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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만성질환과 관련된 질병부담

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만성질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병

원과 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제도를 펴고 있으나 이는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지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며, 실제로 병에 진단받은 경우 치

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들이 치료로 이행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고, 그 중에서도 당뇨병 교육이 치료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계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DB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에서 

당뇨로 진단받은 12,931명의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였다. 치료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대상자들의 당뇨 교육 경험과 치료 이행 사이의 관계를 조사

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당뇨로 진단받은 환자 중에 당뇨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25.3%였으며, 

당뇨 치료 이행이 되는 경우는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1.59배(95% CI=1.024, 2.459), 병원에서 당뇨교육을 

받은 사람은 1.34배(95% CI=1.089, 1.657) 높았다.

  당뇨병 교육 장소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당뇨 치료에 관련한 하위그룹 분석

을 한 결과, 교육 장소와는 상관없이 교육을 했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치료 이행으로 이어질 오즈비가 높았다.

  남성 대상자들에게서는 당뇨병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병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는 당뇨 치료 이행을 할 오즈비가 1.65 (95% CI=1.273, 

2.147),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는 2.18 (95% CI=1.485, 3.198)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여성에서는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 형태에 따라서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교육을 받은 



- vi -

경우의 오즈비가 1.31(95% CI=1.048, 1.636),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은 경

우의 오즈비는 1.79(95% CI=1.178, 2.722)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보

다 둘다 높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노인 혼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교

육받은 경우는 교육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치료 이행을 하는 비율이 

1.48(95% CI=1.083, 2.024)배였으나, 보건소에서 교육받은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기건강 인식이 좋음/아주 좋음으로 답변한 대상자에게서는 병원에서 교육

받은 경우 오즈비가 1.79(95% CI=1.222, 2.606), 보건소에서 교육받은 경

우의 오즈비가 8.87(95% CI=3.981, 19.750)로 교육 받은 경우보다 양쪽 

다 높았다. 그러나 자기 건강 인식을 보통/나쁨/아주 나쁨으로 응답한 대상자

의 경우 교육받은 경우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서 당뇨병 치료 이행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당뇨병 교육 여부가 치료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연구 결과 대상자 중 74.7%의 환자가 당뇨 교육을 받지 

않았다. 진단받은 환자들이 치료로 이행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당

뇨 관련 교육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핵심단어: 당뇨병, 당뇨병 교육, 치료 이행,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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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3)의 보고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인구가 2050년에는 지금의 2배에 이를 것이라 예측 된다. 의학

의 발전은 인류의 전체적인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여 기대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기대수명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 및 경제적 수준이 높

고 건강수준이 높으며 안정된 사회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반면 

이에 따라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그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고

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일찍 접어들었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도 

빠르다. 2015년 고령자 통계에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천

명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했다(통계청, 2015).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비

중이 14%에 이르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분류되는 해가 2017년 말로 

예측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중에서도 특히 보

건 관련 문제는 중요하다. 이전의 건강관리는 급성기 질환이나 증상을 치료하

거나 호전시키는데 집중되어 있었으나, 평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에 대

한 수요도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쪽으로 이행되었다. 실제로도 통계청의 지역

별 의료 현황을 보면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를 보는 사람 수와 급여일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KOSIS, 2015). 대부분의 만성질환의 경우 나

이와 큰 양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도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인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만성

질환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 질환의 하나로서 혈당이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짐에 

따라 급속하게 오는 합병증을 제외하더라도, 오랜 기간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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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합병증들이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오는 경우

가 많다(KDA, 2005). 또한 대부분의 심혈관계질환, 신장질환들과의 연관성

이 크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를 보더라도 2015년 전체 사망원인 순위에

서 당뇨병 6위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16).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21.5명으로 지난 10년간 주요 사망원인 

5위권 안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1979년 4명, 1990년 11.8명보다 배로 증가

한 수치다. 동시에 이 수치는 OECD 평균도 크게 웃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보건의료 통계분석에서 인구 10만명 당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100명을 OECD 평균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당뇨병 사망자수는 

184.2명으로 2배에 가까웠다.

  단지 특정 질병의 유병률이 증가한다 해서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주지는 않

는다. 그러나 그 질환에서 다양한 합병증이 유발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명

에 위협이 되며,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비용이 사회에 큰 부담이 된다면 이

야기가 달라진다. 당뇨병이 이 경우에 속한다. 당뇨병은 질병이 경과됨에 따라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HO는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

을 증가시키며, 당뇨병 환자 중 절반가량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경

고하고 있다. 또 혈류 감소와 신경 손상이 동반됐을 때 심하면 족부 절단까지 

이를 수 있고, 당뇨병성 망막증은 장기간 손상을 누적시켜 실명의 주요 원인

이 된다. 전반적인 사망 위험도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적어도 2배 이상 

높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당뇨병이 심혈관질환과 안질환, 신경 절단, 신

부전 발생은 물론 사망 위험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뇨

병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동반돼 있고, 실명과 비외상성 하지

절단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급성 뇌졸중 발생을 일반 인구에 비해 5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당뇨병 진단 후 10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이 동반되고 미세혈관합병증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합병증 및 사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당뇨병 환자는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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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관리를 해야 하며, 엄격하고 적극적인 혈당조절은 합병증 예방 및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CDC, 2014). 우리나라의 2050년 

당뇨병 환자 수는 2010년 기준인 320만 명보다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

측되고 있어, 관리되지 못한 당뇨병 환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질병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관

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뇨병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질병부담으로 넘어간

다. 2003년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20~79세 성인 당뇨병 환자

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이미 전체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19.2%나 차지했

고, 1인당 총 진료비는 연간 220만원이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한 당뇨병의 진료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217만명에서 

2014년 약 258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41만명(19.0%)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4.4%의 증가율을 보였다(표 1). 당뇨병에 대한 총 진료비는 

2010년 약 5,797억원에서 2014년 약 7,354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1,557억원(26.9%)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1%를 보였다(그림1).

표1 . 당뇨병의 성별 진료인원 및 총진료비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진료인원
(명)

계 2,168,690 2,330,756 2,387,679 2,488,502 2,580,300

남 1,131,775 1,223,815 1,259,751 1,319,012 1,373,446 

여 1,036,915 1,106,941 1,127,928 1,169,490 1,206,854 

총진료비
(천원)

계 579,706,706 624,090,128 638,316,945 686,532,533 735,375,454 

남 286,506,417 313,383,436 319,621,315 343,815,344 370,763,071 

여 293,200,290 310,706,692 318,695,630 342,717,190 364,612,38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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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당뇨병 진료현황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연령그룹별 진료인원은 증가인원 411,610명 중 40대 이상이 99.96%로, 

이 중 70대 이상은 약 22만명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인원의 절반(50.8%)을 

차지하였다.

　2014년 기준 진료인원이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으로 전체의 29.8%를 

차지했으며, 60대 26.7%, 50대 26.5%, 40대 12.4%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

록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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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 2014년 당뇨병 연령별 점유율 및 증가율 (2010년 대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네모 안(점선)은 2010년 대비 증가율임

  2010년에 비해 증가한 인원 중 절반이상은 70대 이상으로 약 22만 명이 

증가하였고, 50대 12만명, 60대 8만명 순으로 증가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당뇨병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은 70대 이상 남자로 약 2천명 증

가(2010년 17,251명에서 2014년 19,248명으로 증가)하였다(심평원, 

2015).

  이 연구는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급속하게 늘어나는 당뇨병 환자들과 그로 

인한 질병 부담에 대해 대비하고, 당뇨병 치료 이행을 높여 당뇨병 합병증으

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재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

구의 자료원으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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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에서 당뇨병 교육 여부가 당뇨 치료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를 통해 당뇨병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보호자 없는 노인들에 대

한 논의를 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당뇨병 환자를 위한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이나 보완, 대상자 맞춤형 교육 또는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보

건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 중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당뇨병 치료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

았다. 이를 통하여 당뇨교육을 받은 경우, 그리고 받은 장소에 따라 당뇨병 치

료를 실제로 이행하는 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

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먼저 노인 인구에서 당뇨병 치료 이행에 미치는 영향들

에 대하여 일반적인 현황을 분석한 후, 당뇨병 교육 여부에 따라 당뇨 치료 

이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당뇨병 치료

를 하지 않고 있는 노인 당뇨병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교육 등의 중재가 이루

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재고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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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고찰 및 이론적 배경 

  

2.1 당뇨병의 정의

  당뇨병(Diabetes mellitus)은 혈중 포도당의 농도(혈당)가 높아서 소변을 

통해 포도당이 배출되어 나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포도당은 우리가 섭취

하는 음식물 중 탄수화물의 구성성분이며, 탄수화물은 소화효소에 의해 위장

에서 분해된 후 혈액으로 흡수된다. 이 때 흡수된 당이 세포에서 이용되기 위

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다. 인슐린은 췌장에 있는 랑게르한스섬

(Langerhans islets)에서 분비되며, 혈당량이 높아지면 혈액 내의 포도당을 

세포 내로 이동시켜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시키는 등의 역할로 혈당을 조절

하는 역할을 한다. 인슐린의 합성 또는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충

분하게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당뇨병이 발생하게 된다.

  당뇨병은 대사 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킨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2015).

2.2 당뇨의 분류와 원인

  이전에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과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치료 형태에 따라 

당뇨병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1997년 미국당뇨병학회는 인슐린의존성 및 비

의존성 당뇨병의 분류가 병태생리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신 제1형과 

제2형 당뇨병의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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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제1형 당뇨병

  우리나라 당뇨병의 2% 미만을 차지한다. 주로 사춘기나 유년기에 흔하게 

진단되며 주로 30~40세 전에 진단되나 성인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제2형 당

뇨병과 달리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력은 적다. 이

전에 '소아 당뇨병'이라고 불렸었으며,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특징은 체내의 인슐린 분비세포(베타세포)의 파괴로 인하여 심한 인슐린 결

핍이 오는 것이다. 인슐린 보충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고혈당이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케톤산증이 일어나게 되므로 치료시 인슐린 치료가 꼭 필요

하다.

  2.2.2 제2형 당뇨병

  한국인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통 40세 이상에서 발생되지만 그 보

다 젊은 연령에서도 발생한다. 진단받은 사람들은 비만하거나, 비만하지 않더

라도 과체중이 흔하게 나타난다. 

  베타 세포의 파괴로 인슐린의 감소가 주로 발생하는 제1형 당뇨병과 달리, 

인슐린의 분비 저하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 혈당을 낮추

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이 

동반된다.

  제2형 당뇨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외에 

특정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으며, 제1형 당뇨병과 달

리 유전성 경향 외에도 원인이 다양하지만 가족력이 흔하다.췌장 수술, 감염, 

약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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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당뇨 합병증

  갑자기 몸 안에서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급성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급

성 합병증은 급격한 고혈당의 발생에 따라 당뇨병성 케톤산증(diabetic 

ketoacidosis)과 고혈당성 고삼투압 증후군(hyperglycemic hyperosmolar 

syndrome)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당뇨병의 여러 합병증 중 가장 급격하게 

나타난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이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조기에 적절한 처

치가 필요하다. 

  고혈당이 장기간 지속되면 전신에 있는 모든 동맥에 죽상경화증, 모세혈관 

기저막이 두터워지는 것이 가속화되고 말초신경에 퇴행성 변화가 온다. 그 결

과 만성 합병증으로 미세혈관질환 합병증으로 망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이 

있고, 대혈관질환 합병증으로는 관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등이 

있다. 또한 고혈당은 백혈구의 식균작용을 감소시키고, 케톤혈증은 백혈구 이

주를 감소시키므로 감염의 발생빈도가 높고 상처 치유가 지연된다. 

  또한 당뇨병은 심혈관계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이다. 이렇게 인슐린 저

항성으로 인한 혈당과 혈압의 상승, 지질 대사의 이상을 총칭하여 대사증후군

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위험성에 비하여 당뇨만으로는 유병자가 직접적인 증상을 자각하기

는 힘들기 때문에 일상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질병이다. 현재까지 

당뇨 관리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행 연

구에 따르면 나이와 성별, 유전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생활 습관과 연

관이 있다(Choi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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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당뇨 유병률과 고령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3억47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

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를 70억 명이라고 했을 때 5%에 해당한다.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성인 인구의 8.3%인 약 3억9천만 명 정도가 당뇨

병을 앓고 있다(WHO, 2014). 한국에서는 2013년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8.0%(남:8.8%, 여7.3%)로, 약 3백만 명 정도가 당뇨병을 앓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에만 340만 명이 높은 공복 혈당으로 인해 사망

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0년에도 유사하게 관찰됐다. 이에 세계보건기

구(WHO)에서는 당뇨병이 2030년까지 7대 주요 사망 원인이 될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성인 인구의 8.3%인 약 3억9천만 명 

정도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WHO, 2014). 한국에서는 2013년 30세 이상 성

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8.0%(남:8.8%, 여7.3%)로, 약 3백만 명 정도가 당뇨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당뇨병학회와 당뇨병학연구재단, 질병관

리본부, 국제당뇨병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2012 한국인 당뇨병 자료표’

에서는 현재 30세 이상 성인 중 32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이런 추

세라면 2050년에는 2010년 기준 183% 증가한 6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

했다.

  인구 고령화도 당뇨병의 유병률 증가 요인의 하나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2013년에 작성된 건강형태 및 만성질환 통계를 보면, 당뇨병의 유병

률은 나이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그림3). 또한, 건강보험자료를 분

석했을 때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자료에서도 당뇨병은 연

령이 높아질수록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2 한국인 당

뇨병 자료표’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비율은 14.1%

이며, 당뇨병 유병률을 사회인구학적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70세 

이상의 인구 집단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보건복지부, 2014). 연령이 높아

질수록 고혈압의 유병률은 50대 이후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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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성별, 연령별 당뇨병 유병률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 

30~44세 성인 유병률은 3.5%, 45~64세 11.9%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22.7%나 된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당뇨병 유병율 또한 더 높

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03년 대한당뇨병학회가 전체 환자 수의 10%에 가

까운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였고  그 상태가 지속됐을 때 2010

년 환자 규모가 35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와 비슷

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이렇게 만성질환의 유병율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고

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시행

하고 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6년도에는 약 846만

명에 이르렀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평균연령

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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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만성질환 진료 환자 수

(단위 : 명, %)

진료년도*
총

환자수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병

동시

환자수
평균

연령

70세 이상

환자수
환자수

평균

연령

70세이상

환자수
환자수

70세이상

환자수

2016년 8,457,267 7,524,271 63.3
2,481,96

2
2,678,669 63.7 905,781 1,745,673 676,563

2015년 8,097,574 7,210,808 63.1 2,361,687 2,547,715 63.4 863,089 1,660,949 634,806

2014년 7,903,206 7,070,606 62.9 2,281,255 2,434,327 63.2 810,012 1,601,727 599,119

* 진료년도: 전년 7월부터 해당년도 6월까지의 외래 진료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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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이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시행한 지역사회건강조사(Community Health Survey)자료 

중 2015년 원시자료DB를 활용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 4

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

법 및 내용)에 의거하여 2008년부터 매년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2010년부터 4년을 하나의 조사 주기로 설정하고 지표의 중요도

와 활용성, 표본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항목을 주기별로 구분하여 사

용하고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본부, 17개 시·도 및 254개 보건

소, 35개 책임대학교간 기관 협력 하에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표본 추출 틀

은 전체 모집단의 목록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자료와 국토교통부의 

주택유형 자료를 연계하여 작성하였고, 1차 추출은 주택 유형별 가구 수를 기

준으로 가구 수 크기를 고려하여 추출확률이 비례하도록 추출하였다. 2차 추

출은 표본지점으로 선정된 가구 수를 파악하여 계통 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은 조사 시점에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며, 

2015년 자료의 조사기간은 2015년 8월 31일부터 2015년 11월 8일까지이

다. 조사 방법은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면

접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조사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이며 당뇨병 의사진단을 받은 자를 본 연구

의 대상자로 정하였으며, 교육 여부는 교육 장소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된 교육 여부를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인 치료이행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하여 각각의 특성 별로 독립변수들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대

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질병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백분율을 구한 후 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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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치료이행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4).  

빈도, 백분율, 카이제곱 검정(χ2 tests)     로지스틱 회귀분석, Subgroup analysis

그림4. 연구의 틀.

 

치료 이행

지역사회건강조사DB

65세 이상 인구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

건강 상태 요인

- 고혈압 유무

- 이상 지질혈증 유

무

- 비만 여부(BMI)

인구 사회학적 요인

- 성별

- 연령

- 소득 수준

- 교육 수준

- 가족 구성 형태

건강 행태 요인

- 음주

- 흡연

- 신체활동 여부

- 건강 인식

- 당뇨 합병증 검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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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대상

  노인인구에서의 당뇨병 교육 여부가 치료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

해, 자료원에서의 조사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를 본 연구의 대상자로 정

하였으며, 그 중에서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자만을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에서 현재 당뇨로 진단된 12,931명의 대상자들의 자료

를 사용하였다. 대상자 선정 시 당뇨병 치료 여부에 대하여 무응답 또는 응답

거부로 표시한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3.3 변수 선정 및 정의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당뇨병 치료 여부로서 크게 치료를 받고 있는 집단과 치료를 받

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치료를 받고 있는 집단은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으로서 현재 인슐린 주사 또는 당뇨병 약(경구용 혈당 강하제)을 당뇨병 

치료를 위한 혈당조절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나. 관심변수

 

  이 연구의 주요한 독립 변수는 당뇨병 교육 여부이다. 원 자료에서는 교육

장소에 따라 병원, 한방병원, 보건소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복수로 선

택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 장소에 따라 치료 이행률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병원(한방병원 포함)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로 세 가지로 나누었다. 단, 보건소

와 병원에서 중복으로 교육을 받았을 경우는 병원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

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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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독립변수

  교육여부에 따라 분석할 때 환자의 기본적인 특성들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

을 배제하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들 및 치료 이행에 혈당 조절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족 구성 형태,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소득수준 변

수를 포함하였다. 건강 상태요인으로는 고혈압 유무, 이상지질혈증 유무, BMI

를 포함하였다. 건강 행태요인은 음주, 흡연, 신체활동 여부, 건강 인식, 당뇨 

합병증 검사 경험 여부 등을 변수로 포함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서 연령은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임을 고려하였

으나 그 연령 구간이 넓어 연령별 대상자 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5세 간격으

로 범주화하여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교육 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이하, 중학

교 이하,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이상으로 5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가족 구성 

형태는 혼자서 사는 경우와 다른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경우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소득수준 변수는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4분위수로 나누어 월 평

균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으로 구분하였다.  흡연의 경우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흡연은 현재 흡연자, 과

거흡연자, 평생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 비 흡연자로 구분하였다.  BMI의 경

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만 분류를 이용하여 4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건강상

태 요인에서 고혈압 유무는 의사진단 여부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지질혈

증의 경우에도 의사진단 여부를 구분 기준으로 삼았다. 음주는 음주자와 비음

주자로 구분하였다. 신체활동 여부는 최근 1주일 이내에 중증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당뇨 합병증 검사 여부는 당뇨

병성 망막증 또는 신장 합병증을 진단하기 위한 안저검사 또는 미세 단백뇨 

검사중 1가지 이상을 했을 경우를 검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둘 다 검

사하지 않았을 경우를 검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건강 인식은 좋음, 보

통, 나쁨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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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분석방법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 사회학적 요인, 건강행

태요인에 대한 기술 분석을 먼저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도출하였다. 또한 

당뇨병 치료이행과 각 독립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

(chi-square test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 세대 유

형이 혈당 조절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모든 자료통계분석은 SAS 통계 소프트웨어 9.4

버전(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의 유의성 

검정은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분

석은 환자 수준 변수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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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Variables
Total 

Treatment as DM
Yes No

p-value
N (%) N (%) N (%)

DM  education experience  <.0001
No experience 9,661 74.7 8706 90.1 955 9.9 

Public Health Center 707 5.6 670 94.8 37 5.2 
Hospital 2,563 19.7 2413 94.2 150 5.9 

Sex 0.6672
Male 5,399 41.8 4915 91.0 484 9.0 

Female 7,534 58.3 6875 91.3 659 8.8 
Age  (years)    0.0168

65-69 3,573 27.6 3245 90.8 328 9.2 
70-74 3,973 30.7 3627 91.3 346 8.7 
75-79 3,152 24.4 2883 91.5 269 8.5 
80-84 1,647 12.7 1518 92.2 129 7.8 
85- 588 4.6 517 87.9 71 12.1 

DM complication screening experience <.0001

YES 5,884 45.5 5667 96.3 217 3.7 
NO 7,049 54.5 6123 86.9 926 13.1 

Body  mass index level 0.0023
-18.4 467 4.1 416 89.1 51 10.9 

18.5-22.9 4,289 37.7 3870 90.2 419 9.8 
23.0-24.9 3,116 27.4 2846 91.3 270 8.7 

25.0- 3,511 30.8 3246 92.5 265 7.6 
Household  income 0.2904

High 1,791 13.9 1622 90.6 169 9.4 
Middle-high 1,480 11.4 1355 91.6 125 8.5 
Middle-low 2,771 21.4 2548 92.0 223 8.1 

Low 6,891 53.3 6265 90.9 626 9.1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당뇨병 치료 이행

  지역사회건강조사 2015년 자료 중 65세 이상 인구에서 당뇨병으로 진단받

은 사람을 연구 대상자로 삼았으며 그 수는 총12,931명이었다. 표 3은 원 자

료에서 65세 이상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과 당뇨병 치료 

여부에 대한 기술적 통계를 보여준다.  



- 19 -

Education 0.2945
No schooling experience 4,403 34.0 3993 90.7 410 9.3 

Elementary school 4,296 33.2 3936 91.6 360 8.4 
Middle school 1,686 13.0 1544 91.6 142 8.4 
High school 1,770 13.7 1619 91.5 151 8.5 

College 778 6.0 698 89.7 80 10.3 
Alcohol  use <.0001

YES 8,649 66.9 7821 90.4 828 9.6 
NO 4,282 33.1 3967 92.6 315 7.4 

Tobacco  use 0.7721
Smoker(Current) 1,121 8.7 1016 90.6 105 9.4 

Smoker(Past) 3,536 27.3 3221 91.1 315 8.9 
Non-smoker 8,276 64.0 7553 91.3 723 8.7 

Hypertension  Prevalence 0.5064
Yes 9,019 69.7 8212 91.1 807 9.0 
No 3,913 30.3 3577 91.4 336 8.6 

Dyslipidemia  Prevalence 0.079
Yes 4,106 32.0 3769 91.8 337 8.2 
No 8,742 68.0 7942 90.9 800 9.2 

Household  composition 0.0417
Living alone 3,220 24.9 2907 90.3 313 9.7 
All the rest 9,713 75.1 8883 91.5 830 8.6 

Perceived Health Status 0.0001
Very Good/Good 1,508 11.7 1332 88.3 176 11.7 

Regular 3,725 28.8 3397 91.2 328 8.8 
Bad/Very bad 7,700 59.5 7061 91.7 639 8.3 

Physical activity(recent 1wk, Moderate-to-vigorous intensity) 0.001
Yes 2,051 15.9 1831 89.3 220 10.7 
No 10,882 84.1 9959 91.5 923 8.5 

Total 12,931 100.0 11789 91.2 1142 8.8 　

  표 3에 의하면 연구 대상자인 12,931명의 당뇨병 환자 중 당뇨 교육을 받

지 않은 사람은 9,661명(74.7%)이고 보건소에서만 교육을 받은 사람은 707

명(5.6%), 병원 또는 한방병원에서 교육받거나 병원과 보건소에서 당뇨 교육

을 받은 사람은 2,563명(19.7%)이었다.

  대상자 중 남자는 5,399명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했고 여자는 7,534명

으로 58.3%를 차지했다. 당뇨 치료 이행은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당뇨 합병증 검사를 받은 환자는 5,884명(45.5%)이고 당뇨 합병증 

검사를 받지 않은 환자는 7,049명(54.5%) 이었다. BMI는 아시아태평양 기

준으로 비만여부를 분류하였으며,  정상체중(18.5≤BMI<23)이 37.7%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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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계소득은 상, 중상, 중하, 하 네 분류에서 6,891

명(53.3)이 소득수준 하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무학(34.0%)과 초등학교 

이하(33.2%)가 가장 많았다. 음주자는 전체의 66.9%로 비음주자보다 많았

고, 흡연자의 경우 현재 흡연자가 8.7%, 과거흡연자가 27.3%로 나타났다. 고

혈압 유병률은 진단 받은 사람이 69.7%로 진단 받지 않은 사람보다 많았고, 

이상지질혈증은 진단받은 사람이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가족 구성에서 독

거노인은 전체의 24.9%였다. 자기 건강 인식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

다 혹은 아주 나쁘다로 표시한 사람이 전체의 59.5%로 가장 많았다. 1주일 

내에 중증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한 사람은 2,051명으로 전체의 15.9%를 차

지했다. 

  표4는 분석한 변수 중 신뢰구간 95%를 기준으로 치료 이행에 유의하게 차

이를 보인 항목은 당뇨병 교육여부, 당뇨 합병증 검사여부, BMI, 음주여부, 

자기 건강 인식, 신체 활동이었다. 당뇨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병원에

서 당뇨교육을 받은 사람은 1.34배(95%CI=1.089, 1.657) 보건소에서 교육 

받은 사람은 1.59배(95%CI=1.024, 2.459)의 사람들이 당뇨 치료 이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쪽 다 당뇨 치료로 이행되는 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당뇨 합병증 검사를 한 사람의 경우는 전체의 96.3%가 당뇨병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뇨 합병증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뇨병 치료 

이행은 4.1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95%CI=3.467, 5.056, P<.0001). 

이는 당뇨병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당뇨 합병증 검사를 하게 될 경우가 많아지

거나, 당뇨 합병증 검사를 할 경우 당뇨병의 합병증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BMI는 비만(BMI≥25)에서 저체중

(BMI<18.5)으로 갈수록 치료 이행율이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023). 비 음주자는 음주자에 비해 치료를 할 오즈비가 1.297이었다

(95%CI=1.063, 1.584, P<.0001). 

  자기 건강 인식과 당뇨병 치료 이행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자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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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treatment as DM

Variables
Treatment as DM

Adjusted-OR* 95% CI
DM  education experience

No experience 1.000 
Public Health Center 1.587 (1.024 - 2.459)

Hospital 1.343 (1.089 - 1.657)
Sex

Male 1.000 
Female 0.786 (0.598 - 1.034)

Age  (years)
65-69 0.685 (0.449 - 1.045)
70-74 0.704 (0.467 - 1.060)
75-79 0.867 (0.567 - 1.326)
80-84 1.004 (0.638 - 1.580)
85- 1.000 

DM complication screening experience

YES 4.187 (3.467 - 5.056)
NO 1.000 

Obesity
-18.4 0.593 (0.383 - 0.919)

18.5-22.9 0.758 (0.621 - 0.926)
23-24.9 0.803 (0.653 - 0.987)

25- 1.000 
Household  income

High 1.090 (0.863 - 1.377)
Middle-high 1.107 (0.850 - 1.442)
Middle-low 1.152 (0.923 - 1.438)

Low 1.000 
Education

No schooling experience 1.000 
Elementary school 1.031 (0.835 - 1.274)

Middle school 0.953 (0.729 - 1.246)
High school 1.012 (0.766 - 1.336)

College 0.700 (0.490 - 0.991)
Alcohol  use

YES 1.000 
NO 1.297 (1.063 - 1.584)

강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당뇨병 치료 이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 

건강 인식이 좋음, 또는 매우 좋음으로 응답한 경우 자기 건강 인식이 부정적

일 경우보다 치료를 할 확률이 0.61배(95%CI=0.488, 0.755), 보통인 경우 

부정적인 경우보다 0.952배(95%CI=0.792, 1.145)로 각각 분석되었다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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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acco  use
Smoker(Current) 1.000 

Smoker(Past) 1.153 (0.889 - 1.496)
Non-smoker 1.258 (0.926 - 1.710)

Hypertension  Prevalence
Yes 1.000 
No 1.167 (0.985 - 1.384)

Dyslipidemia  Prevalence
Yes 1.000 
No 0.969 (0.810 - 1.161)

Household  composition
Living alone 1.000 
All the rest 1.132 (0.930 - 1.377)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Good 0.610 (0.488 - 0.755)

Regular 0.952 (0.792 - 1.145)
Bad/Very bad 1.000 

Physical activity(recent 1wk, Moderate-to-vigorous intensity)

Yes 0.812 (0.657 - 1.004)
No 1.000 

   

4.2 연구 대상자의 당뇨병 교육 경험과 치료 이행

  표3은 65세 이상에서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연구 대상자를 당뇨병 교육 경

험을 기준으로 하위 집단 분석을 한 결과이다.

  성별에서 남성 환자를 보았을 때 당뇨병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병원

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는 당뇨 치료 이행을 할 오즈비가 1.653(95%CI=1.273, 

2.147),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는 2.180(95%CI=1.485, 3.198)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 여성에서는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당뇨 합병증 검사를 한 대상자 중에서는 병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1.699배(95%CI=1.219, 2.368),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

은 경우는 1.782배(95%CI=1.094, 2.904)로 높았으나, 당뇨합병증 검사를 

하지 않은 대상자 중에서는 교육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료 

이행을 할 경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 형태에 따라서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교육을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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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오즈비가 1.309(95%CI=1.048, 1.636),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의 오즈비는 1.790(95%CI=1.178, 2.722)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둘다 높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노인 혼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교육받

은 경우는 교육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치료 이행을 하는 비율이 

1.482(95%CI=1.083, 2.024)배이었으나, 보건소에서 교육받은 경우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자기건강 인식이 좋음/아주 좋음으로 답변한 대상자에게서는 병원에서 교육

받은 경우 오즈비가 1.785(95%CI=1.222, 2.606), 보건소에서 교육받은 경

우의 오즈비가 8.867(95%CI=3.981, 19.750)로 교육 받은 경우보다 양쪽 

다 높았다. 그러나 자기 건강 인식을 부정적으로 응답한 대상자의 경우 교육

받은 경우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서 당뇨병 치료 이행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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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bgroup analysis results of factors associated with treatment as DM

Variables

DM education  experience

No Hospital Public Health Center

Adjusted-OR* Adjusted-OR* 95% CI Adjusted-OR* 95% CI

Sex 

Male 1.000 1.653 1.273 - 2.147 2.180 1.485 - 3.198 

Female 1.000 1.154 0.902 - 1.477 1.347 0.867 - 2.093 

Age  (years)

65-69 1.000 1.288 0.996 - 1.667 1.948 1.261 - 3.011 

70-74 1.000 1.342 1.049 - 1.717 1.827 1.064 - 3.139 

75-79 1.000 1.447 1.045 - 2.003 1.595 1.186 - 2.145 

80-84 1.000 1.751 1.467 - 2.090 0.808 0.492 - 1.328 

85≤ 1.000 2.240 1.763 - 2.847 0.872 0.127 - 5.982 

DM  complication screening experience

YES 1.000 1.699 1.219 - 2.368 1.782 1.094 - 2.904 

NO 1.000 1.202 0.980 - 1.475 1.479 1.168 - 1.873 

Household  income

High 1.000 1.848 1.435 - 2.381 1.038 0.641 - 1.683 

Middle-high 1.000 1.299 0.982 - 1.720 2.132 1.245 - 3.651 

Middle-low 1.000 1.388 1.015 - 1.899 1.292 0.723 - 2.307 

Low 1.000 0.894 0.633 - 1.264 36.625 8.283 - 16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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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ohol  use

YES 1.000 1.342 1.062 - 1.695 1.292 0.831 - 2.009 
NO 1.000 1.421 1.083 - 1.866 3.341 1.480 - 7.541 

Hypertension  Prevalence

Yes 1.000 1.425 1.119 - 1.816 1.515 0.955 - 2.403 
No 1.000 1.186 0.938 - 1.498 1.842 1.047 - 3.242 

Dyslipidemia  Prevalence

Yes 1.000 1.604 1.223 - 2.103 1.547 0.898 - 2.666 
No 1.000 1.233 0.992 - 1.533 1.631 0.970 - 2.742 

Household  composition

Living alone 1.000 1.481 1.083 - 2.024 1.195 0.678 - 2.108 

All the rest 1.000 1.309 1.048 - 1.636 1.790 1.178 - 2.722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Good 1.000 1.785 1.222 - 2.606 8.867 3.981 - 19.750 

Regular 1.000 1.147 0.833 - 1.578 1.165 0.707 - 1.920 

Bad/Very bad 1.000 1.342 1.046 - 1.721 1.345 0.861 - 2.102 

Physical activity (recent1wk, Moderate-to-vigorous intensity)

Yes 1.000 1.212 0.877 - 1.674 1.811 1.042 - 3.148 

　 No 1.000 1.373 1.105 - 1.707 1.528 0.949 - 2.462 

Notes:*Adjusted OR(odds ratios)were caculated by logistic regression and adjusted for Sex, Age, DM complication, screening experience, Body mass index 

level, Household income, Education, Alcohol use, Tobacco use, Hypertension Prevalence, Dyslipidemia Prevalence, Household compositio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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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5.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2015년 자료를 이

용한 연구로서, 참여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이다. 대상자가 대표성을 지니도록 1차 추출은 주택 유형별 가구 수 크기

를 고려하여 추출 확률이 비례하도록 추출한 후 2차 추출은 다시 계통 추출

법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나, 이 연구에서는 노

인 환자에서의 당뇨병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65세 이상으로 대상자

를 제한하였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서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 중 분석 

시 주요한 변수에서 결측치가 나오는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대

상자의 수는 총 12,931명이었다.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들이 당뇨병 치료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당뇨병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선

정하였으며, 인구 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 수준, 가족 구성 형태, 소

득 수준 등으로 하고, 건강 상태요인으로는 고혈압 진단, 이상 지질혈증 진단, 

BMI를 변수로 포함하였으며, 건강 행태요인으로는 음주, 흡연, 신체 활동, 건

강 인식, 당뇨 합병증 검사 여부를 주요 변수로 포함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 변수들에 대한 기술 분

석을 실시하여 빈도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대상자의 특성이 당뇨병 치료 이

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 당뇨병 교육 여부가 치료 이행에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 인구에서 당뇨병 치료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에 대하여 일반적인 분석을 먼저 진행한 후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이 변수

들이 당뇨 치료 이행에 유의미하게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본 연구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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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으로 질병 부담이 커질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역량

과 자원을 집중해야 할지를 제시하여 실제로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에 도움

이 될 것이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건강 행태에 따른 치료 이행율과의 

관계를 볼 수 있어 대상자 중에 집중적으로 중재를 해야 하는 대상자 그룹의 

특성에 대하여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가 가진 제한점은 첫째로는 자료 자체가 대상자의 설문 답변에 근거

하여 주관적 데이터 수집은 가능하나 당뇨 치료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뇨 중증도 및 유병기간, 실제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 수치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증도가 높을수록 당뇨병에 대

한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나온 결과들이 중증

도가 보정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데이터의 수

집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뤄진 단면연구로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지만 인과 관계 파악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교육 여부에 따라 치료 이행을 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앞으로 당뇨병 중증도 보정 요인을 포함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향후 높아질 당뇨병의 질병 부담에 대한 대비책으

로서 당뇨병의 적극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효

과적인 중재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는 자세로 당뇨병 치료 이행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 및 시행 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5.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당뇨병 인구에서 당뇨병 교육 여부에 따른 

당뇨병 치료 이행의 차이를 분석했다. 이는 당뇨병 자체나 질병에 대한 교육

이 이루어져서 당뇨병에 대한 위험도와 치료 방법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면 치

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치료 이행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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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진단을 받은 노인 인구 12,931명에서 74.7%

에 해당하는 9,661명이 당뇨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 당뇨병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병원에서 당뇨병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34배

(95%CI=1.089, 1.657),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1.59배

(95%CI=1.024, 2.459)의 사람들이 당뇨병 치료 이행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P<.0001). 당뇨병 교육 여부가 당뇨병 치료 이행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는 것에 비하여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분율이 높으므로,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치료 이행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뇨 합병증 검사 여부도 치료 이행과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합병증 검

사를 한 대상자 중 96.3%인 5,667명이 당뇨병 치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뇨 합병증 검사를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당뇨병 치료 이행이 4.19배 높

았다(95%CI=3.467, 5.056, P<.0001). 그러나 해당 자료는 단면연구로서 

두 변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는 나타나지만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당뇨 합병증 검사가 포함되었을 수 있어 해당 자료만

으로 정확한 인과관계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당뇨병의 중증도가 높아지면서 

검사와 치료를 같이 진행했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앞으로 자료 수집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BMI로 분류한 비만도에서 보면 비만도가 높을수록 치료 이행율도 높

아지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3). 그

러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을 때 BMI가 높을 경우 당뇨병이 조절이 되지 않아 

치료가 더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만한 사람이 치료 이행률이 높다고 

단순히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자기 건강 인식과 당뇨병 치료 이행은 자기 건강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당뇨

병 치료 이행율이 높아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기 건

강 인식이 좋음, 또는 매우 좋음으로 응답한 경우 자기 건강 인식이 부정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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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보다 치료를 할 확률이 0.61배(95%CI=0.488, 0.755), 보통인 경우 부

정적인 경우보다 0.95배(95%CI=0.792, 1.145)로 각각 분석되었다

(P=.0001). 이는 자기 건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즉 건강에 대

한 염려 수준이 높을수록 치료에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 건강 

인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중재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이 자료를 기반으로 당

뇨병 치료 이행 증진을 위한 정책 설정은 어려우나, 치료 이행을 하는 사람들

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뇨병 교육 장소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하위그룹 분석(Subgroup 

Analysis)을 한 결과를 보면 교육 장소에 따라서는 당뇨병 치료 이행에 결과

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교육 장소와는 상관없이 교육을 했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료 이행으로 이어질 오즈비가 높은 경향을 보

였다. 

  남성 대상자들에게서는 당뇨병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병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는 당뇨 치료 이행을 할 오즈비가 1.65(95%CI=1.273, 

2.147),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는 2.18(95%CI=1.485, 3.198)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여성에서는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 

여부에 따른 치료 이행률의 남녀간 차이는 남성과 여성간의 성향 차이나 건강 

인식의 차이에 따른 결과가 아닐까 추측되나 이에 대하여는 성별에 따른 치료 

이행률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당뇨 합병증 검사를 한 대상자 중에서는 병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1.70배(95%CI=1.219, 2.368),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는 1.78배(95%CI=1.094, 2.904)로 높았으며, 이 경우에도 교육 장소에 

따라 치료 이행에 차이가 생기기보다는 교육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가족 형태에 따라서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의 오즈비가 1.31(95%CI=1.048, 1.636),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의 오즈비는 1.79(95%CI=1.178, 2.722)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둘 다 높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노인 혼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교육

받은 경우는 교육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치료 이행을 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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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5%CI=1.083, 2.024)배였으나, 보건소에서 교육받은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자기건강 인식이 좋음/아주 좋음으로 답변한 대상자에게서는 병원에서 교육

받은 경우 오즈비가 1.79(95%CI=1.222, 2.606), 보건소에서 교육받은 경우

의 오즈비가 8.87(95%CI=3.981, 19.750)로 교육 받은 경우보다 양쪽 다 

높았다. 그러나 자기 건강 인식을 보통/나쁨/아주 나쁨으로 응답한 대상자의 

경우 교육받은 경우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서 당뇨병 치료 이행에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당뇨병 환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

가의 폭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뇨병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에 대

한 부담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시행되는 정책 

중 하나로 만성질환 진료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만성질환의 

질병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고혈압과 

당뇨병의 지속적인 치료 및 치료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적절한 합병증 검사 약

제 처방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으나, 이는 치료를 하는 사람에게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당뇨병

을 가진 사람이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할 방

법은 요원하다. 

  당뇨병은 합병증의 위험성이 크고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 것에 반하여 이

러한 위험성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교육은 부족하다. 처음 진단 받았을 때 이

러한 위험성과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진단받은 사

람의 인식 변화로 치료로의 이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가정 하에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하여 보았고 당뇨병 교육이 치료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 진단받은 사람들 중 당뇨병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단편적인 결과이긴 하나, 앞으로 당뇨병 진단받은 환자들의 치료 

이행 증진을 위하여 진단 받았을 시의 교육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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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일찍 접어들었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도 빠르다. 이에 따라 평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수요도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쪽으로 이행되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21.5명으로 지난 10년간 주

요 사망원인 5위권 안에 머무르고 있고, 2015년 전체 사망원인 순위에서도 

당뇨병이 6위를 차지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당뇨병이 심혈관 질환과 안질환, 신경 절단, 신

부전 발생은 물론 사망 위험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뇨

병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동반돼 있고, 실명과 비외상성 하지

절단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급성 뇌졸중 발생을 일반 인구에 비해 5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당뇨병 진단 후 10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이 동반되고 미세혈관합병증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합병증 및 사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당뇨병 환자는 적절하게 

질환 관리를 해야 하며, 엄격하고 적극적인 혈당조절은 합병증 예방 및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당뇨병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질병부담으로 넘어간다. 2003년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

한 보고서에서 20~79세 성인 당뇨병 환자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이미 전

체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19.2%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당뇨병 자체나 질병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당뇨

병에 대한 위험도와 치료 방법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면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

하게 되어 치료 이행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노인 당뇨병 환

자에서 당뇨병 교육 여부가 당뇨 치료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여, 당

뇨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하고 향후 당뇨병 환자를 위

한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보완, 대상자 맞춤형 교육 또는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보건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을 다지는 것을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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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진단을 받은 노인 인구 12,931명에서 74.7%

에 해당하는 9,661명이 당뇨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뇨병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병원에서 당뇨병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34배,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1.59배의 사람들이 당뇨병 

치료 이행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교육을 받은 장소에 상관 없이 교육 여부

가 치료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당뇨병 

교육 여부가 당뇨병 치료 이행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하여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분율이 높으므로, 당뇨병

을 진단받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치료 이행율 상승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당뇨병 진단받은 환자들의 치료 이행 증진을 위하여 진단 받았을 시

의 교육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치료 이행을 위한 당뇨병 

교육 기회의 증진이 필요하며, 이는 노인 환자의 당뇨병 치료 이행율을 증가

시킴으로 건강 결과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진료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이

다. 

  이 연구는 자료 자체가 대상자의 설문 답변에 근거하여 주관적 데이터 수집

은 가능하나 당뇨 치료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뇨 중증도 및 

유병기간, 실제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 수치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실제로 나온 결과들이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의 수집이 일정한 기

간 내에 이뤄진 단면연구로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지

만 인과 관계 파악이 불가능 하여 이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교육 여부에 따라 치료 이행을 하는 

경우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앞으로 당뇨병 중증도 보정 요인을 포함한 더 자

료 수집 또는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높아질 당뇨병의 질병 부담에 대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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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서 당뇨병의 적극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노인 당뇨환자의 치료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방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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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diabetes education and treatment 

of aged patients in South Korea

  HANNAH PARK

  Department of Health Policy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Eun-Cheol Park, M.D., Ph.D.)

Background: Following the rapid growth of elderly population in South 

Korea, the burden of diabetes mellitus and other chronic diseases has 

increased substantially. While incentive programs exist for hospitals 

and patients to actively engage in chronic disease management and 

treatment, these programs can only be effective for patients that 

actually decide to receive treatment. In fact, there is a lack of studies 

on whether patients who are diagnosed with diabetes receive 

treatment and what factors affect this decision. Therefore, this paper 

fills the gap in the literature by identifying key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rapeutic compliance of 

patients who are diagnosed with diabetes. In particular, this study 

highlights the role of diabetes education and its association with the 

patients' decision to receive treatment.

Methods: The sample was obtained from the 2015 Community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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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data and limited to 12,931 patients aged 65 and over who 

were diagnosed with diabetes. Chi-square tests were use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therapeutic compliance.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also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iabetes education and the patients‘ compliance to treatment 

while controlling f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sults:  While only 25.3% of all patients had received diabetes 

education, either in public health centers or hospitals, these patients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receive treatment than those who did 

not receive any education. For the whole sample, the odds ratios of 

receiving education in public health centers and hospitals were 1.59 

(95% CI=1.024, 2.459) and 1.34 (95%CI=1.089, 1.657), respectively. 

Sub-group analyses revealed different results as following. First, 

regardless of the educational provider, the odds of receiving treatment 

was higher for the educated patients than the odds of the patients 

that did not receive any education. Second, among the male patients, 

the odds ratio of receiving education in public health centers was 

1.65 (95% CI=1.273, 2.147). Similarly, the odds of male patients with 

education in hospitals were also higher than the odds of male patients 

without education (OR 2.18, 95 %CI=1.485, 3.198). In contras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odds of 

treatment between the female patients with or without education. 

Third, the results also differed by family structure. When limiting the 

analysis to patients who lived with their family, relative to the 

uneducated patients, the odds of receiving treatment was 1.31 times 

higher for patients with education at public health centers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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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1.048, 1.636) and 1.79 times higher for patients with education at 

hospitals (95% CI=1.178, 2.722). However, for patients who lived 

alone, the odds of receiving treatment was only relatively higher for 

patients that received education in hospitals (OR 1.48, 95% CI=1.083, 

2.024);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for patients who 

were educated in public health centers. Fourth, the results also 

differed by how patients perceived their health status. On one hand, 

among the patients with positive self-assessment of health,  the 

patients that received diabetes education in public health centers  or 

hospitals were relatively more likely to receive treatment than 

uneducated patients, with odds ratios of 1.79 (95% CI=1.222, 2.606) 

and 8.87 (95% CI=3.981, 19.750),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with respect to the rest of the patients with non-positive health 

self-assessments, the educated and uneducated patient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in whether they received treatment or not.

 

Conclusion: In general, patients who received diabetes education were 

more likely to comply to therapeutic treatment. However, since three 

quarters of the patients that were diagnosed with diabetes did not 

receive any education, expan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encouraging participation may result in significant improvement of 

therapeutic compliance among patients with diabetes.

Keywords: diabetes mellitus; diabetes education; therapeutic 

complianc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