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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s : Incheon metropolitan city has set a model program of community partnership for hypertensive 

or diabetic patients detection and follow-up since 2005.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model on the 

compliance and the control of  blood pressure or blood sugar level

  Methods : Telephone-surveys were done for 140 persons selected from 408 patients who were detected newly as 

hypertensive or diabetic patients at Gangwha-Gun and Seo-Gu in Incheon between January 1st and August 31th in 

2006, and finally completed in 110 patients(78.6%). Survey questionnaires included socio-demographic(age, gender, 

and educational level), health behavioral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y, and diet), and therapy-related 

(registration state, compliance, blood pressure or blood sugar control) variables. Odds ratio and 95% CI were 

derived from logistic regression model.

  Results : Registered group exhibited  high compliance and well managed blood pressure or blood sugar 

level. The odds ratio of registration were 5.55(95% CI:1.83~16.89) for compliance and 3.78(95% 

CI:1.43~9.99) for blood pressure or blood sugar control after adjusting for age, gender, disease, and area

  Conclusions : It is independently related to compliance and blood pressure or blood sugar control whether 

the patient is registered or not. To control hypertension or diabetes mellitus in terms of compliance and 

control state, a community-based registration program through community partnership could be a powerful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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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 압과 당뇨병은 심장  뇌 질환의 주요 

험인자로서 각각 우리나라 성인의 27.9%, 8.1%가 

이환되어 있을 정도로 인구집단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은 질환이다. 그러나 고 압 환자  스스로 

압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가 반에 

불과하고, 그 에서 반만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반만 정상 범 로 

압이 조 될 정도로 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당뇨병도 고 압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4-5].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오래 부터 선진외국은 고

압과 당뇨병의 리를 국가 질병 리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지속 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6-8]. 우리나라 정부도 2010년까지 국민의 건강

수명을 75.1세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고 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리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의 증가와 국민의료비의 증에 

비하여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정책 목표로 정하

다. 특히, 정부는 1995년 지역보건법이 제정된 

후 보건소 사업 에서 고 압과 당뇨병의 리

를 주요한 사업의 역으로 정하 고 그에 맞는 

새로운 기능을 설정하 으며, 차 으로 산과 

사업을 확 하고 있다[9]. 

  그러나 보건소 고 압․당뇨병 리사업이 보건

소에 내소하는 환자 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등록

리가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

이 제기되었고, 사업 담당자의 문성이 취약

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그 결과 고 압

과 당뇨병에 한 인지율, 투약치료율, 그리고 

압조 률이 여 히 낮은 수 에 머물러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해 고 압․당뇨병 리사업을 

보건소 단독으로 개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료

기 과 력을 통해 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어 왔다[10].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부문의 의료자원이 공공

부문에 비해 압도 으로 우세한 국가는 민간의료

기 과 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 단 의 

통합 이고 포 인 보건사업의 수행이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 선진외국도 공공 부문의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만성질환 리를 하여 민간부

문과 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1,12].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 압․당뇨병 리

사업을 공공부문과 민간의료기 이 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고, 력도 공동의 교육사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력을 

통해서 얻어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한 

자료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 역시는 2005년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이 함께 지역사회 력체계를 구축하여 환자발견

부터 추구 리에 이르기까지 만성질환 리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운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 역시에서 고 압과 당뇨병의 

리를 해 만들어진 지역사회 력체계의 효과를 

치료순응도  압  당 조 의 정도로 평가

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 상자는 2006년 1월 1

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강화군과 서구에서 

고 압과 당뇨병으로 신규 발견된 408명에서 선

정되었다. 이 에서 11월 30일까지 지역사회

력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강화군의 4개 의료기 과 

서구의 5개 의료기 에 의뢰되어 추구 리가 정

기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20명을 일차 조사 상

자로 선정하 다. 한, 등록은 이루어졌지만, 추

구 리가 부정기 인 상자 에서 40명을 성과 

연령을 매칭하여 선정하 으며, 신규로 발견되었

지만 참여 의료기 에서 등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자  80명을 성과 연령을 매칭하여 선

정하 다. 이 게 선정된 140명에 하여 화설

문조사를 실시하 고, 최종 으로 조사 상자의 

78.6%인 110명을 분석 상에 포함하 다. 

  인천 역시는 2005년부터 일부 보건소를 심

으로 보건소, 민간의료기 , 건강보험공단 등이 

지역사회 력체계를 구축하고 고 압․당뇨병

리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 압․당뇨

병 리 로그램은 참여 기 들이 공동으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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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Registration in detected patients

No(N, %) Yes(N, %)

Number of subjects 66 (60.0) 44 (40.0)

Age

    < 60 28 (51.9) 26 (48.1)

    ≥ 60 38 (67.9) 18 (32.1)

Gender

    Male 46 (59.7) 31 (40.3)

    Female 20 (60.6) 13 (39.4)

Education

    < High school 40 (57.1) 30 (42.9)

    ≥ High school 26 (65.0) 14 (35.0)

Job*

    No 43 (68.3) 20 (31.7)

    Yes 23 (48.9) 24 (51.1)

Disease†

    Hypertension 61 (70.1) 26 (29.9)

    Diabetes 1  (7.1) 13 (92.9)

    Hypertension with Diabetes 4  (44.4) 5  (55.6)

Area

    Rural 35 (70.0) 15 (30.0)

    Urban 31 (51.7) 29 (48.3)

Non-smoking

    No 20 (57.1) 15 (42.9)

    Yes 46 (61.3) 29 (38.7)

Moderation in drinking

    No 32 (58.2) 23 (41.8)

    Yes 34 (61.8) 21 (38.2)

Physical activity

    No 22 (55.0) 18 (45.0)

    Yes 44 (62.9) 26 (37.1)

Diet

    No 43 (64.2) 24 (35.8)

    Yes 23 (53.5) 20 (46.5)

* P for chi-square < 0.05

†P for Mantel-Haenszel chi-square < 0.05

발견사업을 실시하여 새로 발견된 환자를 참여 

의료기 에 의뢰하고, 참여 의료기 은 의뢰된 

환자를 ‘웹기반 만성질환등록 리체계’(Incheon 

Chronic Disease Management System, 이하 

iCDMS)에 등록하면 보건소가 등록된 환자를 추구 

리하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게 구축된

 iCDMS에서 최종 으로 140명의 상자를 선정

하여 화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화설문조사

는 2006년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한 명의 조사

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화설문지는 총 2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령, 성, 학력, 직업력 등 

인구사회학  변수, 연, 주, 운동, 양 등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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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실천 행  변수, 참여 의료기  등록 유무 

변수, 치료순응도와 압  당 조  유무 등

의 결과 변수를 포함하도록 작성하 다. 치료순

응도는 화설문에서 의사가 지시한 로 처방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 다’고 

답한 경우 치료에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

다. 압  당의 조  유무는 화설문에서 

재 압 는 당이 정상 범  내로 조 되고 

있는냐는 질문에 ‘그 다’고 답한 경우 조 되

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 다.

  iCDMS에 의한 등록 유무에 따라 치료순응도

와 압  당의 조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하여 로짓회귀모형을 구축하 다. 로

짓회귀모형에서 유의한 변수를 찾기 하여 다단

계 변수 선택법을 사용하 다. 먼 , 인구학  변

수와 등록 리 변수만으로 모델 I을 구축하 고, 

모델 I의 변수를 고정한 후 다단계 변수 선택법

을 이용하여 유의한 변수를 선정하 다. 유의한 

변수  하나인 질병 분류 변수를 포함하여 모델 

II를 구축하 고, 다시 지역 변수를 추가하여 모델 

III을 별도로 구축하 다. 모델의 유의성 검정은 

Table 2. Adjusted odds ratio from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models for different patient 

        compliance according to registration in detected patients

Model I
*

Model II
†

Model III
‡

OR (95% CI) OR (95% CI) OR (95% CI)

Registration in detected patients

    No       1.00       1.00       1.00

    Yes 6.42 (2.45～16.81) 6.76 (2.27～20.10) 5.55 (1.83～16.89)

Age

    < 60       1.00       1.00       1.00

    ≥ 60 3.23 (1.32～7.95) 3.05 (1.23～7.58) 2.73 (1.09～6.82)

Gender

    Men       1.00       1.00       1.00

    Women 1.18 (0.47～2.97) 1.30 (0.51～3.33) 1.24 (0.48～3.20)

Disease

    Hypertension       1.00       1.00

    Diabetes 0.79 (0.18～3.55) 0.93 (0.20～4.24)

    Hypertension with Diabetes 5.15 (0.54～48.81) 4.78 (0.48～47.10)

Area

    Rural       1.00

    Urban 1.76 (0.72～4.31)

* Model for registration in detected patients, age and gender

†Model for Model I and disease

‡Model for Model II and area

최 우도함수의 변화를 통해 실시하 고, 통계처

리는 SAS 8.1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결  과

  연령, 성, 교육정도, 지역, 건강생활실천행  변

수 등은 미등록군과 등록 리군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업과 질병분류 

변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이 있는 경우가 등록 리가 잘 이루어지고, 고

압 환자에 비해 당뇨병 환자에서 등록 리가 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인구학  변수를 보정한 모델 I에서 등록 리

군이 미등록군에 비해 치료순응도가 6.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변수와 질병분류 변수를 

보정한 모델 III에서는 치료순응도가 5.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 압과 당뇨병을 모두 갖

고 있는 환자가 고 압만 갖고 있는 환자보다 치

료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통계  유의

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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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학  변수를 보정한 모델 I에서 등록 리

군이 미등록군에 비해 압  당의 조 이 

4.59배 더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변수와 

질병분류 변수를 보정한 모델 III에서는 그 차이

가 조  떨어졌지만, 여 히 등록 리군이 미등

록군에 비해 압  당의 조 이 3.78배 더 

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고 압․당뇨병 리사업에 있어서 지

역사회 력체계 구축의 효과를 평가하기 한 목

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의료기

의 비 이 큰 상황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력이 요한데, 지역사회 력체계를 통한 고 압․

Table 3. Adjusted odds ratio from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models for different glycemic 

        and hypertensive control according to registration in detected patients

Model I* Model II† Model III‡

OR (95% CI) OR (95% CI) OR (95% CI)

Registration in detected patients

    No       1.00       1.00       1.00

    Yes 4.59 (1.96～10.74) 4.43 (1.70～11.53) 3.78 (1.43～9.99)

Age

    < 60       1.00       1.00       1.00

    ≥ 60 1.46 (0.64～3.34) 1.42 (0.61～3.31) 1.31 (0.55～3.09)

Gender

    Men       1.00       1.00       1.00

    Women 1.58 (0.65～3.81) 1.20 (0.47～3.08) 1.10 (0.42～2.86)

Disease

    Hypertension       1.00       1.00

    Diabetes 1.46 (0.36～6.00) 1.78 (0.42～7.54)

    Hypertension with Diabetes 2.30 (0.43～12.24) 2.10 (0.39～11.31)

Non-smoking

    No       1.00       1.00

    Yes 2.57 (0.98～6.70) 2.88 (1.06～7.79)

Area

    Rural       1.00

    Urban 1.90 (0.79～4.61)

* Model for registration in detected patients, age and gender

†Model for Model I, disease and non-smoking

‡Model for Model II and area

당뇨병 리사업이 그 사업의 일차  목표라 할 

수 있는 치료순응도와 압․ 당조 률의 향상에 

정 인 작용을 하 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

의 구체 인 목 이었다. 연구 결과 환자발견사

업을 통해 발견된 환자 에서 참여 의료기 에 

의뢰되어 등록 리가 이루어진 군이 발견 후 참

여의료기 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군에 비해 

치료순응도와 압․ 당조 률이 각각 5.55배, 

3.7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국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Levine 등[13]은 지역보

건센터와 학계가 력체계 구축을 통해 도시지역

의 아 리카계 미국인의 압 조 에 효과가 있

었다고 보고한 바가 있고, 당뇨병 리를 해 

민간의료기 과 보건기 , 그리고 학 등이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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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구축하여 당뇨병 리 수 이 향상되었다

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1,14]. 특히, 고

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리를 해 지역사회 

력이 무엇보다 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인  자원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력체계를 구축

하려는 시도와 로그램이 추진되어 왔다[12,15-18]. 

반면, 우리나라는 고 압과 당뇨병의 치료순응도

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부

분 개인 수 에서 치료순응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논문이고, 지역사회 력체계의 구

축에 따른 효과를 평가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

다[19-23].

  고 압과 당뇨병의 리에 있어서 지역사회

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고 압과 당뇨병의 

특성에 기인한다. 일반 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문가를 찾아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는 과정은 

질병에 따라 문가와 최  하는 시 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환자 는 의료이용자의 요

인을 제외하면 질병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에서 증상경험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한 문가에게 의뢰를 

받아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순응도에 차이가 발생

하는데, 이때도 질병의 특성이 작용을 하게 된다. 

고 압과 당뇨의 경우 증상 경험이 뚜렷하지 않

고 기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문

가와 하는 시기가 늦고, 문가와 을 하

더라도 순응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24].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 압과 당뇨병의 치료순응

도를 높이고 압과 당을 정상 범 내로 조

하기 해서는 환자 발견과 등록  추구 리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 이다. 

  한, 지역사회 체를 상으로 사업을 수행

하기 하여 많은 수의 인  물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 보건소가 확보하고 있는 자원으로는 

불가능하다. 실제, 보건소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

문에 일선 보건소는 보건소에 내원한 일부 고

압, 당뇨병 환자만을 상으로 한 등록 리사업

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 상의 사업은 일회성 

교육과 홍보에 국한되어 있다. 더욱이 민간의료

기 이 치료 기능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실에서 민간의료기 과 지역사회 력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 지역사회 체의 고 압과 당뇨병의 

치료순응도를 높이고 압과 당을 정상 범  

내로 조 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지역사회 력체계의 구축을 

통한 고 압, 당뇨병 환자의 등록 리가 치료순

응도와 압과 당의 조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역시에서 두 군데의 

시범지역에서 운 되고 있는 고 압․당뇨병 리

사업을 평가 상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평가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 이라 할 수 있다. 

한, 조사 상자 수가 어서 다른 요인에 의한 

교란 효과를 충분하게 보정하지 못하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으로 고 압과 당뇨병, 그리고 

복 질환에 따라 치료순응도와 압과 당의 

조  정도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자 수가 작아서 그 효과가 불분명하게 나타났고, 

그로 인한 교란 효과를 충분하게 보정하지 못하

을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화면 조사를 

통해 치료순응도와 압  당의 조  여부를 

악하 기 때문에 상자가 순응의 정도에 하여 

주  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정상 

범 의 압  당 수 에 해 잘 모르는 경우 

응답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에서 환자발견과 등록  추구 리를 목 으로 

민간의료기 과 지역사회 력체계를 구축한 사례가 

많지 않고, 그 효과를 평가한 연구가 없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충분할 것으로 단된다. 

향후 인천 역시 체로 사업이 확 된 후 지역

사회 력체계의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는 이를 한 

기 연구의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  약

  인천 역시의 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 압과 

당뇨병의 리를 해 민간의료기 과 함께 만든 

만성질환등록 리체계의 효과를 평가하 다. 만

성질환등록 리체계에 등록 리가 이루어지고 있

는 군이 미등록군에 비해 치료순응도와 압  

당의 조  정도가 좋은지를 평가하 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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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로짓회귀모형을 구축하여 이루어졌고, 다

단계 변수 선택법을 사용하여 교차비와 95% 신

뢰구간을 구하 다. 연구결과 등록 리군이 미등

록군에 비해 치료순응도가 5.5배 높았고, 압  

당의 조 이 3.78배 더 잘 되었다. 향후 이러한 

효과가 인천 역시 체 사업으로 확 된 후에도 

지속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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