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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형태에 따른 비인지 당뇨 여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독거 가구구성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러한 가구구성형태의 변화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좋지 않은 생활 습관과 건강관리 소홀로 인해 질환으로 이행할 가능성 

역시나 크다. 질환 중에서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 조절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합병증이 동반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당뇨병을 변

수로 선택하여 이미 당뇨로 진단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19세 이상 사람들의 

가구구성형태와 당뇨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6년도 사이의 국민건강영양조사 DB 자료를 활

용하여 당뇨로 이미 진단받은 사람을 제외한 18,975명의 정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의 가구구성형태와 당뇨여부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카이

제곱검정과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 중 95% 신뢰구간에서 1.53의 오

즈비로 독거의 가구구성형태의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당뇨가 있을 경

우가 높았고 이러한 독거 가구구성형태의 사람들 중 남성이 1.58의 오즈비, 

건강습관이 좋지 않은 사람, 특히 근력운동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1.60의 

오즈비, 현재 흡연중인 경우가 2.05의 오즈비, 블루칼라 직업을 가진 사람이 

1.65의 오즈비를 보여 당뇨 위험이 더 높았다. 

  이 연구를 통해 당뇨여부에 대한 가구구성형태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 또는 블루칼라 직업을 가진 독거 가구구성형태의 사

람들에게 더 컸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생활습관 개선 등 적

극적으로 건강관리에 개입하여 질환을 조기 진단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보건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핵심단어: 가구구성형태, 독거,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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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1인 가구의 증가 양상은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혼·반혼의 증

가, 가족가치관 변화에 따른 이혼 및 별거, 한국의 교육환경과 관련된 기러기 

가족의 증가, 노동시장 경쟁구조에 기인한 대도시 중심의 취업형 단독가구, 고

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맞물려 

있다(변미리, 2008). ‘통계청(2011)자료에 의하면 1980년에는 4.8%였던 

1인가구는 2000년에는 15.5%, 2010년에는 23.9%로 급증하여 2인가구나 3

인가구를 추월하고 있다. 이러한 가구구성의 변화(changes in family 

formation)가 가져오는 빈곤과 불평등의 재생산 구조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

했다(반정호, 2011). 가구 구성방식의 다양화는 급변하는 환경 및 욕구에 대

한 물질적･정서적 가족자원의 획득이나 대응양식의 변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

라 경제적으로 가족생계를 위협하는 저소득과 빈곤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반정호, 2011).  

  당뇨병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식이 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과다한 영양

섭취, 운동부족, 스트레스,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의 증가 등으로 인하

여 유병율과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Korean 

Diabetes Association, 2007).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유병률은 30세 인구에

서 1970년대 초 1.5%에서 1990년에는 8%로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며, 당뇨

병 유병률과 함께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도 1983년 인구 10만명당 4.3명에서 

1995년 13.1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강상우, 2007). 인슐린 분비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부족

이나 표적세포에서의 인슐린의 지속적이고 적절한 관리의 어려움과 함께 당뇨

병성 합병증으로 인한 문제 역시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뇨병 관리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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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Park, 2003). 당뇨병은 평생 관리가 요구되며 당뇨

병 자체보다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중요시되는 질환으로 당뇨병성 만성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엄격한 혈당조절이라고 할 수 있다

(Yoon, 1999). 혈당조절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질

병의 조절이 가능하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김응진, 1985). 

  당뇨병으로 이미 진단받은 사람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만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과 관련된 연구는 찾기 힘들다. 하지만 이 병은 소리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병에 결렸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30~40대 성인 2~3명 중 하나일 

정도이다(Kim, 2005). 

  이에 우리는 19세 이상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 중 가구구성형태(독

거,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에 따라 당뇨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설

을 세웠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11~2016) 자료를 활용하여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의 가구구성형태와 당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조기진단과 조기치료,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 연구를 바탕으로 가구구성형태

별 적극적인 질환 진단과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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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DB를 활용하여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의 19세 이상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구구성형태에 따른 

당뇨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당뇨와 관련된 요인들에 어떤 것이 있는

지 살펴보고 가구구성형태와 당뇨여부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당뇨여부를 파악

한다. 

  둘째,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의 가구구성형태에 따른 당뇨여부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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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고찰 및 이론적 배경 

  

2.1 당뇨병 총론 

2.1.1 당뇨병의 분류

  제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서서히 파괴되어 

결국 인슐린 분비가 없어지는 질환으로 자가면역질환의 한 형태로 유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 자가항체(anti-GAD 항체)가 양성이다. 하지만 자가

면역성을 증명할 수 없는 특발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슐린 결핍이 비교적 서

서히 진행되어 초기에는 제 2형 당뇨병과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제 1형 

당뇨병은 전 연령에 걸쳐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다(대한당뇨병학회, 2013). 

  제 2형 당뇨병은 인슐린저항성(인슐린의 작용 감소)과 인슐린의 분비량 부

족으로 초래되는 질환으로 이 두가지 병인은 모든 당뇨병환자들에게서 반드시 

존재한다. 하지만 인슐린저항성이 좀 더 우세한 경우(예를 들면 비만증 동반)

와 인슐린 분비결핍(예를 들면 저체중인 경우)이 더 우세한 경우로 나누어지

기도 한다(대한당뇨병학회, 2013). 복잡한 병인을 고려하면 모든 환자들에게

서 인슐린저항성과 인슐린분비능을 같이 고려하면서 치료해야 장기적인 혈당

관리가 가능하다(대한의학회, 2014).

  기타 당뇨병 또는 이차성 당뇨병은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 당뇨병상태로 

진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부분 당뇨병이 발생하기 쉬운 유전적 또는 환경

적(비만, 노화 등) 조건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원인이 해결되고 

혈당이 개선되어도 차후 고혈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가 필요하다(대한의학회, 2014).

  임신성당뇨병은 임신 중에 발견된 당뇨병을 지칭하며 임신 기간은 물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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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후에도 장기적으로 당뇨병 발생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13).  

2.1.2 당뇨병 진단기준

  세계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가장 높은 민족들 중의 하나인 피마인디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복혈당이 116 mg/dL 이상과 식후 2시간 혈당 185 

mg/dL 이상일 때 당뇨병성 망막증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였다(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02). 이 연구와 연계하여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기준을 당뇨병 진단기준으로 확정하였다. 공복혈당 

126 mg/dL에 해당하는 식후 2시간 혈당 평균이 200 mg/dL이며, 이런 

정도의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당화혈색소치 6.5%에 해당하게 

된다(대한의학회, 2014). 

 

  1) 당뇨병의 진단기준 

  (1) 공복혈당≥126mg/dL(이 기준은 명백한 고혈당이 아니라면 다른 날에 

검사를 반복하여 확인한다.)

  (2)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과 임의 

혈당≥200mg/dL

  (3)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당≥200mg/dL

  (4) 당화혈색소≥6.5%

  2) 당뇨병전단계의 진단기준

  (1) 정상혈당은 최소 8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복혈당 

100mg/dL 미만, 75g 경구당부하 2시간 후 혈당 140mg/dL 미만이다. 

  (2) 공복혈당장애 진단기준은 공복혈당 100~125mg/dL 이다.

  (3) 내당능장애 진단기준은 75g 경구당부하 2시간 후 혈장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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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99mg/dL 이다.

2.1.3 당뇨병의 선별검사

  선별검사의 목적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찾아내

는 것으로 당뇨병은 선별검사와 진단검사가 동일하다. 제 2형 당뇨병은 진단 

시점 이전 상당 기간동안 대사이상들이 진행되어 진단 시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선별검사가 필요하며, 특히 고위험군에서는 더욱 철저

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대한의학회, 2014). 대한당뇨병학회(2013)에서는 공

복혈당장애 혹은 당화혈색소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추가 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즉 [1단계] 공복혈당 100~109mg/dL, 당화혈색소 5.7~6.0% 인 

경우 매년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 측정을 하고 [2단계] 공복혈당 

110~125mg/dL, 당화혈색소 6.1~6.4%인 경우 경구당부하검사를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다. 2009년 국제전문가위원회에서는 당화혈색소가 장기적인 혈당 

상태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

이며 혈당 측정보다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NGSP(National Glycohemoglobin 

Standardization Program)에 의해 인증되고 DCCT(Diabtes Control and 

Complication Trial) assay에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당화혈색소 

6.5% 이상을 당뇨병의 새로운 진단기준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Canadian Diabetes Association, 2008). 이 진단 기준은 2010년 미국당뇨

병학회의 진료지침에 반영되었고 대한당뇨병학회는 2011년 진료지침에서 진

단기준에 포함시켰다(대한의학회, 2014). 

2.1.4 당뇨병의 예방 

  Knowler 등(2002), Tuomilehto 등(2001), Pan 등(1997)에 의하면 공복

혈당장애 혹은 내당능장애 군이 식사, 운동요법과 체중감량을 했을 때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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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약 30~50% 이상 당뇨병 발생률이 감소되었다. 이상 세 가지 연구 

모두 종료된 후에도 당뇨병 발생 예방효과는 최소 3년에서 10년 이상까지 지

속되었다. 발생위험이 높은 군에서 매년 선별검사 시행을 통해 당뇨병 전 단

계 상태를 조기에 찾아내 적극적 중재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당뇨병으로의 진

행을 예방하고 이미 당뇨병으로 진행된 환자를 빨리 발견해 합병증 증가를 억

제할 수 있다.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과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

적, 재정적 비용을 조기 선별, 조기 진단, 조기 중재를 통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선별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 마

련, 즉 관계 당국의 이해와 전향적 보험급여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대한의학회, 

2014). 

2.2 당뇨병 관리 

2.2.1 혈당조절 목표 

  당화혈색소는 검사 전 수 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농도를 반영하고 당뇨병 

합병증 발생을 예측하는 강력한 인자이다. 따라서 모든 당뇨병환자는 당화혈

색소를 일상적으로 측정해야 하며 당화혈색소의 목표는 6.5% 이하가 적절하

다. 식전 공복혈당과 식사 2시간 후 혈당도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개별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반응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식후혈당은 

공복혈당과는 독립적으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이고 당화혈색소 농도에도 크

게 작용을 한다(The DECODE study group, 1999). 특히 공복혈당은 적절

히 조절되고 있으나 당화혈색소가 목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식후혈당 측정

이 중요할 수 있는데 식사 2시간 후 혈당의 목표는 180mg/dL 미만이다. 당

뇨병환자에서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는 것은 합병증 예방에 확실한 이득을 가

져다준다(대한의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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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혈당 상승은 일시적이더라도 우리 신채에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공복혈당, 식후혈당, 취침 전 혈당을 포함한 하루 

중 언제라도 정상에 가까운 혀당을 유지하면서 혈당 변동폭이 적은 균형 잡힌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지현, 2008). 

2.2.2 혈당조절의 모니터링 및 평가 

  당화혈색소는 3개월마다 측정할 것을 고려하나 혈당조절 강도, 환자의 상

황, 사용하고 있는 혈당강하제의 종류, 임상의의 판단에 따라 더 짧거나 혹은 

더 긴 간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Sacks DB et al., 2011). 그러나 당화혈색소 

검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출혈과 같이 적혈구의 전환이 빠르거나 

혈색소병증을 갖고 있는 경우 당화혈색소는 적절한 혈당 상태를 반영하지 못

해 포룩토사민(fructosamine)이나 당화알부민(glycated albumin)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당화혈색소는 저혈당이나 혈당의 변동성도 반영하지 못해서 제1

형 당뇨병 또는 인슐린 결핍이 심한 제2형 당뇨병처럼 혈당 변동성이 심한 

경우에는 당화혈색소 측정과 더불어 자가혈당 측정이 필수적이다. 당화혈색소

는 자가혈당 측정기의 정확성 또는 자가혈당 측정의 적절성(횟수 및 일정)을 

확인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대한의학회, 2014).

  자가혈당 측정은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치료 후 목표 혈당에 도달했는지 알

려줄 수 있는 중요한 관리수단이다(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13). 자가혈당 측정은 특히 인슐린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무증상 저혈당 

또는 고혈당을 감시하거나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Miller, 2013). 

  자가혈당 측정의 정확도는 기기 자체와 사용자에 의존적이므로, 환자의 기

기 사용 숙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교육 한다(Sacks Sacks DB et al., 

2011). 손가락 끝에서 측정한 자가혈당 측정 결과와 정맥에서 채혈한 검사실 

결과는 측정기기 자체의 문제로 오차가 있을 수 있다(20% 미만). 이 오차를 

확인하고 줄이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검사실에서 측정한 혈당과 자가혈당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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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 또 당화혈색소 수치와 자가혈당 측정 결과가 많은 

차이를 보일 때도 검사실에서 측정한 혈당치와 비교가 필요하다. 자가혈당 측

정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적절히 검토하고 해석하여 치료에 

적용해야 한다. 의료진은 환자 스스로 측정 결과를 식사나 운동, 약물치료 등

을 조정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매 방문 때마

다 자가혈당 측정의 필요성이나 횟수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대한의학회, 

2014). 

2.2.3 운동요법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혈당조절이 개선되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며 

심혈관 위험인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고위험군에서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13).

  운동을 할 때는 빈도, 강도, 시간 및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운동 시간은 

1회에 30-60분 정도, 1주일에 150분 이상이 되도록 시행한다. 최대 

심박수는 ‘220 - 나이(년)’로 계산한다. 나이가 만 50세이면 최대 

심박수는 ‘220-50=170’이다. 따라서 최대 심박수의 50-70%에 

해당되는 분당 85-119회를 유지하면 중등도 강도가 된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최대 심박수의 50%로 낮게 시작한다. 운동의 종류는 

환자가 선호하는 운동으로 한다. 그러나 당뇨병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금기운동을 피한다(대한당뇨병학회, 2011). 당뇨병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 환자에서는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저강도로 짧은 시간(10분) 

시행하고 서서히 강도와 시간을 늘린다. 걷기는 중년 이후의 당뇨병환자가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다. 골관절염 등으로 걷기가 불편한 

경우에는 자전거 타기,수중 운동 또는 수영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금기 사항이 

없는 경우에 저항성 운동(근력운동)을 1주일에 최소 2회 이상 중등도 강도로 

실시한다. 저항성운동은 한 번 할 때 1-3세트를 시행한다(1세트는 한 동작을 

8-15회 반복). 저항성운동을 할 때는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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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한다(대한당뇨병학회, 2011).

2.2.4 임상영양요법

  임상영양요법은 당뇨병의 예방 및 관리, 그리고 자가관리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다(Evert et al., 2014).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단계 환자는 

임상영양사를 통해 개별화된 임상영양요법을 교육 받아야 한다.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는 탄수화물계산법 등을 이용한 집중인슐린치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제2형 당뇨병에서는 식사조절을 통한 체중감량으로 혈당조절 

뿐만 아니라 지질 수치 및 혈압 감소 등 여러 임상적 이득들도 얻을 수 

있다(대한당뇨병학회, 2011).

  에너지 섭취량은 혈당, 혈압, 지질 수치, 체중, 연령, 성별, 에너지 소비량, 

합병증 등을 고려해 조절한다(Evert et al., 2014; 대한당뇨병학회, 2013).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제2형 당뇨병환자는 에너지 섭취를 제한하여 체중을 

7% 정도 감량하도록 한다. 다량영양소(macronutrient)들의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없으며, 이 또한 식사 패턴, 선호도, 치료 목표 등에 따라 개별화해야 

한다. 그러나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우리의 식습관을 고려하면, 탄수화물 

섭취량은 하루 필요 총칼로리의 50-60% 이내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대한당뇨병학회, 2013). 탄수화물은 가능한 전곡류, 콩, 과일, 채소, 

유제품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고, 당부하지수가 높은 음식보다는 낮은 

음식이 혈당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단백질 섭취량은 총 섭취 에너지의 

15-20%를 권장하며, 지방 섭취량은 25% 이내로 한다. 지방 섭취 

총량보다는 섭취한 지방산의 종류가 더 중요하며,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섭취를 권장한다(대한의학회, 

2014).

  합병증이나 간질환이 없고, 혈당조절이 양호한 환자에게 반드시 알코올 

섭취를 금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음은 혈당을 악화시키므로, 일반인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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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성인 여성은 하루 1잔, 남성은 2잔으로 섭취량을 제한한다. 일부 

환자에서 음주 후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혈당 검사와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미리 교육한다(대한의학회, 2014).

  비타민 또는 무기질이 생체기능 유지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이들의 보충이 

임상적인 이득을 준다는 보고는 없으므로 권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결핍 

상태에 있거나 제한적 식이섭취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충을 고려할 수 

있다. 비타민 E나 C와 같은 항산화제, EPA(eicosapentaenoic acid)나 

DHA(docosa hexaenoic acid)와 같은 n-3 지방산 보충 역시 임상적 

증거가 없으므로 권고하지 않는다(Evert et al., 2014).

2.2.5 당뇨병 자가관리 교육

  당뇨병 자가관리 교육을 통해 관련 지식 및 자가관리 행동이 향상되며 

당화혈색소 등 임상 지표가 호전되며 체중감량 및 삶의 질 향상 건전한 

심리적 대처, 비용절감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Norris et al., 

2001; Norris et al., 2002; Warsi et al., 2004; Boren et al., 2009). 

자가관리 교육은 당뇨병환자에게 진단된 시점에 바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며 

이는 환자로 하여금 효과적인 자가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당뇨병에 

대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추후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과 지지는 

일생 동안 환자가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거나 새로운 치료법을 이용할 때 

효과적인 자가관리를 가능하게 한다(Funnell, 2007).

  당뇨병 교육팀에는 최소 한 명 이상의 의사, 간호사 혹은 영양사가 

포함되는 것을 권고하며, 그 외 운동 처방사, 사회복지사, 약사, 발 전문가, 

지역 사회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Kim, 2013; Korean Diabetes 

Association, 2006). 팀 구성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활한 

의사소통과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각 분야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대한의학회, 2014).  



- 12 -

2.2.6 당뇨병 치료제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시행 된 기존 연구들에서 정상 수준으로의 철저한 

혈당조절은 당뇨병성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대한당뇨병학회, 2013; Perkovic et al., 2013). 철저한 

혈당조절의 목표는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한다(대한당뇨병학회, 2013).

  처음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철저한 생활습관(운동 및 

식사요법) 개선을 통한 혈당조절을 추천하고 있지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목표 당화혈색소 수치까지 도달 및 장기간 유지가 어렵고, 고혈당에 노출되는 

기간과 당뇨병성 합병증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조기에 혈당강하제의 사용이 필요하다(대한당뇨병학회, 2013). 

  당화혈색소가 7.5-8% 이상으로 진단된 당뇨병환자의 경우 당화혈색소 

목표치를 6.5%로 정한다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당화혈색소치가 1-1.5% 정도이므로 이 경우에는 생활습관 개선 및 

혈당강하제를 바로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대한의학회, 2014).

  대한당뇨병학회(KDA), 미국당뇨병학회(ADA) 유럽당뇨병학회(EASD)는 

초기 치료로서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metformin 약물치료를 

권고하였다(대한당뇨병학회, 2013; Perkovic et al., 2013). 초기 단독 

경구혈당강하제만으로 목표 혈당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서로 다른 기전의 약제를 병합하는 저용량 조기병합요법을 초기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는 단일 약제들이 최대 용량의 50% 정도에서 

최대 혈당강하효과와 유사한 약효를 보이고, 약제 부작용은 적기 

때문이다(Waugh et al., 2010). 특히 기저 당화혈색소 9.5% 이상으로 

혈당이 매우 높은 경우 처음부터 강력한 병합요법이 장기간의 혈당조절 및 

합병증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또한 고혈당 증상이 있거나 

당화혈색소 9.0% 이상인 경우 초기에도 인슐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초기 

단독 경구혈당강하제로 시작한 경우 당화혈색소 수치에 따라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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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으로 약제의 용량을 증량해 나간다. 최대 용량 사용 후 3-6개월 이내에 

목표 당화혈색소에 도달 및 유지를 못한 경우를 ‘경구혈당강하제 단독요법의 

실패’라 정의하고 서로 다른 기전의 약제를 추가하는 병합요법을 

시작한다(대한당뇨병학회, 2013). 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용량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기전의 약제를 추가하는 조기 

병합요법(half-maximal dose)도 고려할 수 있다(대한당뇨병학회, 2013).  

이러한 배경에는 경구혈당강하제를 최대용량 단독으로 투여하는 것보다 다제 

병용요법이 보다 혈당을 낮출 수 있으며, 병용요법이 늦어지면 목표하는 

혈당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주로 식후 고혈당이 문제가 되는 경우 

meglitinide, a-glucosidase 억제제, GLP-1 수용체 효능제나 DPP-4 

억제제의 추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경구혈당강하제는 그 작용기전에 따라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간에서 포도당 합성을 억제하는 biguanide, 

둘째는 췌도 베타세포로부터 인슐린 분비를 직접 자극하는 sulfonylurea 

(non-sulfonylurea 계 포함), 셋째는 말초조직의 인슐린저항성을 개선시키는 

thiazolidinedione (TZD), 넷째로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는 

α-glucosidase 억제제, 다섯째로 인크레틴 효과를 증강시키는 DPP-4 

억제제, 여섯째로 신장에서 당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SGLT-2(sodium- 

glucose cotransporter 2) 억제제 등이 있다. 주사제로는 인슐린 및 GLP-1 

수용체 효능제로 나눌 수 있다. 약제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임상적 요소로는 

나이, 당화혈색소치, 공복 시 고혈당 정도, 식후 고혈당 정도, 비만 여부, 

대사증후군 여부, 인슐린분비능, 간기능 및 신장기능 이상 여부 등이다. 여섯 

가지 종류의 경구혈당강하제는 각각 다른 작용기전으로 혈당강하 효과를 

보이고 약제마다 장단점이 서로 다르므로 환자의 임상적 특성, 약제의 

작용기전과 효능, 비용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Waugh 

et al., 2010; 대한당뇨병학회, 2013). 

  당뇨병 유병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구혈당강하제에 의존한 제2형 

당뇨병환자도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게 된다. 당뇨병 유병기간과 인슐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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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지속되는 인슐린저항성과 췌도 베타세포의 분비능 저하가 계속되어 

이환기간이 15년 이상인 환자의 50%에서는 인슐린을 투여하게 된다. 

권고되는 인슐린 사용 시점으로는 생활습관 교정과 충분한 경구혈당하제들을 

투여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가 높게 지속되는 경우, 초기 치료로 인슐린을 

투여 그리고 당화혈색소 9-10% 이상의 중증 고혈당에서 권고된다(Shah et 

al., 2010; 대한당뇨병학회, 2013).  

  제2형 당뇨병환자는 당뇨병 진단 당시 이미 인슐린분비능이 50% 이하로 

저하되어 있으며, 6년 후에는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25% 정도이므로 췌도 베타세포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기 인슐린요법이 

필요한 근거가 된다. 체중감소를 동반한 조절되지 않는 고혈당이 있을 

경우에도 초기 인슐린요법이 필요하다. 진단 시에 성인형 자가면역 

당뇨병(latent autoimmune diabetes in adults, LADA)이나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슐린을 사용한다(대한당뇨병학회, 2013). 진행된 

만성 신질환이나 간질환이 동반된 경우 인슐린 치료를 적극 고려한다. 

이외에도 경구혈당 강하제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을 시 인슐린을 사용한다. 

심근경색, 뇌졸중, 급성질환의 동반, 수술 시에는 인슐린 치료를 시행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환자나 임신을 한 경우 경구혈당강하제를 중단하고 

인슐린을 투여한다(Lee et al., 2012). 

  경구혈당강하제에 기저인슐린요법을 병용한 환자의 30-50%에서만 

당화혈색소 7% 이내 유지가 가능하였으며, 초기에 목표 혈당에 도달한 

환자도 시간 경과에 따라 공복혈당은 유지되나 점차 식후 혈당이 증가하여 

당화혈색소가 다시 상승하므로 식후 혈당조절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식사에 의해 상승된 식후 혈당을 기저인슐린에 

속효성인슐린을 식전에 1회 이상 추가하여 목표 당화혈색소에 도달할 때까지 

인슐린 횟수 및 용량을 늘리는 방법과 2회 이상의 혼합형인 인슐린을 

투여하는 방법이 있다(Shah et al., 2010; Lee et al., 2012; Riddle et al., 

2013). 혼합형인슐린요법은 기저인슐린요법에 비해 저혈당 위험과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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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의 부담이 있으나 기저인슐린요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많은 환자에서 

적절한 혈당조절이 가능하다(대한의학회, 2014). 

2.3 당뇨병과 합병증

2.3.1 심혈관질환

 

  당뇨병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은 심혈관질환으로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남자의 경우 2-3배, 여자의 경우 3-5배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혈당조절과 더불어 심혈관질환의 여러 위험인자에 대한 평가 및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Stevens et al., 2001;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13). 당뇨병환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심혈관계 합병증은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말초동맥질환, 심근증, 심부전 등이다(Laakso, 1999). 

2.3.2 당뇨병성 신증 (1)

  제2형 당뇨병환자들은 당뇨병의 발병시기가 모호하며, 진단 당시부터 

신증을 동반할 수 있다. 한 연구에서 의하면 진단 당시 당화혈색소가 

7-8%인 환자에서 미세알부민뇨(microalbuminuria)나 거대알부민뇨가 

동반될 수 있으며, 고혈압 및 심혈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하고, 

신증의 동반 시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2-3배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부터 당뇨병성 신증의 선별검사를 해야 한다(Hovindet 

al., 2004; Adler, 2003).

  당뇨병성 신증의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임상 소견은 미세알부민뇨이며, 

요중 알부민의 양이 30-300 mg/일인 경우로 정의한다. 알부민뇨의 정량적 

검사는 무작위 소변에서 크레아티닌과 알부민을 측정하여, 그 비(알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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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아티닌 비[albumin/creatinine ratio, ACR])를 이용한다. 이 때 알부민의 

단위는 mg, 크레아티닌은 g임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소변 dipstick 검사

에서 음성의 결과를 보이더라도 미세알부민뇨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매년 

소변에서 ACR을 측정해야 한다. ACR이 30 mg/g 이상인 경우 3~6개월 

이내 반복검사를 해서 총 3회 중 2회 이상에서 양성인 경우 알부민뇨가 

있다고 판정한다(Warram et al., 1996;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13).

 

2.3.3. 당뇨병성 신증 (2)

  알부민뇨(거대알부민뇨)를 동반한 당뇨병성 신증 환자에게서 적극적인 혈압 

조절은 사구체여과율의 저하 및 말기 신부전으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지연시켰다. 따라서 당뇨병환자에게서 고혈압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일차적인 혈압조절의 목표는 수축기 140 mmHg, 이완기 90 mmHg 

미만이다. 그러나 단백뇨의 정도에 따라 목표 혈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어, 일부 치료지침에서는 단백뇨가 

있을 때는 목표혈압을 좀 더 낮춰 제시하기도 한다(National Kidney 

Foundation, 2012; James et al., 2014).

  수많은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하여 레닌-안지오텐신계(renin-angiotensin 

system, RAS)차단제가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과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RAS차단제는 고칼륨혈증, 신기능의 악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고칼륨혈증 (K >5.5 mEq/L)이나 약제 투여 3개월 이내에 

투여전과 비교하여 사구체여과율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중지를 

고려한다(Lewis et al., 1993; Lewis et al., 2001).

2.3.4 당뇨병성 망막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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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모두에서 매우 특징적인 혈관 

합병증이며, 유병률은 당뇨병의 유병기간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20-74세의 성인에게서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Ciulla et al., 

2003). 녹내장, 백내장 및 기타 안과 질환 또한 조기에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당뇨병 유병기간과 더불어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위험을 높이거나 

또는 관련성이 있는 인자들은 만성 고혈당, 당뇨병성 신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다(Klein, 1995; Chew et al., 1996; Estacio et al., 

1998; Leske et al., 2005). 철저한 혈당조절을 통해 정상에 가까운 혈당을 

유지할 경우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 대규모 전향적 무작위 임상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UK Prospective 

Diabetes Study Group, 1998). 

  망막병증은 일반적으로 상당 기간 진단되지 않았던 기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2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진단 당시 산동 안저 검사 및 포괄적인 

안과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년 받도록 한다(대한의학회, 

2014). 

2.3.5 당뇨병성 신경병증 

  1)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진단 

  (1)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다양한 임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국소적이기도 

하고 전신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경병증들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인 만성 감각운동성 원위부 대칭형 다발성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이다(Booth and Young, 2000; Expert Committee of Korean 

Diabetes Neuropathy Study Group, 2010; 대한당뇨병학회, 2012;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13). 

  당뇨병환자에서 신경병증의 조기 진단과 관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 18 -

중요하다(Boulton, 1998; Expert Committee of Korean Diabetes 

Neuropathy Study Group, 2010).

  ① 당뇨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신경병증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치료가 가능하다. 

  ② 증상이 있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치료 선택 약물이 다양하다. 

  ③ 원위부 대칭형 다발성신경병증의 50% 이상에서 증상이 없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환자 자신의 발에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는 상처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④ 자율신경병증은 전신의 모든 부분을 침범할 수 있다. 

  ⑤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은 이환율, 사망률, 삶의 질 감소와 일상생활에 

제한을 가져오며, 특히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 환자는 5년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신경 손상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아직까지 요원하므로 혈당조절을 잘하는 

것만이 신경병증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고 드물게는 신경손상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Boulton et al.,  2005; Expert Committee of Korean Diabetes 

Neuropathy Study Group, 2010;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13).

(2)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당뇨병환자들은 1년에 한 번씩 10 g 모노필라멘트 검사, 온도/진동감각 

검사(128-Hz tuning fork), Pin-prick test 등으로 원위부 대칭형 

다발성신경병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행한다(Booth and Young, 2000; 

Expert Committee of Korean Diabetes Neuropathy Study Group, 2010;  

대한당뇨병학회, 2012;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13). 2개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면 원위부 대칭형 다발성신경병증에 대한 진단적인 

감수성을 87% 이상 높일 수 있다(Boulton et al.,1998; Vinik et al., 

2003). <그림1>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진단 알고리즘으로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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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증상과 징후와 신경학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할 수 

있다(Boulton et al., 2005). 

그림1.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진단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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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은 당뇨병 초기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위험인자로는 

나이, 당뇨병 유병기간, 혈당조절, 망막병증과 신증 그리고 심혈관질환 등이 

있다.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된 경우는 약 50%에서 당뇨병성 자율 

신경병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Vinik et 

al.,2003; Vinik et al., 2007; Rodica, 2010). 특히 그것이 치료 가능한 

증상인 경우, 문진 혹은 주의 깊은 진찰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주요한 

임상증상은 안정 시 빈맥, 운동 불내인성, 기립저혈압, 변비, 위마비, 

발기부전, 발한장애, 신경 혈류 장애 등이다(대한의학회, 2014).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은 자율신경병증의 가장 흔한 형태이며, 안정 시 

빈맥(분당 맥박수 >100회), 기립저혈압(기립 후 수축기 혈압 저하 >20 

mmHg)이 있으면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을 의심할 수 있으며 심혈관계 자율 

신경검사를 시행하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외 위장관계, 비뇨기계, 

피부, 동공반사의 이상 소견이 함께 동반된 경우 진단에 도움이 된다(Vinik 

et al., 2003; Vinik et al., 2007).

2)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치료 

(1)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원위부 대칭형 다발성신경병증을 동반한 당뇨병환자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혈당조절이다(Expert Committee of 

Korean Diabetes Neuropathy Study Group, 2010; 대한당뇨병학회, 2012;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13). 통증과 같은 증상이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여러 가지 약제들이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어 현재 알파 지방산, 감마 리놀렌산제, 삼환계 

항우울제, 항경련제(α2δ ligands),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등의 약물들을 사용할 수 있다(Expert Committee of Korean Diabetes 

Neuropathy Study Group, 2012;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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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 

  위마비 환자에게서 위장관 운동 개선제를 사용하거나 방광기능 장애나 

발기부전을 동반한 경우 관련 치료제를 사용하는 등 자율신경병증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약제들을 사용할 수 있다(Vinik and Mehrabyan, 

2004; Expert Committee of Korean Diabetes Neuropathy Study Group, 

2010;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13). 당뇨병성 자율신 

경병증에서 각종 약제의 사용은 환자 자신의 증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대한의학회, 2014). 

2.3.6 당뇨병의 급성합병증 

  당뇨병성 케톤산혈증(diabetic ketoacidosis, DKA)과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hyperosmolar hyperglycemic state, HHS)는 고혈당에 의한 급성 합

병증이다. 당뇨병환자에게서 전신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DKA 혹은 HHS를 

의심해야 한다(대한당뇨병학회, 2013; Canadian Diabetes Associatio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Expert Committee, 2013). DKA과 HHS는 

인슐린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혈당에 의한 세포외액 감소와 이에 따르는 전해

질 이상 및 케톤산혈증(DKA의 경우)으로 표현되는 합병증이다. 우선적인 처

치로 탈수가 심하고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는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생리

식염수를 정주하며 가까운 상급병원 응급실로 전원한다. 케톤산혈증 혹은 고

삼투성 고혈당 상태의 치료 목적은 인슐린 보충과 결핍된 체액의 보충이며, 

이를 통한 혈장혈당 정상화, 케톤산증 및 전해질 이상 등의 동반 불균형의 교

정이다. 진단과 치료와 동시에 감염, 인슐린 중단, 심근경색 등의 선행인자들

이 동반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대한의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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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이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의 국민건강영양조사 DB 자료를 

활용하였다. 당뇨로 이미 진단받은 사람을 제외한 19세 이상 사람들을 대상으

로 가구구성형태를 독거,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가구구성형태 변수를 주요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당뇨여부와의 관련성

에 대해 분석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각 특성별로 변수들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사람들의 일

반적 특성, 질병의 특성 변수에 따른 당뇨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당뇨여부에 

따른 각 변수의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각 변수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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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특성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흡연여부

연간음주빈도

결혼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인지여부

직업형태

건강검진여부

1주일간 걷기 여부

1주일간 근력운동 여부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의

가구구성형태

당뇨여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카이제곱 검정(χ2 tests)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위그룹 분석

그림2.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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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대상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의 가구구성형태와 당뇨여부와의 관계를 조사

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2011년-2016년)의 18,975명 자료를 활용하였

다. 

3.3 변수 선정 및 정의

가. 종속변수

  

  결과변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의 당뇨여부이다. 진단기준은 

당화혈색소 수치 6.5% 이상 또는 공복혈당 126 이상이다. 

  

나. 관심변수

 

  이 연구의 주요 독립 변수는 가구구성형태이다. 가구구성형태는 독거, 1세

대, 2세대, 3세대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다. 독립변수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의 가구구성형태와 당뇨여부 사이의 관계를 분

석할 때 환자 변수를 조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환자 변수는 연령, 성별, 교

육수준, 소득수준, 흡연여부, 연간 음주빈도, 결혼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

레스인지여부, 직업형태, 건강검진 여부, 1주일간 걷기여부, 1주일간 근력운동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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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은 청년, 중년, 장년으로 구분하여 4개 그룹(19-39세, 40–64세, 65–
74세, ≥75세)으로 나누었고 교육수준은 초졸이하, 중졸, 고졸이상으로 분류

하였다. 소득수준은 하, 중하, 중상, 상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누었고 흡연여부

는 비흡연자, 과거흡연, 현재흡연으로 분류하였다. 연간음주빈도는 1년간 음주

경험 없음, 월 1-4회, 주 2-3회, 주 4회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직업형태는 4

개 그룹(없음, 화이트 칼라, 핑크 칼라, 블루 칼라)로 나누었다. 

3.4 분석방법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가구구성형태,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흡

연여부, 연간 음주빈도, 결혼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인지여부, 직업형

태, 건강검진 여부, 1주일간 걷기여부, 1주일간 근력운동 여부) 변수에 따라 

당뇨여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chi squre test)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관심변수인 가구구성형태와 여러 가지 

독립변수, 결과변수인 당뇨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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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당뇨여부

  2011년부터 2016년도 사이의 국민건강영양조사 DB에서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18,975명이었다. <표1> 은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

의 일반적 특성과 당뇨여부에 대한 통계를 보여준다. 

  가구구성형태(독거,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에서 독거 1,365명 중 당뇨

가 있을 경우(진단기준 : 당화혈색소 수치 6.5% 이상 또는 공복혈당 126이

상)가 86명으로 6.3%였고 1세대 3,852명 중 당뇨가 있을 경우가 236명으로 

6.1% 여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독거의 가구구성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당

뇨가 있을 경우가 높았다(P<.0001). 

  연령이 높을수록 당뇨가 있을 경우가 높았고(P<.0001), 남자가 여자보다 

당뇨가 있을 경우가 더 높았다(P<.0001). 교육수준(초졸이하, 중졸, 고졸이

상)은 초졸이하 4,961명 중 당뇨가 있을 경우가 374명으로 7.5%였고 중졸 

6,805명 중 당뇨가 있을 경우가 257명으로 3.8% 여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초졸이하의 교육수준인 사람들이 당뇨가 있을 경우가 높았다(P<.0001). 

  흡연여부는 과거흡연자 중 5.5%, 현재 흡연자 중 5.4%가 당뇨가 있어 담

배를 펴 본적이 없는 비흡연자 중 당뇨가 있을 3.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연간음주빈도는 주 4회 이상 음주빈도를 보이는 1,480명 중 

126명인 8.5%가 당뇨가 있었고 1년간 음주경험이 없는 3,862명 중 5.1%, 

주 2~3회 음주빈도를 보이는 3,346명 중 4.2%, 월 1~4회 음주빈도를 보이

는 10,287명 중 3.6%가 당뇨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당뇨가 있을 경우가 더 높았고(P<.0001),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당뇨가 있을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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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았다(P<.0001). 

  직업형태의 경우 블루칼라 6,624명 중 당뇨가 있을 경우가 412명으로 

6.2%, 핑크칼라 3,571명 중 당뇨가 있을 경우가 161명으로 4.5%, 직업이 

없는 2,307명 중 당뇨가 있을 경우가 78명으로 3.4%, 화이트 칼라 6,473명 

중 당뇨가 있을 경우가 186명으로 2.9% 로 블루칼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당뇨가 있을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P<.0001).    

표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당뇨여부

변수
당뇨여부

합 네 아니오 　
N % N % N % p-value

가구구성형태 　 　 　 　 　 　 <.0001
  독거 1,365 7.2 86 6.3  1,279 93.7 　
  1세대 3,852 20.3 236 6.1 3,616 93.9 　
  2세대 11,985 63.2 434 3.6 11,551 96.4 　
  3세대 이상 1,773 9.3 81 4.6 1,692 95.4 　
연령(세) 　 　 　 　 　 　 <.0001
  19~39 6,665 35.1 90 1.4  6,575 98.7 　
  40~64 9,990 52.7 555 5.6 9,435 94.4 　
  65~74 1,831 9.7 143 7.8 1,688 92.2 　
  ≥75 489 2.6 49 10.0 440 90.0 　
성별 　 　 　 　 　 　 <.0001
  남자 9,498 50.1 519 5.5 8,979 94.5 　
  여자 9,477 49.9 318 3.4 9,159 96.6 　
교육수준 　 　 　 　 　 　 <.0001
  초졸이하 4,961 26.1 374 7.5 4,587 92.5 　
  중졸 6,805 35.9 257 3.8 6,548 96.2 　
  고졸이상 7,209 38.0 206 2.9 7,003 97.1 　
소득수준 　 　 　 　 　 　 0.2366
  하 4,108 21.7 199 4.8 3,909 95.2 　
  중하 4,959 26.1 229 4.6 4,730 95.4 　
  중상 5,022 26.5 209 4.2 4,813 95.8 　
  상 4,886 25.8 200 4.1 4,686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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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여부 　 　 　 　 　 　 <.0001
  비흡연자 10,477 55.2 378 3.6 10,099 96.4 　
  과거흡연 3,997 21.1 218 5.5 3,779 94.6 　
  현재흡연 4,501 23.7 241 5.4 4,260 94.7 　
연간음주빈도 　 　 　 　 　 　 <.0001
  없음 3,862 20.4 196 5.1 3,666 94.9 　
  월 1-4회 10,287 54.2 374 3.6 9,913 96.4 　
  주 2-3회 3,346 17.6 141 4.2 3,205 95.8 　
  주 4회 이상 1,480 7.8 126 8.5 1,354 91.5 　
결혼여부 　 　 　 　 　 　 <.0001
  미혼 3,638 19.2 46 1.3 3,592 98.7 　
  기혼 15,337 80.8 791 5.2 14,546 94.8 　
주관적 건강상태 　 　 　 　 　 　 <.0001
  좋음 6,565 34.6 215 3.3 6,350 96.7 　
  보통 9,844 51.9 466 4.7 9,378 95.3 　
  나쁨 2,566 13.5 156 6.1 2,410 93.9 　
스트레스 인지 　 　 　 　 　 　 0.0167
적음 13,803 72.7 639 4.6 13,164 95.4 　
많음 5,172 27.3 198 3.8 4,974 96.2 　
직업형태 　 　 　 　 　 　 <.0001
  없음 2,307 12.2 78 3.4 2,229 96.6 　
  화이트 칼라 6,473 34.1 186 2.9 6,287 97.1 　
  핑크 칼라 3,571 18.8 161 4.5 3,410 95.5 　
  블루 칼라 6,624 34.9 412 6.2 6,212 93.8 　
건강검진 여부 　 　 　 　 　 　 　
  네 10,500 55.3 501 4.8 9,999 95.2 　
  아니오 8,475 44.7 336 4.0 8,139 96.0 　
걷기 여부 　 　 　 　 　 　 0.0085
  없음 11,716 61.7 553 4.7 11,163 95.3 　
  있음 7,259 38.3 284 3.9 6,975 96.1 　
근력운동 여부 　 　 　 　 　 　 0.2943
  없음 14,983 79.0 673 4.5 14,310 95.5 　
  있음 3,992 21.0 164 4.1 3,828 95.9 　
조사연도 　 　 　 　 　 　 0.7108
  2011 3,488 18.4 143 4.1 3,345 95.9 　
  2012 3,270 17.2 136 4.2 3,134 95.8 　
  2013 3,093 16.3 140 4.5 2,953 95.5 　
  2014 2,809 14.8 134 4.8 2,675 95.2 　
  2015 2,938 15.5 126 4.3 2,812 95.7 　
  2016 3,377 17.8 158 4.7 3,219 95.3 　
총계 18,975 100.0 837 4.4 18,138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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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대상자의 가구구성형태와 당뇨여부 

  <표2>는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의 가구구성형태와 당뇨여부와의 관

계를 조사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독거 가구구성형태는 

95% 신뢰구간에서 1.53의 오즈비로 다른 가구구성형태의 사람들에 비해 당

뇨위험과 더욱 높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표3>은 성별, 근력운동 실천여부, 현재흡연 여부, 직업형태, 건강검진 여

부, 연령별 가구구성형태와 당뇨여부 사이의 관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하

위그룹 분석을 수행하였다. 

  남성의 2세대 가구구성형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독거 가구구성형태의 오즈

비가 1.58로 더 높은 당뇨위험을 보였고 근력운동을 실천하지 않는 2세대 가

구구성형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독거 가구구성형태의 오즈비가 1.60으로 더 

높은 당뇨위험을 보였다. 비흡연자와 과거흡연의 가구구성형태는 당뇨위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현재 흡연중인 사람의 2세대 가

구구성형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독거 가구구성형태의 오즈비가 2.05로 더 높

은 당뇨위험을 보였다. 무직, 화이트 칼라, 핑크칼라 직업의 가구구성형태는 

당뇨위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블루칼라 직업의 2세

대 가구구성형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독거 가구구성형태의 오즈비가 1.65로 

더 높은 당뇨위험을 보였다. 건강검진의 가구구성형태는 당뇨위험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19-39세 연령의 2세대 가구구

성형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독거 가구구성형태의 오즈비가 2.13으로 더 높은 

당뇨위험을 보였고 65-74세 연령의 2세대 가구구성형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독거 가구구성형태의 오즈비가 2.11, 3세대 이상의 가구구성형태의 오즈비는 

1.94로 더 높은 당뇨위험을 보였다. 하지만 40-64세 연령과 75세 이상 연령

의 가구구성형태는 당뇨위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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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연구대상자의 변수와 당뇨여부와의 관계에 대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당뇨여부
aOR 95% CI

가구구성형태 　 　 　 　
  독거 1.53 1.13 - 2.07
  1세대 1.05 0.85 - 1.30
  2세대 1.00 　 　 　
  3세대 이상 1.22 0.91 - 1.64
연령(세) 　 　 　 　
  19~39 1.00 　 　 　
  40~64 0.19 0.11 - 0.33
  65~74 0.66 0.43 - 1.01
  ≥75 0.79 0.51 - 1.24
성별
  남자 1.00 　 　 　
  여자 0.53 0.41 - 0.69
교육수준 　 　 　 　
  초졸이하 1.00 　 　 　
  중졸 0.79 0.63 - 1.00
  고졸이상 0.68 0.49 - 0.94
소득수준 　 　 　 　
  하 1.00 　 　 　
  중하 0.97 0.76 - 1.22
  중상 0.90 0.70 - 1.15
  상 1.16 0.90 - 1.49
흡연여부 　 　 　 　
  비흡연자 1.00 　 　 　
  과거흡연 0.94 0.72 - 1.23
  현재흡연 1.12 0.85 - 1.47
연간음주빈도 　 　 　 　
  없음 1.00 　 　
  월 1-4회 0.93 0.75 - 1.15
  주 2-3회 0.89 0.67 - 1.18
  주 4회 이상 1.41 1.04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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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부 　 　 　 　
  미혼 1.00 　 　 　
  기혼 0.63 0.40 - 0.98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00 　 　 　
  보통 1.64 1.33 - 2.02
  나쁨 2.06 1.56 - 2.71
스트레스 인지 　 　 　 　
  적음 1.00 　 　 　
  많음 0.91 0.74 - 1.11
직업형태 　 　 　 　
  없음 1.00 　 　 　
  화이트 칼라 0.88 0.64 - 1.20
  핑크 칼라 0.93 0.70 - 1.25
  블루 칼라 1.11 0.88 - 1.41
건강검진 여부 　 　 　 　
  네 1.00 　 　 　
  아니오 1.24 1.04 - 1.48
걷기 여부 　 　 　 　
  없음 1.00 　 　 　
  있음 1.03 0.82 - 1.28
근력운동 여부 　 　 　 　
  없음 1.00 　 　 　
  있음 0.91 0.73 - 1.14
조사연도 　 　 　 　
  2011 1.00 　 　 　
  2012 0.87 0.63 - 1.20
  2013 1.15 0.86 - 1.52
  2014 1.11 0.83 - 1.49
  2015 0.90 0.67 - 1.20
  2016 1.13 0.86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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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변수별 가구구성형태와 당뇨여부와의 관계에 대한 하위그룹 분석

가구구성형태
독거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aOR 95% CI aOR 95% CI aOR 95% CI
성별       남성 1.58 (1.04 - 2.41) 0.98 (0.74 - 1.31) 1.00 1.16 (0.80 - 1.69)
           여성 1.45 (0.90 – 2.36) 1.12 (0.80 – 1.58) 1.00 1.18 (0.76 – 1.83)
근력운동   안함 1.60 (1.15 – 2.22) 0.98 (0.77 – 1.24) 1.00 1.23 (0.89 - 1.70)
           함 1.25 (0.57 - 2.71) 1.31 (0.80 - 2.16) 1.00 1.20 (0.59 - 2.44)
흡연 여부  비흡연 1.35 (0.83 - 2.19) 1.07 (0.78 - 1.46) 1.00 1.49 (1.00 - 2.22)
           과거흡연 0.95 (0.49 - 1.86) 1.12 (0.74 - 1.68) 1.00 0.62 (0.30 - 1.27)
           현재흡연 2.05 (1.24 - 3.39) 0.91 (0.58 - 1.42) 1.00 1.41 (0.84 - 2.36)
직업형태   무직 0.84 (0.34 - 2.05) 0.76 (0.37 - 1.57) 1.00 1.83 (0.82 - 4.08)
           화이트 칼라 2.03 (0.93 - 4.43) 1.02 (0.60 - 1.73) 1.00 1.15 (0.60 - 2.20)
           핑크 칼라 1.22 (0.51 - 2.89) 0.80 (0.48 - 1.34) 1.00 1.24 (0.65 - 2.37)
           블루 칼라 1.65 (1.11 - 2.47) 1.23 (0.92 - 1.65) 1.00 1.17 (0.76 - 1.80)
검진 여부  네 1.36 (0.92 - 2.03) 1.07 (0.82 - 1.40) 1.00 1.37 (0.96 - 1.95)
           아니오 1.49 (0.90 - 2.46) 0.99 (0.70 - 1.41) 1.00 0.99 (0.61 - 1.61)
연령       19~39 2.13 (0.91 - 4.97) 0.69 (0.31 - 1.54) 1.00 1.08 (0.56 - 2.09)
           40~46 1.09 (0.73 - 1.63) 1.18 (0.95 - 1.47) 1.00 1.05 (0.77 - 1.45)
           65-75 2.11 (1.13 - 3.96) 1.19 (0.73 - 1.94) 1.00 1.94 (0.97 - 3.88)
           ≥75 0.88 (0.36 - 2.13) 0.56 (0.22 - 1.39) 1.00 0.36 (0.12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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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5.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선행된 연구와 비교하여 몇 가지 강점과 제한점을 가진다. 먼저 

이 연구의 강점을 살펴보겠다. 첫째,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의 가구구성

형태와 당뇨여부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사용

하였다. 이 자료는 가구구성형태에 따른 건강관리 및 질환예방 그리고 질환 

조기 발견에 대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 둘째, 당뇨로 진단받은 

사람들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사

람들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이 연구처럼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

의 가구구성형태에 따른 비인지 당뇨여부에 관한 연구는 더 드물다. 현재의 

혈당 수준이 당뇨로 진단 받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당뇨로 진단받지 않고 인

지하지 못해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에 도움이 된

다.   

  그리고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가구구성형태, 가구구

성형태를 이룬 기간 고려없이 현재의 가구구성형태에 따른 당뇨여부를 연구하

였다. 과거 가구구성형태를 이룬 기간이 현재 가구구성형태를 이룬 기간보다 

길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cross-sectional 연구 디자인의 한계로 

causal relationship을 확인할 수 없다. 셋째, 당뇨 진단 기준으로 정한 공복

혈당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공복혈당을 이용한 진단 방법의 경우 검사를 

위해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공복을 정확하게 유지한 상태로 검사를 받

았는지 확인이 어렵고 오히려 공복혈당이 126mg/dL 미만인 사람들에게서도 

당뇨병 발생의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Tirosh et al., 2005; 

Nichols et al., 2008). 또한 공복혈당을 사용한 진단방법은 동양인과 같이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민감도가 낮아 사용되고 있지 않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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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고 나아가 공복혈당 결과수치만을 사용한 진단방법은 비만도가 높거나 노

령군에서 역시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조남

한, 2005). 

5.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에서는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의 가구구성형태에 따른 당뇨여

부를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독거 가

구구성형태의 증가가 질환(당뇨) 발생과 관련이 깊을 것이라 가정했기 때문이

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 중 남성 독거 가구

구성형태의 사람 또는 건강습관이 좋지 않은 독거 가구구성형태의 사람, 블루

칼라의 직업을 가진 독거 가구구성형태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당뇨 위험

이 높았다. 

  독거 가구구성형태의 1,365명 중 당뇨가 있을 경우가 86명으로 6.3%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독거의 가구구성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당뇨가 있을 경우

가 높았다(P<.0001). 이러한 독거 가구구성형태의 사람들 중 남성이 1.58배

로 당뇨 위험이 더 높았고 근력운동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1.60배로 당뇨 

위험이 더 높았다. 또한 현재 흡연중인 사람이 2.05배로 당뇨 위험이 더 높았

고 블루칼라 직업을 가진 사람이 1.65배로 당뇨 위험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

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의 위험인자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는

데 환경적 요인으로는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식생활 등이 있다(Morris et 

al., 1989; Su-Jeong et al., 2017). 당뇨병 전단계의 관련 요인에 대해 분

석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경우 당뇨병 전단계 위험이 높았으며(Kang, 

2015), 흡연은 혈당조절과도 관련이 있었다(Park et al., 2015). 당뇨병의 

진단 당시 약 20%의 환자에서는 이미 당뇨병과 관련된 만성 합병증을 한 가

지 이상 가진 경우가 많으며 특히 당뇨병의 초기 상태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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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당뇨병과 관련된 임상증상들이 없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자신이 당뇨

병을 앓고 있는지 모르고 지내다 당뇨병의 합병증 발생과 더불어 당뇨병이 처

음 진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의 조기 진단은 중요하다(손현식, 

2008).

  연령에 따라서는 만 30-49세의 연령에 비해 만 60-69세의 연령에서 당

화혈색소 7.0% 미만으로 혈당 조절이 더 잘되었는데 이는 노인 연령보다 젊

은 연령에서 혈당 조절이 더 안 되는 결과로 젊은 연령에서 더욱 적극적인 혈

당 조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Eun-Young et al., 2012). 기존 연구 중 50

대 이상보다 미만에서 혈당조절이  더 잘 된다는 연구결과(Khattab  et  al., 

2010)가 있으나, 젊은 연령에서  혈당 조절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들

(Nichols et al., 2000; El-Kebbi  et  al., 2003; Rothenbacher et al., 

2003)도 보고되었다. 또한 30~40대의 젊은 연령층은  본인이 당뇨병인 것을 

모르고 있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진단 당시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알고 있는 경우 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Eun-Young et al., 2012). 

  높은 당뇨병률을 체험한 선진국에서는 당뇨병의 조기진단, 치료, 관리 및 예

방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만 국내의 당뇨병 병인요소 및 유병

률, 발생률은 선진국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나 질환관리 시스템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조남한, 2005). 당뇨병의 치료율을 높이려면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당뇨병과 관련된 약제들

의 투약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치료와 관련된 여러 비급여 항목

을 급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단기적으론 

비용을 요구하나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여 궁극적으론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김신곤, 2008). 

  향후 더 자세한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독거 가구구성

형태의 사람들 중 남성, 근력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현재 흡연중인 사람, 블

루칼라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당뇨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위한 보건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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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마련해야 하며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한 질환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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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결혼 연령의 증가, 이혼율 증가, 노령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독

거 가구구성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가구구성형태의 변화는 빈곤

과 불평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좋지 않은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 소홀로 인해 질환으로 이행할 가능성 역시나 크다. 생활 습관이 미치는 

영향을 받는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퇴행성 관절염 등 여러 가지 만성질환 

중에서도 당뇨병은 특히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식이 생활의 서구화에 따

른 과다한 영양섭취, 운동부족, 스트레스,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의 증

가 등으로 인하여 유병율과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생활 습관을 관리

하고 혈당을 지속적으로 조절한다면 질병 조절이 가능하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관리 소홀로 합병증이 동반된 채로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 연구는 

당뇨로 진단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19세 이상 사람들 중 가구구성형태와 당뇨

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가구구성형태별 적극적인 질환 진단과 예방 및 관

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의 당뇨로 이미 진단받은 사람을 제외한 18,975

명의 국민건강영양조사 DB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구구성형태를 독거,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연령은 19-39세, 40-64세, 65-74세, 

7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이하, 중졸, 고졸이상으로 나누었

고 직업형태는 없음, 화이트 칼라, 핑크 칼라, 블루 칼라로 구분하였다. 당뇨 

진단기준은 당화혈색소 수치 6.5% 이상 또는 공복혈당 126 이상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독거의 가구구성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당뇨가 있을 경우가 높았고 이러

한 독거 가구구성형태의 사람들 중 남성, 건강습관이 좋지 않은 사람(근력운

동을 실천하지 않음, 현재 흡연중임), 블루칼라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당뇨 위험

이 더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남성 또는 블루칼라 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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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가구구성형태 사람들에게 생활습관 개선 등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개입

하여 질환을 조기 진단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이와 관련

된 보건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과거가구구성형태 및 현재가구구성형태를 이룬 기간을 고

려하지 못했고 cross-sectional 연구 디자인의 한계로 causal relationship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당뇨여부의 진단 기준으로 정한 공복혈당의 한계를 고려하

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변수들이 포함된다면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전국 자료를 이용하여 

당뇨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의 가구구성형태에 따라 당뇨여부에 차이가 있다

는 것을 연구했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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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Various social and economic factors have increased 

one-person household. This change of household type can cause the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Also, a disease can be made by a bad 

habit and insufficient health care. Among various kinds of disease, we 

investigated diabetes which can develop significant complications and 

irrevocable results, unless one makes steady health care. Thus, we 

analyzed whether people older than 19 ages get diabetes or not with 

respect to the household type. We excluded the people already 

diagnosed with diabetes. 

Methods: We used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2011-2016 and analyzed 18,975 patients excluding already diagnosed 

with diabetes. In order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ehold type 

and diabetes. We performed chi-square test, logistic regression and 

subgroup analyses. 

Results: There were statistically cases that the people with diabetes 

are one-person household showing 1.53 odds ratio, for the 95% 

confidence interval. Among them, the case for male shows 1.58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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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The case for people having bad habits, especially not to lift 

weight, is 1.60 odds ratio. The case for smokers shows 2.05 odds 

ratio and 1.65 for the blue-collar workers, respectively.

Conclusions: We realized there was difference in unawared diabetes 

with respect th the household type. It is more often if they are 

one-person household, male, and blue-collar workers. Healthcare 

professionals are needed to provide active intervention and consider 

related policies which improve life style for them and the chance of 

early diagnose or prevention for diseases. 

Keywords: household type; one-person household; diabe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