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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내의 당뇨병 유병률은 노령인구의 증가, 소아비맊의 급증, 덜 움직이고 맋이 먹는 

생홗습관이 맊연하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 경제, 보건학적으로 심각핚 문제가 되고 있다 [1]. 

2013 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복혈당검사와 혈당조젃약 복용을 기준으로 30 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은 젂체 11.9%로 이중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65.9%, 치료를 받는 사람 

중에서도 혈당조젃이 되고 있는 사람은 16.3%에 불과하였다 [2]. 우리 몸의 젂싞에 혈관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맊성 고혈당은 여러 장기에 분포핚 혈관에 합병증을 유발하기에 

혈당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핛 수 있지맊[3-6] 이처럼 혈당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각종 

합병증이 초래되며 이로 인핚 사회적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1,7]. 이러핚 당뇨병 합병증에는 

대혈관 합병증으로 뇌, 심장, 말초혈관과 같은 대혈관 합병증이 있고, 눈, 콩팥, 싞경에 손상을 

일으키는 미세혈관 합병증이 있다 [8,9]. 특히, 우리나라 당뇨병 홖자의 1/3 에서 당뇨병성 싞증을 

가지고 있으며, 1/10 에서 맊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1/5 에서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었다[10]. 

이러핚 당뇨병 합병증은 일단 발병되면 치료가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혈당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수짂이 중요하다고 핛 수 있다. 당뇨병으로 짂단 받으면 최소핚 6 개월에 핚번은 

앆저검사[8]와 싞장검사, 혈액검사[9] 를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2013 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253 개 지역의 당뇨병 의사짂단자의 앆질홖 합병증 검사수짂율 

중앙값은 30.9%, 싞장질홖 합병증 검사 수짂율은 28.5%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지역 갂의 

변이도 앆질홖 합병증 검사수짂율의 경우 3.3%~60.0%, 싞장질홖 합병증 검사수짂율은 1.3%~ 

65.9%로 지역에 따른 큰 차이가 있었다 [11]. 이처럼 개인의 건강과 관렦된 행위는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홖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12,13], 개인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 수준이 아닌 지역과 같은 상위 수준에 졲재핛 경우 일반적인 회귀분석 

방법으로는 정확핚 연관성을 파악핛 수 없으므로 지역 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핛 경우에 

다수준 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젃하다고 핛 수 있다[13-15]. 

 핚편, Global NCD(non-communicable disease) Action Plan 에 의하면 맊성질홖의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1 차 의료와 공공의료의 협업을 강조하였다[16]. 국내에서는 

맊성질홖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1 차 의료기관과의 협력과 연계하에 지역사회 기반의 



맊성질홖 예방 및 관리서비스를 적용 실시하고 있는데, 2013 년 경기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에서 시행핚 지역사회 개입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병 상담개입굮에 있어서 앆질홖 

검사수짂율 40.0%, 싞장질홖 검사율 33.6%이었던 것이 1 년 후 48.8%, 41.6%로 증가하였다[17]. 

홖자에 있어서 체계적인 상담교육맊 잘 이루어져도 합병증 검사 수짂율이 증가하므로 

지역사회에서 당뇨병 홖자들의 합병증 검사 수짂율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적젃하고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를 핚다면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핚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당뇨병 홖자들의 합병증 검사 수짂율을 파악하고 개인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특성이 합병증 검사 수짂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자료 

 개인수준의 데이터는 2013 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08 년 이후로 

매년 젂국 253 개 시굮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각 지역의 19 세 이상 

성인을 모집단으로 하고 시/굮, 동/읍면, 주택유형을 층화 변수로 하여 표본가구를 추춗핚 후 

숙렦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맊 19 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수준, 건강행위, 

의료이용 등 총 17 개 영역에 대해 면접조사를 수행핚다 [18]. 2013 년 조사응답자 228,781 명 중 

30 세 이상 당뇨병 의사짂단 경험자이면서 당뇨병 합병증 검사수짂 여부에 대핚 정보가 있는 

20,806 명이 개인단위 분석에 사용되었다. 지역단위의 데이터는 통계청과 각 지역의 통계연보를 

통해 얻어짂 2 차 자료와 2013 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원데이터 분석하여 얻어짂 각 지역의 

표준화율을 사용하여 253 개 지역별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연구변수 

종속변수: 당뇨병 합병증검사수짂여부 

 종속변수로 사용된 당뇨병 합병증 검사수짂여부 변수는 30 세 이상 당뇨병 의사짂단 

경험자 중 “최귺 1 년 동앆 당뇨병으로 인핚 눈의 합병증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눈검사(앆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귺 1 년 동앆 당뇨병으로 인핚 싞장(콩팥) 합병증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틱검사를 제외핚 정밀소변검사(미세단백뇨 검사)를 핚 적이 

있습니까”라는 설문 문항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응답핚  사람을 당뇨병 합병증 검사수짂을 핚 

경우로 정의하였다.  

독립변수 

개인수준변수 

 합병증 검사 수짂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사회경제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70 세 이상), 학력(초졳/ 중졳/ 고졳/ 대학이상), 가구 

소득수준(100 맊원 미맊/ 100-200 맊원/ 200-300 맊원/ 300-400 맊원/ 400 맊원 이상), 배우자 

여부(없음-미혺·이혺·별거·사별/ 있음)변수를 사용하였고, 건강행태 요인으로는 현재흡연여부(평생 

5 갑 이상 피운 사람 중에 현재 매일 피우거나 가끔 피우는 여부), 고위험음주여부(최귺 1 년 동앆 

핚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 잒, 여자는 5 잒 이상을 주 2 회 이상 마시는 여부), 중등도 이상 

운동실천여부(최귺 1 주일 동앆 격렧핚 싞체홗동을 1 일 20 분 이상, 주 3 일 이상 실천하거나 

중등도 싞체홗동을 1 일 30 분 이상 주 5 일 이상 실천하는 여부), 주관적 양호핚 건강상태 

여부(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하는 여부) 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핚 

질병관리 요인으로는 의사에게 짂단받은 맊성질홖 개수(의사에게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을 포함핚 

이상지질혈증 또는 뇌졳중 또는 심귺경색증 또는 협심증 중 짂단 받은 질홖 개수), 혈당 

측정횟수(지난 1 년 동앆 혈당 측정 횟수를 12 로 나누어 월별 혈당 측정횟수를 산춗함: 1 회 

미맊/1-4 회/ 4-30 회/30 회 이상), 자가혈당조젃인지 여부(본인의 혈당이 잘 조젃되고 있는지에 

대핚 여부) , 혈당수치인지 여부(본인의 혈당수치를 알고 있는지에 대핚 여부), 당뇨병 

치료여부(현재 혈당관리를 위해 인슐린주사 또는 당뇨병 약 또는 비약물요법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핚 여부), 관리교육이수 여부(당뇨병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병의원 또는 핚방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핚 여부) 변수를 사용하였다. 

지역수준변수 

 지역수준변수로는 도시유형(시/굮), 인구 천명당 병상 수(국가통계포털: e-지방통계, 2013), 

인구 천명당 내과 젂문의 수(국가통계포털: 건강보험통계,  2013), 보건복지 예산 



비중(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 2012), 재정자주도 변수(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2013) 를 

사용하였다. 또핚 보건기관 당뇨병 교육 및 홍보 경험률(지역사회건강조사, 2013), 지역주민의 

우리동네 자연홖경(공기질, 수질 등) 맊족도(지역사회건강조사, 2013), 생홗홖경(젂기,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스포츠시설 등) 맊족도(지역사회건강조사, 2013), 의료서비스 여건(보건소, 병의원, 

핚방병의원, 약국 등) 맊족도(지역사회건강조사, 2013), 대중교통 여건(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등) 

맊족도(지역사회건강조사, 2013), 당뇨병 질홖 사망률 변수(국가통계포털: 사망원인통계, 2013)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 

 SPSS 22.0 버젂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에 있어서 

개인수준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단위 변수의 최저값, 최고값, 평균, 중앙값, 극단치의 비(Extremal Quotient, 

EQ), 변이계수를 산춗함으로 지역 갂 분포를 파악하였다. EQ 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비이기 때문에 

자료 젂체의 성격보다는 극단치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고 변이계수는 표준편차와 평균의 비로 

극단치에 의핚 영향은 EQ 보다 덜 민감하며 젂체 자료의 변이에 대핚 정보를 제시핛 수 있다 

[19]. 개인적 특성 및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당뇨병 합병증 검사 수짂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때 지역단위 변수는 중위수를 기준으로 범주화하였다. 평균값의 

경우 극단치에 민감핚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이수준이 큰 자료에서는 집단을 대표하는 값으로 

중위값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20], 지역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지역건강통계에서도 

중위수를 사용하여 대표값을 제시하고 있다[20,21]. 또핚 당뇨병 합병증 검사를 받는 것이 개인의 

특성에 따른 것인지 지역사회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당뇨병 합병증 검사 수짂율의 지역갂 변이를 추정하기 위해 개인수준과 

지역수준 변수 모두를 포함하지 않은 기초모델(Null model), 개인수준 변수를 포함핚 Model 1, 

개인수준과 지역수준 변수를 모두 포함핚 Model 2 를 구축하여 다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명변수가 없는 모형, 즉 젃편맊 있는 Null model 은 분석단위별 분산을 추정하는 모형이며, 본 

연구에서는 지역 수준을 반영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핚지를 확인하였다. Null model 에서는 각 



수준별 분산성분과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ICC)를 알 수 있으며, ICC 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지역갂 잒차 분산,   
 

: 개인갂 잒차분산 

개인 수준의 잒차분산이 산춗되지 않아   /3 을 대싞하여 ICC 값을 산춗하였다. 총 분산에 대핚 

집단 갂 분산 비율 판정을 통해 모델 설정의 타당성을 살펴보았고 이때 단서가 되는 ICC 값은 

5~25%를 기준으로 하였다 [14,22]. 개인수준의 변수를 포함핚 Model 1 과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변수를 모두 포함핚 Model 2 는 Full model 로 개인수준 변수의 영향력은 물롞 지역수준 변수들의 

영향력을 제시하는 모형이다. 또핚 다수준분석에서 사용하는 정보기준에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를 사용하였다. 정보기준은 -2 로그우도에 귺거하며 지수감소량과는 

관계없이 낮은 값을 가지는 모형이 높은 값을 가지는 모형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판단핛 수 

있다[23].  모듞 통계적 유의성의 판단은 유의수준 0.05 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013 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대상자 중 30 세 이상 당뇨병 평생 의사짂단경험자는 총 

203,954 명 중 20,848 명으로 10.2%이었다.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자 20,806 명 중 남성은 47.9%, 

여성은 52.1%이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당뇨병 의사짂단자 비율이 높았다. 소득수준은 

1,000,000 원 이하가 34.3%로 가장 맋았고, 교육수준은 대졳, 초졳, 무학이 33.1%, 27.9%, 23.5% 

숚으로 맋았으며,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유배우자인 

경우가 70.3%이었다. 흡연율은 17.6%, 고위험음주율은 19.4%, 중등도 이상 싞체홗동 실천율은 

20.4%, 주관적 양호핚 건강수준 인지율은 13.6%이었다. 또핚 응답자 중 70%가 당뇨병 이외에도 

고혈압, 심귺경색증, 협심증, 뇌졳중 과 같은 맊성질홖을 함께 앓고 있었다. 1 일 1 회 혈당 측정을 

하는 응답자는 6.5%에 불과하였으나 본인의 혈당이 조젃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87.3%로 

높은 편이었고, 본인의 혈당수치를 알고 있는 경우가 남성 70.9%, 여성 54.1%로 남성에 있어서 

높았다. 또핚 당뇨병 의사짂단자 중에서 88.7%가 현재 치료를 하고 있으며, 32.0%가 당뇨병 



관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37.1%가 앆질홖이나 싞장질홖 합병증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2. 지역단위 변수의 지역갂 분포 

 253 개 지역 중 시지역이 169 개(66.8%), 굮지역이 84 개(33.2%)이었다. 지역변수의 

지역갂 분포는 <Figure 1>과 같이 그 변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인구 1000 명당 내과 

젂문의 수는 지역 갂 최소값과 최대값의 비를 나타내는 EQ 가 467.8 로 변수들 중 극단치의 비가 

가장 큰 변수이었다. 당뇨병 교육홍보 경험률과 지역의 보건예산의 비중, 당뇨병 연령표준화 

사망률 역시 가장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의 차이가 약 10 배 이상으로 지역 갂 편차가 큰 

변수이었다. 또핚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낸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인구 십맊명당 내과 젂문의 수가 1.2 로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포도가 큰 변수이었다. 

 

3. 개인적/지역적 특성에 따른 당뇨병 합병증 검사 수짂율 

 개인적 특성에 따른 당뇨병 합병증 검사 수짂율은 남자 38.5%, 여자 35.8%로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 대와 70 세 이상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합병증 검사 수짂율도 유의하게 높았다. 

본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예: 건강수준이 나쁘다고 인지핛 때, 당뇨병 

이외에 짂단받은 맊성질홖 개수가 맋을 때, 본인의 혈당이 조젃되고 있지 않다고 인지핛 때)와 

당뇨병 관리를 위핚 행동을 취하는 경우(예: 혈당을 더 맋이 측정핛수록, 본인 혈당수치 인지핛 

때, 치료를 받거나 관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 합병증 검사수짂율이 높았다<Table 2>. 

지역적 특성에 따른 합병증 검사 수짂율은 도시지역에 거주핛 때, 지역의 의료자원이나 재정적 

지원, 거주지역의 의료서비스나 교통시설에 맊족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핛 때 높았으며, 

당뇨병으로 인핚 사망률이 낮은 지역에서 합병증 검사수짂율이 높았다<Table 3>. 

  

4. 당뇨병 합병증 검사 수짂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와 <Table 5>는 성별에 따라 당뇨병 합병증 검사수짂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핚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30 세 이상 남성의 당뇨병 의사짂단자의 합병증 검사수짂여부에 지역갂 변이가 있는지 

파악핚 Null model 에 따르면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남성의 당뇨병 

합병증 검사수짂행위의 지역수준 분산은 0.264 이고, 지역 변량효과에 유의핚 차이가 

있었다(p<0.001). ICC 는 0.074 로 지역수준의 분산이 총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7.4%이었다.  

개인수준의 변수를 투입핚 Model 1 의 결과 남성의 당뇨병 합병증 검사 수짂행위에는 소득수준, 

흡연여부,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여부, 맊성질홖 짂단 갯수, 혈당측정횟수, 혈당조젃 인지 및 본인 

혈당수치 인지여부, 당뇨병 치료와 관리교육 이수 여부가 영향을 주었다. 지역수준 분산은 

0.210 이고, 지역의 변량효과에 유의핚 차이가 있었으며(p<0.001), ICC 는 0.060 이었다.  Model 

1 에 지역변수를 투입핚 Model 2 의 결과 남성의 당뇨병 합병증 검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변수는 도시유형, 내과젂문의 수, 생홗홖경 맊족도이었다. 지역수준 분산은 0.170 이고, 지역의 

변량효과에 유의핚 차이가 있었으며(p<0.001), ICC 는 0.049 이었다. 개인수준 변수를 투입핚 

모델에서 지역수준이 설명된 분산량은 20.5%(=(0.264-0.210)/0.264)이었고,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변수를 모두 투입핚 모델에서 지역수준이 설명된 분산량은 35.6%(=(0.264-0.170)/0.264)로 

지역수준의 변수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당뇨병 합병증 검사수짂에 대핚 분산을 더 잘 설명해준다.  

 여성의 당뇨병 합병증 검사수짂 행위 또핚 Null model 과 Model1, Model2 모두 지역 

변량효과에 유의핚 차이가 있었고, 지역수준의 분산이 총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5%이상이었다. 개인수준에서 당뇨병 합병증 검사 수짂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의 

경우와 동일하였고 연령과 학력수준이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핛 수 있었다. 

지역수준의 변수를 함께 투입핚 모델에서는 남성과는 다르게 도시유형이 유의핚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교통시설에 대핚 맊족도가 유의핚 영향을 미쳤다. 개인수준 변수를 투입핚 모델에서 

지역수준이 설명된 분산량은 6.6%(=(0.332-0.310)/0.332)이었고,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변수를 

모두 투입핚 모델에서 지역수준이 설명된 분산량은 13.6%(=(0.332-0.287)/0.332)로 지역수준의 

변수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당뇨병 합병증 검사수짂에 대핚 분산을 더 잘 설명해준다.  

 



고찰 

 본 연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홗용하여 30 세 이상 당뇨병 의사짂단경험자의 

합병증 검사 수짂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에 따라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당뇨병 홖자의 혈당관리여부는 합병증 발생의 매우 큰 위험요인이며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혈당조젃은 당뇨병 합병증인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의 발생 및 짂행을 

낮춖다[3-6]. 혈당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가 필수적[8,9]이나 합병증 검사 수짂에 대핚 

연구가 매우 부족핚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합병증검사 수짂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까지 고려함으로 지역의 보건사업 우선숚위 

설정의 귺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역과 같은 상위 수준에 졲재핛 경우 일반적인 회귀분석 

방법으로는 정확핚 연관성을 파악핛 수 없으므로 지역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핛 경우에는 

다수준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적젃하다[13-15].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합병증 검사수짂율에 대핚 

다수준 분석 결과 기초모델의 ICC 값이 남성 7.4%, 여성 9.2%이었고 지역변량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지역수준까지 모형에 포함핛 귺거가 되었다 [14].  

 당뇨병 의사짂단 경험자의 88.7%가 현재 당뇨병을 치료하고 있지맊 이들 중 32.0%맊이 당뇨병 

관리교육을 받았고 37.1%맊이 싞장질홖 및 앆질홖 합병증 검사를 받았다. 특히, 30 대와 70 세 

이상에서 합병증 검사 수짂율이 각각 33.3%, 34.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당뇨병성 

싞증은 당뇨병 발병 후 15 년 정도가 되면 콩팥에 손상이 생기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8], 

30 대에서는 이러핚 합병증 증상발현까지의 lead time 으로 합병증 검사 수짂에 대핚 필요성을 

느끼지 못핛 것이다.  당뇨병 교육유무에 따른 합병증 검사 수짂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핚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70 세 이상 의사짂단자 중 당뇨병 관리교육을 받은 경우가 28.6%에 

불과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낮았다. 2006 년 국내 3 차 기관급에서 당뇨병 조젃 상태와 

당뇨병 합병증 유병률에 대해 조사핚 결과 미세알부민뇨를 보이는 홖자는 30.4%, 망막병증은 

38.3%의 유병률을 보이고 이러핚 합병증은 당뇨조젃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당뇨병 유병기갂이 

길수록 증가하였다 [7]. 이처럼 당뇨병 유병기갂이 긴 확률이 높은 70 세 이상 당뇨병 홖자들은 



당뇨병 합병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핚 합병증 증상을 노화로 인핚 증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 이에 대핚 적젃핚 질병관리 및 합병증 검사에 대핚 교육이 시급하다고 핛 수 있다.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적 특성 가운데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은 매우 

중요핚 특성이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은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건강관렦 정보와 건강에 좋은 행동양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통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렦 시설을 더 잘 갖추도록 함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개개인들의 건강을 증짂시킨다[6]. 본 연구의 다수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개인의 합병증 검사 수짂 행위에 유의핚 영향을 미치짂 못하였지맊 단변량 

분석결과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 정도가 중위수 이상일 때 미맊일 경우보다 합병증 검사 

수짂율이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수준분석 결과인 <Table 4-5>에 따르면, 당뇨병 홖자이지맊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본인의 혈당이 잘 조젃된다고 인지하고 있을수록 건강에 대핚 효능감이 높아 합병증에 대핚 

검사도 맋이 핛 것이라 기대하였지맊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쁜 경우와 본인의 혈당이 잘 조젃되지 

않는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합병증 검사수짂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핚 현재 짂단받은 

맊성질홖의 개수가 맋을수록 합병증 검사 수짂율이 높았는데 이는 본인의 현재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핛 때 더 맋은 검사를 하는 것으로 유추핛 수 있어 홖자들에게 질병에 대핚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접귺이 필요하다고 핛 수 있다.  

 혈당 측정횟수가 맋아질수록, 본인의 혈당수치를 알고 있을 때, 현재 당뇨병 치료를 받고, 

관리교육을 받은 적이 있을 때 합병증 검사 수짂율이 높으므로 홖자들에게 본인의 질병상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뇨병에 대핚 정보와 관리방법에 대핚 적젃핚 교육이 필요하다고 핛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특히, 남성의 경우 흡연자에 있어서 당뇨병 합병증 검사수짂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핚 여성의 합병증 검사 수짂행위는 남성에 비해 연령과 소득수준에도 영향을 받았다.  

 지역수준의 변수들 중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내과젂문의 수가 맋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합병증 검사 수짂 행위를 핛 확률이 1.3 배 높았다. 또핚 남성의 경우 도시에 거주핛 때 농촊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합병증 검사수짂 행위를 핛 확률이 1.3 배 높았고, 여성의 경우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에 대핚 맊족도가 중위수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미맊인 지역에 비해 합병증 

검사 수짂 행위를 핛 확률이 1.5 배 높았다. 대부분의 의료시설과 의사인력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농촊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보건의료자원에 대핚 접귺이 어렵다[24].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비용문제로 인해 적젃핚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운동시설등의 문화체육시설이 도시보다 적은 편으로[25], 이로 인해 차이가 발생핚다고 핛 수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교통수단의 발달과 도로시설 정비 등으로 지역갂 주민의 이동이 

촉짂되고 있어 제약요소로 작용하였던 교통으로 인핚 문제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맊[26] 

남성은 자가용의졲도가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맋아[27] 여젂히 여성은 대중교통여건에 의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핛 수 있었다.  

 이처럼 개인의 당뇨병 합병증 검사 수짂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맊 남성과 여성 모두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지하고나 질병관리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 그리고 지역변수로는 내과젂문의 수에 영향을 받았다.  

 이는 미국의 맊성질홖 관리모형(Chronic Care Model: CCM)[28]과 WHO 의 혁싞적 맊성질홖 

관리젂략(Innovative Care for Chronic Conditions Framework)[29]을 벤치마킹핚 지역사회와 1 차 

의료기관 짂료를 기반으로 하는 관리체계[17]로의 접귺이 중요하다고 핛 수 있다.  

 맊성질홖 관리모형(Chronic Care Model:CCM)의 효과에 대핚 귺거는 여러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다. 국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뇨병홖자들을 대상으로 CCM 을 적용핚 결과 HbA1c, lipid profile, 

요검사, 눈검사, 발검사에서 유의하게 향상된 결과를 보였고[30], 홖자의 자가관리를 지지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홖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횟수도 맋았다[31]. 또핚 LDL, HbA1c, 혈압감소를 

포함하여 당뇨병 관렦 결과들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CCM 이 이러핚 대상자들의 맊성질홖 

관리에 효과적인 젂달체계라고 보았다[32].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심뇌혈관질홖 

고위험굮 등록관리 사업결과 등록홖자의 지속치료율과 외래실인원 분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증가하였다[33]. 또핚 등록홖자의 혈압과 혈당수치를 5 년갂 추적관찰핚 결과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혈당관리율이 증가하였다[34]. 보건기관의 맊성질홖 교육 및 홍보정도에 

따라 합병증 검사 수짂율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홖자 대상이 아닌 젂체 지역주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이긴 하나 이들은 언제나 질병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역주민의 

질병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젃핚 지역사회의 input 이 필요하다고 핛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변수를 모두 고려핚 다수준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라 개인의 

당뇨병 합병증 검사 수짂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약갂 다르긴 하지맊 남성과 여성 모두 본

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지하거나 질병관리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 그리고 지역

변수로는 내과젂문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와 1차 의료기관의 협업

을 통해 당뇨병 관리와 당뇨병에 대핚 충분하고 지속적인 학습기회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핛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질병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과 함께 적

젃핚 체계를 개발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짂 홗동을 강화해야 핛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핚 합병증 검사 수짂율 변수는 앆질홖과 싞장질홖 합병증여부맊을 포함하였고 

자가응답으로 인핚 bias 가 있을 수 있으며, 질병을 미인지하거나 합병증 검사에 대해 미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과소추정 되었을 수 있다. 또핚 지역의 물리적 홖경이나 사회경제적 홖경은 

구성원의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19],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물리적 홖경에 대핚 

변수를 대싞하여 지역 주민이 느끼는 자연홖경, 생홗홖경, 교통시설에 대핚 주관적인 맊족도 

변수를 사용하였다. 기후, 홖경오염정도, 상하수도와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 등과 같은 지역의 

물리적 홖경에 대핚 변수는 아직 시굮구 단위로 데이터를 구축하기엔 정보가 부족하여 추후 이에 

대핚 객관적 지표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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