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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the occurrence and number of chronic diabetic
complication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Methods: Data were extracted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Health Screening Cohort from 2002 to 2015. Adults 30 years of age or older
diagnosed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and prescribed at least one diabetes medication were included. Statistical
data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R version 3.5.1. Results: A total of 1,406 subjects were analysed in this study,
of which 15.3% did not develop chronic diabetic complications. The most common first complications were eye
(17.6%), peripheral vascular (16.7%), neuropathy (15.1%), and cardiovascular diseases (13.6%). Multivariable Cox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female, older age, and higher body mass index were consistently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chronic diabetic complication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age, residential
area, duration of diabetes, body mass index,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chronic
diabetic complications. Conclusion: Female gender, older age, higher body mass index were consistent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occurrence and number of chronic diabetic complications. Efforts to screen high
risk patients and to manage the weight of type 2 diabetes patients are required.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elucid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ronic diabetic complications and recommended physical activity for weigh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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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발생과 동반 합병증 개수 관련 요인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최근 당뇨병
성 만성합병증 동반개수와 관련된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
[3,13].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을 진단받은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합병증이 2개 이상인 환자는 51.9%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2018년 13.8%

[3], 특히 65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는 3개 이상의 합병증이 동

에서 2019년 14.5%로 증가추세이고[1],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반되는 경우가 많았다[13].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이 없는 환자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

보다 2개 이상의 만성합병증을 동반한 환자는 입원 위험비가

5억 7800만 명, 2045년에는 7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1.10~1.36배 높았고, 사망 위험비가 1.29~1.65배 높았다[3].

[2].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의 유병률은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동반개수의 증가는 의료비용의 증가와

67.2~86.7%였고[3,4],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당뇨병성

관련이 있으며, 특히 당뇨병성 합병증 심각도 지수(Diabetes

만성합병증의 유병률이 높았으며[3], 평균 1.54개의 당뇨병성

Complication Severity Index, DCSI)가 2점에서 3점이 될 때

만성합병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그러므로 성인

와 4점에서 5점 이상이 될 때 의료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환자와 초기 당뇨병 환자를 포함하여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의

[14].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발생을 예

발생 추이와 동반 합병증 개수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는 것은

방하는 것은 환자 예후에 매우 중요하며, 각 만성합병증 발생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합병증 예방을

과 동반 합병증 개수의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합병증 발

위한 전략개발과 노년기 당뇨 환자의 건강관리에 필수적 기초

생을 조기에 예방하고 추가적인 합병증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한 전략개발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의 예후는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발생에 의해

최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성 합병증에 대해 국민건

좌우되며[4-7],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눈질환, 신장질환, 신

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연구[3,15]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

경병증, 족부질환과 같은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을 동반하는 당

는 당뇨병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신장질환이나 눈질환 발생위

뇨병 환자는 만성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당뇨병 환자보다 낮

험이 높고, 두 번째 질병 진단 후에는 심혈관질환의 발생 가능

은 삶의 질을 보고하며, 특히 족부질환이 있는 경우 낮은 삶의

성이 크게 증가하였다[15]. 당뇨병 진단 후 여성은 소수의 특

질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4].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말

정 질병이 많이 발생한 반면 남성은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였

초혈관질환과 같은 대혈관 합병증은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

고, 60세 이상 집단에서 치매, 잇몸질환, 심혈관계 질환, 치아

중 약 65.0%를 차지하였고, 심혈관질환은 모든 당뇨병 관련

우식증 등과 같이 더 많은 종류의 질환들이 발생하였다[15].

사망의 33.3~50.0%를 차지하였다[5,6].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합병증 동반개수가 0개인 환자보다 1개 또는 2개 이상인 환자

이 발생한 환자 중 19.8~33.7%는 당뇨병 진단 후 4년 이내에

의 입원율과 사망률이 높았다[3]. 그러나 각 합병증 발생이나

합병증을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나[8], 당뇨병성 합병증 예방

동반 합병증 개수와 관련되는 요인에 대한 조사는 미비하며

을 위해 당뇨병 진단 시기부터 노년기까지 꾸준한 관리가 필

특히 환자들이 조절 가능한 생리적 변수(예: 혈당, 혈압, 지질)

요하며, 각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발생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

나 생활습관 변수(예: 흡연, 음주, 운동)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하여 합병증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당뇨병성 합병증의 종류나 동반 합병증

당뇨병성 만성합병증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체

개수의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추후 당뇨 합병증 관리에

질량지수[3,7,9-11], 당뇨병 유병기간, 당화혈색소 등이 있다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12]. 당뇨병을 진단받은 남성은 여성에 비해 뇌혈관질환 발생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제2형 당뇨

위험비가 1.94배 높았고[9], 족부궤양 발생은 4.86배 높았던

병 환자의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발생과 동반 합병증 개수 관

반면[10], 여성은 신장질환의 누적 발생률이 남성에 비해 높았

련 요인을 파악하여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는 세분화된 전략을

다[7].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발생이 증

제시하고자 한다.

가하였고[7], 체질량지수를 유지한 환자에 비해 체질량지수를
1.0% 이상 감소시킨 당뇨병 환자의 신장질환과 신경병증 발

2. 연구목적

생 위험비는 각각 43.0%, 27.0% 낮았고, 대혈관 합병증 발생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11].

본 연구의 목적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각 만성합병증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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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정·이미순·박가은 등

생과 동반 합병증 개수 관련 요인을 조사하는 것이다. 구체적

였고, 거주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였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다. 소득수준은 소득분위에 따라 1~3분위, 4~6분위, 7~10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각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발생에 따
른 특성을 비교한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각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발생과 관
련된 요인을 분석한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동반개수에
따른 특성을 비교한다.

위의 3개 그룹으로 범주화하였다.
질병 관련 특성은 당뇨병 유병기간, 체질량지수,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단백뇨를 포함하였다. 체
질량지수는 대한비만학회 비만진료지침에 따라 18.5kg/m2 미만
2

2

2

(저체중), 18.5 kg/m 이상 22.9 kg/m 이하(정상), 23.0 kg/m
2

2

이상 24.9 kg/m 이하(비만 전단계), 25 kg/m 이상(비만)으
로 분류하였고[16], 수축기혈압은 130 mmHg 미만과 이상,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완기혈압은 85 mmHg 미만과 이상으로 분류하였다[17]. 공
복혈당은 100 mg/dL 미만(정상), 100~125 mg/dL (공복혈
당장애), 126 mg/dL 이상(당뇨병)으로 분류되는데[6], 가장
낮은 사망률과 관련 있는 공복혈당은 80~94 mg/dL이며 공복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발생

혈당이 100 mg/dL 이상인 것은 높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는

과 동반 합병증 개수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02년부터

것으로 나타나[18] 100 mg/dL 미만과 100 mg/dL 이상으로

2015년까지 제2형 당뇨병 코드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만 30세

구분하였다. 총콜레스테롤은 220 mg/dL 미만(정상)과 220

이상 성인을 추출하여 분석한 2차 자료분석 연구이다.

mg/dL 이상(이상지질혈증)으로 구분하였다.

2. 연구대상과 선정과정

2) 생활습관
생활습관 변수는 흡연, 음주습관, 신체활동, 복약순응도를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고 당뇨병 약제를 복용하

포함하였다. 평생 총 5갑(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경험에

고 있으며, 당뇨병 진단 당시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을 진단받

따라 비흡연자와 과거 흡연자, 현재 흡연자로 분류하였고, 음

지 않은 만 3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2년부터

주 횟수에 따라 한 달에 1회 미만, 1~4회, 일주일에 2회 이상으

2015년까지 제2형 당뇨병 상병명 코드인 E11과 당뇨병 약제

로 분류하였다. 최근 일주일간 걷기운동 또는 중정도 운동을

의 주성분코드 92개가 청구된 30세 이상 환자 46,188명을 추

하루 30분 이상, 또는 격렬한 활동을 하루 20분 이상 시행한 일

출하였다. 신규 당뇨병 환자를 선정하기 위해 2002년부터

수를 파악하여 전혀 안 함, 1~2일, 3~4일, 5~6일, 매일로 구분

2003년까지 당뇨병 상병명 코드와 당뇨병 약제코드 청구 이

하였다. 복약순응도는 Medication Possession Ratio (MPR)

력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였고, 당뇨병 진단 이후 최소 4년간의

방법[19]으로 계산하여 80.0%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관찰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 이후 신규 당뇨병 환자를
제외하였다. 추가적으로 당뇨병 진단 이후 2년 이내 합병증이

3)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발생한 환자, 당뇨병 진단 이후 2년 이내에 사망한 환자, 당뇨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은 선행연구[20]를 참고하여 당뇨병

병 진단 연도 전후 1년 이내의 건강검진 이력이 없는 환자, 검

진단 2년 이후 청구된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진 기록의 결측이 있는 환자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눈질환, 신장질환, 신경병증, 족부질환 상병명 코드를 포함하

1,406명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였고, 상병명 코드 포함 여부에 대해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검
토를 받았다. 심혈관질환은 협심증, 심근경색, 허혈성 심질환,

3. 조사 변수

심부전, 죽상경화증을 포함하였다. 뇌혈관질환은 일과성 뇌
허혈발작, 뇌경색,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뇌동맥의 폐쇄 및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

협착을 포함하였다. 말초혈관질환은 말초동맥, 세동맥, 모세

조사 변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선행문헌[8]에 기술되었

혈관의 장애, 폐쇄, 협착, 혈관 내 인공삽입물의 존재도 포함하

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소득수준을

였다. 눈질환은 망막장애, 백내장, 시각장애 및 실명을 포함하

포함하였다. 연령은 30세부터 89세까지 20세 단위로 구분하

였다. 신장질환은 사구체 신염, 만성 신염, 신부전, 요관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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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관 장애뿐만 아니라 투석 치료도 포함하였다. 신경병증은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집단과 심혈관질환

팔, 다리, 뇌신경, 자율신경의 장애를 포함하였으며 족부질환

이 발생한 집단의 연령(x =14.16, p =.001)과 거주 지역(x =

은 발, 발목, 다리의 궤양, 괴저, 표재성 손상, 후천성 결여를 포

6.42, p =.040)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

함하였다.

고 수도권 집단에서 심혈관질환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합

2

2

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집단과 뇌혈관질환이 발생한 집단의 연
령(x2=33.33, p <.001), 수축기혈압(x2=6.82, p=.009), 이완기

4. 자료분석

2

혈압(x =6.58, p=.010)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R 3.5.1 version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령,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이 높은 집단에서 뇌혈관질환
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집단과 말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발생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
2

와 백분율로, 특성 차이는 x test로 분석하였다.

2

초혈관질환이 발생한 집단의 성별(x =14.74, p<.001), 연령
2

2

(x =23.15, p <.001), 당뇨병 유병기간(x =8.02, p=.018), 수

 연구대상자의 각 만성합병증 발생과 관련된 요인은 콕스비례

축기혈압(x2=4.85, p=.028), 흡연(x2=6.54, p=.038)이 유의하

위험모델(Cox Proportional Hazard Model)로 stepwise

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고, 연령이 높고, 수축기혈

변수선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압이 높고, 비흡연자 집단에서 말초혈관질환이 발생한 경우가

 동반 합병증 개수 별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또
2

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개수 별 특성 차이는 x test 또는
Analysis of Variance (ANOVA)로 분석하였다.

많았다.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집단과 눈질환이 발
2

2

생한 집단의 성별(x =8.16, p =.004), 연령(x =13.87, p =.001),
거주 지역(x2=12.17, p =.002), 음주습관(x2=8.76, p =.013)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고, 연령이 높고, 거

5. 윤리적 고려

주지역이 수도권이고, 한 달에 1회 미만으로 음주를 하는 집단
본 연구는 P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면제(IRB/

에서 눈질환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2021_136_HR)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국민

집단과 신경병증이 발생한 집단의 성별(x =8.24, p=.004), 연

건강보험공단의 원시자료 이용에 대한 준수 서약을 한 후 개

령(x =7.64, p =.002), 복약순응도(x =4.89, p =.027)가 유의하

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코드화하여 제공받았고 국민건강

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고, 연령이 높고, 복약순응

보험법에 따라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도가 낮은 집단에서 신경병증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합병

2

2

2

증이 발생하지 않은 집단과 신장질환과 족부질환이 발생한 집

연구결과
1.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각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발생에

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각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발생

따른 특성 비교

관련 요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각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발생에 따른

콕스비례위험모델(Cox Proportional Hazard Model)로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다수의 만성합병증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각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발생 관련 요인

이 발생한 대상자는 최초로 발생한 만성합병증에 따라 분류하

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심혈관질환 발생의 비례위험

였다.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는 215명

은 연령, 거주 지역, 체질량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15.3%)이었으며, 최초 합병증으로 심혈관질환이 발생한 대

며 30~49세 집단보다 50~69세 집단에서 1.82배 높았고(95%

상자는 191명(13.6%), 뇌혈관질환은 61명(4.3%)이었고, 말초

Confidence Interval, CI=1.32~2.51, p <.001) 70~89세 집단

혈관질환이 발생한 대상자는 235명(16.7%)이었다. 최초 합병

에서 3.17배 높았으며(95% CI=1.71~5.89, p<.001), 수도권 집

증으로 눈질환이 발생한 대상자는 248명(17.6%), 신장질환은

단보다 광역시 집단에서 0.59배 낮았다(95% CI=0.39~0.89,

128명(9.1%), 신경병증은 212명(15.1%)이었고, 족부질환이

p=.012). 또한, 체질량지수 정상 집단(18.5~22.9 kg/m )보다

발생한 대상자는 116명(8.3%)이었다.

비만 전단계 집단(23.0~24.9 kg/m )에서 1.55배 높았다(9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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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Female

30~49
50~69
70~89

Capital
Metrop.
Non-metrop.

1~3
4~6
7~10

4~＜7
7~＜10
≥10

＜18.5
18.5~22.9
23.0~24.9
≥25.0

＜130
≥130

＜85
≥85

＜100
≥100

＜220
≥220

Negative
Positive

Never
Quit
Current

＜1/month
1~4 /month
≥2/week

None
1~2
3~4
5~6
Everyday

＜80
≥80

Gender

Age (year)

Resid. area

Income
quantile

DM duration
(year)

BMI (kg/m )

SBP (mmHg)

DBP (mmHg)

FBS (mg/dL)

TC (mmHg)

Proteinuria

Smoking

Alcohol

Physical
activity
(times/week)

MPR (%)

2

x (p)

2

x (p)

2

2.34
(.310)
13 (31.0)
34 (30.6)
69 (38.8)
4.46
(.108)

31 (51.7)
56 (42.1)
125 (53.4)

4.14
(.126)

26 (47.3)
35 (31.3)
67 (38.1)

12.17
(.002)

59 (67.0)
59 (43.4)
130 (54.4)

2.65
(.265)

0.09
(.768)

0.88
(.348)

6.58
(.010)

6.82
(.009)
＜0.01
(.968)

＜0.01
(.965)

6.30
(.098)

0.14
(.708)

0.01
(.919)

387 (27.5)
1,019 (72.5)

53
162

89
70
32
6
18
58 (52.3) 1.39
133 (45.1) (.239)

85 (48.9) 1.91
52 (42.6) (.752)
31 (49.2)
8 (57.1)
15 (45.5)
12 (18.5)
49 (23.2)

33 (27.0)
14 (16.7)
6 (15.8)
2 (25.0)
6 (25.0)

0.41
(.524)

4.21
(.378)

60 (53.1)
175 (51.9)

106 (54.4)
80 (53.3)
25 (43.9)
11 (64.7)
13 (41.9)

0.01
(.915)

4.41
(.354)

1.74
(.784)

62 (53.9) ＜0.01
186 (53.4) (＞.999)

108 (54.8)
69 (49.6)
37 (53.6)
7 (53.8)
27 (60.0)

33 (38.4)
95 (37.0)

47 (34.6)
36 (34.0)
29 (47.5)
6 (50.0)
10 (35.7)

0.01
(.917)

4.53
(.339)

74 (58.3)
138 (46.0)

88 (49.7)
75 (51.7)
29 (47.5)
8 (57.1)
12 (40.0)

4.89
(.027)

1.79
(.774)

35 (39.8)
81 (33.3)

53 (37.3)
27 (27.8)
22 (40.7)
5 (45.5)
9 (33.3)

0.91
(.340)

3.87
(.424)

0.94
(.626)
48 (37.2)
47 (32.2)
21 (37.5)
5.19
(.075)
103 (56.0)
81 (45.0)
28 (44.4)
1.93
(.380)
53 (39.6)
61 (38.1)
14 (28.6)
8.76
(.013)
125 (60.7)
98 (49.7)
25 (41.7)
5.38
(.068)
114 (58.5)
90 (47.6)
31 (47.0)

23 (22.1) ＜0.01
28 (22.0) (＞.999)
10 (22.2)

91 (52.9) 4.64
78 (44.1) (.099)
22 (38.6)

81
99
35

638 (45.4)
582 (41.4)
186 (13.2)

609 (43.3)
423 (30.1)
211 (15.0)
53 (3.8)
110 (7.8)

0.69
(.707)

65 (36.9)
13 (35.1)
38 (32.2)

4.24
(.120)

130 (53.9)
21 (46.7)
61 (43.3)

1.02
(.312)

0.66
(.418)

0.52
(.771)

106 (34.2)
10 (47.6)

84 (36.7)
32 (31.4)

＜0.01
(.958)

＜0.01
(＞.999)

＜0.01
(＞.999)

7.033
(.071)

71 (39.0)
14 (36.8)
43 (35.0)

200 (49.5) ＜0.01
12 (52.2) (.972)

141 (49.3)
71 (50.4)

20 (33.9)
96 (35.3)

75 (34.9)
41 (35.3)

52 (35.4)
64 (34.8)

1 (50.0)
21 (25.0)
24 (32.0)
70 (41.2)

2.93
(.231)

121 (37.2) ＜0.01
7 (38.9) (＞.999)

83 (36.4)
45 (39.1)

0.38
(.540)

0.43
(.510)

4.39
(.223)

39 (50.0) ＜0.01
173 (49.6) (＞.999)

131 (48.3)
81 (51.9)

86 (47.5)
126 (51.2)

0 (0.0)
46 (42.2)
58 (53.2)
108 (51.9)

147 (57.0)
26 (52.0)
75 (48.4)

＜0.01
(.964)

0.06
(.804)

0.44
(.508)

0.01
(.915)

2.53
(.469)

24 (38.1) ＜0.01
104 (37.1) (＞.999)

78 (35.8)
50 (40.0)

55 (36.7)
73 (37.8)

1 (50.0)
34 (35.1)
40 (44.0)
53 (34.6)

6.54
(.038)

234 (53.4)
14 (56.0)

171 (54.1)
77 (52.4)

44 (53.0) ＜0.01
204 (53.7) (＞.999)

163 (53.8)
85 (53.1)

108 (53.2)
140 (53.8)

3 (75.0)
49 (43.8)
68 (57.1)
128 (56.1)

149 (57.3)
22 (47.8)
64 (44.4)

0.14
(.709)

0.18
(.672)

0.01
(.945)

3.74
(.053)

4.85
(.028)

3.39
(.335)

1.05
(.591)

220 (51.9)
15 (57.7)

153 (51.3)
82 (53.9)

41 (51.3)
194 (52.4)

131 (48.3)
104 (58.1)

79 (45.4)
156 (56.5)

2 (66.7)
53 (45.7)
54 (51.4)
126 (55.8)

36 (24.5)
6 (20.0)
19 (19.2)

58 (22.1) ＜0.01
3 (21.4) (＞.999)

43 (22.9)
18 (20.5)

15 (27.8)
46 (20.7)

28 (16.7)
33 (30.6)

15 (13.6)
46 (27.7)

3.53
(.317)

114 (50.7) 3.35
22 (47.8) (.187)
55 (40.7)

186 (47.7) 1.07
5 (31.3) (.300)

124 (46.1) 0.19
67 (48.9) (.667)

51 (56.7) 3.82
140 (44.3) (.051)

114 (44.9) 1.05
77 (50.7) (.305)

75 (44.1) 0.81
116 (49.2) (.367)

2 (66.7)
18 (22.2)
14 (21.5)
27 (21.3)

111
24
80

204
11

145
70

39
176

140
75

95
120

0 (0.0)
4.53
46 (42.2) (.209)
61 (54.5)
84 (45.7)

823 (58.5)
148 (10.5)
435 (30.9)

1,329 (94.5)
77 (5.5)

944 (67.1)
462 (32.9)

273 (19.4)
1,133 (80.6)

860 (61.2)
546 (38.8)

565 (40.2)
841 (59.8)

1
63
51
100

0.47
(.793)
4 (40.0)
37 (32.7)
75 (36.1)
1.00
(.606)
4 (40.0)
68 (47.2)
140 (51.3)
0.13
(.938)

4 (40.0)
43 (36.1)
81 (37.9)

2.29
(.319)

6 (50.0)
72 (48.6)
170 (56.1)

8.02
(.018)

3 (33.3)
58 (43.3)
174 (56.7)

2.21
(.331)

3 (33.3)
16 (17.4)
42 (24.0)

2 (25.0) 3.31
57 (42.9) (.191)
132 (49.8)

6
76
133

32 (2.3)
427 (30.4)
947 (67.4)

10 (0.7)
330 (23.5)
370 (26.3)
696 (49.5)

2.09
(.353)

32 (41.6)
21 (35.6)
63 (32.3)

1.09
(.581)

48 (51.6)
44 (53.7)
120 (47.6)

5.63
(.060)

14 (23.7)
26 (40.6)
88 (40.0)

1.74
(.418)

63 (58.3)
47 (55.3)
138 (51.1)

3.09
(.214)

60 (57.1)
50 (56.8)
125 (48.6)

1.61
(.447)

13 (22.4)
15 (28.3)
33 (20.0)

41 (47.7) 0.14
36 (48.6) (.933)
114 (46.3)

45
38
132

316 (22.5)
277 (19.7)
813 (57.8)

28 (49.1)
70 (47.6)
137 (55.7)

2.58
(.275)

6 (17.1)
17 (18.1)
38 (25.9)

41 (58.6) 6.42
51 (39.8) (.040)
99 (47.6)

29
77
109

233 (16.6)
399 (28.4)
774 (55.0)

0.43
(.510)

x (p)

2.65
(.266)

93 (34.1)
23 (39.7)

n(%)

44 (30.8)
69 (39.0)
3 (27.3)

8.24
(.004)

2

x (p)

7.64
(.022)

152 (45.8)
60 (63.2)

n(%)

70 (41.4)
131 (54.8)
11 (57.9)

0.07
(.799)

2

x (p)

1.85
(.396)

105 (36.8)
23 (39.7)

n(%)

Foot ulcer
(n=116)

50 (33.6)
74 (40.7)
4 (33.3)

8.16
(.004)

2

x (p)

Neuropathy
(n=212)

13.87
(.001)

179 (49.9)
69 (66.3)

n(%)

Nephropathy
(n=128)

73 (42.4)
160 (59.7)
15 (65.2)

159 (46.9) 14.74
76 (68.5) (＜.001)

n(%)

Eye disease
(n=248)

62 (38.5) 23.15
147 (57.6) (＜.001)
26 (76.5)

0.18
(.668)

2

x (p)

PVD
(n=235)

12 (10.8) 33.33
34 (23.9) (＜.001)
15 (65.2)

49 (21.4)
12 (25.5)

n(%)

CeVD
(n=61)

54 (35.3) 14.16
124 (53.4) (.001)
13 (61.9)

148 (45.1) 2.15
43 (55.1) (.143)

n(%)

CaVD
(n=191)

99
108
8

180
35

n

No Cx
(n=215)

464 (33.0)
847 (60.2)
95 (6.8)

1,065 (75.7)
341 (24.3)

n(%)

Total
(n=1,406)

(N=1,406)

BMI=Body mass index; CaVD=Cardiovascular disease; CeVD=Cerebrovascular disease; Cx=Complication; DBP=Diastolic blood pressure; DM=Diabetes mellitus; FBS=Fasting blood sugar; Metrop.=Metropolitan;
MPR=Medication possession ratio; PVD=Peripheral vascular disease; Resid.=Residential; SBP=Systolic blood pressure; TC=Total cholesterol.

2

Group

Characteristics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Chronic Diabetic Complications

이해정·이미순·박가은

0.65 0.48 0.86 .003

3.60 0.40 32.21 .251
1.30 0.72 2.35 .379
1.89 1.16 3.10 .011
0.00 0.00 Inf .992
1.48 1.00 2.19 .052
1.45 1.02 2.05 .037
.242
.013
.011
2.07 0.61 7.04
1.60 1.10 2.31
1.54 1.11 2.15

.027
.053
0.38 0.16 0.90
0.44 0.19 1.01

0.52 0.36 0.75 ＜.001
0.73 0.53 0.99 .045

.001
.057
1.62 1.22 2.15
1.79 0.98 3.25

.011
1.40 1.08 1.81
.002
2.24 1.33 3.77
.992
.026
.127

≥80

0.00 0.00 Inf
1.55 1.05 2.29
1.33 0.92 1.92

MPR (Ref.＜80)

.012
.109

95% CI
HR
p

PVD

p

HR

1.70 1.26 2.29 .001
3.22 2.02 5.14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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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Body mass index; CaVD=Cardiovascular disease; CeVD=Cerebrovascular disease; CI=Confidence interval; DM=Diabetes mellitus; FBS=Fasting blood sugar; HR=Hazard ratio; Inf=Infinite;
Metrop.=Metropolitan; MPR=Medication possession ratio; PVD=Peripheral vascular disease; Ref.=Reference; Stepwise Cox regression model.

30~49세 집단보다 50~69세 집단에서 1.51배 높았고(95% CI=

≥100

례위험은 연령과 체질량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BS (mg/dL)
(Ref.＜100)

배 낮았다(95% CI=0.48~0.86, p=.003). 족부질환 발생의 비

＜18.5
23.0~24.9
≥25.0

복약순응도 80.0% 미만 집단보다 80.0% 이상 집단에서 0.65

BMI (kg/m2)
(Ref. 18.5~22.9)

이상)에서 1.45배 높았다(95% CI=1.02~2.05, p=.037). 또한,

7~＜10
≥10

량지수 정상 집단(18.5~22.9kg/m2)보다 비만 집단(25.0kg/m2

DM duration (year)
(Ref. 4~＜7)

세 집단에서 2.36배 높았다(95% CI=1.22~4.58, p =.011). 체질

4~6
7~10

집단에서 1.49배 높았으며(95% CI=1.11~1.99, p=.009), 70~89

Income quantile
(Ref. 1~3)

고(95% CI=1.19~2.20, p =.002), 30~49세 집단보다 50~69세

Metrop.
0.59 0.39 0.89
Non-metrop. 0.74 0.51 1.07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1.62배 높았

Residential area
(Ref. Capital)

병증 발생의 비례위험은 성별, 연령, 체질량지수, 복약순응도에

1.82 1.32 2.51 ＜.001 2.18 1.13 4.22 .021
3.17 1.71 5.89 ＜.001 10.18 4.72 21.97 ＜.001

위 집단에서 1.90배 높았다(95% CI=1.08~3.35, p=.025). 신경

50~69
70~89

분위에서 2.02배 높았고(95% CI=1.05~3.86, p =.035), 7~10분

Age (year)
(Ref. 30~49)

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1~3분위 집단에 비해 4~6

Female

CI=1.11~2.15, p=.011). 신장질환 발생의 비례위험은 소득분

Gender (Ref. Male)

2

.013), 비만 집단(25.0 kg/m 이상)에서 1.54배 높았다(95%

CeVD

2

~24.9kg/m )에서 1.60배 높았으며(95% CI=1.10~2.31, p =

HR

지수 정상 집단(18.5~22.9kg/m2)보다 비만 전단계 집단(23.0

p

집단에서 0.38배 낮았고(95% CI=0.16~0.90, p=.027), 체질량

CaVD

병기간이 4년 이상 7년 미만인 집단보다 7년 이상 10년 미만인

HR

0.73배 낮았다(95% CI=0.53~0.99, p=.045). 또한, 당뇨병 유

Group

낮았고(95% CI=0.36~0.75, p<.001) 그 외 지역 집단에서

Table 2. Related Factors for Each Chronic Diabetic Complication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다 여성에서 1.62배 높았고(95% CI=1.21~2.15, p =.001), 30~

Characteristics

유병기간, 체질량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보

Eye disease

p

눈질환 발생의 비례위험은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당뇨병

.001

p=.011).

1.62 1.21 2.15

mg/dL 이상인 집단에서 1.40배 높았다(95% CI=1.08~1.81,

1.74 1.32 2.30 ＜.001

Nephropathy

p<.001). 또한, 공복혈당이 100 mg/dL 미만인 집단보다 100

HR

p=.001) 70~89세 집단에서 3.22배 높았다(95% CI=2.02~5.14,

95% CI

p

다 50~69세 집단에서 1.70배 높았으며(95% CI=1.26~2.29,

1.22~2.15, p=.001), 수도권 집단보다 광역시 집단에서 0.52배

1.51 1.03 2.21 .035
0.92 0.25 3.34 .897

p
HR

1.74배 높았고(95% CI=1.32~2.30, p <.001), 30~49세 집단보

2.02 1.05 3.86 .035
1.90 1.08 3.35 .025

공복혈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1.49 1.11 1.99 .009
2.36 1.22 4.58 .011

~3.77, p =.002). 말초혈관질환 발생의 비례위험은 성별, 연령,

95% CI

Neuropathy

p

다 100 mg/dL 이상인 집단에서 2.24배 높았다(95% CI=1.33

1.62 1.19 2.20 .002

21.97, p <.001). 또한, 공복혈당이 100 mg/dL 미만인 집단보

49세 집단보다 50~69세 집단에서 1.62배 높았으며(95% CI=

95% CI

Foot ulcer

HR

p=.021), 70~89세 집단에서 10.18배 높았다(95% CI=4.72~

95% CI

단보다 50~69세 집단에서 2.18배 높았고(95% CI=1.13~4.22,

95% CI

령과 공복혈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30~49세 집

95% CI

CI=1.05~2.29, p=.026). 뇌혈관질환 발생의 비례위험은 연

(N=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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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정·이미순·박가은 등
2

1.03~2.21, p=.035) 체질량지수 정상 집단(18.5~22.9 kg/m )
2

는 다양한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다 비만 집단(25.0 kg/m 이상)에서 1.89배 높았다(95%

나타났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

CI=1.16~3.10, p=.011).

은 당뇨병 환자들을 미리 인지하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별화된 추적 검사와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3.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동반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선행연구[21]에서 제2형 당뇨병을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
중 심혈관질환 발생 고위험군에 속한 대상자는 52.2%였으며,

개수에 따른 특성 비교

연령, 복부비만, 중성지방, 혈압, 공복혈당이 증가하고 고밀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동반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개수에 따

콜레스테롤이 감소할수록 심혈관질환 발생 고위험군에 속할

라 ‘발병 없음군’, ‘1개 발병군’, ‘2개 이상 발병군’으로 분류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추적기간 동안

여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발병 없음군은 215

최초 합병증으로 심혈관질환이 발생한 대상자는 13.6%였으

명(15.3%), 1개 발병군은 343명(24.4%), 2개 이상 발병군은

며,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은 연령이 높고 거주 지역이 수도권

2

2

848명(60.3%)이었다. 성별(x =13.89, p =.001), 연령(x =34.92,
2

p <.001, F=17.40, p <.001), 거주 지역(x =9.94, p=.041), 당
2

뇨병 유병기간(x =14.55, p=.006, F=13.12, p<.001), 체질량
2

2

지수(x =13.16, p =.041), 흡연(x =15.67, p =.003), 음주습관
2

(x =14.59, p=.006)에서 세 집단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

이고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공통적으로 연령과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나, 제2형 당뇨병 진단 후 체중관리가 필요하며, 심혈
관질환은 모든 당뇨병 관련 주요 사망 요인이므로[2]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타났다. 발병 없음군과 1개 발병군에서 남성과 30~49세의 비

본 연구에서 심혈관질환이 첫 합병증으로 발병한 비율은

율이 높았고, 2개 이상 발병군에서는 여성과 70~89세의 비율

당뇨병 진단을 받은 나이가 30~40대인 대상자의 35.3%였고,

이 높았고 평균연령은 55.4±8.49세로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

50~60대의 53.4%, 70~80대의 61.9%로 당뇨병 진단 연령이 높

발병 없음군과 1개 발병군에서 거주 지역이 광역시인 비율과

을수록 증가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22]에서 관상동맥 재개

당뇨병 유병기간이 4년 이상 7년 미만인 비율이 높았고, 2개

통술(coronary revascularization) 적용사례는 65세 이후 당

이상 발병군에서는 수도권 비율과 10년 이상의 비율이 높았고

뇨병 발병군에서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65세 이전 당뇨

평균 당뇨병 유병기간은 10.56±1.13년으로 세 집단 중 가장

병 발병군에서는 당뇨병 진단 후 20~35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

2

길었다. 발병 없음군에서 체질량지수 정상(18.5~22.9 kg/m )
2

비율이 높았고, 1개 발병군에서 저체중(18.5 kg/m 미만) 비
2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추적기간은 최대 12년으로 선행연
구[22]보다 짧았으며, 여러 개의 합병증이 발병한 경우 처음으

율이 높았으며, 2개 이상 발병군에서는 비만(25.0 kg/m 이

로 발병한 합병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분류하여 분석하였기

상) 비율이 높았다. 발병 없음군과 1개 발병군에서 현재 흡연

때문에 당뇨병 진단 연령에 따른 심혈관질환 관련 합병증 발

자 비율과 음주습관이 주 2회 이상인 비율이 높았고, 2개 이상

병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나, 대상자를 장

발병군에서 비흡연자와 음주습관이 한 달에 1회 미만인 비율

기간 추적한 선행연구결과[22]에 따르면, 40대에 당뇨병을 진

이 높았다.

단받은 환자는 60대 이후에 심혈관계 시술을 받을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중년기 당뇨병 환자들의 특

논

의

성과 합병증 발생 관련 지식체를 형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년기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발생과 동반 합

될 수 있다.

병증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를

본 연구에서 신장질환과 족부질환의 유병률은 당뇨병 진단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당뇨병 환자들의 33.0%가

연령이 50~60대인 경우에서 가장 높았고, 30~40대, 70~80대

30~40대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관찰

순으로 높았다. 선행연구[22]에서도 신장질환과 망막병증과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합병증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같은 미세혈관 합병증은 65세 이전에 당뇨병을 진단받은 집단

이 노년기에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중년기

에서 더 높은 발생율을 보였고, 이들의 식후혈당은 233 mg/dL

부터 좀 더 적극적인 당뇨병 관리와 합병증 예방이 필요한 것

이었고, 당화혈색소는 7.8%로 65세 이후 당뇨병을 진단받은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별, 연령, 체질량지수

집단보다 더 높았다. 40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기대 여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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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by Number of Chronic Diabetic Complications
0 (n=215)

1 (n=343)

≥2 (n=848)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Male
Female

180 (16.9)
35 (10.3)

270 (25.4)
73 (21.4)

30~49
50~69
70~89
M±SD

99 (21.3)
108 (12.8)
8 (8.4)
52.3±8.14

Residential area

Capital
Metropolitan
Non-metropolitan

Income quantile

1~3
4~6
7~10

DM duration
(year)

x2 or F

p

615 (57.7)
233 (68.3)

13.89

.001

127 (27.4)
202 (23.8)
14 (14.7)
53.2±7.66

238 (51.3)
537 (63.4)
73 (76.8)
55.4±8.49

34.92

＜.001

17.40

＜.001

29 (12.4)
77 (19.3)
109 (14.1)

58 (24.9)
104 (26.1)
181 (23.4)

146 (62.7)
218 (54.6)
484 (62.5)

9.94

.041

45 (14.2)
38 (13.7)
132 (16.2)

73 (23.1)
72 (26.0)
198 (24.4)

198 (62.7)
167 (60.3)
483 (59.4)

2.06

.725

4~＜7
7~＜10
≥10
M±SD

6 (18.8)
76 (17.8)
133 (14.0)
10.13±1.35

12 (37.5)
119 (27.9)
212 (22.4)
10.31±1.31

14 (43.8)
232 (54.3)
602 (63.6)
10.56±1.13

14.55

.006

13.12

＜.001

＜18.5
18.5~22.9
23.0~24.9
≥25.0
M±SD

1 (10.0)
63 (19.1)
51 (13.8)
100 (14.4)
24.74±2.83

6 (60.0)
72 (21.8)
99 (26.8)
166 (23.9)
25.04±2.95

3 (30.0)
195 (59.1)
220 (59.5)
430 (61.8)
25.07±2.75

13.16

.041

1.20

.302

＜130
≥130
M±SD

95 (16.8)
120 (14.3)
130.72±15.86

137 (24.2)
206 (24.5)
130.68±16.39

333 (58.9)
515 (61.2)
131.32±16.32

1.74

.420

0.25

.779

＜85
≥85
M±SD

140 (16.3)
75 (13.7)
82.29±10.31

220 (25.6)
123 (22.5)
81.75±10.83

500 (58.1)
348 (63.7)
82.59±10.66

4.42

.110

0.76

.466

＜100
≥100
M±SD

39 (14.3)
176 (15.5)
143.40±58.45

61 (22.3)
282 (24.9)
140.84±56.49

173 (63.4)
675 (59.6)
140.00±56.88

1.33

.513

0.31

.737

＜220
≥220
M±SD

145 (15.4)
70 (15.2)
204.72±38.48

224 (23.7)
119 (25.8)
208.57±38.46

575 (60.9)
273 (59.1)
205.90±39.74

0.70

.704

0.79

.455

Characteristics

Categories

Gender
Age (year)

2

BMI (kg/m )

SBP (mmHg)

DBP (mmHg)

FBS (mg/dL)

TC (mmHg)

(N=1,406)

Proteinuria

Negative
Positive

204 (15.3)
11 (14.3)

331 (24.9)
12 (15.6)

794 (59.7)
54 (70.1)

3.95

.139

Smoking

Never
Quit
Current

111 (13.5)
24 (16.2)
80 (18.4)

183 (22.2)
35 (23.6)
125 (28.7)

529 (64.3)
89 (60.1)
230 (52.9)

15.67

.003

Alcohol

＜1 times/month
1~4 times/month
≥2 times/week

81 (12.7)
99 (17.0)
35 (18.8)

147 (23.0)
138 (23.7)
58 (31.2)

410 (64.3)
345 (59.3)
93 (50.0)

14.59

.006

Physical activity
(times/week)

None
1~2
3~4
5~6
Everyday

89 (14.6)
70 (16.5)
32 (15.2)
6 (11.3)
18 (16.4)

135 (22.2)
111 (26.2)
47 (22.3)
20 (37.7)
30 (27.3)

385 (63.2)
242 (57.2)
132 (62.6)
27 (50.9)
62 (56.4)

10.47

.234

MPR (%)

<80
≥80

53 (13.7)
162 (15.9)

103 (26.6)
240 (23.6)

231 (59.7)
617 (60.5)

2.00

.367

BMI=Body mass index; DBP=Diastolic blood pressure; DM=Diabetes mellitus; FBS=Fasting blood sugar; M=Mean; MPR=Medication possession
ratio; SBP=Systolic blood pressure; SD=Standard deviation; TC=Total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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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정·이미순·박가은 등

31.2~37.2년이고[23], 약 75.2세까지 생존한다는 보고[24]를

어[17] 당뇨병 환자의 적절한 체중관리는 필수적이다. 선행연

고려하면, 30~40대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패턴과 합병증 발

구[2]에서 건강전문가가 제공하는 당뇨병 교육과 팀 기반 치

생 추이에 대한 기초지식을 확보하는 것은 이들의 노년기 건

료가 당뇨병 관리에 효과적이었으며, 신체활동 증가, 신선한

강관리에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과일과 채소 섭취와 같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장려하는 지역

미국의 노인전문간호사(Gerontological Nurse Practitioner)

사회의 노력은 당뇨병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 50세 이상의 성인부터 초고령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관

다. 그러므로 체질량지수가 높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지

리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25],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

역 사회 중심의 팀 기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인 중재

해 성인기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기 계획 수립이 필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하였

본 연구에서 연령이 높고 유병기간이 긴 것은 2개 이상의 합

다는 점이고, 둘째, 당뇨병성 합병증 상병코드에 대한 일치된

병증 발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제2형 당

의견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는 병원

뇨병 환자(n=9,570)의 동반 합병증 개수별 대상자의 특성을

진료를 받은 대상자들만 포함하여 자신이 당뇨병임을 인식하

조사한 결과 연령이 높고 유병기간이 길수록 동반 합병증 개

지 못하거나, 당뇨병 환자임을 인식하더라도 적극적인 병원

수가 많았으며[4], 혈당조절이 안 되는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

진료를 받지 않는 대상자들은 본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당

이 증가하였다[26]. 연령과 유병기간 증가에 따른 당뇨병성 합

뇨병을 앓고 있는 모든 대상자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만성질환의 조기 관리가 중요하

선행연구[20]의 당뇨병성 합병증 상병코드를 참고하여 연구

며,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과 합병증 관리에 대한 꾸준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본 연구팀은 대동맥 동맥류와 박리

한 관심과 각성이 필요하다.

(상병명 코드 I71.0~71.9)를 당뇨병성 합병증으로 포함하는

비흡연자 중 합병증을 동반한 대상자는 86.5%였고 현재 흡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상병코드로 청구된 환자

연자 중 합병증을 동반한 대상자는 81.6%로 비흡연자 중 합병

1명을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연구결과 해석

증을 동반한 대상자가 다소 많았다. 합병증이 2개 이상 발병한

에 주의가 요구되며, 추후 지역사회기반 장기간 코호트 연구

대상자 중에서 비흡연자와 음주습관이 월 1회 미만인 대상자

를 통해 당뇨병성 합병증 발생에 대한 인과적 요인 파악과 당

비율이 높았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저혈당과 당뇨병성

뇨병성 합병증 상병코드에 대한 일치된 의견수렴을 위한 시도

만성합병증 예방을 위해 금연과 최소한의 음주가 권고되며

가 필요하다.

[6], 비흡연과 낮은 음주습관은 낮은 합병증 발생률과 관련될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

것으로 기대되나 본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

의 만성합병증 관련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당뇨병성

과를 기반으로 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한계가

만성합병증 개수별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당뇨병성 합병증 관

있으며 본 연구의 생활습관변수는 제2형 당뇨병 진단 당시에

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사된 자료이고 관찰기간 동안 변화한 생활습관은 반영하지

본 연구는 체질량지수, 혈압과 같은 생리적 결과와 약물복용

못하였다. 그러므로 개념 간의 상관성에 대한 결과해석에 주

이행과 같은 생활습관 요소가 다양한 당뇨병성 만성합병증과

의가 요구되며, 추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생활습관 변화와 합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

병증 발생추이를 조사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탕으로 약물 복용률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체중과 혈압 조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심혈관질환, 눈질환, 신경병증, 족

절을 위한 생활습관 교정 전략을 꾸준히 적용하여 노인 당뇨

부질환 발생위험이 컸으며 합병증이 2개 이상 발병한 군에 포

병 환자의 당뇨병성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

함된 비율이 높았다. 선행연구[11]에서 당뇨병 진단 전 체질량

요하다. 또한, 합병증이 1개 발생한 당뇨병 환자보다 2개 이상

지수가 높은 대상자는 신장질환, 신경병증과 같은 미세혈관

발생한 당뇨병 환자 중 과체중 또는 비만 비율이 높았으므로

합병증 발생위험이 1.12~1.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이미 합병증이 발생한 당뇨병 환자의 추가 합병증 발생을 예

질량지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전체 미세혈관 합병증과 신장질

방하기 위해 엄격한 체중관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환 발생의 위험을 각각 38.0%, 43.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다. 체중관리를 위해 권고되는 신체활동은 당뇨병성 만성합병

났다. 비만 환자가 식사조절과 운동으로 3.0~5.0%의 체중을

증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객관적

감량하면 심뇌혈관질환의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

으로 측정된 신체활동 자료를 사용하여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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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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