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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제1형 당뇨병은 외부로부터 인체에 침입한 바이러스에 대한 자가면역 반응

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여타 당뇨병과는 원인 및 기전이 다르나, 국내에

서는 낮은 유병률과 질병에 대한 이해도로 인해 치료 환경이 열악하다. 제1

형 당뇨병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거의 혹은 전부 멸실되어 혈당의 승

강이 급격하며 이로 인해 저혈당은 물론 만성 합병증과 사망 위험이 높은 질

환이다.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혈당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해 발생

하는 경제적 비용 또한 높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해외 주요국과 달리 건강

보험을 통한 비용 보전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는 저소득층 환자의 혈당 관리

실패에 대한 우려를 높인다.

이 연구는 국내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만성 합병증 발생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보건의료 정책 도입의 필요

성을 제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

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로 선정한 조사

기간 동안 제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 중 진단 당시 주요 만성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았던 5,127명을 대상으로 합병증의 신규 발생 여부와 시기를 통해

합병증 발생 위험비를 산출했다.

독립변수로는 성별을 비롯해 혈당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연령, 거주지역, 건강보장 유형 등을 선정했다.

종속변수로서의 합병증군에는 말초혈관질환, 신질환, 안질환 등 당뇨병과 인과

관계가 확증된 주요 합병증들을 포함시켰다. 통계 분석 방법으로는 콕스 비

례위험 모형이 사용됐으며 카플란-마이어 생존 곡선을 그려 소득수준별 합병

증 발생 위험의 차이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발생 위험은 전반적으로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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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관성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선정한 합병증이 하나 이상 발

생할 위험비를 산출했을 때 저소득층 남성(HR=1.21, 95% CI: 1.02-1.43)과 저

소득층 40대(HR=1.38, 95% CI: 1.03-1.86), 저소득층 50대(HR=1.31, 95% CI:

1.03-1.66)에서 같은 성별 및 연령대의 고소득층 환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 거주지역별로는 소도시 및 농촌지역이 수도권과 비교해 발생

위험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HR=1.11, 95% CI: 1.01-1.23).

또한 이 연구에서 정한 독립변수로 층화분석한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저소득

층 환자가 고소득층에 비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경향성이 있었다. 말초

혈관질환의 발생 위험비에 대해 독립변수별로 층화시켜 분석했을 경우 저소득

층 환자의 위험비가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으며 신질환의 경우 소득수준간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질환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남성

(HR=1.34, 95% CI: 1.08-1.67)과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HR=1.60, 95% CI:

1.10-2.3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발생 위험비가 확인되었으며, 낮은

소득수준에서 위험비가 상승하는 경향은 성별과 거주지역 등과 무관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저소득층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만성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환자의 혈당 관리에 있어 경제적, 시간적 여력의

부족이 장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소득수준 등 사

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적절한 혈당 관리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핵심단어: 제1형 당뇨병, 합병증, 소득수준, 위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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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제1형 당뇨병은 외부로부터 인체에 침입한 바이러스에 면역 체계가 반응하

는 과정에서 인슐린 분비를 관장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하면서 인슐린만

선택적으로 결핍되는 질환이다. 발생 인자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유전

적 감수성과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바이러스 감염 등 요인들이 결합되어 나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neman, 2006).

제1형 당뇨병은 가장 흔히 유발되는 제2형 당뇨병과 다르게 청소년 혹은

영유아에게서도 자주 발현되는 특성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소아 당뇨병”으로

통칭되고 있지만, 다른 유형의 당뇨병과 그 발생 원인과 기전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제1형 당뇨병을 소아 및 청소년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제2형 당뇨병

까지를 포함하는 소아 당뇨병과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많

은 경우 제1형 당뇨병은 제2형 당뇨병과 혼동되어, 국내에서는 제1형 당뇨병

의 경우 임상의들이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못해 환자들이 제2형 당뇨병 환자

처럼 관리되는 것이 현실이다(진상만과 김재현, 2014).

제1형 당뇨병 환자는 급격히 고혈당 혹은 저혈당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 및 당뇨병과 관련된 사망의 위험 역시 제2형 당뇨병에 비해 낮지

않다. Eppens 등(2006)의 연구는 18세 이하의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유

병률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거나 비슷하다고 진술한다.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뇨병 유형과 발생기전을

막론하고 적극적인 혈당 관리가 중요하며, 합병증 발생과 적극적인 혈당 관리

의 상관 관계는 제1형 당뇨병의 경우에도 유효함을 1993년 Lancet을 통해 발

표된 The Diabetes Control and Clinical Trial (DCCT) 등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혈당 관리가 잘된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에서 제1형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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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신질환 발생률이 낮춰졌다는 연구도 있다(하성규, 2005).

제1형 당뇨병 등 인슐린 의존성이 심각한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법이 발

전함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 또한 상승하고 있다(Laing et al., 2005). 따라서

공보험 등 정책적인 비용 보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 환자의

혈당 관리가 실패할 우려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Secrest 등(2011),

Daneman(2006), Deladoey 등(2013)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합병증 발생률 혹은 사망률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특히 Deladoey 등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아지는

역선형 관계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 환자에 대해 혈당

관리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상당수는 제1형 당뇨병을 비롯한 중증 당뇨병 환자의 혈당 집

중관리를 돕기 위해 적격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GM)과 인슐린 펌프 등 혈당관리 의료기기의 비용을 공

보험 혹은 별도 기금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각국 정부 및 공보험 기관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확인한 결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호주, 일

본, 대만 등이 공보험 재정 혹은 별도 기금을 통해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

펌프의 본체 및 소모품 구입 비용을 전액 혹은 상당 부분 지원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와 금액은 선진국과

비교해 제한적이다.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측정과 인슐린 주입 등 혈당

관리 의료기기가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1년으로 (진상만과

김재현, 2014), 2018년 6월 현재 환자는 일반 주사기와 펜형 주사기, 주사침,

자가혈당 측정 시험지 등에 대해서만 6개월간 최대 45만원 혹은 실제 구입비

용의 90퍼센트 중 낮은 금액에 대한 보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나마 정부가 급여를 위해 책정한 예산인 150억원의 10분의 1 수준만

환자들에게 실제 지급되고 있는데(한국소아당뇨인협회, 2017) 이는 홍보 부족

과 복잡한 청구 절차, 환자들의 등록 기피 등이 이유로 추정된다. 또한 CGM

이나 인슐린 펌프 등 고가의 최신 의료기술은 현재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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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7년 11월 14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혈당 관리 의료기기 사용

에 대한 높은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는 현실을 비롯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CGM과 인슐린 펌프 등 최신 고가 혈당관리 의료기기와 소모품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를 포함하는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책

은 재학현황 관리 및 보호인력 확충,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 내 보호활동 지원,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 지원 확대, 소아당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 등이 포함된 4대 개선방안과 14개 개선조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대책 이전의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소득 수준과 혈당 관리 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은, 향후 치료재료 관련 보장성 강화 시행의 정책 성과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근거로서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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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 코호트(cohort)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국내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만성 합병증 발생 위험과 주요 사회경제적 변수 중

하나인 환자 혹은 환자 가족의 소득 수준과의 연관성 여부를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만성 합병증 발생과 연관성을 가지는 요인을

확인한다.

둘째.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소득수준이 주요 만성 합병증 발생 위험과 연

관성을 가지는지 확인한다.

셋째.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소득수준과 만성 합병증 발생 위험간의 연관성

을 성별, 거주지역, 연령, 건강보장 유형 등 요소로 층화분석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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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제1형 당뇨병과 합병증

당뇨병은 노령, 생활습관, 유전적 소인 등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며,

발생 기전에 따라 크게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기타 당

뇨병 등으로 나뉜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 가장 흔히 나타나는 제2형 당뇨병

과 달리 바이러스의 침입에 대한 인체 면역반응이 인슐린 분비를 관장하는 췌

장 베타세포를 파괴하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제1형 당뇨병은 비만과 노령 등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위험인자와

연관성이 매우 낮으며, 이는 Evans 등(2002)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스코틀랜드 테이사이드(Tayside) 지역 거주자 중 792명의 제1형 당뇨병 환자

와 5,474명의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조사한 결과, 세부 지역별로 비만인구와 제

2형 당뇨병 유병률은 비례하는 반면 체질량지수(BMI)의 상승과 제1형 당뇨병

유병률 사이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의 전체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수는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으나 그 발

생률이 1퍼센트 미만으로 추정된다. 전국 15세 미만 소아 청소년에서 1995년

부터 2000년까지의 연간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36명이었다(진상만과 김재

현, 2014). 일반 인구에서 발병률은 약 0.3퍼센트며 가족 중 제1형 당뇨병 환

자가 있는 경우 위험도가 3~5퍼센트로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명식과 김

경아, 200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병명 기준 데이터로 볼 때 최대 약 9만8

천명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이는 전(前)당뇨 단계까지를 포함한 국내 당뇨병

환자의 약 2퍼센트에 해당된다.

해외의 경우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비중이 전체 당뇨병 환자의 약 5~10퍼센

트 전후(Daneman, 2006)에 이르는 것에 비춰 상대적으로 국내 제1형 당뇨병

의 유병률과 전체 당뇨병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실제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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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간에 발생률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Daneman (2006)에

따르면 18세 이하에서 제1형 당뇨병 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중국(10만명

당 0.57건)이었으며 영국(18~20건), 핀란드(48~49건) 등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

다. 동서양간에 유전학적 소인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확증된

바는 없다. 다만 영국으로 이주한 남아시아 출신 아동에서 같은 지역에 거주

하는 백인 아동과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는 환경

적 요소와의 인과관계를 의심하게 한다.

당뇨병은 그 유형과 상관없이 합병증이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리 목표가 혈당의 적정 유지라는 점은 동일하다. 합병증의

종류 또한 서로 유사하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크게 급성 합병증과 만성 합병

증으로 나뉜다. 급성 합병증은 당뇨병성 케톤산증, 저혈당 등이 해당되며 만

성 합병증은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다시 나뉜다. 대혈관 합

병증에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질환 등 심혈관질환이나 심부전 등 심

장리듬질환,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등이 있다. 미세혈관 합병

증은 크게 신질환, 안질환, 신경계 질환, 족부병변 등을 포함한다(차봉연,

2002). 급성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슐린 주입이 보편화되고 응급약제

인 글루카곤 등이 도입되면서 감소했지만 만성 합병증은 여전히 환자의 사망

과 관련이 되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다(이명식과 김경아, 2009).

호주 Juvenile Diabetes Research Foundation는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은 당

뇨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신부전의 위험이 4배 정도 높고, 심장질환의 경우

위험이 10배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환자의 4명 중 1명은 불안감과 우울증

을 경험하며 5명 중 1명은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한다. 1형 당뇨병을 가진 상

태로 30년을 생존한 환자들의 경우 47퍼센트가 망막증을, 17퍼센트가 신경병

증을, 14퍼센트가 심혈관(혹은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 정신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종종 보고되는데, 제1형 당뇨병을 가진 소아 청소년 환자에서

혈당 관리가 부진할 경우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

구가 있다(Daneman, 2006). 제1형 당뇨병 자체가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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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갑상선, 부신 및 기타 장기에서 자가면역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신

충호, 2002).

많은 연구들이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제2형 당뇨병보다 높

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제1형 당뇨병은 베타세포의 기능이 거의 혹은 전

혀 없어지면서 혈당 조절을 위한 인슐린 분비기능이 매우 약하거나 완전히 사

라진 상태로 정의된다. 따라서 혈당이 매우 급격히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다

(United Kingdom National Health Service, 2014). 이러한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미국의 경우 제1형 당뇨병 환자의 70~80%가 혈당 조절에 실패하고 있

었다(Munshi et al, 2011).

Eppens 등(2006)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제1형 당뇨병 및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유병률을 본 결과 안질환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20% vs. 4%) 말초혈관질환(27% vs. 21%)과 신경병증(61% vs.

57%) 등 주요 합병증의 유병률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만 미세알부민뇨

(6% vs. 28%)와 고혈압(16% vs. 36%) 등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더 자주

확인되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hypoglycemia)으로 인한 부담도 크다. 저혈

당은 실신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상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1주일에 2회 가량의 저혈당을 경험한다. 과도한 발한, 피로감, 어

지럼증 등이 그 증상이며 심한 경우 발작, 의식상실,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McCrimmon & Sherwin, 2010). 당뇨와 연관된 사망의 33퍼센트 가량은 저

혈당을 포함하는 급성 합병증의 결과라는 연구도 있다(Orchard, 1990).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재생불능성 저혈당(disabling hypo)도 자주 유발되는데, 영국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는 재생불능성 저혈당을 재

발 우려가 있는 반복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저혈당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증상이 감지되지 않은 야간 저혈당(nocturnal hypo)의 경우 수면중 사망 증후

군(Death in Bed Syndrome)과도 연관이 있다. 환자가 어릴 경우 야간 저혈

당을 대비해 부모나 가족이 밤을 새워 환자의 혈당을 체크하고 이상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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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가족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Brunton, 2007).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뇨병 유형과 발생기전을

막론하고 적극적인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 합병증과 혈당 간의 상관관계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다. UK Prospective Diabetes Study

(UKPDS) Group (1998)의 연구에 따르면 당화혈색소가 1% 포인트 내려갈 때

마다 뇌졸중, 심장질환, 안질환, 신장질환 등 합병증 발생률이 40% 가량 줄어

든다. 제1형 당뇨병 환자 대상의 대표적 연구인 미국의 The Diabetes

Control and Clinical Trial (DCCT)에서도 강화된 인슐린 요법을 통해 미세혈

관 합병증 발생률을 줄이거나 합병증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차봉연, 2002). DCCT는 1,441명 환자 대상의 다기관 (북미 29개 의료기관

과 8개 연구소) 무작위 배정 연구로, 1983년부터 환자 모집을 시작해 1992년

까지 추적 연구가 진행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평균 6.5년간의 추적연구 결

과 미세혈관 합병증에 있어 집중 치료군이 일반 치료군에 비해 발현률이

26~63%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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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형 당뇨병과 혈당관리

제1형 당뇨병은 일단 베타세포 파괴 과정이 시작되면 이를 시각적으로 확

인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다.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성

또한 없으며,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식사량과 활동량에 따라 외부로부터 인

슐린을 주입하는 것이 사실상 제1형 당뇨병의 유일한 관리법이다. 제1형 당

뇨병의 예방이나 진행 억제, 치료 등을 위한 췌장 소도 이식(islet

transplantation),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줄기세포 연구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공인된 치료법으로 자리잡지 못한 상태다(이명식과 김경아, 2009).

제1형 당뇨병의 관리 방법은 크게 정확한 혈당 측정과 혈당치에 부합하는

적정량의 인슐린의 적시 투여로 나눠 볼 수 있다.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이 과정을 발병 시점부터 평생 동안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Deladoey,

Henderson, Geoffroy, 2013). 의료진과 환자는 혈당치의 오르내림의 폭과 변

화 추이를 잘 이해해야 하며,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인슐린의 작용을 돕거나 외

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하는 등 혈당 관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제1형 당뇨

병 환자의 혈당 관리법으로 다회 인슐린 요법, CGM, SAP 등 의료기기 사용

과 구조적인 환자 교육 프로그램이 유효하다는 사실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증

명되고 있다 (진상만과 김재현, 2014).

가장 기본적인 혈당 측정법은 자가혈당측정(Self Monitoring of Blood

Glucose)이다. 손끝을 바늘로 찔러 미량의 혈액을 채취하고, 검사용 시험지를

통해 혈당치를 읽어낸다.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증도와 관계없이 일생 동안 시행해야 하는 측정법이다. 당뇨병이 심각하게

진행된 환자나 췌장 기능이 매우 약화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의 변

화가 커서 자가혈당측정법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다. 연속혈당측정(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GM)은 5분 단위로 혈당치를 읽어 들여, 혈당 등락이 심

한 제1형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의존성이 심한 당뇨병 환자에게 권장되는 혈

당 측정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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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주입방법은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multiple daily injection)과 인슐

린 펌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 주입은

혈당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며,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그 중증도에 따라

주입 빈도가 달라진다. 인슐린 펌프를 활용한 인슐린 주입은 다회 인슐린 주

사요법에 비해 주삿바늘을 통한 인슐린 주입 횟수를 줄여 환자의 편의성을 높

여 주며, 여러 연구를 통해 당화혈색소 관리 등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도 증명되고 있다. 여기에 연속혈당측정 기능을 통한 혈당 감지 기능에

상응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인슐린 펌프(sensor-augmented insulin pump,

SAP)를 활용한다면 더욱 생리적인 혈당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aneman, 2006; 이명식과 김경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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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합병증의 연관성

제1형 당뇨병의 발생 기전의 차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제1형 당뇨

병의 발병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vans 등(2002)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결핍이 심한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비

만의 증가와 함께 제2형 당뇨병 유병률 또한 1.6배 가량 높았으나 제1형 당뇨

병 유병률은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췌장 베타세포의 거의 완전한 멸실로 인해 혈당의 승강이 급격하여

특히 면밀한 혈당 모니터링과 조절을 위해 많은 의료자원이 소모되어야 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환자의 목표 혈당 달성과 연관

성이 있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들이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합병증 및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

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Hassen 등(2006)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가 우수했으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혈당 관리의 부진과 연관성

이 있다고 말했다. Gallegos-Macias 등(2003)은 아동 및 청소년 제1형 당뇨

병 환자의 인종간 혈당 관리 현황을 비교한 연구에서, 히스패닉 환자들이 비

(非)히스패닉 계열 백인 환자들에 비해 당화혈색소 수치가 평균 0.45%

(p=0.02) 높았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인종간 차이라기보다는 히스

패닉 환자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데 기인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아동 및 청소년 환자에서 혈당 관리가 부진하고 당뇨병성

케톤산증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Daneman, 2006)

사회경제적 요인 가운데 특히 소득수준이 목표혈당 달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술 발전을 통한 연속혈당측정기 등 새로운 혈당

관리법의 등장과 함께 제1형 당뇨병 환자 혈당의 집중관리를 위한 소요비용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Secrest 등(2011)은 사회경제적 요인 가운데서 교육

수준과 더불어 소득이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사망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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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Deladoey 등(2013)은 가구 소득과 제1형 당뇨병을 가진 아동 환자의

대사 관리가 역관계(negative linear association)를 형성한다는 연구결과를 발

표했다. 같은 연구에서 성인 환자의 경우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합

병증 유병률이 높아지는데 특히 연소득이 15,000달러가 증가할수록 당화혈색

소(HbA1c) 수치는 0.1퍼센트 감소함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 환자에 대해 혈당 관리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으로 인해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자주 나타나는

응급상황의 빈도 역시 소득수준과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Booth

등(2003)이 진행한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에 기인한 응급상황으로 입원

할 확률은 소득수준 하위 20%의 환자가 상위 20%에 비해 44% 높았다. 입원

경험 환자의 인당 재입원 경험횟수 또한 하위 20%의 환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1.9 vs 1.6). 연구진은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적정치료 즉 혈당 관리가 부

진했던 것이 이러한 의료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소득수준과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발생을 중

심으로 한 건강 상태의 격차의 연관성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1

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측정과 인슐린 주입을 위한 치료재료 구입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것은 2011년부터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

입기 등 집중적인 혈당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 왔다.

이들 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2018년 하반기 소모성 재료를 시작으로 순

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환자 입장에서 고비용 구조는 당분간 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

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과 합병증 발생 간의 연관관계를 규명한 연구

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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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의 설정

이 연구는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환자 가족 즉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환

자 본인이나 부양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발생 위

험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했다. 연구를 위해 2014년 발행된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표본 코호트(cohort)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환자

가 요양기관에 방문해 진단 및 진료를 받고 요양급여가 청구된 자료가 포함되

어, 질환별 유병률과 조사기간 중 발생 여부 등을 볼 수 있는 국가 통계자료

다. 전 국민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는 총인구 대비 약 2.2%의 대상자를 무작

위 표집한 데이터로, 1백만명을 넘는 표본을 보유해 통계 분석에 유용하다.

표본집단은 특정 질환군이 분석 기간인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주부상병명

이 E-10인 제1형 당뇨병 환자로 새로이 진단되면서 진단 당시 종속변수로 지

정된 합병증이 한 가지 이상 확인되지 않은 환자에 한정했다. 제1형 당뇨병

이 포함된 복합상병명을 가진 환자 역시 제외했는데, 복합상병명을 가진 환

자의 경우 데이터 상에서 각각의 질병 발현의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

거가 없기 때문이다. 상병명 분류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 7차 개정

판을 따랐으며, 분석 대상자 수는 5,127명이다. 소득 수준은 공단 코호트 데

이터의 소득수준 11분위를 하위(0~3분위), 중위(4~6분위), 상위(7~10분위)로 각

각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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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에 사용한 변수와 정의

종속변수로서의 합병증은 제1형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 중 대혈관 합병증으

로는 말초혈관질환, 미세혈관 합병증으로는 신질환과 안질환에 한정했다. 대

혈관 합병증의 경우 UKPDS와 Orchard 등(2003)의 연구 결과는 적극적인 혈

당 관리와 관상동맥질환(CAD) 발병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

음을 보여 주고 있다. 미세혈관 합병증의 경우 신경병증은 그 범위와 증상이

매우 방대하고 환자가 증상을 인지하지 못해 충분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는 현

실을 고려해 제외했다. 저혈당으로 대표되는 급성 합병증의 경우도 요양기관

에서의 검진 및 진단사실에 기반하는 공단 코호트 데이터의 속성상 발생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역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환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저혈당의 빈도가 높으며, 실제 진단 시점에는 혈당치가 정상

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말초혈관질환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I79), 신

질환은 투석을 포함한 치료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Z49)을

비롯한 12개 질병, 안질환은 당뇨병성 망막병증(H36.0)을 선정했다(Table 1).

또한 이 세 합병증군을 모두 포함하는 ‘모든 합병증’을 종속변수에 추가했다.

독립변수는 성별과 거주지역, 연령, 건강보장 유형(부양자와 피부양자)으로

정했다. 거주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포함), 광역시(인천 제외), 기

타 지역(소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했으며 제1형 당뇨병 혈당 관리에 있어 전

문의의 질병에 대한 이해도와 환자 교육 프로그램 등 의료 인프라가 많은 영

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했다. 연령은 30세 미만과 7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는 10년 단위로 구간을 나눴으며, 특정 연령대나 사회적 활동 반경이

소득수준에 따라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건

강보장 유형은 경제활동 여부가 혈당 관리와 합병증 예방 및 진행 지연을 위

한 노력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해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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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Disease

classification
code

Disease entity

Peripheral circulatory
complication I79

Dysfuction of artery, arteriole and
capillary from elsewhere classified
diseases

Renal complication

Z49 Care involving use of treatment
including dialysis

Z99.2 Dependency on kidney dialyzer

T82.4 Mechanical complication of
hemodialysis catheter

Z94.0 Kidney transplant

T86.1 Failure and rejection of renal
transplantation

N17 Acute renal failure

N18 Chronic renal disease

N19 Unspecified renal failure

N08.3 Glomerular dysfunction from
diabetes

N04.9 Unspecified nephritic syndrome

N26 Unspecified renal atrophy

N28.9 Unspecified dysfunction of kidney
and ureter

Retinopathy
complication H36.0 Diabetic retinopathy

Table 1. Diabetes complications selected as 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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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건강보험공단 코호트에 등록된 환자 가운데 2003년 기준으로 제1형 당뇨병

이외에 종속 변수로 정한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의 만성 합병증 발생여부를

2013년까지 10년간의 데이터에서 확인했다.

통계 분석 방법은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

용, 다수의 독립 변수에 있어 흥미 변수인 소득 수준이 각각의 합병증 그룹은

물론 전체 합병증의 발생 위험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P값이 <0.05

일 경우 유의한 것으로 해석했으며, 통계 분석을 위해 SAS 통계 소프트웨어

9.4버전을 사용했다.

각 변수별로 저소득층에 대한 비교군의 합병증 발생 위험비(hazard ratio)를

결과값으로 했으며, 카플란-마이어 생존 곡선을 통해 각 소득 분위별로 합병

증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환자의 수를 확인해 그 결과가 소득 수준 간에 유

의하게 다른지를 보았다. 또한 소득수준을 비롯한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값에

따라 합병증 위험도와 연관성을 가지는 지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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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대상자는 제1형 당뇨병 최초 진단시점을 기준으로 이 연구가 종

속 변수로 정한 말초혈관질환, 신질환, 안질환 중 어떤 질환도 확인되지 않았

던 5,127명의 환자로 한정했다.

소득수준별로는 하위 996명, 중위 2,187명, 상위 1,94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합병증 발생을 배제한 조사대상 기간 동안의 단순비교에

서는 소득수준 간에 합병증 발생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

령별로는 30세 미만 395명, 30대 474명, 40대 951명, 50대 1,284명, 60대 1,217

명 그리고 70세 이상 80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합병

증 발생률이 말초혈관질환, 신질환, 안질환, 그리고 ‘모든 합병증’을 포함하는

모든 종속변수에서 유의하게 상승했다(p<0.0001).

남성은 2,635명, 여성은 2,492명이었으며 조사대상 기간 동안 만성 합병증의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당한 차이(41.5% vs. 38.8%)를 나

타냈다. 건강보장 유형에 따른 비교에서 합병증 발생률 차이는 크지 않았다

(부양자 40.9% vs. 피부양자 39.6%) 거주지역별로 보았을 때는 소도시와 농

어촌 등 기타지역의 합병증 발생률(42.1%)이 광역시(39.9%)와 수도권(38.9%)

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Charlson comorbidity index로 환자군을 분류한 경우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상병이 많을수록 합병증 발생률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으

며, 이 추세는 모든 종속변수에서 동일했다(p<0.0001). 또한 제1형 당뇨병

발병시점이 이를수록 즉 유병기간이 길수록 모든 종속변수에서 합병증 발생률

은 높아졌다(<0.0001). 대표적으로 ‘모든 합병증’의 경우, 2003년에 진단받은

환자의 발생률(14.3%)이 2013년에 진단받은 환자의 발생률(6.1%)보다 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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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반적으로 유병기간에 비례해 발생률이 상승했다. 장애유무는 장애가 있

는 경우에 수치상 대체로 합병증 발생률이 높았으나, 말초혈관질환의 경우(비

장애인 20.5% vs. 장애인 25.9%, p=0.0058)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Table 2).

카플란-마이어 생존 곡선을 통해 소득수준 간 합병증 발생 위험을 비교한

결과, 모든 종속변수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생존율이 떨어지는 패턴을 보

였다. 특히 “모든 합병증”(p=0.0049, Figure 1)과 안질환(p=0.0006, Figure 4)

의 경우 소득수준간 생존율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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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he onset of complications

All complications (N=5,127) Peripheral circulatory complications Renal complications Retinopathy complications

No
(N=3,066)

Yes
(N=2,061) p-

value

No
(N=4,048)

Yes
(N=1,079) p-

value

No
(N=4,353)

Yes
(N=774) p-

value

No
(N=3,882)

Yes
(N=1,245) p-

value
N (%) N (%) N (%) N (%) N (%) N (%) N (%) N (%)

Income 0.1672 0.6525 0.4122 0.0363

Low income 570 57.2 426 42.8 776 77.9 220 22.1 850 85.3 146 14.7 723 72.6 273 27.4

Middle income 1,328 60.7 859 39.3 1,735 79.3 452 20.7 1,869 85.5 318 14.5 1,669 76.3 518 23.7

High income 1,168 64.3 776 39.9 1,537 79.1 407 20.9 1,634 84.1 310 16.0 1,490 76.7 454 23.4

Age group <.0001 <.0001 <.0001 <.0001

under 30 277 70.1 118 29.9 349 88.4 46 11.7 343 88.6 52 13.2 322 81.5 73 18.5

30 to 39 309 65.2 165 34.8 401 84.6 73 15.4 421 88.4 53 11.2 373 78.7 101 21.3

40 to 49 569 59.8 382 40.2 744 78.2 207 21.8 798 83.1 153 16.1 710 74.7 241 25.3

50 to 59 743 57.9 541 42.1 999 77.8 285 22.2 1,082 83.5 202 15.7 951 74.1 333 25.9

60 to 69 657 54.0 560 46.0 899 73.9 318 26.1 1,015 82.4 202 16.6 874 71.8 343 28.2

70 or over 511 63.4 295 36.6 656 81.4 150 18.6 694 86.7 112 13.9 652 80.9 154 19.1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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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0.0580 0.0401 0.3214 0.2515

Male 1,542 58.5 1,093 41.5 2,050 77.8 585 22.2 2,224 84.4 411 15.6 2,014 76.4 621 23.6

Femlae 1,524 61.2 968 38.8 1,998 80.2 494 19.8 2,129 85.4 363 14.6 1,868 75.0 624 25.0

Type of
insurance 0.3675 0.1996 0.4835 0.6582

Supporter 1,404 59.1 971 40.9 1,856 78.2 519 21.9 2,007 84.5 368 15.5 1,791 75.4 584 24.6

Dependent 1,662 60.4 1,090 39.6 2,192 79.7 560 20.4 2,346 85.3 406 14.8 2,091 76.0 661 24.0

Residential area 0.1340 <.0001 0.1852 0.8421

Capital area 1,360 61.1 867 38.9 1,821 81.8 406 18.2 1,877 84.3 350 15.7 1,689 75.8 538 24.2

Metropolitan
area 736 60.1 489 39.9 958 78.2 267 21.8 1,060 86.5 165 13.5 920 75.1 305 24.9

Rural area 970 57.9 705 42.1 1,269 75.8 406 24.2 1,416 84.5 259 15.5 1,273 76.0 402 24.0

Charlson
Comorbidity
Index

<.0001 <.0001 <.0001 <.0001

None 320 82.9 66 17.1 356 92.2 30 7.8 379 98.2 7 1.8 345 89.4 41 10.6

one 371 80.7 89 19.4 411 89.4 49 10.7 452 98.3 8 1.7 411 89.4 49 10.7

two 411 68.7 187 31.3 520 87.0 78 13.0 538 90.0 60 10.0 495 82.8 103 17.2

three or
more 1,964 53.3 1,719 46.7 2,761 75.0 922 25.0

2,98
4 81.0 699 19.0 2,631 71.4 1,052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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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ence of
disability 0.2481 0.0058 0.2334 0.7742

No 2,776 60.1 1,845 39.9 3,673 79.5 948 20.5 3,933 85.1 688 14.9 3,502 75.8 1,119 24.2

Yes 290 57.3 216 42.7 375 74.1 131 25.9 420 83.0 86 17.0 380 75.1 126 24.9

Diabetes onset
year <.0001 <.0001 <.0001 <.0001

2003 267 36.5 465 63.5 451 61.6 281 38.4 532 72.7 200 27.3 413 56.4 319 43.6

2004 279 49.5 285 50.5 397 70.4 167 29.6 443 78.6 121 21.5 384 68.1 180 31.9

2005 287 51.6 269 48.4 422 75.9 134 24.1 441 79.3 115 20.7 391 70.3 165 29.7

2006 250 55.0 205 45.1 336 73.9 119 26.2 385 84.6 70 15.4 339 74.5 116 25.5

2007 294 57.3 219 42.7 386 75.2 127 24.8 444 86.6 69 13.5 405 79.0 108 21.1

2008 260 59.2 179 40.8 345 78.6 94 21.4 388 88.4 51 11.6 327 74.5 112 25.5

2009 267 67.8 127 32.2 346 87.8 48 12.2 345 87.6 49 12.4 315 80.0 79 20.1

2010 201 71.0 82 29.0 251 88.7 32 11.3 262 92.6 21 7.4 235 83.0 48 17.0

2011 359 71.2 145 28.8 452 89.7 52 10.3 448 88.9 56 11.1 434 86.1 70 13.9

2012 314 83.5 62 16.5 357 95.0 19 5.1 358 95.2 18 4.8 342 91.0 34 9.0

　 2013 288 92.6 23 7.4 　 305 98.1 6 1.9 　 307 98.7 4 1.3 　 297 95.5 14 4.5 　

TOTAL 3,066 59.8 2,061 40.2 　 4,048 79.0 1,079 21.0 　 4,353 84.9 774 15.1 　 3,882 75.7 1,245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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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49

Figure 1. Kaplan-Meier Curve of 'all complications'

stratified by income level

p=0.1373

Figure 2. Kaplan-Meier Curve of peripheral circulatory complications

stratified by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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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403

Figure 3. Kaplan-Meier Curve of renal complications

stratified by income level

p=0.0006

Figure 4. Kaplan-Meier Curve of retinopathy complications

stratified by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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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변량 분석 결과

먼저 흥미변수인 소득수준을 포함해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합병증 발생 위험

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폈다(Table 3). 저소득층의 합병증 발생 위험비(HR)

는 ‘모든 합병증’에서 고소득층 대비 1.17로 유의하게 높았다(95% CI:

1.04-1.33). 중소득층의 고소득층 대비 위험비는 오히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HR=0.96, 95% CI: 0.87-1.06). 말초혈관질환, 신질환, 안질환

등 각각의 합병증군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서 안질환 위험비(HR=1.30, 95%

CI: 1.11-1.52)를 제외하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 분석에서 30세 미만을 비교 대상으로 했을 때 예상대로 연령대가 높

을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비가 유의하게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모든 합

병증'과 말초혈관질환, 안질환의 발생 위험비는 40대 이상인 경우 30세 미만

에 비해 신질환을 제외하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0

대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30세 미만에 비해 합병증 발생 위

험비의 수치는 높게 나타났다(‘모든 합병증’ 1.21, 말초혈관질환 1.32, 안질환

1.10). 다만 신질환의 경우 연령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남성보다 여성의 '모든 합병증'(HR=0.91, 95% CI: 0.83-0.99)과 신질환

(HR=0.88, 95% CI: 0.79-0.99) 발생 위험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

났으며 건강보장 유형에서는 뚜렷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았다. 거주 지역의

경우 '모든 합병증‘에서 소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수도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 위험비가 높았으며(HR=1.11, 95% CI: 1.01-1.23) 개별 합병증

군을 살펴 보았을 때 말초혈관질환의 발생 위험비만 도농간의 차이가 명확했

다(수도권 대비, 광역시 HR=1.18, 95% CI: 1.05-1.33, 기타지역 HR=1.31,

95% CI: 1.18-1.45).

Charlson comorbidity index로 환자군을 분류해 보았을 때 수치가 2를 넘어

서면서 급격하게 합병증 발생 위험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종속변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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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모든 종속변수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비가 높게 나타

났으며, ‘모든 합병증’(HR=1.15, 95% CI: 1.01-1.30)과 말초혈관질환(HR=1.25,

95% CI:1.09-1.4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26 -

Variables

The onset of complications

All complications
Peripheral circulatory

complications
Renal complcations

Retinopathy

complications

HR 95% CI HR 95% CI HR 95% CI HR 95% CI

Income

Low income 1.17 (1.04 - 1.33) 1.12 (0.94 - 1.33) 0.96 (0.78 - 1.18) 1.30 (1.11 - 1.52)

Middle income 0.96 (0.87 - 1.06) 0.97 (0.85 - 1.11) 0.92 (0.78 - 1.07) 1.00 (0.88 - 1.13)

High income 1.00 1.00 1.00 1.00

Age group

under 30 1.00 1.00 1.00 1.00

30 to 39 1.16 (0.92 - 1.48) 1.32 (0.91 - 1.91) 0.72 (0.49 - 1.06) 1.14 (0.84 - 1.55)

40 to 49 1.12 (0.91 - 1.38) 1.54 (1.11 - 2.14) 0.85 (0.62 - 1.18) 1.13 (0.86 - 1.48)

50 to 59 1.22 (0.99 - 1.50) 1.61 (1.17 - 2.21) 0.83 (0.60 - 1.13) 1.20 (0.92 - 1.55)

60 to 69 1.28 (1.05 - 1.57) 1.80 (1.31 - 2.47) 0.78 (0.57 - 1.07) 1.22 (0.94 - 1.58)

70 or over 1.06 (0.85 - 1.32) 1.43 (1.02 - 2.01) 0.77 (0.55 - 1.07) 0.86 (0.65 - 1.14)

Table 3.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onset of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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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Male 1.00 1.00 1.00 1.00

Female 0.88 (0.79 - 0.96) 0.84 (0.74 - 0.96) 0.89 (0.76 - 1.04) 1.06 (0.94 - 1.20)

Type of insurance

Supporter 1.00 1.00 - 1.00 - 1.00 -

Dependent 1.02 (0.92 - 1.13) 0.98 (0.85 - 1.12) 0.95 (0.81 - 1.12) 0.98 (0.86 - 1.12)

Residential area

Capital area 1.00 1.00 - 1.00 - 1.00 -

Metropolitan area 1.09 (0.97 - 1.21) 1.25 (1.07 - 1.46) 0.88 (0.73 - 1.06) 1.09 (0.94 - 1.25)

Rural area 1.11 (1.01 - 1.23) 1.38 (1.20 - 1.58) 0.98 (0.83 - 1.15) 0.99 (0.87 - 1.13)

Charlson Comorbidity Index

None 1.00 - 1.00 - 1.00 - 1.00 -

one 1.16 (0.84 - 1.59) 1.42 (0.90 - 2.23) 1.00 (0.36 - 2.75) 1.01 (0.67 - 1.53)

two 1.93 (1.45 - 2.55) 1.62 (1.06 - 2.47) 5.65 (2.58 - 12.36) 1.63 (1.13 - 2.34)

three or more 3.08 (2.40 - 3.95) 2.92 (2.02 - 4.22) 10.79 (5.11 - 22.78) 2.73 (1.99 - 3.74)

Existence of disability

No 1.00 1.00 1.00 1.00

Yes 1.16 (1.00 - 1.34) 1.39 (1.15 - 1.67) 1.24 (0.99 - 1.57) 1.13 (0.94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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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etes onset year

2003 1.37 (0.90 - 2.11) 2.15 (0.95 - 4.89) 1.90 (0.70 - 5.18) 1.12 (0.65 - 1.95)

2004 1.03 (0.67 - 1.59) 1.70 (0.75 - 3.88) 1.64 (0.60 - 4.50) 0.82 (0.47 - 1.43)

2005 1.04 (0.68 - 1.61) 1.49 (0.65 - 3.41) 1.79 (0.65 - 4.91) 0.82 (0.47 - 1.43)

2006 1.01 (0.65 - 1.56) 1.69 (0.74 - 3.88) 1.45 (0.52 - 4.02) 0.77 (0.44 - 1.36)

2007 1.07 (0.69 - 1.65) 1.83 (0.80 - 4.20) 1.50 (0.54 - 4.16) 0.72 (0.41 - 1.26)

2008 1.13 (0.73 - 1.75) 1.73 (0.75 - 3.97) 1.55 (0.55 - 4.33) 1.04 (0.59 - 1.83)

2009 0.98 (0.63 - 1.54) 1.08 (0.46 - 2.54) 1.96 (0.70 - 5.48) 0.95 (0.53 - 1.70)

2010 1.01 (0.64 - 1.62) 1.19 (0.50 - 2.87) 1.38 (0.47 - 4.04) 0.96 (0.52 - 1.75)

2011 1.22 (0.78 - 1.90) 1.36 (0.58 - 3.18) 2.50 (0.90 - 6.95) 0.91 (0.51 - 1.63)

2012 1.00 (0.62 - 1.62) 1.05 (0.42 - 2.65) 1.78 (0.60 - 5.29) 0.91 (0.48 - 1.70)

　 2013 1.00 　 - 　 1.0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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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종속변수별로 소득수준에 따른 발생 위험비를 독립변수들로 층화시

켜 살펴 본 결과(Table 4-1, Table 4-2, Table 4-3, Table 4-4), 말초혈관질환

과 신질환, 안질환을 포함하는 ‘모든 합병증’의 발생 위험비는 저소득층 남성

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HR=1.21, 95% CI: 1.02-1.43) 여성

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HR=1.08, 95% CI: 0.90-1.31). 소도시와 농

어촌 지역 저소득층 환자(HR=1.20, 95% CI: 0.97-1.48), 광역시 거주 저소득층

환자(HR=1.11, 95% CI: 0.87-1.41), 수도권 거주 저소득층(HR=1.19, 95% CI:

0.97-1.45) 모두에서 같은 지역 고소득층에 비해 수치상으로 발생 위험비가 높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40대(HR=1.38, 95% CI:1.03-1.86)와 50대(HR=1.31, 95% CI: 1.03-1.66)의 중

장년층이 같은 연령대 고소득층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 위험비가

높았으며 다른 연령대에서도 70대 이상을 제외하면 일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에 비해 발생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득층의 경

우 30대(HR=1.23, 95% CI: 0.85-1.78)와 40대(HR=1.26, 95% CI: 1.00-1.59)를

제외하면 오히려 고소득층보다 발생 위험비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니었다.

저소득층 부양자(HR=1.19, 95% CI: 1.00-1.43)가 고소득층 부양자에 비해,

저소득층 피부양자(HR=1.14, 95% CI: 0.95-1.38)가 고소득층 피부양자에 비해

발생 위험비가 높았지만 중소득층의 경우 건강보장 유형과 무관하게 발생 위

험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건강보장 유형을 통한 층화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독립변수값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저소득층에서 위험비가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으나,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차이는 크지 않거나 중소득층의 발생 위험비가 오히려

낮았다(Table 4-1.).

말초혈관질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위험비는 저소득층에서 확

인되지 않았지만, 여성과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값에서 저소득층

환자는 고소득층 환자에 비해 높은 수치의 합병증 발생 위험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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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70세 이상 중소득층 환자의 말초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비가 고소득층

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HR=0.63, 95% CI: 0.42-0.95) 통계적으로도 유의했

다(Table 4-2). 신질환에서도 중소득층 남성(HR=0.75, 95% CI: 0.60-0.93)과

중소득층 광역시 거주 환자(HR=0.69, 95% CI: 0.49-0.97)의 발생 위험률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것 이외에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Table

4-3). 안질환은 저소득층에서 남성(HR=1.34, 95% CI: 1.08-1.67)과 여성

(HR=1.21, 95% CI: 0.96-1.53) 모두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발생 위험비를 나

타냈으며, 연령, 거주지역, 건강보장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저소득층에서 발생

위험비가 높았다. 특히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 환자(HR=1.38, 95% CI:

1.05-1.41)와 수도권 거주 환자(HR=1.31, 95% CI: 1.02-1.68), 40대(HR=1.60,

95% CI: 1.10-2.33), 피부양자(HR=1.32, 95% CI: 1.04-1.66)의 경우 위험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중소득층의 경우 40대(HR=1.49, 95% CI:

1.10-2.01)를 제외하면 안질환 발생 위험비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Table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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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he onset of all complications

Low income Middle income
High
income

HR 95% CI HR 95% CI HR

Gender

Male 1.21 (1.02 - 1.43) 0.95 (0.83 - 1.08) 1.00

Female 1.08 (0.90 - 1.31) 0.97 (0.84 - 1.13) 1.00

Residential area

Capital area 1.19 (0.97 - 1.45) 0.99 (0.85 - 1.15) 1.00

Metropolitan area 1.11 (0.87 - 1.41) 0.83 (0.68 - 1.02) 1.00

Rural area 1.20 (0.97 - 1.48) 1.03 (0.87 - 1.23) 1.00

Age group

under 30 1.46 (0.87 - 2.47) 0.78 (0.50 - 1.21) 1.00

30 to 39 1.50 (0.90 - 2.51) 1.23 (0.85 - 1.78) 1.00

40 to 49 1.38 (1.03 - 1.86) 1.26 (1.00 - 1.59) 1.00

50 to 59 1.31 (1.03 - 1.66) 0.88 (0.72 - 1.07) 1.00

60 to 69 1.03 (0.81 - 1.31) 0.90 (0.75 - 1.09) 1.00

70 or over 0.88 (0.61 - 1.25) 0.91 (0.69 - 1.19) 1.00

Type of insurance

Supporter 1.19 (1.00 - 1.43) 0.96 (0.82 - 1.12) 1.00

　 Dependent 1.14 (0.95 - 1.38) 0.98 (0.86 - 1.12) 1.00

Table 4-1.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level and the onset of all

complications stratified by gender, residential area, age group and

type or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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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he onset of peripheral circulatory complications

Low income Middle income
High
income

HR 95% CI HR 95% CI HR

Gender

Male 1.16 (0.92 - 1.46) 0.97 (0.81 - 1.17) 1.00

Female 0.99 (0.76 - 1.29) 0.95 (0.77 - 1.16) 1.00

Residential area

Capital area 1.06 (0.79 - 1.43) 1.09 (0.88 - 1.35) 1.00

Metropolitan area 1.10 (0.79 - 1.53) 0.87 (0.66 - 1.14) 1.00

Rural area 1.17 (0.89 - 1.54) 0.93 (0.74 - 1.17) 1.00

Age group

under 30 - - 1.00

30 to 39 - - 1.00

40 to 49 1.16 (0.78 - 1.73) 1.16 (0.85 - 1.59) 1.00

50 to 59 1.18 (0.85 - 1.64) 0.88 (0.68 - 1.15) 1.00

60 to 69 1.26 (0.92 - 1.72) 1.01 (0.79 - 1.30) 1.00

70 or over 0.73 (0.44 - 1.22) 0.63 (0.42 - 0.95) 1.00

Type of insurance

Supporter 1.07 (0.84 - 1.36) 0.88 (0.71 - 1.08) 1.00

　 Dependent 1.11 (0.85 - 1.45) 1.07 (0.89 - 1.28) 1.00

Table 4-2.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level and the onset of

peripheral circulatory complications stratified by gender, residential

area, age group and type or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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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he onset of renal complications

Low income Middle income
High
income

HR 95% CI HR 95% CI HR

Gender

Male 0.94 (0.71 - 1.24) 0.75 (0.60 - 0.93) 1.00

Female 1.00 (0.73 - 1.37) 1.16 (0.92 - 1.47) 1.00

Residential area

Capital area 1.16 (0.84 - 1.59) 1.05 (0.83 - 1.33) 1.00

Metropolitan area 0.82 (0.53 - 1.26) 0.69 (0.49 - 0.97) 1.00

Rural area 0.85 (0.60 - 1.21) 0.91 (0.68 - 1.21) 1.00

Age group

under 30 - - 1.00

30 to 39 - - 1.00

40 to 49 0.98 (0.61 - 1.59) 1.02 (0.71 - 1.47) 1.00

50 to 59 0.96 (0.64 - 1.43) 0.88 (0.65 - 1.20) 1.00

60 to 69 - - 1.00

70 or over - - 1.00

Type of insurance

Supporter 0.99 (0.74 - 1.32) 0.82 (0.64 - 1.05) 1.00

　 Dependent 0.78 (0.56 - 1.10) 1.01 (0.89 - 1.16) 1.00

Table 4-3.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level and the onset of

renal complications stratified by gender, residential area, age group

and type or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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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he onset of retinopathy complications

Low income Middle income
High
income

HR 95% CI HR 95% CI HR

Gender

Male 1.34 (1.08 - 1.67) 0.96 (0.80 - 1.15) 1.00

Female 1.21 (0.96 - 1.53) 1.03 (0.85 - 1.23) 1.00

Residential area

Capital area 1.31 (1.02 - 1.68) 0.98 (0.81 - 1.19) 1.00

Metropolitan area 1.17 (0.86 - 1.60) 0.85 (0.65 - 1.09)

Rural area 1.38 (1.05 - 1.82) 1.12 (0.89 - 1.42) 1.00

Age group

under 30 - - 1.00

30 to 39 1.45 (0.75 - 2.78) 1.14 (0.71 - 1.84) 1.00

40 to 49 1.60 (1.10 - 2.33) 1.49 (1.10 - 2.01) 1.00

50 to 59 1.22 (0.91 - 1.65) 0.80 (0.63 - 1.03) 1.00

60 to 69 - 1.00

70 or over 1.19 (0.73 - 1.92) 1.12 (0.77 - 1.64) 1.00

Type of insurance

Supporter 1.24 (0.99 - 1.56) 0.97 (0.80 - 1.19) 1.00

　 Dependent 1.32 (1.04 - 1.66) 1.01 (0.85 - 1.20) 1.00

Table 4-4.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level and the onset of

retinopathy complications stratified by gender, residential area, age

group and type or insurance



- 35 -

V. 고 찰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전 국민의 인구학적 특성을 잘 반영한 대표성을 지닌 국가 통계

자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것으로, 이를

활용해 각 독립변수별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특정기간 만성 합병증 발생률과

위험비를 파악하고 환자의 소득수준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독립변수로는 성별 이외에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즉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의료인에 의한 주기적인

검진과 상담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이 크다고 판단되는 거주지역, 그리고

주기적 관리의 장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경제 및 사회활동 범위를 반영하는 연

령과 건강보장 유형 등을 포함시켰다. 종속변수는 주요 당뇨병 합병증 가운

데 혈당 관리와 유병률 간 상관관계가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증되었거

나 질병 정의와 진단 기준이 명확한 것을 채택하고자 했다.

건강보험공단 코호트 등록 환자 가운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제1형 당뇨

병으로 진단받았으나 종속변수로 정한 합병증은 진단 당시 없었던 환자를 대

상으로 하여 조사기간 동안 합병증 발생 여부와 시점을 기반으로 발생 위험도

를 산출했다.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통해 독

립변수 값에 따른 그리고 고소득층 대비 합병증 발생 위험비를 측정했으며,

카플란-마이어 생존 곡선(Kaplan-Meier Survival Curve)를 통해 소득수준별

로 합병증 발생 위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연구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발생 위험 혹은 유병률과 소득수준

간의 연관성이나 인과관계를 보기 위한 국내 선행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시간

의 흐름을 반영한 합병증 발생 위험비 측정을 통해 국내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소득수준과 혈당관리 성과 간 연관관계의 편린을 보고자 한 시도였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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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 연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표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상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합병증의 신규

발생을 확인하고 연관성을 유추할 수는 있으나 인과관계의 확증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연구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합상병명을 가진 환

자가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어, 분석 대상 표본 자체가 제한되면서 비뚤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제1형 당뇨병 진단 이후 새로 발생한 질

환이라 해도 여타 기저질환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은 고려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소득수준과 제1형 당

뇨병 합병증 간의 명확한 연관성 나아가 인과관계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합병증군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연구와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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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연구 결과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과

연관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종속변수로서의 각각의 합병증군의 발

생 위험과 소득 수준간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가 있었으나, 카플란-마이어 생존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소득수준과

함께 생존률이 낮아지는 즉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상승하는 최소한의 경향

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중소득층에 비해서도 합병증

발생 위험비가 높고 생존률이 낮은 경향은 뚜렷했다.

말초혈관질환, 신질환, 안질환을 포함하는 ‘모든 합병증’의 발생 위험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특히 저소득층 환자와 고소득층 환자 사이에서 크게 나타

난다. 이러한 경향은 70세 이상 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독립변수 즉

성별, 거주지역, 연령대, 건강보장 유형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낮은

소득수준의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합병

증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Laing 등(2005)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1형 당뇨병의 혈당 관리 비용은 의료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

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Booth 등(2003)은 혈당 측정과 인슐린 주입 등을 위

한 의료기기가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이들 기기로부터 받는 혜

택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면밀한 혈당 관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

력 또한 소요됨을 고려하면, 낮은 소득수준이 혈당 관리에 있어 장해 요인임

을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중소득층 환자의 경우 고소득층 환자의 합병증 발생 위험비와 큰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실제로 환자가 속한 가구의 경제력이 일정 수준을 넘

어선다면 혈당 관리와 합병증 예방 성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엿보

인다. 합병증 발생률이 유의하게 악화되는 소득 수준의 지점과 근거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말초혈관질환의 발생 위험비를 종속변수로 했을 경우에도 저소득층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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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신질환의 발생 위험비는 독립변수별로

결과가 엇갈리고 있으며 오히려 남성과 광역시 거주 환자의 경우 중소득층 환

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위험비가 확인된다. 반면 안질환의 경우

소득수준 대비 상대적으로 위험비 차이가 뚜렷한데, 저소득층의 경우 모든 독

립변수에서 위험비가 높았으며 중소득층에서도 30대와 40대를 중심으로 높은

발생 위험비를 보였다.

안질환 발생 위험과 소득수준 간에 유독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는 것은,

Klein 등(2004)이 밝힌 것처럼 당뇨병 합병증 가운데 안질환이 혈관질환 등

여타 합병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뇨병 발병 초기에 나타나는 속성과 무관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표본집단에서도 안질

환 발생률은 제1형 당뇨병 진단 1년 이내 환자에서 4.5%, 5년 이내 환자에서

13.1%로 말초혈관질환(각각 1.9%와 8.4%) 및 신질환(각각 1.3%와 7.9%)의 발

생률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진단 후 5년을 초과한 환자의 안질환 발생률은

5년 이내 환자의 2.3배인데 반해 말초혈관질환은 3.4배, 신질환은 2.4배로 유병

기간이 길수록 말초혈관질환과 신질환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정한 10년의 분석 기간(2003년부터 2013년까

지)을 연장할 경우 말초혈관질환과 신질환에 대해서도 발생 위험과 변수들간

의 연관성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40~59세)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으나 30대 및 30세 이하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합병증 위험이 상당

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득층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30대와 40대의 위험

비가 같은 연령대 고소득층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제1

형 당뇨병 환자 중 청장년층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특히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Booth 등(2003)은 소득이 낮을

수록 휴무나 탁아의 어려움 등으로 주기적인 외래진찰을 위한 시간 할애가 어

렵다고 보았다. 또한 잦은 혈당 모니터링과 인슐린 적정 주입 등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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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이는 우리 현실에 대입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의 경우 아직 연속혈당측정기나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되기 전이어서, 수입원이 제한적이거나 스스로 가계를 책임지는

청장년층의 경우 집중치료를 포기하거나 혈당관리를 위한 소모성 재료를 제한

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혈당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발생 증가로 이어졌다

는 Daneman(2006)의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혈당 관리 자체를 포기한 상

태의 환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질병으

로 인해 환자 본인이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고용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빈번

하다. 실직 상태의 청장년층이 피부양자 입장에서 가족의 충분한 관심을 받

으며 혈당 관리에 임할 가능성 또한 높지 않아 보인다. 저소득층 환자의 혈

당 관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요구된

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광역시와 농촌 및 소도시 거주 환자에서 수도권 거주

환자에 비해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진상만과 김재현(2014)은 제1형 당뇨병의 목표혈당 달성과 합병증 예

방을 위해 담당 전문의료인과 환자의 질병 및 혈당 관리법에 대한 높은 이해,

체계적인 환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조했다. 환자의 정기적 내원 또한 혈당

관리에 중요하다. 즉 거주지역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건의료체계와 낮

은 치료 접근성 또한 낮은 소득수준과 함께 합병증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소

로 정책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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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제1형 당뇨병은 여타 당뇨병과 다른 발생기전을 가지면서 혈당의 오르내림

이 급격해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 혈당 측정을 위한 노력과 비용이 많이 소

요되며 외부로부터의 인슐린 주입이 유일한 혈당 관리법인 것 또한 환자의 건

강과 삶의 질 개선에 장해요소로 작용한다.

국내의 경우 제1형 당뇨병의 유병률과 전체 당뇨병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낮아 의료인과 정책 입안자 등 이해관계자의 인식이 그간 부족했으며, 적

절한 관리과 치료 혜택을 환자들이 받을 수 있은 보건의료체계가 충분히 구축

되지 않았다.

적절한 혈당관리가 고비용과 직결되는 제1형 당뇨병의 경우, 국내에서 최신

고가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은 특히 저소득층

환자들이 혈당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 소득이 낮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합병증 발생 위험비를 보였으며 이 중 일부 결과에선 통계적 유의

성 또한 확인되었다. 특히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환자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나 경향성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비수도권 거주자 특히 농어촌과 소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합병증 발

생 위험 또한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의 문제로 면밀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득 수준과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간의 보다 명확한 연관성과 인과

관계 확증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정책 개발과 도입

에 있어 소득 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무관하게 환자들이 적정 치료 혜택

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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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between Income Level and Chronic Complication Onset

of Korean Type 1 Diabetes Mellitus Patients

Dae Kwan Ha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Eun-Cheol Park, MD, PhD)

Background: Due to low understandings of type 1 diabetes (T1DM) by

stakeholders inclduing healthcare professionals, the disease is not properly

managed in Korea. Accordingly, financial supports for up-to-date

therapies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relatively poor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The possibility is not excluded that Korea's

low-income T1DM patients may suffer from blood glucose management

failure and resultant higher risk of complications.

Methods: This study investigated into 5,127 T1DM patients from NHIS

cohort database who were first diagnosed between 2003 and 2013 without

complications as dependent variables then. We assessed hazard ratio of

complications including peripheral circulatory diseases, renal diseases and

retinopathy diseases, stratified by income level and 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gender, age, residential area and type of insurance, based on the

onset and timing of complications using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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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level and complication risks were

reconfirmed by Kaplan-Meier survival curve.

Results: In general, low-income T1DM patients in Korea had relatively

higher hazard ratio of diabetic complication onset. For all complications as

independent variables within this study, low-income male patients

(HR=1.21, 95% CI: 1.02-1.43), low-income patients in their 40s (HR=1.38,

95% CI: 1.03-1.86) and 50s (HR=1.31, 95% CI: 1.03-1.66)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 hazard ratio compared to high-income patients.

Conclusions: This study shows that there may be considerable

association between income level and risks of complication onset.

Additionally, lack of access to proper medical services from

economic/social burdens for low-income patients may also trigger failure in

managing blood glucose and higher risks of complication onset. It is

necessary that policies be designed considerate of T1DM patients, with

which they can expect appropriate healthcare services regardless of income

level and socioeconom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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