적 요인, 인지적 요인, 경험

적 요인을 파악한다.

둘째, 양적 연구를 통해 개인 및 지역 수준에서 걷기 및 중등도 신체활동 실

천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질적 연구를 통해 양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에 대한 보완적 해석

적 의미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당뇨병 환자의 신체활동 실천 증진 방법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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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통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ology)

통합연구방법은 단일 연구 혹은 조사 프로그램에서 자료수집, 분석, 결과 통

합 및 도출을 위해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을 모두 활용하는 연구 방법론

(Tashakkori & Creswell, 2007)으로 현상에 대한 ‘의미와 이해’와 ‘객관적 설

명’에서의 질적, 양적 연구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각 연구방법론이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여 좀 더 온전하고 광범위한 실용적 접근을 추구하는 연구방법

론이다(이현철 등, 2013).

과거 사회과학과 행동과학분야에서 양적연구의 근간이 된 실증주의자/경험주

의자적 접근과 질적 연구의 근간이 된 구성주의자/현상학적 접근의 패러다임

중에서 어느 쪽이 우세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이에 결국은 특정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실증주의를 지향하는 이론가들 사이에서 양적연

구와 질적 연구를 통합한 방식의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하면서 이 둘을 포용하

는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통합연구방법의 장점은 양적연구의 관련 변수의 통제와 통계적 유의성을 통

한 객관성과 일반성의 확보 및 질적 연구에서의 대상자의 경험과 그 속에 내

재하고 있는 의미 이해를 통한 심층적인 파악 등 각 연구의 장점을 모두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합연구의 설계유형에는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합

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다각화(triangulation) 설계, 설명적(explanatory) 설계,

탐색적(exploratory) 설계 세 가지가 있다. 다각화(triangulation) 설계에서는

양적·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고, 두 가지 접근방법의 분석결과를 비교한다.

설명적(explanatory) 설계에서는 양적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다음에 양적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질적 자료를 활용한다. 탐색적(exploratory) 설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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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현상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질적 자료를 수집한 다음, 질적 자료에서 발

견된 관계를 양적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염시창, 2001). 이에 통합연구방법은

연구 문제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내용과 이해를 제공하는 동시

에 연구 전반적인 맥락에서의 신뢰도를 증진 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측면의

발견과 시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2. 국내의 신체활동 현황 및 실천증진을 위한 노력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근력운동 실천율

22.2%, 유산소 신체활동과 근력운동의 병행 실천율 16.2% 으로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이 높았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지만, 유산

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질병관리본

부, 2015).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국내의 걷기와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현황을 살펴보면

걷기 실천의 경우 2015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지역

적으로는 시·구 지역이 군 지역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중등도 신체활동의

경우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변동 폭은 크지 않았고, 시·구 지역이 군 지역 보

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걷기와 중등도 신체활동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면서 신체활동 종류에 따라 지역 간에 나타나는 실천율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지역 간에 걷기 실천의 격차는 2008년 34.3%에서 2016년 24.7%로 지역

간의 걷기 실천율의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중등도 신체활동 또한 실

천율의 지역 간의 격차는 2009년 9.9%에서 2016년 7.4%로 연도별 증감은 있

지만 걷기에 비해 대체로 변동이 없는 추세이다(질병관리본부, 2015).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주요 결과 보도자료

(2016)에 의하면 지난 10년간의 신체활동 추세를 살펴보면 걷기 실천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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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남녀 모두 전 연령 군에 걸쳐 신체활동이 감소하고 있지만, 반대로 지방섭

취는 증가하는 등 건강행태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성인 남성

5명 중 2명, 여성 4명 중 1명은 비만을 동반하고 있고,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또한 10년 사이 2

배 이상 높아졌고, 전반적으로 비 신체활동은 감소하는 반면에 비만, 당뇨병

유병률, 이상지질혈증 등은 증가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Fact sheet(2016)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에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38.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치료적인 요인으로

서 중요성에 비해 그 실천율은 미비하였고,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 중에서

혈당 조절률은 당화혈색소 6.5% 미만인 경우가 23.3%, 7.0% 미만인 경우가

43.5%로 4명 중 1명 정도만이 혈당조절 목표에 도달해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비만, 내당능 장애의 증가와 함께 불충분한 혈당조절의 당뇨병 환

자의 높은 비율과 낮은 생활습관 실천율은 결국 심뇌혈관 질환 등의 당뇨합병

증의 증가 및 사망률의 증가로 이어져 국가적인 부담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

이다(통계청, 2016). 이와 함께 당뇨병 환자와 같은 만성질환자에서 건강에 유

익한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2012년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 도입 및 2014년 제 4차 국민

건강증진 계획 발표, 2016년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기반 구축 및 건강증진

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5). 최근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관리를 위해 혈당조절, 고혈압, 고

지혈증 등 2가지 동반질환관리, 망막 합병증, 콩팥 합병증, 신경 합병증 등의

3대 합병증 예방의 3대 관리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매일 관리해야 하는 생활습

관 관리로 규칙적·건강한 식사, 주3회 150분 규칙적 운동, 금연/절주, 자가 혈

당 측정, 저혈당 주의, 올바른 약복용, 발 상처 관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빠르

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당뇨병 환자의 자가 관리를 위한 당뇨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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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도 과학적 경험적 기반을 근거로 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 모델의 개

발과 통합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박유정, 2016).

3. 당뇨병 환자에서 신체활동의 효과성 연구

신체 활동(Physical activity)이란 수축과 이완을 통해 에너지의 소비가 요구

되는 골격근에 의한 신체의 움직임을 의미한다(WHO, 2010). 신체활동의 결과

로 체내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에너지의 소비양은 주로 칼로리로 나타

낸다. 에너지 소비량은 주로 체내의 근육의 양과 신체활동의 강도, 기간, 근육

수축의 횟수에 따라 정해진다(Taylor et al., 1978). 신체활동은 심폐기능의 향

상과 당뇨병 환자에서는 체력을 증진과 혈당 조절, 인슐린 저항성 개선, 이상

지질혈증 개선, 혈압 조절, 체중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진다(Ronald et al.,

2013). 하루 30분 이상의 중등도 신체활동은 당화혈색소 감소 및 체중관리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고(Eaton et al., 2017), HOMA-IR, CRP과 아디포카인

(Adipokines)의 감소 등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는 수치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Spartano et al., 2017). 제갈윤석 등(2008)의 연구에서는 걷기량과

신체활동이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식후 조절에도 효과를 보였다.

최근 신체활동 강도에 따른 당뇨병 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서 중등도

신체활동 대비 고강도 신체활동은 효과성 측면에서 중등도 신체활동과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박지연 등(2011)의 연구에서는 중등도 신체활동 대비 고

강도 신체활동의 효과성에 대해 강도별 신체활동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계에서

중정도의 신체활동과 인슐린 저항성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이지만 고강도 신체

활동과 인슐린 저항성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현식 등(2010)의 연

구에서는 신체활동 강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복부지방 및 내장지방감소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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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비활동군보다 중강도, 고강도 운동 트레이닝 참여 집단에서 복부 피하지

방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사후 검정에서 중강도 집단과 고강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연구에서 운동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참여 시간 외의 신체활동량을 측정

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샤워 외 시간동안 가속도계를 착용하게 하였는데

고강도 집단에서는 오히려 일상적인 신체활동이 낮게 나타났고, 또한 에너지

섭취량도 고강도 집단에서 매일 약 100kcal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는 높은 비율의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의 가동은 오히려 피로물질의

젖산의 생성량의 증가를 유도하여 피로와 식욕을 더 유발하게 한 것으로 보았

다. 즉, 고강도 신체활동은 신체의 피로 누적과 에너지 소모에 따른 식이 보상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여 쉽게 지칠 수 있어 복부 체지방 감량에 운동

강도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신체활동과 심·뇌혈관 질환의

합병증과의 관련성 연구에서 Kodama et al.(2013) 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신체

활동의 양과 급성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의 감소에 관련성을 보였지만

운동 강도에 따른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Sattelmair et al.(2011) 연구에서

도 비신체활동 보다 종류에 상관없이 신체활동 실천을 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이롭다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중등도 이상의 강도의 신체활

동에서는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혈당조절 및 인슐린 저항성

을 예방하고 관리, 체중조절, 합병증 예방과 관련하여 고강도 운동보다 장기적

으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신체활동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일상생

활에서 피로를 덜 느끼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신체활동

의 실천이 유익하리라 본다.

최근에는 당뇨병 환자의 신체활동은 종류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 피로를

덜 느끼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신체활동이 강조되고

있는데, 실제 당뇨병 환자의 신체활동 실천 유형은 안근희(2012)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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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여가활동 참여자 중에 걷기, 등산, 헬스, 수영, 골프, 기타 순으로 당뇨

병 환자들이 선호하는 참여 유형으로 걷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활동

시간으로는 등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혜연 등(2012)의 연구

에서 당뇨병 환자가 주로 실천하고 있는 신체활동 종류로 노인 당뇨병 환자의

신체활동은 여가관련 신체활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집안일 관련 신체

활동, 교통수단 관련 신체활동 그리고 직업, 자원봉사 활동, 학업 관련 활동

등의 일과 관련된 신체활동 순이었다.

4. 신체활동 실천 관련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가. 개인적 수준에서의 관련 요인

개인적 수준에서의 관련된 요인은 성별, 연령, 사회 경제적 요인 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자기 효능감, 주관적 건강상태와 같은 인지적 요인과 체형

인지 등 주관적 요인 등과 같은 내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였다.

연령은 노년층이 젊은 층에 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편이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고, 30-39세에서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부

족하였다(Win et al., 2015).

Ford et al.(1991)의 연구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남성의 경우는 여가활동에

서 유의하게 활동량이 많았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남성에서는 걷기, 집안일

등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이 많았다. 또한 여성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집안일, 직업, 여가활동 부분에서 신체활동량

이 유의하게 많아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의 양상이 달라졌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체 활동량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적게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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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었는데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가사 관련 신체 활동량이 많지만 실제

측정 도구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근에는 일, 운동,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을 모두 측정할 수 있

는 포괄적 신체활동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및 자가 관리 요인으로 자기 효능

감이 신체활동 실천의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장선주 등(2015)은 제 2형

당뇨병 노인의 신체활동 수행에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자기 효능감이 당뇨병

노인의 신체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운동에 대한 자신

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체활동 정도가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다. 또한 과거

신체활동 경험은 신체활동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다른 변

수들에서 신체활동으로 가는 경로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

자(2002)의 연구에서도 운동행위의 유지 및 행동단계에서 자기 효능감이 가장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나. 지역적 수준에서의 관련 요인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 수준에서의 요인으로는 운동 시설과의 접근

성과 사회적인 지지와 이웃 간의 사회적 관계, 공공시설 접근성 등의 지역·환

경적 요인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Witten et al., 2008; Mcneill

et al., 2006).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 강민구(2015)는 서울 시민의 신체활동 실

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운동장소 접근이 용이하고 지방자

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체활동 실천

이 높았고, 개인적 수준의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운동장소 접근성과 운동프로

그램 참여 경험은 여전히 신체활동 실천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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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16)은 근린공원과 체육시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보행

활동에 더욱 오래 참여하였고, 운동장의 대리 변수로 사용된 학교 수도 보행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자전거 도로 연장이 긴 지역에 사는 사람

은 비만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 가능한 시설의 존재가 신체활동 및 건

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확인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특성에 따라

보행시간 및 중등도 신체활동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Fortmann et al.(2011)은 사회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개인의 인지정도가 건

강행동 및 정서 상태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고, Humpel et al.(2002)의 연구

에서 성인의 신체활동 참여에 있어 환경적 요인으로 운동시설의 접근성, 기회,

심미성이 신체활동 참여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최근 김동하(2016)의 연

구에서 질적 연구방법으로 일상성, 친숙성, 접근성, 안전성, 건전성, 심미성 등

과 같은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 또한 신체활동과의 연관성이 있었다. 이는 지

역수준에서의 환경적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수준에서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범죄와 빈곤으로 대표

되는 사회적 안전에 대한 Stafford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

려움이 높은 군에서 신체활동 및 사회적 활동이 더 낮고, 삶의 질 저하를 초

래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적 사회적 활동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

다. 또한 Lidegaard et al.(2016)의 질적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언의 부족, 운동

시설의 접근성, 운동방법에 대한 인식부족, 가동성이 부족해진 신체 상태 및

지역 내 운동시설까지의 거리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신체활동이 하나의

요인이 아닌 개인적인 내적, 감정적, 상황적, 외부적 요인과 사회적지지가 복

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13 -

다. 신체활동 실천 관련요인에 대한 통합 연구

양적 연구에서 다수준 분석과 함께 질적 연구를 혼합한 통합연구방법론을 적

용한 선행연구로 Garmendia et al.(2013)의 중산층 노인에서 신체활동 프로그

램 참여 이행 요인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수준 분석을 적용하여

개인수준에서 우울감, 혈당관리에 대한 주관적 인식, 퇴직여부, 신체활동 참여

경험이 지역 수준에서는 지역 경제수준, 녹지 공간, 범죄율 등이 신체활동 프

로그램 참여에 유의한 관련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질적 연구를 통해 이행

요인에 대한 맥락적 의미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동료감 등의 감정의 긍정적 경험이 프로그램

참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해석적 의미를 발견하였다. 또한 장애요

인으로 최근의 건강문제, 가족들 돌봄, 직장 등으로 부족한 시간 등의 요인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통합방법론을 활용한 논문으로는 성인들의 신체활동과 건강관련 삶

의 질의 예측하기 위한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학권, 2012)과 노

인들의 신체활동 참여 행동과 주관적 건강에 대한 연구로 순차적 통합연구방

법의 적용(김혜선, 2015)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통

합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는 혈당 조절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

지만(유지수, 2007; 최은진, 2007), 당뇨병 환자에서의 신체활동 실천 관련 요

인에 대한 통합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연구 사례는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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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적 연 구   질 적 연 구 통 합

양적

자료 수집
▶

양적 

자료 분석
▶

질적

자료 수집
▶

질적

자료 분석
▶

전체 

분석에 

관한 해석

그림 1. 순차적 통합설계(Sequential mixed methods designs), Creswell, 2003

Ⅲ. 연구방법

1. 통합연구방법(Mixed methods research)

본 연구에서는 통합연구방법 모형 중 Tashakkori & Teddlie(2003)가 제시한

순차적 통합설계(Sequential mixed designs)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1차적으

로 양적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관련 요인을 확인 한 후, 2차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여 관련 요인에 대한 심층적이고 맥락적인 요인을 살펴보는

QUAN-QUAL 순서의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지역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당뇨병 환자의 신체활

동 실천 관련 요인에 대한 개인 및 지역수준의 요인을 살펴보고, 질적 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봄으로써 정량적 연구 결과를 점검(Corroboration), 이면에

숨겨진 의미(Elaboration)를 찾고,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해석을 제

시(Initiation)하여 당뇨병 환자의 신체활동 실천 관련 요인에 대해 포괄적, 심

층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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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적연구

가. 연구모형(틀)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개인 및 지역 수준에서의 설명 변

수와 각 신체활동 실천 여부와의 관련성에 대해 확인하고, 다 수준 분석을 통

해 Null model(기초모델), 모델 1(개인수준만을 적용한 모델), 모델 2(지역수준

만을 적용한 모델), 모델 3(개인과 지역수준을 모두 적용한 모델) 에서의 모델

의 적합성 확인 및 당뇨병 환자에서 중등도 신체활동과 걷기 실천 관련 요인

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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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준 변수 지역수준 변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성별, 나이, 월 가구 소득액,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군, 경제활동 

여부, 자동차운전

·신체적 요인

비만 정도(BMI), 운동능력 

뇌·심혈관질환 동반

·인지적 요인 

우울 및 불안, 주관적 건강수준 

본인체형인지, 본인인지 혈당조절 

혈당수치 인지, 콜레스테롤 수치인지

·경험적  요인

당뇨병 교육경험, 운동으로 체중조절시도 

아침식사, 당뇨병 치료방법

·운동시설 접근성 

·지역박탈지수

·건강도시조례제정 여부

·3대 강력 범죄 발생률 

Null model : 기초모델

모델 1: 개인 수준 변수만을 적용한 모델

모델 2: 지역 수준 변수만을 적용한 모델

모델 3: 개인과 지역변수를 모두 적용한 모델

걷기 실천 

관련 요인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관련 요인 

그림 2.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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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자료

본 연구는 지역보건법 제 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동법시행령 제4

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방법 등, 제 5조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

기 등에 의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되는 국가 승인통계인 지역사회 건강조사(Community Health Survey)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Community Health Survey)는 질병

관리본부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매년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매년 8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고 있고, 2008년부터 최근 2016년 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인구자료(안전행정부)

및 주택 유형 자료(국토교통부) 의 연계로 표본 추출 틀을 설정하고, 각 보건

소당 약 900명의 표본 추출된 가구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또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전체 조사 자료의 10%

를 대상으로 위탁받은 제 3의 기관에서 전화점검을 진행한다. 지역사회 건강

조사는 표본이 지역 주민을 대표하도록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로 산출되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개인설문조사와 가구설문조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사

항목은 순환조사체계에 의하여 순환 주기에 따라 지표의 중요도, 활용성, 표본

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1년(매년조사), 2년(격년 조사), 4년(4년에

한 번 조사) 항목으로 구성된다. 조사 내용으로 총 18개 영역 177개 조사 문

항, 130개 지표를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과 원시자료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이 중 개인조사 부분의 건강 설문조사 부문의 가구조사, 교육 및 경제

활동, 운동 및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이환, 활동 제한

및 삶의 질, 사회 물리적 환경, 교육 및 경제활동 항목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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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253개 시군구 대상자

(N=228,712)

당뇨병을 진단 받은 대상자

(N=21,952)

만 40세 미만 제외

(N=544)

만 40세 이상 당뇨병 진단 대상자

(N=21,408)

세종시 제외

(N=86)

최종 대상자

(N=21,322)

그림 3. 연구 대상자 선정 과정.

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4년 8월 16일에서 10월 31일 기간 동안에 조사가 진행된 2014

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분석에 이용하였고, 전국 254개 시·군·구 전체 조사대

상자 228,712 명 중에서 당뇨병을 진단 받은 자 21,9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만 40세 미만 대상자 544명을 제외하였고,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에 따라 86명을 제외하여 최종 253개 시·군·구 총 21,322명(남성 10,263명, 여

성 11,059)을 최종 분석 대상자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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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수의 선정 및 정의

연구 변수는 개인수준 변수와 지역수준 변수로 구성하였다[표 1].

개인수준 변수는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신체적 요인, 인지적 요인, 경험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성별, 나이, 월 가구 소득액,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군, 경제활동 여부, 자동차 운전여부이다.

신체적 요인으로 비만 정도(BMI), 운동능력, 심·뇌혈관 질환 동반여부이고,

인지적 요인으로 우울 및 불안여부, 주관적 건강수준, 본인 체형인지, 본인 인

지 혈당조절, 혈당수치 인지, 콜레스테롤수치 인지이다. 경험적 요인으로 당뇨

병 교육경험, 운동으로 체중조절시도 경험, 아침 식사 여부, 당뇨병 치료방법

을 포함하였다.

지역수준 변수는 운동시설 접근성, 지역박탈지수, 건강도시조례제정 여부, 3

대 강력범죄 발생률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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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차원 변수명 내용

독

립

변

수

개

인

수

준

변

수

인

구

·

사

회

경

제

요

인

성별 남성, 여성

나이 65세 미만(중·장년기), 65세 이상(노년기)

월 가구 소득액
100만원 미만, 100-200 미만, 200-300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만원 이상

결혼상태 유배우자, 사별·이혼·별거, 미혼

교육수준 무학,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직업군
행정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농어업, 기능단순노무직,

기타(주무, 무직, 학생)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경제활동 안함

자동차 운전 여부 운전함, 운전 안함

신

체

적

요

인

비만 정도(BMI)

저체중(BMI<18.5), 정상체중 (BMI<23),

과체중(BMI<25), 비만(BMI<30),

고도비만(BMI≥30)

운동 능력 걷는데 지장 없음, 걷는데 다소 지장 있음.

뇌·심혈관질환 동반 예, 아니오

인

지

적

요

인

우울 및 불안 여부 예, 아니오

주관적 건강수준 좋음, 보통, 나쁨

본인체형인지 마른 편, 보통, 비만

본인인지 혈당조절 조절 잘 됨, 조절 안 됨

혈당수치 인지
혈당수치 혹은 당화혈색소 수치 중 1가지 이상 인지하고

있음, 인지 안함

콜레스테롤수치 인지 인지 함, 인지 안함

경

험

적

요

인

당뇨병 교육경험
병·의원, 한방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중 한

곳에서 당뇨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음, 없음.

운동으로 체중조절

시도 경험

운동으로 체중 조절(감소, 유지, 증가)을 시도해 본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아침식사 여무 최근 1주일 동안 5일 이상, 최근 1주일 동안 4회 이하

당뇨병 치료방법 인슐린 치료, 약물 치료, 비약물 치료

지역

수준

변수

운동시설 접근성 매우 쉬움, 쉬운 편,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지역박탈지수 1분위수(GOOD), 2분위수, 3분위수, 4분위수(Bad)

건강도시조례제정 여부 예, 아니오

3대 강력범죄 발생률 1분위수(Good), 2분위수, 3분위수, 4분위수(Bad)

종속변수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격렬한(고강도)운동을 1회 20분 이상씩 주 3일 이상 실천 하

거나 중등도(중강도)운동을 1회 30분 이상씩 주 5일 이상 실

천하는 경우

걷기 실천 주 5일 이상 30분 이상 걷기 실천 함, 안함.

표 1.  연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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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활동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신체활동과 관련된 항목으로 격렬한 신체활

동,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격렬한 신체활동은 달리기(조깅), 등산,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빠른 수영,

축구 등의 체육활동과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 활동을 포함하고, 중등

도 신체활동은 걷기를 제외한 천천히 하는 수영, 복식 테니스, 배구 등 체육활

동과 가벼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 활동을 포함한다.

걷기는 출퇴근 또는 등·하교를 위한 이동 및 운동을 위한 걷기를 모두 포함

하고 있다. 신체활동량과 빈도의 조사는 강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주 단위의

실시 일수, 1일 신체활동 시간(시, 분)의 질문으로 구성되며, 대상자가 자기 기

입식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강도, 실시 일수, 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는데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20

분 이상씩 주 3일 이상 혹은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씩 주 5일 이상

실천하는 것을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이라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20분 이상씩 주 3일 이상 혹은 중등도 신체활동

을 1회 30분 이상씩 주 5일 이상 실천하는 것 정의하였다. 걷기 실천은 주 5

회 30분 이상 걷는 경우를 걷기 실천으로 정의하였다[표 2].



- 22 -

지역사회건강조

사의 조사항목
격렬한 신체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

정 의

달리기(조깅), 등산,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빠른

수영, 축구, 농구, 줄넘기,

스쿼시, 단식테니스, 무거

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

업 활동 및 체육 활동 등

천천히 하는 수영, 복

식 테니스, 배구, 배드

민턴, 탁구, 가벼운 물

건 나르기 등의 직업

활동 및 체육 활동 등

출 퇴근 또는 등하

교, 이동 및 운동을

위해 걷는 것을 모두

포함

유형별

분류

체육 활동, 직업 활동, 강도가 높은 집안일 관련

기타활동 포함

운동, 출·퇴근,

등·하교, 이동 등의

걷기 포함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 분류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

본 연구에서

정의

격렬한(고강도)운동을 1회 20분 이상씩

주 3일 이상 실천 하거나 중등도(중강도)운동을

1회 30분 이상씩 주 5일 이상 실천하는 경우

1회 30분 이상씩

주5일 이상 실천하는

경우

표 2. 신체활동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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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시설 접근성

물리적 환경 관련요인으로 운동시설 접근성을 지역수준 변수로 포함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운동시설 접근성은 2년에 한번 씩 조사되는 격년조사

항목이다. 운동시설의 정의는 운동기구가 세팅되었거나, 체육시설이 구비된 장

소뿐만 아니라 운동을 목적으로 환경이 조성된 곳에 해당하며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었

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쉬웠다’, ‘쉬운 편 이었다’. ‘어려운 편이었다.’

‘매우 어려웠다.’의 응답 항목에 대상자가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구성되

어 있다.

3) 3대 강력범죄 발생률

사회적 안전 관련요인으로 3대 강력범죄 발생률을 지역수준 변수로 포함하였

다. 3대 강력범죄는 전국의 살인·강도·성범죄를 의미하며 경찰청의 2012년 인

구 10만 명당 전국 살인·강도·성범죄의 3대 강력범죄 발생률을 자료원으로 활

용하였다. 또한 원 자료원에 따라 일부 지역이 통합 산출되었는데 본 연구에

서도 이를 적용하였고, 3대 강력범죄 발생률을 4분위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에

이용하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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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통합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금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 남구+ 연제구

인천광역시 중구 + 동구 + 옹진군

대구광역시 서구 + 유성구

울산광역시 동구 + 북구+ 중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일산서구

수원시 권선구 + 영통구 + 장안구 + 팔달구

용인시 기흥구 + 수지구 + 처인구

평택시 송탄구 + 평택구

오산시 + 화성시

강원도 속초시 + 양양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서원구 + 흥덕구 + 청원구

괴산군 + 증평군

충청남도 계룡시 + 논산시

서산시 + 태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 신안군

표 3. 범죄율의 통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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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도시조례제정 여부

정책적 관련요인으로 건강도시조례제정 여부를 지역수준 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자치 법규의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도시 기본 조례여부를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지역건강조사가 시행된 2014년 8월 이전에 조례 제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건강도시조례제정으로 포함하였다.

5) 지역박탈지수

지역박탈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에서 인구와 주택에 대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대표

적인 전수조사로 기본 조사항목 외에 추가적인 조사 항목에 대해 10% 표본

추출을 통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박탈지수의 산출을 위해 관련 변수의 선정은 2009년 건강증진 연구사업

의 정책과제로 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한양대학교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수

행한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증진 전략 및 사업개발의 보고서(신영전

등, 2009)의 ‘한국형 사회박탈지표 하위 구성 지표’를 근거로 하였다.

가수수준에 속하는 하위 지표들로는 자동차 미소유가구율, 전 월세율, 과잉

밀집률, 열악한 주거 환경률이며, 개인 수준에 속하는 하위지표들로는 고졸 미

만 교육수준 비율, 사별 및 이혼율, 65세 이상 인구율, 1인 가구율, 여성이 가

구주인 가구의 비율 등이다. 자동차 미 소유 가구율 항목만 10% 표본조사를

활용하였고, 나머지 변수들은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박탈지수의 산

정은 시·군·구 단위로 개인수준 지표와 가구수준의 지표를 구분하여 각 항목

의 변수의 값을 구한 후 Z 표준화를 하여 각 변수의 영향력 보정을 한 후 이

들을 모두 합하여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산출된 지역박탈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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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구 분 정 의

가구수준 자동차 미 소유 가구율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 비율

전 월세율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자가 소유가 아닌 가구 비율

과잉 밀집률 방 하나에 1.5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 비율

열악한 주거 환경률 단독 부엌이 아님, 상수도가 없음

온수욕실이 없음, 수세식 화장실이 없음

개인수준 고졸 미만 교육수준비율 25-64세 인구 중 고졸 미만 인 인구비율

사별 및 이혼율 15세 이상 인구 중 이혼 또는 사별한 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율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1인 가구율 혼자 사는 가구 비율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비율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비율

표 4. 지역박탈지수 구성요인

신뢰도검증을 위하여 기존의 신영전 등(2009)의 연구에서 제시된 지역박탈지

수와 비교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두 박탈지수는 높은 양의 상

관관계가 확인되었다(r= 0.870, p<.0001). 이에 본 연구에서 산출된 지역박탈지

수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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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지역사회건강조사

(2014)

인구주택총조사

(2010)

본 연구에서

지역 통합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평택

평택시 송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충청북도

통합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 충청북도 청원군 청원군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보건소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구미보건소

구미시 선산보건소

구미시 구미시

경상남도

통합 창원시

마산시 보건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시

진해시 보건소 창원시 진해구 진해시

창원시 보건소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시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시 서부보건소

제주시 제주시

표 5. 자료원에 따른 지역박탈지수의 통합

6) 기타

본 연구에서 자료의 출처에 따라 지역박탈지수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일

부 지역을 통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해당지역은 경기도 평택시, 충청북도

통합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남도 통

합 창원시, 제주특별자치도이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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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석방법

1)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다수준 분석은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분리해서 그 영향력을 살펴 볼 수 있는 통계적 기법으로 최근 신체 건강, 정

신건강,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행태, 건강관련 지식 및 신념, 의료이용 등 다

양한 주제로 다수준 분석을 이용한 연구들도 증가되고 있다(신영전 등, 2015).

하지만 특별한 통계적인 점검을 거치지 않은 채 다수준 분석기법을 활용하면

오히려 왜곡된 연구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다수준 분석에 대한 적합

성 검정이 필요하다.

연구모델의 다수준 분석 적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집단 내 상

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사용한다. ICC는 지역 간 이

질성 또는 지역 내 동질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지역수

준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어

진 분산량이다(Wang, Xie , Fisher, 2012; 배은경, 2015 재인용).

 



ICC 값의 산출은 지역수준의 분산을 의미하는  에 지역수준의 분산과 개인

수준의 분산을 더한 값 을 나누어 주는데 이분형 변수의 경우에는

 를 /3 (파이제곱을 3으로 나눈 값) 으로 추정하여 값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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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ICC값이 클수록 between그룹 간(지역

간)에서의 변이가 큰 것을 의미하며, 지역 수준에서의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

치는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주로 ICC값이 5% 이상이면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10% 이상이면 지역 간 큰 차이가 있

다고 판단하여 다수준 분석 적용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수준 분석은 기초모델과 연구모델로 구분되는데, 기초모델(Null model)은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모델로, 전체 분산 중 지역 특성에 의한 분산의 비율을

도출하는 기준이 되며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에서의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분산

값이 의미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된다. 연구모델은 개인수준

변수(모델 1)와 지역수준 변수(모델 2)를 각각 포함하는 모델과 두 수준의 변

수를 모두 포함(모델 3)하는 모델이다. 각 수준의 연구 모델 설명력은 기초 모

델(Null model) 의 분산을 기준으로 각 연구모델에서 추가 변수가 포함됨으로

써 설명되는 각 수준 분산의 비율(Percentage change in variation, PCV) 로

구할 수 있다.

  
 ×

PCV값의 산출은 기초모델에서의 분산  에서 각 연구모델에서의 분산 

을 뺀 값에 다시 기초모델의 분산 을 나눠준 후 100을 곱해준다.

종속변수가 이항분포일 경우에는 로짓 함수를 사용한 선형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

용하는데 이 모형은 지역의 절편(Intercept)에 대한 임의 효과(random effect)

와 독립변수에 대한 고정효과(fixed effect)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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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이항분포를 보이므로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s(GLMM)인 SAS의 Glimmix Procedure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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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SAS 9.4 version(SAS Institute, cary, NC)를 활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통계방법으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전체 및 남·여로 나

누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속형 변수는 평균 분석 및 평균, 표준편차

로 기술하여 범주형 변수는 가중치를 적용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N)

및 비율(Weighted %)로 나타내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을 걷기와 중등도 신체활동의 두 유형으로 나누

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걷기 실천과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과 연구 변수와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 신체활동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한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전체 및

남·여로 나누어 관련성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개인 및 지역수준에서 걷기 및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의 영향 요인을 살

펴보고자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을 이용하였다. 신체활동을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 실천으로 구분하여 각 이항

변수에 대한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PROC GLIMMIX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또한 중등도 신체활동에서 성별과 나이에서 교호작용이 있음을 확인

하여 성별에 따른 층화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과 각 요인간의 관련성은 Odds ratio 와 95% 신뢰구간

으로 나타내었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p<0.05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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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적 연구

가.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현상학적 관점의 질적 연구를 통하여 1차적으로 진행하였던 양적

연구 결과와의 접점에서 당뇨병 환자 경험에서 드러나는 심층적이고 맥락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나.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

당뇨병 환자의 경험에서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심층적,

맥락적인 이해를 위해 1:1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2017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S시 일 대학병원 당

뇨병센터를 내원하는 외래 환자 중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 동의를 한 40세 이

상의 2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자를 대상으로 임의 표본법에 의해 선정하였다.

연구에 모집된 인원수는 더 이상 새로운 개념과 의견이 도출되지 않는 대상

자 수 즉 포화(Saturation)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모집하여 총 7명의 대상자

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수행하

였고, 개별적인 심층면담은 비 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과 반

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적절히 혼용하여 진행하였다. 면

담 시간은 1회당 40분∼60분 정도로 진행되었다. 면담 내용은 사전에 참여자

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하였고, 녹음 파일 내용은 모두 필사하여 문서화 하

였다.



- 33 -

다. 연구 참여자 동의

심층 인터뷰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대

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언제든지 대상자가 원할

시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동의 여부에 따른 진료

및 병원 이용과 관련된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 하였다. 적절한

구두 및 서면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에게 질문할 기회와 제공된 정보를 충분

히 고려할 시간을 제공한 후, 인터뷰 시작 전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 동의서

를 확보하고 서명한 동의서 사본 1부는 대상자에게 제공하였다.

라. 분석 방법

자료 분석방법으로 콜라지(Colaizzi, 1978)의 자료 분석 과정을 적용하여 대상

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심층 인터뷰 시

참여자가 진술하였던 녹음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며 필사하였고, 필사본을 반

복해서 읽어가며 전체적인 진술의 의미를 파악했다. 참여자의 진술 내용 중

양적 연구 결과와 연관되는 의미 있는 내용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진술을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읽으면서 진술의 맥락 속에서 숨

어져 있는 의미를 발견하였다.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themes), 주제 묶음(theme clusters)으로 다시 큰 주

제군(cluster of theme) 범주화 하고, 참여자가 진술했던 맥락에 벗어나지 않

았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주제와 도출된 의미, 기

술된 내용을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 하는지를 확인

과정을 거쳤고, 질적 연구 전문가 1인에게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의 타

당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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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상자 보호

연구 참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생

명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정규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승인 과

제번호: 2-1040939-AB-N-01-2017-113-01). 대상자의 개인 정보와 비밀 보장

을 위하여 인터뷰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서 1:1로 수행하였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녹취록은 모두 익명으

로 다루어졌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해 참여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인명이나 지명은 기호로

대체하였다. 또한 모든 녹취록과 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는 현장 노트는 분석

이 종료됨과 함께 폐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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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양적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연구 대상자는 총 21,322명으로 남성 10,260명으로 52.48%, 여성 11,059명으로

47.52%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남성 63.72세, 여성 67.45세로 65세 미만

에서는 남성이 많았고, 65세 이상에서는 여성이 많았다(p<.0001).

월 가구 소득액은 전체에서 100만원 미만이 32.68%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

태로 유 배우자가 73.29%,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 43.88%, 경제활동을 안 하

는 경우 55.96%, 자동차 운전을 안 하는 경우가 58.73%로 많았다.

또한 여성에서 월 가구 소득액 100만원 미만, 사별·별거·이혼, 무학, 직업군이

기타 즉, 주부·무직·학생인 경우, 경제 활동을 안 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을 안

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더 많았고 성별에 의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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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전체

(N=21,322)

남성

(N=10,263)

여성

(N=11,059) p-value＊

N(weighted %) N(weighted %) N(weighted %)

나이 <.0001

65세 미만 9,318(51.37) 5,256(59.30) 4,062(42.62)

65세 이상 12,004(48.63) 5,007(40.70) 6,997(57.38)

월 가구 소득액 <.0001

100만원 미만 8,588(32.68) 3,265(25.42) 5,323(39.84)

100-200미만 4,386(20.08) 2,292(20.91) 2,094(19.26)

200-300미만 3,108(16.32) 1,678(17.22) 1,430(15.43)

300-400미만 2,044(11.88) 1,152(13.35) 892(10.44)

400-500미만 1,204(7.24) 697(8.36) 507(6.13)

500만원 이상 1,772(11.80) 1,068(14.74) 704(8.90)

결혼상태 <.0001

유배우자 15,112(73.29) 8,886(86.41) 6,226(58.81)

사별·이혼·별거 5,876(24.77) 1,132(10.76) 4,744(40.24)

미혼 320(1.94) 236(2.83) 84(0.95)

교육수준 <.0001

무학 3,006(9.18) 365(2.30) 2,641(16.79)

중학교 이하 10,790(43.88) 4,418(32.78) 6,372(56.16)

고등학교 4,885(28.06) 3,313(35.12) 1,572(20.25)

대학교 이상 2,615(18.87) 2,153(29.80) 462(6.80)

직업군 <.0001

행정사무직 1,504(11.26) 1,264(18.35) 240(3.44)

판매·서비스직 1,671(8.81) 735(8.74) 936(8.88)

농어업 3,325(6.27) 2,008(7.52) 1,317(4.90)

기능·단순·노무직 3,202(17.93) 2,156(25.36) 1,046(9.73)

기타(주부,무직,학생) 11,583(55.73) 4,069(40.03) 7,514(73.04)

경제활동여부 <.0001

경제활동 함 9,647(44.04) 6,132(59.75) 3,515(26.70)

경제활동 안함 11,651(55.96) 4,112(40.25) 7,539(73.30)

자동차 운전여부 <.0001

운전함 7,578(41.27) 6,394(66.80) 1,184(13.07)

운전안 함 13,744(58.73) 3,869(33.20) 9,875(86.93)

표 6.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Rao-scott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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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인지적, 경험적 요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인지적, 경험적 요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신체적 요인으로 비만 정도는 정상 체중이 34.51%로 가장 많았고, 운동 능력

은 걷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가 66.53%, 뇌·심혈관 질환을 동반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87.14%로 많았다. 인지적 요인으로 우울 및 불안이 없는 경우가

72.70%로 많았고,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쁨’인 경우 47.64%, 본인 체형을 보통

으로 인지하는 경우 41.48%, 본인 혈당이 잘 조절된다고 인지하는 경우

87.55%, 혈당 수치를 인지하는 경우 73.92%, 콜레스테롤 수치를 인지하지 않

는 경우가 86.98%로 많았다. 경험적 요인으로 당뇨병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가

66.38%로 많았고, 운동으로 체중 조절시도 경험이 없는 경우 61.22%, 아침식

사는 최근 1주일 동안 5일 이상 하는 경우가 89.75%, 당뇨병 치료방법으로 약

물치료가 89.16%로 가장 많았다.

약물치료 여부에서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그 이외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여성에서 우울과 불안, 주관적 건강수준

이 ‘나쁨’인 경우, 본인 체형을 비만으로 인지하는 경우,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다고 인지하는 경우, 혈당수치를 인지 안하는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인지

안하는 경우, 당뇨병 교육경험과 운동으로 체중조절시도 경험이 없는 경우, 걷

는데 다소 지장이 있는 경우가 남성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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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전체

(N=21,322)

남성

(N=10,263)

여성

(N=11,059)
p-value

＊

N(weighted %) N(weighted %) N(weighted %)

신체적 요인

비만 정도 <.0001

저체중 576(2.52) 248(2.17) 328(2.93)

정상체중 6,819(34.51) 3,298(32.34) 3,521(37.09)

과체중 5,320(27.51) 2,905(29.58) 2,415(25.05)

비만 6,017(31.36) 3,217(32.49) 2,800(30.02)

고도비만 792(4.10) 335(3.42) 457(4.91)

운동 능력 <.0001

걷는데 지장 없음 12,667(66.53) 7,383(77.21) 5,284(54.61)

걷는데 다소 지장있음 8,267(33.47) 2,736(22.79) 5,531(45.39)

뇌·심혈관계 질환 동반 0.0220

있음 2,906(12.86) 1,489(13.45) 1,417(12.20)

없음 18,387(87.14) 8,767(86.55) 9,620(87.80)

인지적 요인

우울 및 불안 <.0001

예 5,818(27.60) 1,986(20.05) 3,832(35.95)

아니오 15,503(72.40) 8,277(79.95) 7,226(64.05)

주관적 건강수준 <.0001

좋음 2,696(14.05) 1,774(18.55) 922(9.08)

보통 7,485(38.31) 4,134(42.50) 3,351(33.67)

나쁨 11,138(47.64) 4,354(38.95) 6,784(57.25)

본인체형인지 <.0001

마른 편 4,441(18.45) 2,127(19.32) 2,314(17.50)

보통 8,982(41.48) 4,647(43.72) 4,335(39.00)

비만 7,896(40.07) 3,489(36.96) 4,407(43.50)

본인인지 혈당조절 0.0002

잘 조절됨 18,630(87.55) 9,087(88.51) 9,543(86.50)

잘 조절 안 됨 2,593(12.45) 1,133(11.49) 1,460(13.50)

혈당수치 인지 <.0001

인지함 14,135(73.92) 7,669(80.76) 6,466(66.33)

인지안함 6,987(26.08) 2,519(19.24) 4,468(33.67)

콜레스테롤수치 인지 <.0001

인지함 2,019(13.02) 1,130(14.99) 889(10.85)

인지안함 19,170(86.98) 9,079(85.01) 10,091(89.15)

표 7.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인지적, 경험적 요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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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요인

당뇨병 교육경험 0.0115

교육경험 있음 6,361(33.62) 3,247(34.59) 3,114(32.56)

교육경험 없음 14,952(66.38) 7,012(65.41) 7,940(67.44)

운동으로 체중조절시도 경험 <.0001

경험 있음 6,962(38.78) 3,618(41.23) 3,344(36.07)

경험 없음 14,356(61.22) 6,643(58.77) 7,713(63.93)

아침식사유무 0.0091

최근 주 5일이상 19,646(89.75) 9,412(89.11) 10,234(90.47)

최근 주 4일 이하 1,670(10.25) 848(10.89) 822(9.53)

당뇨병 치료방법 0.9955

인슐린 치료 1,696(9.62) 836(9.60) 860(9.65)

약물 치료 17,078(89.16) 8,111(89.18) 8,967(89.14)

비 약물 치료 160(1.22) 80(1.22) 80(1.11)
* Rao-scott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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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전체 남성 여성

p-value
＊

N(weighted %) N(weighted %) N(weighted %)

운동시설 접근성

매우 쉬움 5,439(28.86) 2,919(31.30) 2,520(26.14) <.0001

쉬운 편 10,302(51.04) 4,891(50.55) 5,411(51.59)

어려운 편 3,673(14.72) 1,625(13.22) 2,048(16.37)

매우 어려운 편 1,785(5.38) 798(4.93) 978(5.89)

지역사회 박탈지수 0.0012

1분위수(GOOD) 5,350(46.58) 2,714(47.88) 2,636(45.13)

2분위수 5,338(29.06) 2,579(28.46) 2,759(29.72)

3분위수 5,321(16.52) 2,526(16.23) 2,795(15.84)

4분위수(BAD) 5,313(7.84) 2,444(7.43) 2,869(8.30)

건강도시 조례제정 0.6855

제정 됨 4,356(27.75) 2,125(27.89) 2,231(27.60)

제정 안 됨 16,966(72.25) 8,138(72.11) 8,828(72.40)

3대 강력범죄발생률 0.0082

1분위수(GOOD) 5,146(10.14) 2,373(9.68) 2,773(10.64)

2분위수 5,411(26.06) 2,583(25.36) 2,828(26.84)

3분위수 5,424(31.77) 2,684(32.27) 2,740(31.21)

4분위수(BAD) 5,341(32.03) 2,623(32.68) 2,718(31.31)

표 8. 연구 대상자의 지역수준 요인 특성

다. 연구 대상자의 지역수준 요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지역수준요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운동시설 접근성은 전체에서 쉬운 편 51.04%로 가장 많았고, 지역박탈지수는

1분위수(GOOD)에서 46.58%로 가장 많았으며, 4분위수(BAD)로 갈수록 낮아

졌다. 건강도시조례제정 여부는 조례가 제정안 된 경우에서 72.25%로 많았고.

3대 강력범죄 발생률은 전체에서 1분 위수(Good)에서 가장 적었다. 건강도시

조례제정 여부를 제외하고(p=0.6855), 성별에 따른 지역수준 요인의 차이가 있

었다.

＊Rao-scott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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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신체활동 종류별 실천율의 차이.

라. 대상자의 신체활동 실천율

전체에서 걷기 실천자는 5.918명으로 29.58%,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자는

4,064명으로 18.49%이었다. 전체적으로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았지만 종류별로

살펴보면 걷기 실천이 중등도 신체활동보다 11.09 % 많았다.

걷기 실천은 남성에서 2,737명 27.94%, 여성에서 3,181명 31.38%로 여성에서

많았으며,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은 남성에서 2,352명 22.39%, 여성에서 1,712

명 14.18%로 남성에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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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요인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의 차이

가. 개인수준 요인에 따른 걷기 실천의 차이

개인수준 요인과 걷기 실천 여부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전체에서 나이, 직업군, 자동차 운전여부가 걷기

실천여부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남성에서는 나이, 월 가구 소득액,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군, 자동차 운전여부에서 걷기 실천과의 관련성을 보였고. 여성

에서는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군, 경제활동 여부, 자동차 운전에서 걷기 실

천과의 관련성을 보였다.

신체적 요인으로 비만여부와 운동능력은 전체, 남녀 모두에서 걷기 실천 여

부와 관련성을 보였고, 심·뇌혈관질환 동반 여부는 전체, 여성에서는 유의하였

지만 남성에서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인지적 요인으로는 혈당수치 인지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걷기 실천과의

관련성을 보였다. 남성에서는 주관적 건강수준, 본인체형인지, 본인인지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수치 인지와 걷기 실천과의 관련성을 보였고, 여성에서는 모

든 요인에서 관련성을 나타냈다.

경험적 요인으로 전체, 남녀모두에서 당뇨병 치료방법을 제외한 당뇨병 교육

경험, 운동으로 체중조절시도 경험, 아침식사여부는 걷기 실천여부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 43 -

변수

전체
걷기 실천자

p-value＊
남성

걷기 실천자
p-value＊

여성
걷기 실천자

p-value＊
N(weighted %)
5,918(27.76)

N(weighted %)
2,737(27.94)

N(weighted %)
3,181(31.38)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나이 0.0005 0.0003 0.5499

65세 미만 2,431(49.17) 1,274(56.28) 1,157(42.17)

65세 이상 3,487(50.83) 1,463(43.72) 2,024(57.83)

월 가구 소득액 0.0677 0.0002 0.2927

100만원 미만 2,425(33.53) 945(27.19) 1,480(38.99)

100-200만원미만 1,191(18.79) 589(18.61) 602(18.95)

200-300만원미만 840(16.60) 407(17.25) 433(16.03)

300-400만원미만 558(11.33) 273(12.04) 285(10.72)

400-500만원미만 329(7.40) 198(9.35) 131(5.71)

500만원 이상 517(12.36) 292(15.56) 225(9.60)

결혼상태 0.4140 0.0295 0.0366

유배우자 4,141(72.60) 2,329(85.25) 1,812(60.19)

사별·이혼·별거 1,675(25.49) 336(12.08) 1,339(38.65)

미혼 96(1.91) 67(2.67) 29(1.16)

교육수준 0.0568 0.0354 0.0386

무학 812(8.82) 93(2.19) 719(15.33)

중학교 이하 3,043(44.83) 1,185(32.07) 1,858(57.39)

고등학교 1,301(26.74) 851(33.70) 450(19.89)

대학교 이상 760(19.61) 607(32.04) 153(7.39)

직업군 0.0091 <.0001 0.0063

행정 사무직 427(12.11) 351(20.50) 76(3.89)

판매·서비스직 481(9.03) 198(8.88) 283(9.18)

농어업 874(5.69) 527(6.77) 347(4.64)

기능·단순노무직 833(16.74) 500(22.50) 333(11.10)

기타(주부,무직, 학생) 3,290(56.42) 1,149(41.36) 2,141(71.19)

경제활동 여부 0.2475 0.0923 0.0067

경제활동 함 2,597(43.29) 1,567(58.36) 1,030(28.51)

경제활동 안함 3,312(56.71) 1,162(41.64) 2,150(71.49)

자동차 운전 <.0001 0.0003 0.0051

운전 함 1,907(37.49) 1,612(64.01) 295(11.41)

운전 안함 4,011(62.51) 1,125(35.99) 2,886(88.59)

신체적 요인
비만 여부 <.0001 <.0001 0.0004

저체중 156(2.31) 69(2.09) 87(2.53)

정상체중 2,065(37.69) 972(35.64) 1,093(39.84)

과체중 1,488(27.64) 770(30.16) 718(24.99)

비만 1,561(27.96) 786(28.53) 775(27.36)

고도비만 227(4.40) 87(3.58) 140(5.26)

표 9. 개인수준 요인에 따른 걷기 실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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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능력 0.0003 0.0057 <.0001

걷는데 지장 없음 3,704(68.67) 2,030(79.03) 1,674(58.45)

걷는데 지장 있음 2,200(31.33) 704(20.97) 1,496(41.55)

뇌·심혈관 질환동반 0.0411 0.4295 0.0175

있음 774(12.03) 403(13.01) 371(11.06)

없음 5,138(87.97) 2,333(86.99) 2,805(88.94)

인지적 요인

우울 및 불안 0.0031 0.0937 <.0001

있음 1,515(25.96) 491(18.87) 1,024(32.94)

없음 4,403(74.04) 2,246(81.13) 2,157(67.06)

주관적 건강수준 <.0001 <.0001 <.0001

좋음 823(15.81) 522(21.00) 301(10.70)

보통 2,172(39.76) 1,123(43.05) 1,049(36.53)

나쁨 2,923(44.43) 1,092(35.95) 1,831(52.77)

본인체형인지 0.0001 <.0001 0.0183

마른 편 1,203(18.29) 567(19.29) 636(17.30)

보통 2,635(44.00) 1,319(47.05) 1,316(41.01)

비만 2,079(37.71) 851(33.66) 1,228(41.69)

본인인지 혈당조절 0.0010 0.0042 0.0180

잘 조절됨 5,241(88.93) 2,457(90.15) 2,784(87.73)

잘 조절안됨 655(11.07) 271(9.85) 384(12.27)

혈당수치 인지 0.0596 0.2247 0.0028

인지 함 4,020(74.93) 2,059(81.50) 1,961(68.45)

인지 안함 1,854(25.07) 661(18.50) 1,193(31.55)

콜레스테롤 수치인지 0.0007 0.0075 0.0010

인지 함 638(14.62) 339(16.81) 299(12.45)

인지 안함 5,248(85.38) 2,384(83.19) 2,864(87.55)

경험적 요인

당뇨병 교육경험 <.0001 0.0003 <.0001

교육경험있음 1,921(37.31) 911(37.70) 1,010(36.93)

교육경험없음 3,996(62.69) 1,826(62.30) 2,170(63.07)

운동으로 체중조절 시도 <.0001 0.0011 <.0001

경험 있음 2,216(42.79) 1,063(44.01) 1,153(41.60)

경험 없음 3,701(57.21) 1,673(55.99) 2,028(58.40)

아침식사유무 <.0001 <.0001 0.0001

최근 주 5일이상 5,545(92.10) 2,557(92.00) 2,988(92.20)

최근 주 4일이하 372(7.90) 180(8.00) 192(7.80)

당뇨병 치료방법 0.2142 0.3556 0.2628

인슐린 치료 466(9.62) 223(9.60) 243(9.64)

약물 치료 4,767(88.89) 2,165(88.90) 2,602(88.88)

비 약물 치료 48(1.49) 23(1.50) 25(1.48)
＊
Rao-scott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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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수준 요인에 따른 중등도 신체활동실천의 차이

개인수준 요인에 따라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가중치를

적용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10].

전체에서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신체적, 인지적, 경험적 요인 변수 모두에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과의 관련성을 보였다.

남성에서는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인지적 요인 모두에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여부와 관련성을 보였지만, 경험적 요인에서 당뇨병 교육경험, 당뇨병 치

료방법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여성에서도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인지적 요인 모두에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여부와 관련성을 보였지만, 경험적 요인에서 아침식사 여부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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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전체 실천자

p-value＊

남성 실천자

p-value＊

여성 실천자

p-value＊N(weighted %)
4,064(18.48)

N(weighted %)
2,352(22.39)

N(weighted %)
1,712(14.18)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나이 <.0001 <.0001 <.0001

65세 미만 2,250(61.88) 1,375(63.97) 875(58.23)

65세 이상 1,814(38.12) 977(36.03) 837(41.77)

월 가구소득액 <.0001 <.0001 <.0001

100만원 미만 1,272(24.05) 586(19.94) 686(30.57)

100-200만원미만 910(20.50) 537(20.42) 373(20.63)

200-300만원미만 687(18.06) 453(18.72) 234(17.02)

300-400만원미만 452(13.95) 282(14.57) 170(12.96)

400-500만원미만 260(8.08) 174(9.03) 86(6.58)

500만원 이상 437(15.36) 295(17.33) 142(12.24)

결혼상태 <.0001 0.0230 <.0001

유배우자 3,258(80.97) 2,099(88.19) 1,159(68.38)

사별·이혼·별거 744(17.01) 201(9.04) 543(30.90)

미혼 59(2.02) 49(2.77) 10(0.72)

교육수준 <.0001 0.0080 <.0001

무학 390(5.46) 57(2.14) 333(11.24)

중학교 이하 2,004(39.52) 996(30.62) 1,008(55.03)

고등학교 1,109(33.43) 824(38.28) 285(24.99)

대학교 이상 559(21.59) 474(28.96) 85(8.74)

직업군 <.0001 <.0001 <.0001

행정 사무직 358(13.81) 314(19.65) 44(3.67)

판매·서비스직 396(10.98) 177(9.54) 219(13.47)

농어업 1,099(11.01) 678(11.36) 421(10.40)

기능·단순노무직 823(23.59) 561(28.52) 262(15.04)

기타(주부,무직,학생) 1,376(40.61) 610(30.93) 766(57.42)

경제활동 여부 <.0001 <.0001 <.0001

경제활동 함 2,670(59.26) 1,727(68.91) 943(42.49)

경제활동 안함 1,388(40.74) 619(31.09) 769(57.51)

자동차 운전 <.0001 <.0001 <.0001

운전 함 1,953(53.71) 1,666(72.44) 287(21.03)

운전 안함 2,111(46.29) 686(27.56) 1,425(78.97)

신체적 요인

비만 여부 <.0001 0.0006 <.0001

저체중 75(1.51) 38(1.29) 37(1.92)

정상체중 1,276(33.21) 709(30.02) 567(39.06)

과체중 1,132(30.83) 708(31.27) 424(30.03)

비만 1,190(31.02) 784(34.10) 406(25.38)

고도비만 143(3.42) 77(3.32) 66(3.61)

표 10. 개인수준 요인에 따른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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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능력 <.0001 <.0001 <.0001

걷는데 지장 없음 2,889(78.29) 1,878(84.63) 697(32.78)

다소 지장 있음 1,171(21.71) 474(15.37) 1,011(67.22)

뇌·심혈관 질환동반 <.0001 0.0035 0.0004

있음 446(10.59) 271(11.44) 175(9.10)

없음 3,615(89.41) 2,080(88.56) 1,535(90.90)

인지적 요인
우울 및 불안 <.0001 <.0001 0.0004

있음 879(21.95) 349(16.27) 530(31.85)

없음 3,185(78.05) 2,003(83.73) 1,182(68.85)

주관적 건강수준 <.0001 <.0001 <.0001

좋음 706(20.29) 523(24.45) 183(13.04)

보통 1,657(43.65) 1,030(44.97) 627(41.34)

나쁨 1,700(36.06) 799(30.58) 901(45.62)

본인체형인지 0.0005 0.0469 <.0001

마른 편 734(16.17) 428(17.38) 306(13.79)

보통 1,794(44.06) 1,110(44.89) 684(42.62)

비만 1,536(39.87) 814(37.73) 722(43.59)

본인인지 혈당조절 0.0014 0.0090 0.0457

잘 조절됨 3,590(89.46) 2,103(90.28) 1,487(88.03)

잘 조절 안 됨 458(10.54) 240(9.72) 218(11.97)

혈당수치 인지 <.0001 <.0001 <.0001

인지 함 2,982(81.26) 1,859(84.58) 1,123(75.46)

인지 안함 1,047(18.74) 475(15.42) 572(24.54)

콜레스테롤수치 인지 <.0001 <.0001 <.0001

인지 함 499(18.21) 326(19.81) 173(15.41)

인지 안함 3,530(81.79) 2,010(80.19) 1,520(84.59)

경험적 요인
당뇨병 교육경험 0.0028 0.6165 <.0001

교육경험있음 1,302(36.12) 767(35.07) 535(37.95)

교육경험없음 2,761(63.88) 1,584(64.93) 1,177(62.05)

운동으로 체중조절시도 <.0001 <.0001 <.0001

경험 있음 1,733(53.15) 1,057(54.33) 676(51.09)

경험 없음 2,331(46.85) 1,295(45.67) 1,036(48.91)

아침식사 유무 0.0198 <.0001 0.3098

최근 주 5일 이상 3,777(91.11) 2,189(91.92) 1,588(89.69)

최근 주 4일 이하 287(8.89) 163(8.08) 124(10.31)

당뇨병 치료방법 0.0087 0.1522 <.0001

인슐린 치료 259(8.73) 154(8.45) 105(9.21)

약물 치료 3,226(89.46) 1,842(90.28) 1,384(88.08)

비 약물 치료 44(1.80) 25(1.27) 19(2.71)
＊Rao-scott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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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운동시설접근성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의 차이. 

다. 지역수준 요인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의 차이

1) 운동시설 접근성과 신체활동 실천과의 차이

가중치를 적용하여 운동시설 접근성과 걷기 및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의 관계

를 나타낸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운동시설접근성이 어려워질 수록 걷기와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운동시설 접근성이 매우 쉬운 경우 걷기 실천율 32.89%, 매우

어려운 경우 25.46%로 운동시설접근성이 매우 쉬운 경우 대비 매우 어려운

경우 걷기 실천율이 7.43% 낮았다.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의 경우 매우 쉬운

경우 21.65%, 매우 어려운 경우 14.99%로 운동시설접근성이 매우 쉬운 경우

대비 매우 어려운 경우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이 6.66%낮았다.

운동시설 접근성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에 대한 유의성 검정에서 걷기에서

=41.0011(p<.0001), 중등도 신체활동에서 = 51.3081 (p<.0001)로 통계적으

로도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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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역박탈지수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의 차이.

2) 지역박탈지수와 신체활동 실천과의 차이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박탈지수와 걷기 및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지역박탈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로 -12.85였고,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의령군으로

10.06이었다. 걷기에서는 지역박탈지수가 4분위수로 가면서 실천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가중치를 적용한 카이제곱 검정에서 =1.9845, p=0.5756로 통

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중등도 신체활동의 경우 4분위수 지역에서 실천이 20.80%로 1분위수 대비

2.12%높았지만, 가중치를 적용한 카이제곱 검정에서 =7.5531, p=0.0562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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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건강도시 조례 제정 여부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의 차이.

3) 건강도시조례 제정여부

2014년 8월 기준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지역에 포함된 253개 시·군·구중에

서 112개의 시·군·구(전체의 44.27%)에서 건강도시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다. 가

중치를 적용하여 건강도시조례제정 여부와 걷기 및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걷기와 중등도 신체활동 모두에서 건강도시조례제정 여부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가중치를 적용한 카이제곱 검정에서도 걷기에

서 =1.5120, p=0.2188, 중등도 신체활동은 =1.4636, p=0.226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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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3대 강력범죄 발생률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의 차이. 

4) 3대 강력범죄 발생률

가중치를 적용하여 3대 강력범죄 발생률과 걷기 및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전국 살인·강도·성범죄의 3대 강력범죄 발생률의 4분

위수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을 살펴보면 걷기 실천에서는 4분위수로 가면서 걷

기 실천이 증가 하는 양상을 보였고, 가중치를 적용한 카이제곱 검정에서 

=18.6376, p=0.0003 로 걷기에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중등도 신체활동의 경우에서는 걷기에서와 반대로 1분위(Good)에서 4분위수

(Bad)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가중치를 적용한 카이제곱 검정에서

=16.3880, p=0.0009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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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수준 분석 결과

다수준 분석에서는 네 가지 모델을 구축하였다.

먼저, 기초 모델로서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임의효

과(Random effect)만을 나타내어 지역수준 분산의 유의성으로 걷기 및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과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모델 1은 개인수준 변수인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신체적 요인, 인지적 요인,

경험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델로 개인수준 변수와 걷기 및 중등도 신

체활동 실천과의 관련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델 2는 지역수준 변수인 운동시설 접근성과 지역박탈지수, 건강도시조례제

정 여부, 3대 강력범죄 발생률을 포함한 모델로 지역 수준 변수와 걷기 및 중

등도 신체활동과의 관련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종적으로 모델 3에서는 개인과 지역수준 변수 모두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걷기 및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과의 관련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중등도 신체활동에서 성별과 나이 사이에 교호작용이 있음을 확인하여

성별에 따른 층화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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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실천

Null model

Between Community Variance

(S.E)
0.08887(0.01338)

ICC (Ho : Variance of random

Intercept=0)
0.0263 (<.0001)

표 11. 걷기 실천 기초모델

가. 걷기 실천에 대한 다수준 분석

다수준 분석을 이용한 걷기 실천 관련요인 결과를 살펴보면 [표 11, 12]와 같

다.

1) 기초 모델

 기초모델의 결과는 임의효과(Random effect)인 걷기 실천율의 지역 간 분산

은 0.08887(표준오차 0.01338) 이었으며, ICC값은 0.0263 으로 지역 간의 차이

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적합도 –2Res log likelihood 에 따라

임의 절편이 분산이 0이 아니라는 가설을 기각하여 모델의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에 걷기 실천에서도 지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

석되며 다수준 분석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였다.

2) 개인 수준 변수 포함 분석

개인수준 변수를 포함한 모델 1에서 나타난 걷기 실천 증가 관련요인으로는

나이,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수준, 콜레스테롤수치 인지, 당뇨병교육 경험, 운

동으로 체중조절 시도 경험, 아침식사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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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실천 오즈비는 65세 이상인 경우 1.25배(95%CI 1.15-1.37), 결혼상태로 유

배우자 기준 미혼인 경우 1.38배(95%CI 1.04-1.82) 높았다. 인지적 요인에서 주

관적 건강수준이 나쁜 경우를 기준 좋은 경우에서 1.21배(95%CI 1.08-1.36), 콜

레스테롤수치를 인지하는 경우 1.13배(95%CI 1.01-1.28) 높았다. 경험적 요인에

서 당뇨병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1.16배(95%CI 1.07-1.25), 운동으로 체중조절

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 1.37배(95%CI 1.27-1.48), 아침식사는 최근 주5일 이상

하는 경우 1.33배(95%CI 1.15-1.53) 높았다.

걷기 실천 감소 관련요인으로는 자동차운전 여부, 비만정도, 운동능력이었다.

걷기 실천 오즈비는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경우 0.79배(95%CI 0.72-0.87) 낮았다.

신체적 요인에서 정상체중 대비 과체중인 경우에 0.87배(95%CI 0.79-0.96), 비

만인 경우에 0.79배(95%CI 0.71-0.89),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는 경우 0.85배

(95%CI 0.78-0.93) 낮았다.

모델 1에서 지역 간 분산은 0.07785(표준오차 0.01395)이고 ICC값은 0.0231으

로 종속변수인 걷기 실천율의 전체 지역 간 분산의 변량 중 개인 수준의 변량

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변화율(Percentage change in variation)은

12.40%로 나타났으며, 기초모델에서 개인수준의 변수를 포함시켰을 때 적합도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0001).

3) 지역 수준 변수 포함 분석

지역수준 변수를 포함한 모델 2에서는 운동시설 접근성이 걷기 실천 증가 관

련요인으로 나타났다. 걷기 실천 오즈비는 운동시설접근성이 ‘매우 어려움’ 기

준 ‘쉬운 편’ 인 경우 1.23배(95%CI 1.09-1.39), 매우 쉬운 경우 1.39배(95%CI

1.23-1.58) 높았다. 하지만 지역박탈지수, 건강도시조례제정 여부, 3대 강력범

죄 발생률은 걷기 실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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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모델과 비교하여 지역 수준의 변수를 추가였을 때 지역수준의 분산은

0.08204(표준오차 0.01296) 이고, ICC값은 0.0243으로 종속변수인 걷기 실천율

의 전체 지역 간 분산의 변량 중 지역 수준의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

는 변량은 7.69 %으로 모델 1에 비해 설명력은 낮았지만 모델 2의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4) 개인과 지역 수준 변수 포함 분석

모델 3에서는 개인수준 변수와 지역수준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걷기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모델 1 개인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들은 모델3에서 여전히 유의하였지만, 모델 2 지역수준에서 유의하였던

운동시설 접근성은 모델 3에서 운동시설 접근성이 매우 쉬운 경우만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기초 모델과 비교하여 개인과 지역 수준의 변수를 추가였을 때 모델 3의 지

역수준의 분산은 0.07630(표준오차 0.01398) 이고, ICC값은 0.0227로 걷기 실천

율의 전체 지역 간 분산의 변화량 중 개인과 지역 수준의 변량이 차지하는 비

율을 나타내는 변화율이 14.14%로 모델 1과 비교하여 모델3의 설명력이

1.74%추가되어, 모델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본 연구에서 걷기 실천은 지역수준 변수를 포함하였을 때 보다 개인수준 변

수를 포함했을 때의 설명력이 컸고, 중등도 신체활동에서 보다 ICC 값이 비교

적 낮은 편으로 지역 간 수준에서의 격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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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 분
MODEL1 MODEL2 MODEL3

OR 95%CI OR 95%CI OR 95%CI

개

인

수

준

요

인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성별 남성 1.00 1.00

여성 1.09 0.99-1.19 1.08 0.99-1.19

나이 65세 미만 1.00 1.00

65세 이상 1.25
****

1.15-1.37 1.25
****

1.14-1.36

월 가구

소득액

100만원 미만 1.11 0.99-1.24 1.12 1.00-1.25

100-200만원 미만 1.02 0.91-1.14 1.02 0.91-1.15

200-300만원 미만 1.00 1.00

300-400만원 미만 0.98 0.85-1.13 0.97 0.84-1.12

400-500만원 미만 0.99 0.84-1.18 0.99 0.84-1.18

500만원 이상 1.03 0.88-1.19 1.01 0.87-1.17

결혼

상태

유배우자 1.00 1.00

이혼·사별·별거 1.05 0.96-1.14 1.06 0.97-1.16

미혼 1.38
*

1.04-1.82 1.39* 1.05-1.84

교육

수준

무학 0.99 0.80-1.14 1.00 0.84-1.19

중학교 이하 1.00 0.88-1.14 1.02 0.89-1.16

고등학교 이하 0.93 0.82-1.06 0.94 0.82-1.06

대학교 이상 1.00 1.00

직업군 사무행정직 1.00 1.00

판매서비스직 1.01 0.84-1.22 1.01 0.84-1.22

농어업 0.91 0.76-1.09 0.97 0.81-1.17

기능단순노무직 0.92 0.77-1.09 0.92 0.77-1.09

기타(주부·무직·학생) 0.75 0.46-1.23 0.76 0.46-1.25

경제활

동 여부

경제활동 함 0.83 0.51-1.33 0.83 0.52-1.35

경제활동 안함 1.00 1.00

자동차

운전

운전 함 0.79
****

0.72-0.87 0.79
****

0.72-0.88

운전 안함 1.00 1.00

신체적 요인

비만

정도

저체중 0.99 0.80-1.24 1.01 0.81-1.26

정상체중 1.00 1.00

과체중 0.87** 0.79-0.96 0.87** 0.79-0.96

비만 0.79
****

0.71-0.89 0.80
****

0.72-0.89

고도비만 0.92 0.75-1.12 0.91 0.75-1.11

운동

능력

걷는데 지장 없음 1.00 1.00

다소 지장 있음 0.85
***

0.78-0.93 0.86
***

0.79-0.94

뇌·심혈

관질환

질환 있음 1.06 0.96-1.17 1.05 0.95-1.17

질환 없음 1.00 1.00

인지적 요인

우울 및

불안

없음 1.00 1.00

있음 0.94 0.86-1.03 0.94 0.86-1.03

표 12. 걷기 실천 관련 요인 다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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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건강

수준

좋음 1.21
**

1.08-1.36 1.20
**

1.07-1.35

보통 1.07 0.98-1.16 1.06 0.98-1.15

나쁨 1.00 1.00

본인체

형인지

마른편 1.00 1.00

보통 1.05 0.95-1.17 1.05 0.95-1.17

비만 0.96 0.84-1.09 0.96 0.84-1.09

본인인지

혈당조절

잘 조절됨 1.00 1.00

잘 조절 안 됨 1.04 0.93-1.17 1.05 0.94-1.18

혈당

수치

인지 함 1.04 0.95-1.13 1.02 0.94-1.11

인지 안함 1.00 1.00

콜레스테

롤수치

인지 함 1.14
*

1.01-1.28 1.13
*

1.00-1.26

인지 안함 1.00 1.00

경험적 요인

당뇨병

교육경험

교육경험 있음 1.16
***

1.07-1.25 1.15
***

1.07-1.24

교육경험 없음 1.00 1.00

운동으로체

중조절시도

경험 있음 1.37**** 1.27-1.48 1.34**** 1.24-1.45

경험 없음 1.00 1.00

아침식사 최근 주 5일 이상 1.33
***

1.15-1.53 1.34
****

1.16-1.55

최근 주 4일이하 1.00 1.00

당뇨병

치료

방법

인슐린 치료 1.00 0.69-1.46 1.01 0.70-1.47

약물치료 0.96 0.67-1.37 0.97 0.68-1.39

비 약물치료 1.00 1.00

지

역

수

준

요

인

운동

시설

접근성

매우 쉬움 1.39**** 1.23-1.58 1.31*** 1.12-1.52

쉬운 편 1.23
***

1.09-1.39 1.14 0.99-1.32

어려운 편 1.10 0.96-1.26 1.04 0.89-1.22

매우 어려움 1.00 1.00

지역

박탈

지수

1분위수(Good) 1.00 1.00

2분위수 0.99 0.87-1.13 0.99 0.86-1.13

3분위수 0.94 0.82-1.07 0.90 0.78-1.04

4분위수(Bad) 0.88 0.76-1.01 0.87 0.75-1.01

건강도시

조례제정

예 1.12 1.00-1.26 1.12 0.99-1.26

아니오 1.00 1.00

3대

강력범죄

발생률

1분위수(Good) 1.00 1.00

2분위수 0.97 0.84-1.13 0.98 0.84-1.14

3분위수 1.02 0.88-1.18 1.03 0.88-1.20

4분위수(Bad) 1.11 0.96-1.28 1.09 0.94-1.26

Between Community 

Variance (S.E)
0.07785 (0.01395) 0.08204 (0.01296) 0.07630 (0.01398)

Percentage change in 

variation
12.40% 7.69% 14.14%

ICC (Ho : Variance of

random Intercept=0)
0.0231(0.0004) 0.0243 (<.0001) 0.0227 (0.0001)

OR :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p<0.05, p<0.01 , p<0.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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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신체활동

Null model

Between Community Variance

(S.E)
0.2487(0.02895)

ICC (Ho : Variance of random

Intercept=0)
0.0703 (<.0001)

표 13.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기초모델

나. 중등도 신체활동에 대한 다수준 분석

다수준 분석을 이용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관련요인 결과를 살펴보면 [표

13, 14]와 같다.

1) 기초 모델

 기초모델의 결과는 임의효과(Random effect) 인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의

지역 간 분산은 지역 간의 차이에 발생하는 변량으로 0.2487 이었으며, ICC값

은 0.0703으로 지역 간의 차이가 존재하였고, 걷기에서의 ICC값 0.0263 보다 높

게 나타났다. 모형적합도–2Res log likelihood 에 따라 임의 절편이 분산이 0

이 아니라는 가설을 기각하여 모델의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이는 중등도 신체활동의 지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다수준

분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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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수준 변수 포함 분석

개인수준 변수를 포함한 모델 1에서 나타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증가 관련

요인으로는 직업군, 주관적 건강수준, 혈당수치 인지, 콜레스테롤수치 인지, 당

뇨병교육 경험, 운동으로 체중조절 시도 경험, 아침식사 여부였다.

중등도 신체활동 오즈비는 직업군이 행정 사무직 대비 농·어업인 경우 2.21

배(95%CI 1.82-2.69), 기능·단순노무직인 경우 1.41배(95%CI 1.17-1.69) 높았

다. 인지적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쁨’인 경우를 기준으로 ‘보통’인 경

우 1.12배(95%CI 1.02-1.23), 좋은 경우 1.35배(95%CI 1.18-1.54) 중등도 신체

활동 실천이 높았다. 또한 혈당수치를 인지하는 경우 1.19배(95%CI

1.06-1.33), 콜레스테롤수치를 인지하는 경우 1.16배(95%CI 1.02-1.33) 높았다.

경험적 요인으로 당뇨병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1.11배(95%CI 1.02-1.22), 운

동으로 체중조절 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 1.63배(95%CI 1.48-1.78), 아침식사를

최근 주 5일 이상 하는 경우 1.23배(95%CI 1.04-1.45) 높았다.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감소 관련요인으로는 성별, 가구소득, 결혼상태, 비만

정도, 운동능력, 당뇨병 치료방법이었다. 중등도 신체활동 오즈비는 여성인 경

우 0.89배(95%CI 0.80-0.99), 가구소득이 200-300만원 미만 기준 100만원 미만

인 경우 0.86배(95%CI 0.75-0.98), 결혼상태가 유배우자 기준 이혼·사별·별거

인 경우 0.88배(95%CI 0.79-0.99) 낮았다. 신체적 요인으로 비만인 경우 0.88

배(95%CI 0.77-0.99),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는 경우 0.87배(95%CI 0.78-0.96),

당뇨병 치료방법으로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비 약물치료 대비 0.62배

(95%CI 0.41-0.93), 약물치료를 하는 경우 0.67배(95%CI 0..46-0.98) 낮았다.

모델 1에서 지역 간 분산은 0.2483(표준오차 0.03129) 이고. ICC값은 0.0702로

종속변수인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의 전체 지역 간 분산의 변량 중 개인 수

준의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변화율(Percentage change in

variation)은 0.16%이었다.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의 지역 간의 격차가 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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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변수의 설명력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모델에서 개인수준의 변수를

포함시켰을 때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3) 지역 수준 변수 포함 분석

지역수준 변수를 포함한 모델 1에서 나타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증가 관련

요인으로는 운동시설 접근성과 지역박탈지수였다.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오즈

비는 운동시설 접근성이 ‘매우 어려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쉬운 편’인 경우

1.19배(95%CI 1.03-1.36), ‘매우 쉬운 경우’ 1.47배(95%CI 1.27-1.71) 로 높아졌

다. 지역박탈지수는 ‘1분위수’를 기준으로, ‘4분위수’인 경우 1.29배(95%CI

1.04-1.60) 높았다. 건강도시 조례제정여부와 3대 강력범죄 발생률은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과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

기초 모델과 비교하여 지역 수준의 변수를 추가였을 때 지역수준의 분산은

0.2385(표준오차 0.02868) 이고, ICC값은 0.0676으로 종속변수인 중등도 신체활

동 실천율의 전체 지역 간 분산의 변량 중 지역 수준의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

을 나타내는 변화율(Percentage change in variation) 은 4.10 %로 지역수준의

변수를 포함시켰을 때 개인 수준의 변수를 포함한 모델 1에 비해 설명력은 높

아졌고, 모델 2의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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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과 지역 수준 변수 포함 분석

모델 3에서는 비만을 제외하고 모델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였던 모델

3에서 여전히 유의하였고 직업군에서의 오즈비가 높았다. 또한 모델 2에서 유

의하였던 지역박탈지수의 유의성은 없어졌다. 기초 모델과 비교하여 개인과

지역 수준의 변수를 추가였을 때 지역수준의 분산은 0.2421(표준오차 0.03128)

이고, ICC값은 0.0685로 종속변수인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의 전체 지역 간

분산의 변량 중 개인과 지역 수준의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변화율

이 2.65%로 모델 2에서 보다 설명력이 낮아졌지만 모델3의 모델 적합도는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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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MODEL1 MODEL2 MODEL3

OR 95%CI OR 95%CI OR 95%CI

개

인

수

준

변

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성별 남성 1.00 1.00

여성 0.89
*

0.80-0.99 0.89
*

0.80-0.99

나이 65세 미만 1.00 1.00

65세 이상 0.90 0.82-1.00 0.91 0.82-1.00

월 가구

소득액

100만원 미만 0.86
*

0.75-0.98 0.86
*

0.75-0.98

100-200만원미만 0.99 0.87-1.13 0.94 0.87-1.13

200-300만원 미만 1.00 1.00

300-400만원 미만 1.04 0.89-1.21 1.03 0.89-1.21

400-500만원 미만 0.96 0.80-1.17 0.96 0.79-1.16

500만원 이상 1.14 0.97-1.35 1.14 0.97-1.35

결혼

상태

유배우자 1.00 1.00

이혼·사별·별거 0.88
*

0.79-0.99 0.89
*

0.79-0.99

미혼 0.99 0.69-1.41 1.00 0.71-1.43

교육

수준

무학 1.10 0.88-1.37 1.11 0.89-1.38

중학교 이하 1.15 0.99-1.34 1.15 0.99-1.34

고등학교 이하 1.13 0.97-1.30 1.13 0.97-1.30

대학교 이상 1.00 1.00

직업군 사무행정직 1.00 1.00

판매서비스직 1.22 0.99-1.49 1.22 1.00-1.50

농어업 2.21
****

1.82-2.69 2.24
****

1.84-2.73

기능·단순노무직 1.41
****

1.17-1.69 1.41
****

1.17-1.70

기타(주부·무직·학생) 1.21 0.67-2.17 1.18 0.66-2.11

경제활

동 여부

경제활동 함 1.63 0.93-2.85 1.58 0.90-2.77

경제활동 안함 1.00 1.00

자동차

운전

운전 함 1.12 1.00-1.25 1.11 1.00-1.25

운전 안함 1.00 1.00

신체적 요인

비만

정도

저체중 0.97 0.73-1.30 0.97 0.73-1.30

정상체중 1.00 1.00

과체중 0.99 0.88-1.11 1.00 0.89-1.12

비만 0.88
*

0.77-0.99 0.88 0.77-1.00

고도비만 0.83 0.66-1.06 0.84 0.66-1.07

운동

능력

걷는데 지장 없음 1.00 1.00

다소 지장 있음 0.87
**

0.78-0.96 0.87
*

0.78-0.97

뇌·심혈

관질환

있음 0.96 0.84-1.09 0.95 0.84-1.09

없음 1.00 1.00

인지적 요인

우울 및

불안

없음 1.00 1.00

있음 1.09 0.98-1.21 1.10 0.99-1.22

표 14.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관련 요인 다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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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건강

수준

좋음 1.35
****

1.18-1.54 1.34
***

1.17-1.52

보통 1.12
*

1.02-1.23 1.12
*

1.01-1.23

나쁨 1.00 1.00

본인체

형인지

마른편 1.00 1.00

보통 1.01 0.88-1.15 1.00 0.88-1.14

비만 0.96 0.82-1.12 0.96 0.82-1.13

본인인지

혈당조절

잘 조절됨 1.00 1.00

잘 조절 안 됨 1.03 0.90-1.18 1.02 0.89-1.17

혈당

수치

인지 함 1.19
**

1.06-1.32 1.18
**

1.06-1.31

인지 안함 1.00 1.00

콜레스테

롤수치

인지 함 1.16
*

1.02-1.33 1.16
*

1.02-1.33

인지 안함 1.00 1.00

경험적 요인

당뇨병

교육경험

교육경험 있음 1.11
*

1.02-1.22 1.12
*

1.02-1.22

교육경험 없음 1.00 1.00

운동으로체

중조절시도

경험 있음 1.63
****

1.48-1.78 1.60
****

1.46-1.76

경험 없음 1.00 1.00

아침식사
최근 주 5일 이상 1.23

*
1.04-1.45 1.22

*
1.03-1.43

최근 주 4일 이하 1.00 1.00

당뇨병

치료

방법

인슐린 치료 0.62
*

0.41-0.93 0.62
*

0.41-0.93

약물치료 0.67
*

0.46-0.98 0.67
*

0.46-0.98

비약물치료 1.00 1.00

지

역

수

준

변

수

운동

시설

접근성

매우 쉬움 1.47
****

1.27-1.71 1.37
***

1.14-1.64

쉬운 편 1.19
*

1.03-1.36 1.21
*

1.02-1.44

어려운 편 0.98 0.84-1.15 1.10 0.91-1.33

매우 어려움 1.00 1.00

지역

박탈

지수

1분위수 (Good) 1.00 1.00

2분위수 0.96 0.79-1.16 0.97 0.80-1.19

3분위수 0.92 0.75-1.13 0.92 0.74-1.15

4분위수 (Bad) 1.29
*

1.04-1.60 1.24 0.98-1.55

건강도시

조례제정

예 0.95 0.80-1.14 1.01 0.84-1.21

아니오 1.00 1.00

3대

강력범죄

발생률

1분위수(Good) 1.00 1.00

2분위수 1.00 0.81-1.25 1.007 0.80-1.27

3분위수 1.02 0.81-1.27 1.049 0.83-1.32

4분위수(Bad) 0.88 0.71-1.09 0.914 0.73-1.14

Between Community 

Variance (S.E)
0.2483(0.03129) 0.2385(0.02868) 0.2421(0.03128)

Percentage change in 

variation
0.16% 4.10% 2.65%

ICC (Ho : Variance of 

random Intercept=0)
0.0702 (<.0001) 0.0676(<.0001) 0.0685(<.0001)

OR :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 p<0.05, p<0.01 , p<0.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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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성 여 성

Null model Null model

Between Community Variance 

(S.E)
0.1954(0.02972) 0.3658(0.04763)

ICC (Ho : Variance of random

Intercept=0)
0.0561 (<.0001) 0.1001(<.0001)

표 15. 성별에 따른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기초모델

다. 중등도 신체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층화 분석

다수준 분석을 이용한 성별에 따른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관련요인 결과를

살펴보면 [표 15, 16, 17]과 같다.

1) 기초 모델

 남성에서 기초모델의 결과는 임의효과(Random effect) 인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의 지역 간 분산은 0.1954 이었으며, ICC값은 0.0561 이었다. 또한 모형

적합도 –2Res log likelihood 에 따라 임의 절편이 분산이 0이 아니라는 가설

을 기각하여 모델의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여성에서는

지역 간 분산은 0.3658 이었으며, ICC값은 0.1001이었고, 모델 적합도 역시 유

의하였다(p<.0001). 이는 성별로 층화하였을 때도 중등도 신체활동의 지역 효

과가 있고, 전체에서 지역 간 분산 0.2487 대비 남성에서 지역 간 분산은 감소

하였지만, 여성에서 증가하여 남성 보다는 여성에서 중등도 신체활동의 지역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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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수준 변수 포함 분석

성별로 층화하였을 때 개인 수준 변수를 포함한 모델 1에서 남성에서는 나이

와 운동능력, 당뇨병교육 경험의 유의성이 없어졌고, 교육수준과 본인체형인지

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대학교 이상’ 기준 ‘고등학교’ 인

경우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오즈비가 1.20배(95%CI 1.02-1.41) 높았고, 본인체

형인지로 ‘마른 편’ 대비 ‘비만’인 경우 0.77배(95%CI 0.62-0.95) 낮았다.

또한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수준, 콜레스테롤수치 인지, 아침식사의 통계적

유의성이 증가하였고, 직업군, 혈당수치 인지, 운동으로 체중조절 시도 경험의

의미의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성에서는 나이, 가구소득, 자동차 운전

여부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는데, 월 가구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을 기준

으로 300-400만원 미만인 경우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오즈비가 1.32배(95%CI

1.02-1.71),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경우 1.30배(95%CI 1.07-1.59) 높았다. 또한 직

업군으로 농어업, 기능단순노무직, 당뇨병 교육경험의 오즈비가 높아졌고, 신

체적 요인에서 비만인 경우 신체활동이 감소하는 방향으로의 유의성이 높았

다. 결혼상태가 이혼사별별거인 경우 운동으로 체중조절 시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즉 성별에 따른 층화분석에서 남성에서는 인지적 요인으로서 체형, 콜

레스테롤 수치, 주관적 건강수준과 가구소득, 교육수준, 아침식사 여부의 관련

성이 증가하였지만 당뇨병 교육경험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어졌다.

여성에서는 직업군, 당뇨병교육 경험, 신체적 요인에 있어서 신체활동 실천과

의 관련성이 증가하였지만, 인지적 요인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어졌다.

남성에서 모델 1의 지역 간 분산은 0.2019(표준오차 0.03354) 이고 ICC값은

0.0578으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의 전체 지역 간 분산의 변화량 중 개인수

준변수를 포함한 모델 1에서 지역 간 분산은 17.55 %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다. 여성에서는 모델 1의 지역 간 분산은 0.3543(표준오차 0.05365), ICC값은

0.0972이고, 전체 지역 간 분산의 변량 중 모델 1의 변화율은 3.14%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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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델 1의 설명력은 성별에 따라 층화하였을 때 남 여 모두 기초모델에서

개인수준의 변수를 포함시켰을 때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3) 지역 수준 변수 포함 분석

지역 수준 변수를 포함한 모델 2에서 남성에서는 운동시설 접근성이 매우 쉬

운 경우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오즈비가 1.26배(95%CI 1.03-1.53) 높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보다 낮았다. 여성에서는 운동시설 접근성이 매우

나쁨 대비 쉬운 편 1.30배(95%CI 1.06-1.61), 매우 쉬운 경우 1.63배(95%CI

1.31-2.04) 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오즈비가 높았다. 지역박탈지수의 경우 4

분위수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오즈비가 1.43배(95%CI 1.08-1.88) 높았다.

남성에서 지역 간 분산은 0.1896(표준오차 0.02988) 이고, ICC값은 0.0545으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의 전체 지역 간 분산의 변량 중 지역 수준의 변량이

차지하는 모델 2의 설명력은 0.61%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여성에서는 지역

간 분산은 0.3464(표준오차 0.04753) 이고, ICC값은 0.0953으로 전체 지역 간

분산의 변량 중 모델 2의 변화율은 5.30%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기초모델에

서 지역수준의 변수를 포함시켰을 때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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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과 지역 수준 변수 포함 분석

개인수준 변수와 지역수준 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델 3 에서는 남성에서 교육

수준만 제외하고 모델 1 개인 수준에서 유의하였던 변수들은 모델 3에서 여전

히 유의하였지만 모델 2 지역수준에서 유의하였던 변수들은 모델 3에서 통계

적 유의성은 없어졌다. 하지만 여성에서는 모델 1에서 유의한 변수들은 모델

3에서 여전히 유의한 요인이었고, 모델 3에서 추가적으로 우울 및 불안 여부

에서 유의성이 나타나 ‘우울 및 불안이 없는 경우’ 기준 ‘있는 경우’에서 중등

도 신체활동 실천 오즈비가 1.18배(95%CI 1.02-1.37) 높았다. 또한 모델 2에서

의 지역박탈지수의 유의성은 없어졌지만 운동시설 접근성의 유의성은 높았다.

기초 모델과 비교하여 개인과 지역 수준의 변수를 추가였을 때 지역수준의

분산은 남성에서 지역 간 분산은 0.2002(표준오차 0.03410) 이고, ICC값은

0.0574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의 전체 지역 간 분산의 변량 중 모델 1에서

와 마찬가지로 모델 3의 변화율이 11.31%로 높아졌지만, 모델 3의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여성에서는 지역 간 분산은 0.3399(표준오

차 0.05354) 이고, ICC값은 0.0936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의 전체 지역 간

분산의 변량 중 모델 3의 변화율이 7.08%로 나타났으며, 모델 적합도도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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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MODEL1 MODEL2 MODEL3

OR 95%CI OR 95%CI OR 95%CI

개

인

수

준

변

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나이 65세 미만 1.00 1.00

65세 이상 0.96 0.84-1.09 0.96 0.84-1.09

월 가구

소득액

100만원 미만 0.77
**

0.64-0.92 0.77
**

0.64-0.92

100-200만원 미만 0.87 0.74-1.03 0.87 0.74-1.03

200-300만원 미만 1.00 1.00

300-400만원 미만 0.92 0.75-1.12 0.92 0.75-1.11

400-500만원 미만 0.93 0.74-1.18 0.94 0.74-1.19

500만원 이상 1.09 0.89-1.34 1.10 0.89-1.34

결혼

상태

유배우자 1.00 1.00

이혼·사별·별거 1.00 0.83-1.21 1.01 0.84-1.22

미혼 1.11 0.74-1.65 1.13 0.76-1.68

교육

수준

무학 0.93 0.62-1.39 0.95 0.64-1.43

중학교 이하 1.16 0.97-1.38 1.17 0.98-1.39

고등학교 1.20
*

1.02-1.41 1.20
*

1.02-1.42

대학교 이상 1.00 1.00

직업군 사무행정직 1.00 1.00

판매서비스직 1.05 0.82-1.35 1.06 0.82-1.36

농어업 2.25
****

1.81-2.81 2.29
****

1.83-2.87

기능단순노무직 1.27
*

1.04-1.56 1.28
*

1.04-1.57

기타(주부·무직·학생) 1.01 0.51-2.01 0.98 0.49-1.95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1.17 0.60-2.27 1.13 0.58-2.19

경제활동 안함 1.00 1.00

자동차

운전

운전 함 1.10 0.96-1.26 1.10 0.96-1.26

운전 안함 1.00 1.00

신체적 요인

비만

정도

저체중 0.94 0.62-1.42 0.95 0.63-1.44

정상체중 1.00 1.00

과체중 1.06 0.91-1.24 1.07 0.92-1.24

비만 1.08 0.91-1.29 1.08 0.91-1.29

고도비만 0.98 0.70-1.37 0.98 0.70-1.38

운동

능력

걷는데 지장 없음 1.00 1.00

다소 지장 있음 0.87 0.75-1.01 0.88 0.76-1.02

뇌·심혈

관 질환

질환 있음 0.88 0.75-1.04 0.88 0.74-1.04

질환 없음 1.00 1.00

인지적 요인

우울 및

불안

있음 0.99 0.85-1.16 0.99 0.85-1.16

없음 1.00 1.00

 표 16.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관련 요인 다수준 분석[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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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건강수준

좋음 1.41
****

1.19-1.65 1.39
****

1.18-1.63

보통 1.13 1.00-1.29 1.13 0.99-1.29

나쁨 1.00 1.00

본인

체형인지

마른편 1.00 1.00

보통 0.90 0.76-1.07 0.91 0.77-1.07

비만 0.77
*

0.62-0.95 0.77
*

0.62-0.96

본인인지

혈당조절

잘 조절됨 1.00 1.00

잘 조절 안 됨 0.98 0.82-1.19 0.98 0.82-1.19

혈당수치
인지 함 1.21

*
1.05-1.41 1.20

*
1.04-1.40

인지 안함 1.00 1.00

콜레스테

롤수치

인지 함 1.26
**

1.07-1.49 1.26
**

1.06-1.49

인지 안함 1.00 1.00

경험적 요인

당뇨병

교육경험

교육경험있음 1.07 0.95-1.20 1.07 0.95-1.21

교육경험없음 1.00 1.00

운동으로체

중조절시도

경험있음 1.63
****

1.45-1.84 1.61
****

1.43-1.82

경험없음 1.00 1.00

아침식사 최근 주 5일 이상 1.35
**

1.08-1.68 1.33
**

1.07-1.67

최근 주 4일 이하 1.00 1.00

당뇨병

치료

방법

인슐린 치료 0.59 0.34-1.03 0.60 0.34-1.04

약물치료 0.65 0.39-1.10 0.66 0.39-1.11

비약물치료 1.00 1.00

지

역

수

준

변

수

운동

시설

접근성

매우 쉬움 1.26
*

1.03-1.53 1.22 0.97-1.53

쉬운 편 1.06 0.88-1.28 1.06 0.85-1.32

어려운 편 0.89 0.76-1.10 0.94 0.73-1.20

매우 어려움 1.00 1.00

지역

박탈

지수

1분위수 (Good) 1.00 1.00

2분위수 0.97 0.79-1.18 0.99 0.80-1.22

3분위수 0.91 0.74-1.13 0.87 0.70-1.10

4분위수 (Bad) 1.25
*

1.01-1.55 1.17 0.92-1.49

건강도시

조례제정

예 0.96 0.80-1.15 0.99 0.82-1.21

아니오 1.00 1.00

3대

강력범죄

발생률

1분위수(Good) 1.00 1.00

2분위수 0.95 0.76-1.19 0.96 0.76-1.22

3분위수 1.02 0.81-1.28 1.09 0.85-1.39

4분위수(Bad) 0.92 0.74-1.15 1.00 0.79-1.27

Between Community

Variance (S.E)
0.2019(0.03354) 0.1896(0.02988) 0.2002(0.03410)

Percentage change in

variation
17.55% 0.61% 11.31%

ICC (Ho : Variance of random

Intercept=0)
0.0578 (<.0001) 0.0545(<.0001) 0.0574(0.0001)

OR :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p<0.05, p<0.01 , p<0.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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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MODEL1 MODEL2 MODEL3

OR 95%CI OR 95%CI OR 95%CI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나이 65세 미만 1.00 1.00

65세 이상 0.82
*

0.69-0.96 0.82
*

0.70-0.97

월 가구

소득액

100만원 미만 0.97 0.78-1.19 0.96 0.77-1.18

100-200만원 미만 1.17 0.95-1.45 1.17 0.94-1.46

200-300만원 미만 1.00 1.00

300-400만원 미만 1.32
*

1.02-1.71 1.32
*

1.02-1.71

400-500만원 미만 1.11 0.81-1.54 1.09 0.79-1.51

500만원 이상 1.28 0.97-1.69 1.27 0.96-1.68

결혼

상태

유배우자 1.00 1.00

이혼·사별·별거 0.84
*

0.72-0.98 0.84
*

0.72-0.98

미혼 0.75 0.33-1.73 0.77 0.33-1.76

교육

수준

무학 1.23 0.83-1.81 1.22 0.82-1.80

중학교 이하 1.20 0.85-1.68 1.19 0.84-1.67

고등학교 이하 0.97 0.69-1.37 0.97 0.69-1.37

대학교 이상 1.00 1.00

직업군 사무행정직 1.00 1.00

판매서비스직 1.39 0.89-2.17 1.38 0.88-2.15

농어업 2.38
***

1.51-3.75 2.31
***

1.46-3.66

기능·단순노무직 1.80
*

1.15-2.82 1.78
*

1.14-2.80

기타(주부·무직·학생) 1.89 0.61-5.77 1.82 0.59-5.60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함 2.70 0.95-7.63 2.63 0.93-7.46

경제활동 안함 1.00 1.00

자동차

운전

운전 함 1.30
**

1.07-1.59 1.29
*

1.06-1.58

운전 안함 1.00 1.00

신체적 요인

비만

정도

저체중 1.04 0.69-1.57 1.04 0.69-1.57

정상체중 1.00 1.00

과체중 0.92 0.77-1.09 0.92 0.77-1.10

비만 0.69
***

0.56-0.85 0.70
***

0.57-0.86

고도비만 0.74 0.53-1.05 0.76 0.54-1.07

운동

능력

걷는데 지장 없음 1.00 1.00

다소 지장 있음 0.85
*

0.73-0.99 0.85
*

0.73-0.99

뇌·심혈

관질환

있음 1.07 0.87-1.32 1.07 0.87-1.32

없음 1.00 1.00

인지적 요인

우울 및

불안
있음 1.16 1.00-1.34 1.18

*
1.02-1.37

없음 1.00 1.00

주관적 좋음 1.17 0.92-1.48 1.16 0.91-1.47

표 17.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관련 요인 다수준 분석[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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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준 보통 1.08 0.93-1.26 1.08 0.93-1.25

나쁨 1.00 1.00

본인 체형

인지

마른 편 1.00 1.00

보통 1.12 0.91-1.38 1.12 0.91-1.37

비만 1.21 0.95-1.55 1.21 0.94-1.54

본인 인지

혈당조절

잘 조절됨 1.00 1.00

잘 조절 안 됨 1.08 0.89-1.33 1.07 0.88-1.31

혈당수치 인지 함 1.14 0.97-1.33 1.13 0.96-1.32

인지 안함 1.00 1.00

콜레스테

롤수치

인지 함 1.00 0.80-1.25 1.00 0.80-1.25

인지 안함 1.00 1.00

경험적 요인

당뇨병

교육경험

교육경험 있음 1.20
*

1.04-1.38 1.20
*

1.04-1.37

교육경험 없음 1.00 1.00

운동으로체

중조절시도

경험 있음 1.59
****

1.38-1.84 1.57
****

1.36-1.82

경험 없음 1.00 1.00

아침식사 최근 주 5일 이상 1.15 0.90-1.49 1.13 0.88-1.46

최근 주 4일 이하 1.00 1.00

당뇨병

치료

방법

인슐린 치료 0.64 0.35-1.20 0.64 0.34-1.20

약물치료 0.69 0.38-1.23 0.68 0.38-1.22

비 약물치료 1.00 1.00

지

역

수

준

변

수

운동시설

접근성

매우 쉬움 1.63
***

1.31-2.04 1.67
***

1.24-2.26

쉬운 편 1.30
*

1.06-1.61 1.53
**

1.15-2.04

어려운 편 1.11 0.88-1.40 1.44
*

1.06-1.96

매우 어려움 1.00 1.00

지역

박탈

지수

1분위수 (Good) 1.00 1.00

2분위수 0.97 0.74-1.25 0.92 0.70-1.20

3분위수 0.96 0.73-1.26 0.97 0.73-1.29

4분위수 (Bad) 1.43
*

1.08-1.88 1.33 0.98-1.80

건강도시

조례제정

예 0.94 0.75-1.19 1.03 0.80-1.31

아니오 1.00 1.00

3대

강력범죄

발생률

1분위수(Good) 1.00 1.00

2분위수 1.08 0.82-1.44 1.089 0.81-1.47

3분위수 1.00 0.75-1.34 0.99 0.73-1.35

4분위수(Bad) 0.82 0.62-1.09 0.84 0.63-1.13

Between Community

Variance (S.E)
0.3543(0.05365) 0.3464(0.04753) 0.3399(0.05354)

Percentage change in

variation
3.14% 5.30% 7.08%

ICC (Ho : Variance of

random Intercept=0)
0.0972(<.0001) 0.0953(<.0001) 0.0936(<0.0001)

OR :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 p<0.05, p<0.01 , p<0.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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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질적연구 결과

1. 심층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심층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표 18]과 같다. 참여자는 남성 4

명, 여자 3명으로 총 7명이다. 평균 나이는 62.29(49-72)세로 65세 미만의 참

여자는 3명, 65세 이상은 4명이었다. 결혼 상태로 6명은 유배우자, 1명은 사

별·이혼·별거 상태이고, 4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3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당뇨병 유병기간은 평균 15.6(3-37) 년으로 이들 중 5명은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었고, 2명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았다. 5명은 비만, 1명은 과체중,

1명은 고도비만이었고, 현재 신체활동 실천여부로 5명은 현재 신체활동을 실

천하고 있었고, 주로 등산, 수영 등의 중등도 신체활동과 걷기를 함께 병행하

고 있었다.

참가자 A는 당뇨병 유병기간이 가장 오래된 환자로 현재 약물과 인슐린 치

료를 함께 병행하고 있었는데 매일 걷기 실천 및 가끔씩 등산을 다니고 있었

다. 참여자 F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자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꾸준

히 실천하고 있었는데 등산과 헬스를 병행하고 있었고, 참여자 D도 운동을 좋

아하여 당뇨병 진단 초기 신체활동 실천을 하였지만 현재는 직장생활로 실천

을 하지 않고 있다. 참여자 C는 고도 비만으로 당뇨병 진단 초기에 헬스, 강

아지와 공원 산책 등으로 운동을 하였지만 현재는 직장생활로 주로 이동 중의

걷기만 하고 있는 상태이다. 참가자 B, E, G는 30년 가까이 수영을 하고 있었

고, 수영과 함께 걷기 실천도 함께 병행하고 있었다. 이들의 당화혈색소 수치

는 평균 7.27(5.7-8.6) %로 당화혈색소 7.0% 미만으로 유지되는 자는 3명이고,

당화혈색소 6.5% 미만은 2명이었다. 살고 있는 거주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3



- 73 -

A B C D E F G

성별 남 남 여 남 여 남 여

나이 68 70 49 49 71 57 72

직업 무직 택시 사무직 판매서

비스직

주부 사업 주부

학력 고졸 고교

중퇴

대졸 대졸 무학 대졸 고졸

결혼

상태

유배우

자

유배우

자

유배우

자

유배우

자

유배우

자

사별·별

거·이혼

유배우

자

경제활동 X O O O X O X

자동차

운전

X O X O X O O

당 화

혈색소

8.6% 7.6% 5.7% 6.8% 7.9% 6.3% 8.0%

비만 정도 비만 비만 고도

비만

과체중 비만 비만 비만

당뇨병

유병기간

37Y 9Y 9Y 16Y 19Y 16Y 3Y

합병증

동반

O O X X O O O

신체활동

실천 여부

현재

실천

현재

실천

과거

실천

과거

실천

현재

실천

현재

실천

현재

실천

신체활동

종류

등산+

걷기

병행

수영+걷

기 병행

걷기 등산+근

력운동

병행

수영+걷

기 병행

등산+걷

기 병행

수영

거주 지역 경기 서울 인천 서울 서울 부산 경기

표 18.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명, 경기도 2명, 인천 1명, 부산 1명이었다. 이들의 거주 지역은 걷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주변 운동시설이나 공원은 비교적 쉬운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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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활동 실천 관련 당뇨병 환자 심층 인터뷰 결과

질적 연구를 통한 의미 있는 진술에서 도출된 주제와 의미를 살펴보면 [표

19]와 같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양적 연구 결과와의 접점에서 의미 있는 진

술 215개를 찾아냈다. 진술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 있는 문장 54개를 도출

하였다. 양적 연구와의 통합은 결과를 통합하고 수렴하는 결과의 확인

(Corroboration),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 표면화하고 정교화(Elaboration)

과정,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주제 발견(Initiation)

의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결과의 확인(Corroboration) 과정으로 중등도 신체활동의 의미, 걷기의 의

미의 두 가지 소주제로 구성하여, 양적 연구에서 드러난 신체활동 종류 및 성별에

따른 의미를 확인하였다.

둘째, 양적 연구 결과의 정교화(Elaboration) 과정으로 양적 연구에서 나타난

신체활동 실천 증진 및 감소 요인에 대해 신체활동 실천 증진과 자극, 신체활

동 실천 감소와 타협의 두 가지 소주제로 구성하여 양적연구 결과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해석적 의미를 확인하였다.

셋째, 주제 발견(Initiation) 과정으로 주변 환경 속에서 찾는 재미, 동반자, 당

뇨병 관리의 종착지의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하여 신체활동 관련 요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적 의미를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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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묶음 주제 도출된 의미

신체활동

종류 및

성별에 따른

관련 의미

걷기의 의미 ·당뇨병 관리에는 걷기가 좋다.

·될 수 있으면 걸어야 한다.

중등도

신체활동의

의미

·원래 등산을 좋아한다.

·뭔가 즐기고 싶은데 걷기는 지겹다.

·허리에 부담이 안 되는 수영을 선택했다.

실천 관련

요인의

해석적 의미

신체활동

실천 증진과

자극

·혈당 측정은 자극이 된다.

·당뇨병 교육은 도움은 되지만 와 닿지는 않는

다.

·운동을 하면 몸에 활력을 준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확신이 있다.

·배고프면 저혈당 생길 것 같다.

·익숙하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좋다.

신체활동

실천 감소와

타협

·허리, 무릎이 아파서 활동이 예전만 못하다.

·몸이 부담이 덜한 운동을 선택하게 된다.

·운동 쪽은 스트레스 받는다.

·그냥 쉬고 싶다.

신체활동에

대한 추가

의미의 탐색

주변 환경 속에서

찾는 재미

·실내 보다는 외부가 좋다.

·볼거리가 있는 주변 환경, 자연환경은 자칫 지

겨운 신체활동의 재미를 준다.

동반자 ·함께 운동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 하면 심심하다.

당뇨병 관리의

종착치

·가족에게 부담주고 싶지 않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하게 죽을 수 있다.

표 19. 당뇨병 환자의 신체활동 경험에 대한 주제 묶음, 주제, 도출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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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적연구의 통합

가. 신체활동의 실태와 의미 확인

1) 걷기의 의미

참여자들은 대부분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혈당관리를 위해서는 걷기가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건강관리측면에서는 걷기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양적 연구에서 신체활동의 유형으로 중등도 신체활동보다 걷

기 실천이 높고, 걷기는 나이와 성별에 따른 교호작용이 없었던 결과와 일치

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가 해 보니께 걷는 것이 제일 좋을 거 같애요. 수영이고 뭐고 하는 거 보다는 걷

는 것이 제일 좋을 거 같애요.“(B-남성)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걷는 거애요. 무조건 될 수 있으면 걸어야 되요.” (F-남

성)”

“살을 뺄 려면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겠더라구...노상 걷고 움직여야 되는 거...먹고 

들어앉아있으면 안돼..나가서 노상 걸어야 돼.”(E-여성)

2) 중등도 신체활동의 의미  

양적연구에서 중등도 신체활동은 육체적 활동이 많은 농어업, 기능·단순노무

직 등의 직업과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인지, 교육경험 등의 당뇨병 관리측

면과 관련성을 보여 신체활동 유형이 혼재되어 있었다. 질적연구 참여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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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등도 신체활동은 직업과 관련된 활동보다는 취미, 선호도가 반영되어 있

는 여가활동의 의미를 갖고 있었고 남성과 여성에서 의미가 달랐다.

특히, 남성 참여자 A, B, D, F는 나이와 상관없이 평소에 등산과 트레킹 등

의 활동을 좋아하였다. 남성에서 중등도 신체활동은 신체활동을 좋아하는 성

향과 취미활동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이는 양적연구에서 남성에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관련 요인으로 나이에서의 통계적 유의성 없어지고, 소득수준

과 주관적 건강수준의 관련성이 높아진 결과에 대한 의미를 더했다.

“전에 당뇨가 없을 때도...이틀에 한번 씩 시간이 있거든요...그때 북한산에를 많이 댕

겼었어요..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걷고..땀 흘리고...굉장히 좋아했어요.” (B-남

성)

“계속 뭔가를 즐기고 싶은 것 때문에 ..예컨대..머 스쿠버같은거는 20kg정도 되는데 

장비가...그걸 메고...보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하고...근력이 있어야 되니까..근

력운동하고...산에 올라가도..예컨대 무릎 같은 게 유지가 되야 하니까 거기 관련된 

것들 하고..당뇨관리하면서 제가 즐기고 싶은 거 하고...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그러면서...퇴직금을 잘 받으면..더 좋고..그러니

까  제 생활에 있어서 건강이라는 거는...일이 목적은 아니니깐 삶이..내가 즐겁게..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초죠.”(D-남성)  

“등산이 좋죠.그냥 평지로 걷는 것은 솔직히 재미없고 지겨워요,, 응 혼자서..아...

주 지겨워..산에 올라가면 평 도로 하고 그게 달라...기분이..내가 아주 즐겁게 하는

데.. 즐겁게 걷고 내려오는데 이거는 하유 힘들어.”(F-남성)

여성에서는 중등도 신체활동에 해당하는 신체활동으로는 주로 수영이었다.

여성참가자 C는 등산, 수영 등은 싫어하여 주로 산책을 하고 있었고, E는 주

변사람의 권유로 시작, F는 수영이 허리에 부담이 안 되는 활동이라 수영을

선택하였다. 여성에서 선호도 보다는 신체상황에 맞는 활동으로서 수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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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신체활동의 선택하고 있었다. 이는 양적 연구에서 중등도 신체활동 실

천이 여성에서 낮고, 걷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여성에서 중등도 신체활동 실

천 오즈비가 높아진 결과에 대한 의미를 더했다.

“(등산을 가신다던지,,수영.. 이런 경험은 없으세요?)네.. 싫어해요. 수영은 물 무

서워서 싫어하고요. 산도 별로 안 좋아해요. 배드민턴은 그냥 얘들하고 한번 씩 했지 

전문적으로 막 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C-여성)

“그냥 우연히 가게 됐어요. 앞집에 새댁이 그걸 다닌다고 그러기에 따라 갔지.. 그

때부터 계속 다니는 건데 내 생각에는 아 이걸 배우기 참 잘했다 이 생각은 노상하고 

있어.”(E-여성)

“허리에 부담이 없으니까..접영 같은 건 좀 안되지만,,자유영 배영 같은 건 허리에 

부담이 안가니까 계속하죠.”(G-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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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요인의 해석적 의미 파악

1) 신체활동 실천 증진과 자극

양적 연구에서 직업적 요인을 제외하고, 주관적 건강수준,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 인지, 당뇨병교육 경험, 운동으로 체중조절 시도 경험, 아침식사, 운동시

설 접근성은 걷기와 중등도 신체활동 증진 요인이었다. 이러한 요인은 환자가

관심을 갖고, 의료진의 도움으로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

이었다. 질적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운동시설 접

근성이 좋은 편이고, 혈액 수치를 잘 인지하고, 다양한 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

었다. 비교적 실천 증진요인을 잘 갖추고 있는 참여자들에서 양적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신체활동 실천 관련 요인에 대한 해석적 의미와 보다 심층적

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가) 혈당수치의 관심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대부분 혈당수치와 당화혈색소 수치를 인지를 하

고 있었지만 장기간 신체활동 실천에 자극을 주는 요인은 혈당수치의 인지여

부보다 자가 혈당을 통한 혈당수치의 꾸준한 관심이었다.

참가자A, F는 자가 혈당을 측정하고 있었는데, 진료 중에 혈당수치를 따로

적어오는 등 혈액 수치에 관심이 많았다. 이들은 혈당을 측정하면서 신체활동

량을 조절하면서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밥을 저녁에 많이 묵다가 아침에 보통 100 정도 나왔는데.. 오늘 혈당이 140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딱 조절이 되는기..저녁에 많이 먹었을 때에 아침에 혈당

이 올라갔으니까 내 먹던 걸 반만 줄여버리면은 그 다음에 운동을 좀 해 버리면은 혈

당이 팍 내려간다.”(A– 실천자,자가혈당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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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당화혈색소가 올라가잖아..그러면 헬스장에서 헬스하고 저녁을 먹으면 저녁 

먹고 또 나가요..그러곤 걸어요..동네 한 바퀴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를 동네 한 바

퀴를 내가 걸어..내가 그걸 아는 거야..밥을 먹고 ...한 20분 있다가 나가서 걸어. 

그러곤 한 시간만 있다가 걸으면 당이 올라가지 않고 ,,,쳐지는 걸 알아요. 내가 그

걸 내가 먹고 가서 걷고 먹고 와서.,걷고..그래서 딱 떨어뜨리고 와서 보면 대부분 

떨어져 있어(하하).”(F- 실천자,자가혈당 측정함)

참가자 C, D는 정기적인 병원 내원으로 혈당 수치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현

재는 신체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참여자 C는 굳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안정

되게 유지되는 혈당은 운동을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고, 참여자D는

자가 혈당 측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 F는 꾸준하게 혈당

을 측정하고 있지만 안정된 혈당은 오히려 당뇨병 관리에 대한 자극을 무뎌지

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에 혈당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경각심이 장기적인 실

천으로 연결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약을 계속 먹고는 있는데.,빼먹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 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항상 나와요. 항상 혈당이 5.7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중

략) 하여튼 간에 내가 운동안하고 있어도 혈당수치가 계속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굳이 운동 안 해도 좋네,,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그럼 혈당이 올

라가게 되면 어떨 거 같으세요?) 그러면 겁나니까 해아죠.”(C- 과거 실천자, 자가 

혈당 측정안함)”

“혈당은 따로 안 찍어요. 초기에 해봤는데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가끔씩 찍어

보기는 하는데 약간 과음하거나 그 다음날 높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럴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신경질만 나죠..할 수 없이 먹은 술인데 혈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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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면 스트레스 받아요.”(D- 과거 실천자, 자가 혈당 측정안함)

“요즘은 보면 내가 느끼는 게.. 산타는 게 게으르면 안 되는데 나도 좀 문제에요 지

금,,자꾸 게을러지는 거지.. 지금은 수치가 많이 안정이 됐으니까 건방진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F –실천자, 자가 혈당 측정함)

나) 당뇨병교육 경험

양적연구에서 당뇨병교육 경험은 걷기와 중등도 신체활동 모두에서 실천 증

진 요인이었다. 질적 연구 참여자들은 당뇨병교육은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도

움이 되지만 실제로는 와 닿지 않는다고 하여 당뇨병교육이 정보 전달 측면에

서 도움이 되는 요인이었지만 실천에 직접적인 동기부여는 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교육보다는 진료실에서 주치의의 개별적인 설명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당뇨교육은 제대로 받은 적은 없죠...잘 할 수 있는데 물론 또 들어서 나쁠 건 없지

만은 근데 듣는 거를 좀 싫어해요. 의자에 앉아 갖고 뒤틀리고 이런 게..그러면 싫잖

아요..우찌..이렇게 하이소...이렇게 하면은..한 쪽귀로 듣고...한쪽 귀로 흘러버리

지..(중략) 내같은 경우는 차트 보다가 선생님이 이거는 이게 안 좋다 하더라 하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하면은 그게 100% 입력이 되요..안 좋은 거는 안해야 

안 되겠나.“(A-실천자,당뇨병 교육경험 없음)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듣는 거 보다 듣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

르켜 주시니께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모르는데...많이 알아야 하거든..얘기를 많이 

듣고 지도를 많이 듣는 게 오히려 낫죠.”(B-당뇨병 교육경험 있음)

"여기 처음 와갖고 한번 했던 거 같애요. 근데 크게 와 닿지는 않았어요. 그냥..(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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뭇) 전에 한번 해봤잖아요. 나 혼자 스스로도 해봤는데 또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이렇게 혼자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C-과거 실천자,당뇨병 교육경험 있음)

“교육은 초기에 한번 받았던 거 같애요. 그렇죠. 상식선에 알고 그렇죠. 당시에 초기

는 많이 도움이 됐었죠.. 어떤 관리를 하면 좋은지..식단 피해야 되는 음식들..그런 상

식선의 것들..운동은 걷는 게 제일 좋다.. 30분 이상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그런 것

들..잡다하게 알고 있는 건 많은데 실천을 않고 있을 뿐이지.. 잡다하게만 많이 알고 

있지.”(D-과거 실천자,당뇨병 교육경험있음)

“내가 병에 대해서 모르고 관리했다 그러면 아마 엄청 무식하게 했을 거야. 교육받으

면 도움 되지. 그건 지침이니까...지침..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애...당뇨관리 하

는데 있어서....중요한 거를 임팩트를 주는 거니까.”(F-당뇨병교육 경험 있음)

다) 신체활동 경험

양적연구에서 운동으로 체중조절 시도 경험은 걷기와 중등도 신체활동 모두

에서 실천 증진 요인이었다. 질적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운동을 통해 체중감

량의 경험이 있었지만 장기적인 실천에는 경험의 유무보다 신체활동 경험 속

에서 정신적, 신체적인 만족감이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였

다.

“밥을 먹고 운동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돼요. 몸도 

찌뿌둥하고 개운치 안 해요..그러나 내가 운동을 딱 두 시간 하고 나면은 아침에 혈

당기 딱 재면은 혈당이 팍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딱 좋아지고 내 몸이 개운해져

요. 더부룩한 것도 없고 몸이 컨디션이 나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느낌이 좋아서 인자..그것이 아..이렇게 해야 되구나.”(A -실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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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가 있건 없건 수영을 오래 열심히 했으니께 수영을 안 하면은 몸이 ..이상하게 

찌뿌둥하고 ..그렇더라고...아침에 하고 나야 개운하지..이게 습관적으로 되 갖고 인

자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B –실천자)

“운동을 안 하면은 생활이 활력소가 안 오고 일을 하는데 그냥 먹고 ..또 운동 않고 

일 나가고 하면은 이게 일을 많이 못해..힘들어... 운동으로 하고 나서 움직여주고 

그만큼  체력을 보완해갖고 일을 나가야지.. 체력을 보완을 안 하고 일을 나가면 ..

힘이 없고.”(B –실천자)

“그러니까 이게..중독인거 같애..한번 나가기만 하면은 계속 나가..그 시간되면....

처음에 잘 안 되서 그렇지..나갔다 와야지 하고 갔다오면 마음이 편해.”(E –실천자)

라) 주관적 건강수준

양적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은 경우 신체활동 실천 증진 요인이었는

데 질적 연구에서 신체활동을 통해 만족감을 갖고 있는 참여자들은 자신의 건

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있었다. 참여자 A, C는 합병증을 동반하고,

혈당수치가 조절되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참여자 F는

꾸준한 신체활동을 통해 혈당의 안정은 신체활동의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신체적인 문제로 신체활동의 제한을 갖고 있는 참여자G는 신

체활동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필요성 때문에 활동하였고, 혈당수치도 생각만큼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제 삼자가 봤을 땐 환자 중에 환자다 그렇게 보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일시

침묵) 나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내 생각은 머 내는 앞으로 90이고 100살이고 

살 수 있을 거다..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A-실천자,남성,당화혈색소 8.6%,합병

증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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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각하면은 건강 체질인 거 같애.. 그러니까 이게 중독인거 같애.한번 나가기만 

하면 계속 나가.(C-실천자, 여성, 당화혈색소 7.9%,합병증 동반)”

“내가 당 걸리기 전에는 84kg였어요.그거를 뺀 거지...산에 다니고 운동하면서..쭈

욱 빼서 76kg정도 됐었어요.(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셨어요? ) 자신감이 있지...내

가 운동하면 살을 뺄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이런 자신감이 있지..운동해본사

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조금 다를 거야...내 생각엔..확신을 갖고 있어요.”(F –실

천자, 남성, 당화혈색소 6.3%, 합병증 동반)

“운동하기 싫어,,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래요..(중략)..나이 탓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요. 나이 칠십이 넘어가니까 포기하고 싶어.,죽을 때가 돼서 그런가..우리 

아들들이 이 소리 들으면 잡아먹을라고 하겠지.”(G- 실천자, 여성,당화혈색소 8.0%, 

합병증 동반)

마) 아침식사

참여자들에게 공복감은 신체활동 시 나타나는 저혈당에 대한 염려를 갖게 하

였다. 또한 약물 복용 일정과 맞추어 아침 식사를 비교적 잘 챙겨먹고 있었다.

아침 식사는 신체활동중의 저혈당의 염려를 낮추고, 생활의 기력을 주는 요

인이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밥 안 먹으면 운동을 안 해요...배가 고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

활력이...아까 말했듯이 쪼께.. 배가 부르고 있어야...이게 좀..몸을 풀어야지.”(A)

“아침은 무조건 먹어요. 어릴 때부터 평생 습관이 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을 

안 먹으면 10시.. 쯤 허기져...힘이 들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런게 오랜 습관이니까 아

침을 먹어야 되는 게... 또 약을 먹어야 되고..”(F)

“그냥 기운이 없으니까.. 밥 먹고 약 먹고..그러고 수영장 가는 거지...먹고 가야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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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먹고 가..!(함께 웃는다) 딴 사람들은 안 먹고 온다는데...난 안 먹으면 안돼.”(E)

“지금은 당뇨가 있어서 그런지 배고프면 식은땀이 막 나고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

그래서.. 항시 산에 올라 갈 때는 초코레트든지 머...먹을 거...항시 배낭에다 넣고 다

녀요...배고플 적에 그것만 먹으면 손발이 떨리지 않고.. 식은땀이 안 나고.”.(B)

바) 운동 친화적 환경

양적연구에서 운동시설접근성은 유의한 관련 요인이었는데 참여자들은 잘 조

성된 환경과 넓은 공간 등 안전하고, 익숙하고,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곳

을 선호하였고,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운동 친화적인 환경은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를 주었다.

“주변에 조성이 잘 되어 있으면 다니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뭐 지나가다가 받치고 

이러면 영~ 그렇잖아요. 걷다가도 사람 많으면 부딪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거든.. 

안전하게 사람이 다닐 수 있고 공간이 커지니까 뭐 노래도 들으면서 갈수도 있고 ,, 

내 마음대로 갈수도 있잖아요.”(A)

“ 다니는 길로 가는 게...편하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정도로 다가 걷는 것이 나아서 

그 길을 선택하는 거여.”(B)

“수영장..바로 우리 집에서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바로 옆에 있죠....[중략] 굉장히 

좋죠. 가까우니께 걸어서 갈 수 있으니께.”(B)

“집 주변에 운동할 데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한 번씩 가보긴 했어요. 가서 ... 한

번은 몇 일 가서 해보긴 했는데 꾸준히는 못하게 되더라구요.”(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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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활동 실천 감소와 타협

양적 연구에서 중등도 신체활동과 걷기에서 신체적 요인은 신체활동 실천의

공통적인 장애 요인이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걷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비만은 중등도 신체활동 보다 걷기에서 신체활동을 감소하는 방향으

로 관련성이 높았다. 질적 연구에서 신체적 요인은 노화와 관련되어 있었다.

운동을 좋아하는 성향의 남성 참가자들은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 활동적인

운동을 못하여 비교적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를 선택하였고, 운동을 선

호하지 않는 여성에서는 신체적 요인은 신체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

었다. 신체적 문제는 주로허리, 무릎 등의 근·골격계 통증에서 기인되었고, 고

도비만 여성참여자 C는 신체활동을 꺼리게 된다고 하여 비만은 신체활동 후

통증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남성에서는 신체활동의 타협으로 걷

기를, 여성에서는 걷기보다는 수영 등을 선호하게 하였다.

“전에는 험한 산이든 막 헤치고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북한산에 바위도 막 타고 그

랬었어요. 지금은 무릎이 안 좋아서 그렇게 못 해요. 자신이 없어요, 지금은 북한산

처럼 험한 산 같은 데는 좀 피하고 가까운 집근처 있는 하늘공원이나 강가나 평지나 

걷고 그러지.”(B-남성)

“나이가 먹고 하니까 이게 무릎도 시원 찮으니께 조깅도 못하고 순전히 걸어야 하는

데 걸어 갖고는 땀이 날 정도는 못 뛰거든..” (B-남성)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번 가끔 조금 길게 걸으면 종아리 이런 데가 땡기고..그런 

적이 없었는데 땡기고 그러니까 운동량이 그 만큼 적어 진거죠.”(F-남성)

“나 운동 참 많이 좋아하는데..근데 내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자전거도 한창 

미쳐가지고 가양대교 저기 까지 갔오고.(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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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애요...눕자나요.. 그러면 일어나기 싫은 거..전에는 모르겠

는데 나이 드니까 관절 같은데도 ...아프고 좀 그럴 때 있어요. 일어나기 싫고...[중

략] 전에는 계속 운동할 때는 안 그랬는데 진짜 몇 년 만에 거의 일년 만에 얘를 데

리고 나갔다가 오니까 ..진짜 막 삭신 막 쑤시고 아프더라구요 그..나이 먹을 때 마

다 몸이 아프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픈 게 너무 싫어요. 몇 번 

되게 심하게 아팠거든요. 그냥 몸살도 아니고 몰라요 그냥 나이 먹는다고 아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휴,,운동 안 하고 안 아픈 게 낫지.”(C-여성,고도 비만)

“내가 신체구조상에 허리가 협착이에요..그러니까 운동 쪽은 막 스트레스 받아. 그

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요.. 나이 칠십이 넘어가니까 포기하고 싶

어 다.(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드세요?) 몰라 죽을때가 다 돼서 그런가.”(G-여

성)”

다. 신체활동에 대한 추가 의미의 탐색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참여자는 당뇨병이 있으면 신체활동을 해야 한다는 인

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저변에 존재하는 건강관리의 의미와 동기에 대해 양적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의미를 탐색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신체활동은 주로 혼자 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중등도 신체활동

보다 걷기는 지겹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환경 속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였고, 함께 신체활동을 할 동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참가자

들은 자신의 건강 때문에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하여 중·노년층

에서의 건강관리에 대한 궁극적 의미를 추가 탐색할 수 있었다.

“애들 바쁘고,,마누라도 움직이기 싫어하고...내는 당뇨 때메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되

고..”(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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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 일이 극히 적어요. 걔들이 저랑 안 놀아주니까..그래서 거

의 집에서 주말에는 그냥...[중략]...누군가 막 옆에서 가자고 막 하는 사람이 솔직히 

있었으면 좋겠어요...그런 어떤 목적이 있으면 막 이렇게 나가는데.. 혼자서 ..나 혼자 

있을 때 챙겨서 갈려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안 되더라구요.” (C)

“난 혼자해.. 근데 나는 이상하게 혼자 그렇게하게 되더라구..수영도 혼자 가고,,걷는 

것도 혼자 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엔 운동은 혼자 해야 되.. 같이 가자고 하면 나와

라 데러가라 기다려라 어쩌고 이래..우리 남편은 운동하고 절벽이야.. 할 시간도 없

고..아들은 아들대로 벌어먹는다고 딸은 나가서 돈벌이 한다고.. 내가 어디다가 의지

하겠어.. 아직까지 내가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내가 혼자 하는 거지.”(E)

“나 같은 사람들은 지겹잖아요. 지겹다니까.. 당뇨 내가 15년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겨워... 나는 내가 생각해도 대단해.”(F)

1) 주변 환경 속에서 찾는 재미

참여자는 실내 활동 보다는 외부 활동을 좋아하였고, 혼자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운동의 코스를 바꾸거나, 볼거리가 있는 주변 환경, 자연 환경 등에서 재

미를 찾았다.

“운동을 하려면 변화를 줘 버려야 되요. 똑 같은 코스로 가면은 사람이 지겹고 재미

없잖아요. 자꾸 운동 하려면 어떤 변화를 줘 버려야 되요. 환경이 바뀌고 풍광이 바

뀌면 내가 걸으려는 의지가 생겨지고..눈에 대한 아름다움에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력이 생기잖아요.”(A)

“언제 한번은 헬스장가서 한 달 인가 얼마 걸은 적 있어. 근데..그런 거는 오래 못 하

겠더라구..가서..런닝머신 그런 거나 하고..그냥..대충하고 오게 되더라구..밖에서 한강 

쪽에 걷는 거랑 헬스장에서 걷는 거랑 비교했을 때...한강이 나아..한강을 끼고선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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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가는 거야. 맑은 공기 쇠 가면서.. 그냥,,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E)

2) 동반자

가족, 강아지, 주변 사람 등은 동반자의 존재는 운동을 해야 할 의미를 갖게

하고, 지속하게 만들어 주는 요인이었다.

“나 혼자만 운동해서 오래...하면은 ...집사람 운동 안 하면은 나 혼자만 오래살으면은 

이게 부인이 없으면 외롭거든..(네) 늙으면서..그러니께 나보다 더 집사람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살을 라고 내가 권고해서...데리고 나가서 같이 운동을 하는 거여.” (B)

"9시 반에 수영하고 집에 들어오거든..그러니께 머.. 집사람이랑 같이 수영을 하니

께..둘이서 가는 거니께 째지 않고..하죠.“(B)

"사람들이 같이 짝이 지어서..이렇게 하면 약속이라는 건 지킬려고 하잖아.,,사람

이..그러면 움직여지는 거야..누구랑 같이 산에 간다 그러면 ...약속이 되어 있으니

까 안갈 수가 없으니까..가는 거거든...그게 새벽이건 다섯 시 건 멀건..뭐건...약속

해서 안 오면 안 껴주니까 창피당하고 이러니까...그 약속이...매너라고 그러는데... 

혼자 움직이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인자..아침 머 일어나서 머 이렇게 했는

데..좀 귀찮아..그러면 아이 혼자 가는 데 머..좀 있다 가면 되지..그런 게 생기는 

거야.“(F)

“주말엔 항상 개 데리고 나가서 거기 있다 오고 그랬거든요 몇 시간씩..근데 그거를 

인제 못해주니까..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마음이 그러네요.”(C)

3) 당뇨병 관리 목적의 종착지

참여자들에게 당뇨병 관리에 대한 종착지는 가족에게 부담주고 싶어 하지 않

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에 당뇨합병증과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은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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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고생시키는 것이라고 인지하였고, 죽음의 순간까지 주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의미 있는 존재는 건강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 가족들에게 부담주고 하지 말고...운동을 열심히 하면은....그래서 빨리 죽길...빨리.. 

(하하) 그걸 내 ..마인드에 있어요..그걸 가지고 있으니께...내가 집에 있으니께...앞으

로 내가 지금 70인데...잘해봐야 얼마나 남았겠어요...건강 나이가 75에요...5에요...내

가 건강하게 움직이는 게 자유롭지....80 되 보세요...제 몸 못 움직여요...그러니께...

운동을 많이 해 놔 놓으면 그런 거...제가 밥을 해 먹어도 되요.”(A)

“내가 지금은 내가 내 돈으로 병원도 다니고 내가 이렇게 병원도 왔다갔다 하는데..

나이 먹어서 만약에...내가 진짜 안 좋아져서 괜히 자식들한테 피해되고 그러면 안 되

잖아요. 그게 싫어요. 내가 아파서 누구한테 피해주는 거..그냥 싫을 거 같애요.”(c)

“아파서 참여 못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을 못하죠...짐이 되는 되죠...가족들한

테도 마찬가지죠..개념적으로 짐이 되는 거는 별로...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밌게 살다 

누워있는 기간은 짧게..부담안주고...거의 비슷할 거에요.”(D)

“마음가짐이 젤 중요해요..내가 봤을 땐 그래요..무조건 운동을  해야 된다.. 살기 위

해서 ...저분하게 죽지 않으려면..요양원에서 죽고 싶으냐..요새 뭐 거기 가서 죽고 싶

은 마음 하나도 없을 텐데...[중략]..건강이라는 거는 지금은 진짜...진짜로 구구팔팔 

이삼사를 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죽음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실명을 한다든지..썩고 남한테 피해되지 않게 죽도록 해야 되

겠다는 거를 항시 갖고 살지.”(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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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 찰

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의 신체활동 실천 관련 요인의 탐색을 위하여 양적연

구와 질적연구를 혼합한 통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ology)을 이용하였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걷기 29.58%, 중등도 신체활동 18.49%로 낮은 편이었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15)의 국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유산소 신체활

동 실천율 51.1%, 지역사회건강조사(2015)에서의 걷기 실천율 38.7%,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22.2%에 비해서 낮았고, 대한당뇨병학회(2016)에서 당뇨병 인

구를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실천율로 걷기 실천에서 남성 38.3%, 여성 37.3%

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도 낮게 나타나 40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신체활동 간 실천율은 걷기가 중등도 신체

활동 보다 높아 당뇨병 환자에서 걷기 실천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당뇨병 관리에 있어 걷기가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무릎, 허리 통증과 같은 신체적 장애는 걷기 실천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김진희 등(2011)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걷기가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이며 쉽게 실천하기 쉬운 운동이라고 인식하였고, 안근희(2012)의 연

구에서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 주당 신체활동 빈도에서 걷기가 가장 높게 나온

것과 일치하였다.

신체활동 실천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 수준변수를 포함한 모델 1에

서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은 경우, 콜레스테롤수치를 인지하는 경우, 당뇨병교

육 경험이 있는 경우, 운동으로 체중조절 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 아침식사를

최근 주 5일 이상 하는 경우 걷기와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이 높았다. 이는 주

관적 건강수준이 건강행태 및 과거 운동경험이 신체활동 실천과 관련성을 보

였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김남순, 2015; 강민구, 2015; 이주민, 2016; 장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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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08; 장선주 등, 2015). 또한 비만,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는 경우 신체활

동 실천의 감소하는 방향으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들

은 신체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했고, 자신의 신체에 맞는 신체활

동을 선택하는 양상으로 나타나 걷기, 수영 등 신체에 부담을 덜 주는 신체활

동을 선택하게 했다. 비만은 당뇨병 환자에서 신체활동의 목적이자 장애요인

으로 당뇨병 환자의 신체활동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Lidegaard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비만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서 신체는 기능적인

제한으로 신체활동의 장애요인이었다.

한국의 당뇨병 유병인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30%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에는 60∼69세에서 가장 높으며, 여성은 60세 이상에서 57.9%를 차

지하는 등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다. 또한 비만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도 절반

에 달하고 있어(대한당뇨병학회, 2016), 노인 및 비만인구가 많은 당뇨병 유병

인구의 특성은 그 자체가 신체활동의 실천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당뇨병 교육은 양적 연구에는 신체활동 실천 증진 관련 요인이었지만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일부 지식적인 면에서는 도움은 되지만 크게 와 닿지 않

는다고 하여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당뇨병 교육은 자가

관리와 관련하여 혈당 조절 향상에 있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Ichiki et al., 2016), 당뇨병 지식은 당뇨병 환자의 식이, 운동, 약물요법 등

역할 행위와의 관련성이 있지만(최경임 등, 2010), 김지현 등(2009)에서 당뇨

병교육 경험이 생활습관 실천 및 자기 효능감에는 쉽게 반영되지 않는 것과

일치하였다.

지역수준 변수를 포함한 모델 2에서 걷기 및 중등도 신체활동 모두에서 실천

증진과 관련성을 보인 변수는 운동시설 접근성이었다. 이는 개인수준 요인을

포함한 모델 3에서도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여 물리적 환경이 신체활동 실천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3대 강력범죄 발생률과 건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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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여부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물리적 환경요

인 중에 운동시설 접근성이 강조된 것과 일치하였고(Humpel et al.2002;

Witten et al., 2008; 이창관, 이수기, 2016), 물리적 환경 요인과 범죄율 모두

신체활동 실천과 관련성을 보였던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였다(Garmendia et

al., 2013; 백대욱, 2016). 또한 질적 연구에서 신체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

는 참여자는 환경 속에서 변화를 주면서 신체활동에 재미를 찾는 경향을 보였

다. 이는 물리적 접근성과 함께 안전하고 심미적인 운동 친화적 환경이 실천

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는데 김동하(2016)의 연구에서도 근

린환경 인식의 속성으로 일상성, 친숙성, 접근성, 안전성, 건전성, 심미성이 신

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걷기와 중등도 신체활동은 실천 관련 요인에서 공통점이 있

었지만 걷기와 중등도 신체활동의 종류에 따른 관련 요인의 차이점도 있었다.

걷기의 경우 나이와 자동차 운전 여부에서 관련성을 보여 개인과 지역수준

요인을 모두 포함한 모델 3에서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걷기 실천 오즈비가

1.25배 높았고,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경우 0.79배 낮았다. 중등도 신체활동은 걷

기 실천보다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보였는데 여성에서 0.89배, 월 소

득수준 100만원 미만에서 0.86배 낮았고, 직업군이 농어업인 경우 2.24배, 기

능·단순노무직 1.41배 높았다. 또한 지역 수준요인만 포함한 모델 2에서 지역

박탈지수가 4분위수 지역에서 1.29배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신체활동은 사회경

제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는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중등도 신

체활동과 관련성을 보인 여성, 저소득층, 육체적 활동이 많은 직업군, 지역박

탈지수가 4분위인 지역은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며 건강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

다. 이에 농어업, 기능·단순노무직 등의 육체적 활동이 많은 직업군과 지역박

탈지수 4분위수 지역에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이 높은 것은 중등도 신체활동

이 육체적 노동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이들 요인에서 나타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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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신체활동 실천의 증가는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행태로서 적용하기에 일

부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상아 등(2010)의 연구에서 노동형태 중

육체 근로자의 운동 실천율이 가장 낮은 양상을 보였고, 심미영 등(2012)의 연

구에서도 건강취약지역에서 과중 노동, 생계로 인한 건강관리 소홀, 건강의 무

관심 등 건강행태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등도 신체

활동 실천의 증가는 건강 행동으로서의 의미를 갖기엔 부족해 보였다.

이에 신체활동이 건강 행동으로서의 의미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신

체활동 실천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체활동 사정 도구의 유형의 구분

이 필요해 보였다. 김완수(2014)의 연구에서도 국내의 신체활동 관련 조사에

는 모든 신체활동 유형을 포함하고 있어 여가활동과 직업 활동 영역을 구분하

여 각 영역에서의 신체활동 정도의 사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신체활동 사정도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등도 신체활동에서 층화분석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에서는

주관적 건강수준,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 본인체형인식 등 인지적 요인 및

월 가구소득에서 관련성이 높아졌고, 운동시설접근성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어

졌다. 반면에, 여성에서는 우울과 불안, 비만도, 직업군, 당뇨병교육 경험 등의

개인적 요인과 운동시설접근성, 지역박탈지수 등 지역적 요인 모두에서 관련

성이 높아졌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 남성은 신체활동의 선호도가 높아 등산

등의 중등도 신체활동과 걷기를 함께 병행하였지만, 여성은 선호도 보다는 필

요성으로 신체활동을 하였고, 신체적 제한으로 수영 등의 중등도 신체활동을

선택하는 등 신체활동 양상에 차이를 보였다. 즉 양적 및 질적 연구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요인은 남성에서는 신체활동에 대한 선호

도와, 주관적인 인식, 가구 소득 등 주관적 인식, 경제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

었고, 여성은 신체적 요인, 지지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Rosiek et al.(2016)의 연구에서 남성은 건강행동을 통한 삶의 만족도 및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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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실천이 높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활동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의사

의 지시사항을 엄격히 따르려는 경향, 혈당 조절과 합병증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울감의 동반 및 삶의 만족감이 낮게 나타나 건강행동에 있어서 성

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 것과 일치하였다. 또한 김상관 등(2014)의 연구에서도

여성은 신체활동을 통해 얻는 이득이 실천과 관련성을 보였고, 오두남 등

(2012)의 연구에서 신체활동 관련 요인에 남성에서 주관적 건강의 관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온 것과 일치하였다. 문현정 등(2011)의 연구에서도 여성에

서는 지역, 연령 남성에서 경제적 요인의 관련성의 차이를 보였던 것과 일치

하였지만 주관적 건강수준이 남녀 모두에서 관련성을 보인 것과 차이를 보였

다.

신체활동에 대한 다수준 분석의 적용은 지역 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ICC값은 걷기 실천은

0.0263 이고, 중등도 신체활동은 0.0703으로 중등도 신체활동에서 높았고, 남성

에서 0.0561, 여성에서 0.1001로 중등도 신체활동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지역 간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종덕 등(2013)의 연구에서 고

강도 및 중등도 신체활동과 걷기 실천은 지역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상이하였지만, 강성홍 등(2014)의 연구에서 중등도 신체활동 실

천의 변동계수가 높아 지역 간 차이를 보인 것과 일치하였다. 이처럼 신체활

동 실천 관련 요인은 개인 및 지역수준에서의 요인이 함께 관련성을 보이고

지역 간의 격차가 존재하여 다수준 분석을 통한 접근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면연구인 양적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장기적인 실천에

있어 질적 연구에서 신체활동 실천자와 비실천자의 행동 양상을 통하여 신체

활동 지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요인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양적 연구에서

혈액수치 인지, 당뇨병교육 경험, 운동 경험은 신체활동 실천 증진과 관련성을

보였지만, 질적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이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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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실천 유지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신체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참여자는 신체활동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찾고 있었고, 신체활동으로 통한 신

체적, 정신적 긍정적인 경험 등으로 인한 만족감은 신체적 제한이 있어도 실

천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Koponen et al.(2016)은 2형 당뇨병 환자의 신체활동

결정요인으로 자율적 동기가 신체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는 신체활동 실천으로 인한 운동에 적응된 신체는 환자 스스로 자발적 동기를

갖게 하였다. 또한 Williams et al.(2004)은 신체활동 경험 속에서 느끼는 감정

은 자율적 동기로 작용해 환자 스스로가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의 경험을 제공

한다고 하였던 것과 일치하였다. 또한 실천자는 자가 혈당 측정을 통해 신체

활동량을 조절하는 등의 생활습관 관리를 함께 동반하고 있었지만, 비 실천자

는 비교적 혈당조절이 잘 되고 있어 신체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

었고, 자가 혈당측정 등 혈당수치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듯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혈당에 대한 피드백은 신체활동 실천에 지속적

인 동기부여가 되었는데 이는 김보형 등(2015)의 연구에서 자가 혈당측정 결

과의 피드백이 혈당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자가 자신의 혈당을 인

식함으로써 행동을 수정하게 된다고 한 점과 일치하였다. 이에 질적 연구를

통해 건강관리 경험 속에서 환자가 느끼는 만족감과 혈당 조절에 대한 경각심

이 장기적인 실천으로 연결되었다.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생활습관으로서의 신체활동은 단순한 신체의 움직임이

아닌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건강행위이고, 또한 건강 결정요인 중

하나인 생활습관으로서의 신체활동의 지속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2013)에 의하면 각자의 체력이나 건강목표에 맞추어 신체활

동을 권고하고 있고, 적절한 수준의 활동 강도와 양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서도 지나치게 높은 강도의 운동은 심혈관질환의 위험

및 근·골격계 손상을 증가시켜 운동에 대한 순응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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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강도의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대한당뇨병학회, 2011). 또한 국내에서도

신체활동에 대한 개인별·지역별 맞춤별 접근 및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 모델

의 개발과 통합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고(김종호 등, 2010; 조은경 등, 2016),

미국당뇨병교육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diabetes educators, AADE)

에서도 당뇨병 교육과 환자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과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며 당뇨병 교육의 전략적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최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다 세분화되고, 다차원적인 협력과

개별적인 접근이 강조되고 있지만(박유정, 2016), 당뇨병 환자의 건강행위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 수준관련 요인, 특정 기관, 양적 연구 위주로 진행되고 있

고, 신체활동의 정의, 강도, 종류의 구분 등 신체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되면서 관련 요인에 있어서도 연구마다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질적 연구를 혼합한 통합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당뇨병 환자의 신체활동 실천

관련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당뇨병 환자의 개인의 건강 행동에 있어서

개인적인 동기와 주관적인 인식, 경험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당뇨병교육의 경

험 등의 의료진과의 경험, 운동시설 접근성 등의 지역 사회 환경에서의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관련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요건

이 충족 되어도 환자 개인의 신체적인 문제, 건강관리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

서 신체활동 실천의 양상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 및 고위험군의 실질적인 신체활동 실천 도모를 위해 당

뇨병 환자의 인식적인 측면과 신체활동 과정에서 당뇨병 환자가 경험할 수 있

는 요인을 고려한 교육적, 지역적인 노력이 함께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뇨병 환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사정, 신체활동의 선호도, 성별에 따른 신체

활동의 양상,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한 신체활동 실천 중재와 혈당측

정방법 및 혈당수치에 대한 목표 제시, 지역의 운동시설 정보제공 등 일상생

활에서 당뇨병 환자가 혈당수치에 경각심을 갖고 신체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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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도 당뇨병 환자의 실천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신체활동 실천의 차이의 개

선을 위해 무료 운동시설의 확장, 운동시설접근성 강화 등 운동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정기적인 방문교육 등의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당뇨병 환자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및 신

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나타냈는데 첫째, 본 양적 연구에서는 단면

연구로 한 시점에서의 관련요인을 살펴보아 인과관계는 알 수 없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의 종류를 중등도 신체활동과 걷기의 두 가지

종류의 유산소 신체활동으로 신체활동 종류를 다양하게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셋째, 질적 연구는 가급적 당뇨병 환자에서 신체활동 실천에 대한 부분을 가

장 잘 표현 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의 선정을 위하여 임의 표집법으로 선정하

였지만 참여자 대부분이 비교적 의료 접근성이 좋은 도시 지역과 3차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로 지역 간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경험적인 요인은 반영

하지는 못하여 당뇨병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40세 이상의 한국 성인 당뇨병 환자

의 신체활동 실천 증진을 위해 다수준 분석을 통해 개인과 지역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질적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의 경험 속에서 신체활동 실천관련 요인

에 대해 맥락적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다각적, 심층적 분석을 시도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당뇨병 환자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전략

모색에 본 연구가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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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최근 당뇨병 환자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맞춤형, 개별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양적 및 질적 연구를 혼합한 통합연구방법을 통해

신체활동 실천 관련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양적 연구에서 신체활동 실천과 관련된 요인은 개인 및 지역 수준에서 다양

한 요인 및 신체활동 종류별, 성별에 따라 관련성을 나타내는 요인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의

증가는 건강행태로서의 신체활동 적용의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장기적인 실천에 있어 긍정적인 경험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만족감

과 꾸준한 혈당수치에 대한 관심 등이 중요하였다.

한국 사회의 당뇨병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당뇨병 유병인구에서

비만 및 노인인구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이는 신체활동 실천을 더욱 취약하

게 만든다. 이에, 당뇨병 환자에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개인 및 지역 수준의

다양한 측면 및 신체활동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신체활동 종류

및 성별에 따른 관련 요인의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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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ssociation factors of physical activity in

diabetes mellitus: Using mixed methodology

Yeon k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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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M.D., Ph.D.)

Background of Study : Physical activity was well known to prevent

complication and glucose control for among patient with type 2 diabetes.

but the rate of physical activity has consistently decreasing.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ith comprehensive and deep an association factors of

Walking and Moderate-to-vigorus physical activity(MVPA) for population

with diabetes in korea.

Subjects and Methods of Study : In Quantitative study, the subjects

with diagnosed diabetes were 21,322 in korea. Data were using Community

health survey in 2014. and analysed using Rao scott chi-square test, and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y SAS 9.4. In Qualitative study,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seven diabetes patient visi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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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etes center.

Result of Study: Quantitative study shown that there was common and

difference factor between walking and MVPA. Common factors increasing

the enhancing physical activity were subjective health status, perception of

cholesterol level, experience of diabetes education, experience of weight

control, breakfast for 5 days or more a week, accessibility to exercise

facilities. Common factors decreasing the physical activity were physical

factor such as obesity and difficulty of walking.

There was difference between walking and MVPA in Socioeconomic

factors. Walking was more association with age, driving. and MVPA was

more association with sex, income, job, social deprivation index, perceptive

factor and income was more association with men. and women was more

association with diabetes education, physical factor, accessibility to exercise

facilities, social deprivation index.

Quantitative study shown that satisfaction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during or after physical activity and continuous interest in him/herself of

glucose level was effect to long-term enhancing physical activity.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we should consider a variety

of aspect influencing physical activity on individual and contextual factor

and patient's perception in the experience of physical activity to improve

physical activity in population with diabetes.

Key words : Diabetes mellitus, Physical activity, Walking, Moderate-to-vigorus

physical activity,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ixed method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