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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abetic management indicators betwee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FF) and other occupational adults (non-AFF) in community-dwelling diabetes.

  Methods: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22,127 diabetic population ≥19 years who participated in the 

2015 Community Health Survey.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compare the 

diabetic management indicators between AFF and non-AF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level, monthly household incom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tatus, and marital 

status was sequentially adjusted.

  Results: Among total diabetic population, 3,712 people (16.8%) was AFF and 18,415 people (83.2%) was 

non-AFF. The fully-adjusted odds ratio [OR] (95% confidence interval [CI]) of current non-medical treatment 

(0.72, 0.66-0.79), measurement of hemoglobin A1c (0.61, 0.55-0.67), screening for diabetic retinopathy (0.76, 

0.70-0.83), screening for diabetic nephropathy (0.75, 0.70-0.81), non-alcoholic or moderate drinking (0.70, 

0.64-0.78), nutrition label reading (0.83, 0.71-0.98), low salt preference (0.85, 0.78-0.93), dental examination 

(0.60, 0.54-0.66), scaling experience (0.84, 0.77-0.93), regular toothbrushing (0.66, 0.58-0.76), and diabetes 

management education (0.84, 0.77-0.92) was significantly lower in AFF compared to non-AFF. In contrast, the 

fully-adjusted OR (95% CI) of AFF’s low stress level (1.39, 1.26-1.52) and adequate sleep duration (1.22, 

1.13-1.32)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AFF, which are better indicators of diabetic management in AFF.

  Conclusions: Overall, the level of diabetes management of AFF was not as good as that of non-AFF.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diabetes management of AFF, a delicate diabetes intervention strategy 

considering th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AFF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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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어업인의 당뇨병 리 수

서  론

  당뇨병은  세계 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요한 공 보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2015년, 만 30세 이상)은 남자 12.0%, 여자 

9.4%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증가하여 

남자는 60세 이상에서, 여자는 70세 이상에서 

20% 이상의 높은 유병율을 보인다[1]. 우리나라 

당뇨병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 당 20.7명으로 사

망원인 6 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뇨병은 사망원인 

2 와 3 인 심장질환  뇌 질환 사망의 

요한 험요인이다[2]. 사망률과의 련성과 더불어, 

당뇨병으로 인한 심 질환, 뇌 질환, 말

질환, 망막병증, 신경병증, 신증의 만성 합병증에 

의해 개인  국가의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건강

련 삶의 질이 하되는 등 당뇨병은 사회 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3-5]. 최근 당뇨병이 더욱 

일  발생하며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당뇨병의 

이환기간이 체 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6]. 이처럼 오랜 기간 당뇨병을 가진 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질환교육, 약물치료, 

생활습  개선, 정기검진을 통한 합병증 조기 발견 

 치료, 장기간 안정 인 당 리 같은 종합

인 당뇨병 리 노력이 요하다. 

  농림어업은 작업 양상  행태, 생활환경, 조직

구조 등에서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으며, 농림어업인의 질환 유병  사망 양상은 

다른 직업군과 차이가 있다[7]. 직업과 당뇨병 유병 

 사망의 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몇몇 직업군의 

당뇨병 발병 험  유병률이 높았지만[8,9], 농

림어업인의 연령을 보정한 당뇨병 유병률  당

뇨병 표 화사망비는 체 인구집단에 비해 상

으로 낮았다[7,10]. 최근 국에서 진행한 향  

연구에서 농 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높았지만, 당뇨병으로 인한 총 사망률은 

오히려 농 지역이 더 높았다[11]. 우리나라는 농

림어업인의 고령화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65세 이상 인구비율: 농림

어업인 37.8%, 체 인구 13.2%)[12]. 따라서 향

후 농림어업인의 당뇨병 유병자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사회 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상되므로, 이에 한 비가 

요구되고 있다. 농림어업인의 건강 련 삶의 질 

향상을 해서는 당뇨병 리가 매우 요하지만, 

농림어업인에서 당뇨병 리 수 이 어떠한지와 

농림어업인의 당뇨병 리 수 이 다른 직업 종

사자에 비해 차이가 있는지에 한 연구는 재

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당뇨병이 있는 지역사회 성인을 

상으로 당뇨병 리 지표들이 농림어업인과 비

농림어업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다양한 사회경제  특성들을 보정한 이후에도 직

업과 당뇨병 리 지표들이 유의한 련성이 있

는지를 평가함으로써, 농림어업인에서 보다 극

인 당뇨병 리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 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국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단  조사

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수 과 보건의식, 건강행태, 

의료이용 등을 악하기 한 목 으로 시행된다.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조사기간(8월 31일∼

11월 8일)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조사 상으로 하 다. 조사는 19개 역, 

총 198개 문항으로 구성된 조사표를 활용하 으며,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노트북 컴

퓨터에 탑재된 자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조사

상자와 일 일 면 에 의한 간 기입식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조사완료된 상자 총 228,558명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이 있다고 응답한 

22,937명 가운데 상자의 특성을 확인하기 한 

문항에 응답거부 는 모름으로 답한 상자 810

명을 제외한 22,127명을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본 연구는 원 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 원

회의 승인을 받았다(WKUH 2017-0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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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모든 자료는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경제  

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 , 월평균 가구소득, 국

민기 생활수 , 혼인상태를 포함하 다. 연령은 

만 나이를 기 으로 19-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으로 분류하 다. 최종학교 졸

업을 기 으로 교육수 을 무학, 등학교 졸업, 

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학교 이상으로 구

분하 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최근 1년 동안 가

구총소득을 기 으로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 다. 국민기 생활수 은 수

권자와 비수 권자로 구분하 으며, 혼인상태는 

결혼 여부  배우자 유무에 따라 유배우자, 이혼·

별거, 사별, 미혼으로 분류하 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상자의 직업을 한국표

직업분류에 따라 리자, 문가  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매종사자, 농림어업

종사자, 기능원  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직업군인, 학생·

재수생, 주부, 무직의 13개 직업군으로 정보를 수

집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군을 재분류하여 

농림어업인과 비농림어업인(나머지 직업군을 모

두 포함)으로 재구분하 다.

  당뇨병 리 수 을 평가하기 한 지표들을 

크게 4개 역으로 범주화하 다. 첫 번째 ‘당뇨병 

치료  검진 역’은 재 경구 당강하제 는 

인슐린 주사 약물치료(  / 아니오), 재 운동·

식사의 비약물요법(  / 아니오), 당화 색소 측

정(  / 아니오), 당뇨병성 안질환 검사(  / 아

니오), 당뇨병성 신장질환 검사(  / 아니오)로 

구성하 다. 두 번째 ‘건강행태 역’은 재 비

흡연(비흡연·과거흡연 / 흡연), 비음주 는 정

음주(비음주 는 주 1회 이하 음주 / 주 2회 이상 

음주), 걷기(주 5일 이상 / 주 4일 이하), 양표시 

독해(  / 아니오), 염 선호(싱겁게 먹음 / 짜게 

는 보통으로 먹음), 낮은 스트 스(조  느낌 / 

많이 느낌), 정 수면시간(7-8시간 / 6시간 이하 

는 9시간 이상)으로 구성하 다. 세 번째 ‘구강

건강 역’은 구강검진(  / 아니오), 스 일링(  

/ 아니오), 정기  칫솔질(아침식후, 심식후, 

녁식후, 취침 의 하루 4회 칫솔질 / 하루 3회 이

하 칫솔질)로 구성하 으며, 네 번째 ‘건강교육 

역’은 당뇨병 리교육(  / 아니오)과 연교

육(  / 아니오)을 포함하 다.

3. 분석 방법

  모든 분석은 농림어업인과 비농림어업인을 비

교하여 시행하 다. 직업에 따른 상자 특성  

당뇨병 리 지표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과 카

이제곱검정을 이용하 으며, 연속형 변수는 평균 

± 표 편차, 범주형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제시

하 다. 최종 으로 비농림어업인을 기 으로 하여 

농림어업인의 당뇨병 리 지표들에 한 교차비

(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세 단계로 진행하

는데, 처음에는 비보정 상태에서, 다음으로 성과 

연령을 보정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성, 연령, 

교육수 , 월평균 가구소득, 국민기 생활수 , 

혼인상태를 보정하여 분석하 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software, version 22.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 으며, 유의수 은 0.05를 

기 으로 하 다.

결  과

  표 1에서는 직업에 따른 상자의 인구학   

사회경제  특성을 비교하 다. 당뇨병을 진단 

받은 상자 체 22,127명 에 농림어업인은 

16.8%(3,712명), 비농림어업인은 83.2%(18,415명)

이었다. 농림어업인의 평균 연령(66.3±8.6세)은 비

농림어업인의 평균 연령(65.1±12.1세)보다 높았다. 

직업에 따른 연령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60세 이상 비율이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농림어업

인에서 높았다. 농림어업인은 남성(57.5%)이 더 

많았지만, 비농림어업인은 여성(53.0%)이 더 많

아서 직업에 따라 유의한 성별 분포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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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림어업인의 당뇨병 리 수

Table 1. Socio-economic status according to occupation (n=22,127)

Variables
Non-AFF

(n=18,415)

AFF

(n=3,712)
P 

Age, year 65.1 ± 12.1 66.3 ± 8.6 <0.001

Age group, years <0.001

   19-39 488 ( 2.6) 9 ( 0.2)

   40-49 1,562 ( 8.5) 109 ( 2.9)

   50-59 3,730 (20.3) 688 (18.5)

   60-69 5,129 (27.8) 1,459 (39.3)

   ≥70 7,506 (40.8) 1,447 (39.0)

Gender <0.001

   Male 8,660 (47.0) 2,134 (57.5)

   Female 9,755 (53.0) 1,578 (42.5)

Education level <0.001

   No formal education 3,823 (20.8) 851 (22.9)

   Elementary school 4,625 (25.1) 1,443 (38.9)

   Middle school 2,847 (15.5) 648 (17.5)

   High school 4,573 (24.8) 621 (16.7)

   College or higher 2,547 (13.8) 149 ( 4.0)

Monthly household income, ten thousand Won <0.001

   <100 6,772 (36.8) 1,589 (42.8)

   100-199 3,807 (20.7) 1,056 (28.4)

   200-299 2,924 (15.9) 561 (15.1)

   300-399 1,995 (10.8) 237 ( 6.4)

   400-499 1,272 ( 6.9) 111 ( 3.0)

   ≥500 1,645 ( 8.9) 158 ( 4.3)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tatus <0.001

   Recipient 1,651 ( 9.0) 135 ( 3.6)

   Non-recipient 16,764 (91.0) 3,577 (96.4)

Marital status <0.001

   Married 12,372 (67.2) 3,098 (83.4)

   Divorced or separated 1,116 ( 6.1) 95 ( 2.6)

   Widowed 4,403 (23.9) 490 (13.2)

   Never married 524 ( 2.8) 29 ( 0.8)

Data are presented as means ± standard deviations or number (percentage).

Abbreviations: AF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직업에 따른 교육수   월평균 가구소득 분

포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반 으로 농림어

업인에서 교육수 과 가구소득이 더 낮았다. 국

민기 생활 수 자 비율은 농림어업인에서 유의

하게 낮았다. 직업에 따른 혼인상태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농림어업

인(83.4%)의 유배우자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2에서는 직업에 따른 당뇨병 리 지표들의 

차이를 비교하 다. 재 약물치료, 낮은 스트 스, 

정 수면시간의 비율은 농림어업인에서 비농림

어업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반면, 

재 비약물요법, 당화 색소 측정,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비음주 

는 정음주, 양표시 독해, 염 선호, 구강

검진, 스 일링, 정기  칫솔질, 당뇨병 리교육

의 비율은 농림어업인에서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0.001). 재 비흡연, 걷기, 

연교육은 직업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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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diabetic management indices according to occupation

Variables Non-AFF AFF P
Diabetes treatment and examination
   Current medical treatment <0.001
      No 2,291 (12.4) 366 ( 9.9)
      Yes 16,124 (87.6) 3,346 (90.1)
   Current non-medical (diet·exercise) treatment <0.001
      No 13,010 (70.6) 2,917 (78.6)
      Yes 5,405 (29.4) 795 (21.4)
   Measurement of HbA1c <0.001
      No 13,614 (73.9) 3,177 (85.6)
      Yes 4,800 (26.1) 535 (14.4)
   Screening for diabetic retinopathy <0.001
      No 11,962 (65.0) 2,658 (71.6)
      Yes 6,453 (35.0) 1,054 (28.4)
   Screening for diabetic nephropathy <0.001
      No 11,166 (60.6) 2,531 (68.2)
      Yes 7,249 (39.4) 1,181 (31.8)
Health behavior
   Current non-smoking 0.400
      No (current smoker) 3,020 (16.4) 588 (15.9)
      Yes (non-smoker, former smoker) 15,395 (83.6) 3,124 (84.1)
   Non-alcoholic or moderate drinking <0.001
      No (≥2 drinks a week) 3,362 (18.3) 953 (25.7)
      Yes (non-drinking, ≤1 drink a week) 15,053 (81.7) 2,759 (74.3)
   Walking 0.506
      No (≤4 days a week) 9,539 (51.8) 1,945 (52.4)
      Yes (≥5 days a week) 8,876 (48.2) 1,767 (47.6)
   Nutrition label reading <0.001
      No 16,513 (89.7) 3,514 (94.7)
      Yes 1,902 (10.3) 198 ( 5.3)
   Low salt preference <0.001
      No 13,161 (71.5) 2,807 (75.6)
      Yes 5,254 (28.5) 905 (24.4)
   Low stress level <0.001
      No (feeling a lot of stress or very much) 4,982 (27.1) 750 (20.2)
      Yes (feeling a little stress or almost no stress) 13,433 (72.9) 2,962 (79.8)
   Adequate sleep duration* <0.001
      No (≤6 hours or ≥9 hours a day) 9,600 (53.6) 1,720 (47.3)
      Yes (7-8 hours a day) 8,317 (46.4) 1,915 (52.7)
Oral health
   Dental examination <0.001
      No 13,316 (72.3) 3,091 (83.3)
      Yes 5,099 (27.7) 621 (16.7)
   Scaling† <0.001
      No 9,292 (65.8) 1,984 (72.7)
      Yes 4,834 (34.2) 745 (27.3)
   Regular toothbrushing <0.001
      No (≤3 times a day) 16,233 (88.2) 3,438 (92.6)
      Yes (4 times‡a day) 2,182 (11.8) 274 ( 7.4)
Health education
   Diabetes management education <0.001
      No 13,088 (71.1) 2,856 (76.9)
      Yes 5,327 (28.9) 856 (23.1)
   Anti-smoking education 0.151
      No 17,821 (96.8) 3,609 (97.2)
      Yes 594 ( 3.2) 103 ( 2.8)

Abbreviations: AF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HbA1c, hemoglobin A1c.

*575 non-responses were excluded.  

†5,272 people with upper and lower dentures were excluded.

‡After breakfast, after lunch, after dinner, before bed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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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에서는 인구학   사회경제  상태를 단

계 으로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직업과 당뇨병 리지표들 각각의 련성을 살펴

보았다. 비농림어업인과 비교할 때, 농림어업인의 

재 비약물요법(모형 3; OR3 0.72, 95% CI 

0.66-0.79), 당화 색소 측정(OR3 0.61, 95% CI 

0.55-0.67),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OR3 0.76, 

95% CI 0.70-0.83),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OR3 0.75, 95% CI 0.70-0.81), 비음주 는 정

음주(OR3 0.70, 95% CI 0.64-0.78), 양표시 독

해(OR3 0.83, 95% CI 0.71-0.98), 염 선호(OR3 

0.85, 95% CI 0.78-0.93), 구강검진(OR3 0.60, 95% 

CI 0.54-0.66), 스 일링(OR3 0.84, 95% CI 0.77-0.93), 

정기  칫솔질(OR3 0.66, 95% CI 0.58-0.76), 당뇨

병 리교육(OR3 0.84, 95% CI 0.77-0.92)에 한 

교차비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반면,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농림어업인에서 낮은 스트

스(OR3 1.39, 95% CI 1.26-1.52)와 정 수면시

간(OR3 1.22, 95% CI 1.13-1.32)의 교차비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농림어업인의 재 약

물치료의 교차비는 모형 1, 2에서는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지만, 모형 3에서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3.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for diabetic management indices of AFF than 

non-AFF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Diabetes treatment and examination

   Current medical treatment 1.30 (1.16-1.46) 1.14 (1.01-1.28) 1.08 (0.96-1.22)

   Current non-medical (diet·exercise) treatment 0.66 (0.60-0.71) 0.64 (0.59-0.70) 0.72 (0.66-0.79)

   Measurement of HbA1c 0.48 (0.43-0.53) 0.47 (0.43-0.52) 0.61 (0.55-0.67)

   Screening for diabetic retinopathy 0.74 (0.68-0.79) 0.71 (0.65-0.76) 0.76 (0.70-0.83)

   Screening for diabetic nephropathy 0.72 (0.67-0.78) 0.70 (0.65-0.76) 0.75 (0.70-0.81)

Health behavior

   Current non-smoking 1.04 (0.95-1.15) 1.10 (0.99-1.22) 1.08 (0.97-1.21)

   Non-alcoholic or moderate drinking 0.65 (0.60-0.70) 0.70 (0.63-0.76) 0.70 (0.64-0.78)

   Walking 0.98 (0.91-1.05) 0.94 (0.87-1.01) 0.97 (0.90-1.05)

   Nutrition label reading 0.49 (0.42-0.57) 0.59 (0.51-0.69) 0.83 (0.71-0.98)

   Low salt preference 0.81 (0.74-0.88) 0.80 (0.74-0.87) 0.85 (0.78-0.93)

   Low stress level 1.47 (1.34-1.60) 1.32 (1.21-1.44) 1.39 (1.26-1.52)

   Adequate sleep duration 1.29 (1.20-1.38) 1.26 (1.17-1.35) 1.22 (1.13-1.32)

Oral health

   Dental examination 0.53 (0.48-0.58) 0.51 (0.46-0.56) 0.60 (0.54-0.66)

   Scaling 0.72 (0.66-0.79) 0.70 (0.64-0.77) 0.84 (0.77-0.93)

   Regular toothbrushing 0.59 (0.52-0.68) 0.60 (0.53-0.69) 0.66 (0.58-0.76)

Health education

   Diabetes management education 0.74 (0.68-0.80) 0.76 (0.70-0.83) 0.84 (0.77-0.92)

   Anti-smoking education 0.86 (0.69-1.06) 0.92 (0.74-1.14) 1.04 (0.83-1.31)

Abbreviations: AF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HbA1c, hemoglobin A1c.

Model 1: unadjusted.

Model 2: adjusted for gender and age.

Model 3: further adjusted for education level, monthly household incom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tatus, 

and marital status plus 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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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당뇨병이 있는 지역사회 성인을 

상으로 농림어업인과 비농림어업인의 당뇨병 리 

지표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농림어업인은 사회경제  상태를 보

정한 이후에도 재 비약물요법, 합병증 검사, 

정음주, 양 리, 구강건강 리  당뇨병 

리교육의 당뇨병 리를 한 필수 인 지표들이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양호하지 못하 다. 반면, 

낮은 스트 스와 정 수면시간은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농림어업인에서 양호하 다.

  당뇨병 리의 궁극  목 은 만성  합병증 

발생을 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다. 당뇨병이 있으면 뇌경색, 

심근경색증, 심증, 심부  등의 심 질환 발생 

험이 뚜렷하게 증가한다[13]. 당뇨병 환자에서 

정 수 의 당 조 을 비롯한 극 인 리를 

통해 미세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14,15]. 따라서 당뇨병이 있으면 약물치료와 

함께 생활습  개선(체  조 , 신체활동 증진, 

연, 양 리 등), 험요인 조 ( 당, 압, 

지질 등), 정기검진을 통한 합병증 조기 발견 

 치료가 권장된다[16,17]. 

  당뇨병에 해 재 약물치료(경구 당강하제 

는 인슐린 주사)를 받는 비율은 농림어업인

(90.1%)에서 비농림어업인(87.6%)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사회경제  지표들을 보정한 이후에는 

직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농림어업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 지역에는 의료기 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당뇨병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성이 우수하지만, 농림어업인의 

다수가 거주하는 읍·면의 농어  지역에는 의료

인 라가 취약하다. 하지만 농어  의료취약지역

에는 보건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 

운 되어 만성질환의 치료  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건기 의 분포가 당뇨병 약물

치료에 있어서 농림어업인과 비농림어업인의 차

이가 없는 이유 의 하나로 생각된다.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은 약물치료와 함께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농림어업인과 비농림업인에서 당뇨병 약물치료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운동·식사의 비약물요법의 

교차비는 농림어업인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농림

어업인에서 양표시 독해와 염 선호가 비농림

어업인에 비해 낮았는데, 이 지표들은 사회경제  

특성을 보정한 이후에도 농림어업인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농  지역의 성인은 짠 음식의 섭취가 

습 화된 행태를 보이며, 식염 감을 한 실천

정도가 낮기 때문에[18], 당뇨병 환자의 압 

리를 해서도 염식  건강한 식사요법의 실

천이 권장된다. 당뇨병 환자에서 등도 내지 격

렬한 신체 활동은 심 질환, 미세  합병증 

 총 사망률 발생 빈도 감소와 련이 있다[19]. 

신체활동 증진과 양 리를 통한 당뇨병 리가 

합병증 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농업인에서도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의 실천이 요한 리 방안

이다.

  당화 색소는 지난 2-3개월의 평균 당 조 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당뇨병에서 당 리를 

철 히 하면 당뇨병에 의한   신장 손상의 

미세  합병증을 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다[15]. 본 연구에서 농림어업인은 비농림어업

인에 비해 당화 색소 측정률이 반 수 이었으며, 

사회경제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농림어업인의 

당화 색소 측정의 교차비는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당화 색소의 정기 인 측정을 

통한 극 인 당 리가 합병증 방을 해 

요함을 고려하면[20], 농림어업인에서 당화 색소 

측정률을 높여서 극 으로 당 리를 할 필

요가 있다. 당뇨병성 안질환과 당뇨병성 신장질

환은 비교  빨리 나타날 수 있는 당뇨병 합병증

이다. 당뇨병성 안질환은 실명  시각장애의 요

한 원인이지만, 안 검사를 통해 일  발견하여 

이  응고술을 시행하면 실명을 방할 수 

있다[21]. 당뇨병성 신장질환은 말기신장질환의 주

요 원인이므로 미세단백뇨검사를 통하여 조기 발

견을 통한 리가 필요하다[22]. 본 연구에서 농

림어업인은 당뇨병성 안질환  신장질환 검사율

이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7-8%p 낮았으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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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농림어업인의 합병

증 검사 교차비가 각각 0.76과 0.75로 비농림어업

인에 비해 낮은 수 이었다. 정기 인 합병증 검

사를 통해 당뇨병성 안질환  신장질환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요하므로, 농림어업인의 

당뇨병 합병증 검사율을 높이기 한 책이 필

요하다.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이 주로 도시 지역

에 치하고 있는데, 농어  지역의 일차진료  

안과 의사의 상 인 부족함이 농림어업인에서 

합병증 검사율이 낮은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 의 근성을 개선하고 장기 으로 지역

사회 당뇨병센터  tele-ophthalmology를 도입

하는 것이 안이 될 수 있다[23,24].

  당뇨병 환자에서 흡연은 심 질환  총 사

망률 험을 높이는데, 연을 하면 이러한 험이 

감소된다[25]. 본 연구에서 농림어업인과 비농림

어업인의 재 흡연  연교육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당뇨병 환자에서 정한 음주는 심

질환, 미세  합병증  총 사망율의 험이 

비음주에 비해 유의하게 낮으며, 과음은 비음주

자에 비해 용량 의존 으로 험이 증가한다[26].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과음을 삼가고 정한 음

주를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농림어업인은 비음주 

는 정음주 교차비가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유

의하게 낮았다. 농사일  새참으로 술을 마시며 

술이 여가와 사교의 요한 수단이 되는 등 음주에 

한 농  지역의 실을 고려할 때, 당뇨병이 

있는 농림어업인에서 과음을 방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농림어업인은 낮은 스트 스와 정 

수면시간의 교차비가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나서, 스트 스  수면의 정신건강 

지표들은 농림어업인들에서 상 으로 양호한 

리수 을 보 다. 정신  스트 스는 당뇨병 

발생  기존 당뇨병 환자의 후와 련된 요한 

요인이며[27], 당뇨병 환자의 당을 더욱 상승시

킨다[28]. 도시 지역에 비해 농  지역 주민들은 

지역사회에 통합이 더 잘 되어 있고 마을회 , 

노인회  등의 지역거 을 심으로 빈번한 교제

를 통해 가족 인 인간 계를 유지하므로 상

으로 스트 스 수 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29]. 

도시 지역의 문화 , 물리  환경여건이 농  지

역에 비해 우수해서 신체건강에는 정 인 향을 

미치지만, 사회심리  건강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도 농림어업인의 스트 스 수 이 낮은 

이유로 생각된다[30]. 당뇨병 환자에서 낮은 수면의 

질은 결과 으로 불량한 당 리  낮은 건강

련 삶의 질과 유의한 련성이 있다[31,32]. 특히 

짧은 수면시간은 당뇨병 환자의 사망 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정한 수면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당뇨병 리에 있어서 요하다[33]. 기존 연구에서 

농  거주자는 도시 거주자에 비해 더 일  잠자

리에 들고 평균 수면시간이 더 긴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34], 이는 농  지역의 물리  환경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뇨병은 구강건강을 악화시키는 험요인으로, 

특히 치주질환 발생과 련된 독립  험요인이

다[35].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

해 치주질환 유병률이 높고 치주질환의 증도가 

심각하며, 치주조직의 괴 정도가 더 심하다[36]. 

특히 당 조 이 불량한 당뇨병 환자는 당 조

이 양호한 환자에 비해 심각한 치주질환의 

험이 더 크다[36]. 당뇨병으로 인해 치주질환 

험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당뇨병 환자에서 심한 

치주염이 있으면 당뇨병 합병증 발생  사망 

험이 증가하는 양방향 련성을 보인다[37].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극 인 구강건강 리를 해 

정기 으로 구강검진을 시행하고 식사 후  취침 

에 칫솔질을 해야 한다. 한 치석·치태 제거를 

한 주기 인 스 일링 실시와 치실이나 치간칫솔 

같은 구강 생용품을 사용을 통해 당뇨병 환자의 

치주질환 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농림어업인은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구강검진 수

검률, 스 일링 실시율  정기  칫솔질 수행률이 

낮았으며, 사회경제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이들 

구강건강 지표들의 교차비가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당뇨병 환자에서 치주질환 치

료가 당화 색소 감소의 당 리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38], 농림어업인에서 구강

건강 리 향상을 해 치과진료의 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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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강 증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당뇨병 리교육은 지식 제공  자가 리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 개발을 통해 당뇨병을 리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당뇨병 

리교육은 당뇨병 지식과 자가 리 행동 개선, 권한 

부여(empowerment)  자기 효능감 향상, 당화

색소  공복 당 수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

에[39], 당뇨병 리에 있어 매우 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체 당뇨병 상자의 당뇨병 

리교육 참여율은 27.9%에 불과하 으며, 농림

어업인의 참여율은 23.1%로 특히 낮았다. 한 

사회경제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농림어업인의 

당뇨병 리교육 교차비가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낮은 수 이었다. 농림어업인은 부분 읍·면 지

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상 으로 보건기  이용

률이 높기 때문에, 보건기 을 활용한 당뇨병 

리교육  로그램 시행이 효과 일 것이다. 한 

국민건강보험의 사례 리 로그램의 농림어업인

으로의 용 확 , 휴 화 애 리 이션 활용 

 웹 기반 개입이 향후 유용한 당뇨병 리 

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40,41].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이 있다. 첫째, 

단면연구에 의한 결과이므로 직업과 당뇨병 리

지표들의 유의한 련성을 인과 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둘째, 직 인 검사와 측정이 아닌 설문

조사를 통한 당뇨병 리 정도를 악하 다. 따

라서 상자들의 당뇨병 리 지표 정보는 부분 

최근 1년 이내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 지만, 회

상비뚤림(recall bias)의 가능성이 있다. 셋째, 직

업을 묻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을 따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하나의 분류로 통합하여 조사하 기 때문에 구체

으로 각 직업에 따른 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림어업인  농업인의 구성

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농업인 87.9%, 어업인 4.7%, 

임업인 7.4%)[12], 본 연구에서의 농림어업인의 

결과는 주로 농업인의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넷째, 

농림어업인은 은퇴 시 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의 경우 재 실질 으로 농림어업에 종사

하지 않는 경우라도 직업을 농림어업 종사자로 

응답하 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장 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일반인을 

상으로 하 으며, 2만 명 이상의 규모 당뇨병 

유병자를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둘째, 당

뇨병 리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리지표들을 

결과변수로 하 기 때문에 직업에 따른 반 인 

당뇨병 리수 을 평가할 수 있었다. 셋째, 분석 

과정에서 당뇨병 리 수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 사회경제  지표들을 보정함으로써 직업과 

당뇨병 리수 의 독립  련성을 평가하 다.

  결론 으로 지역사회 당뇨병 성인을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농림어업인은 사회경제  상태를 

보정한 이후에도 여 히 많은 당뇨병 리 지표

들이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양호하지 못하 다. 

농림어업인의 당뇨병 리 수 을 개선하여 합병

증을 방하고 건강 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농림어업인의 직업  특성을 고려한 섬

세한 당뇨병 개입 략이 필요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당뇨병이 있는 지역사회 성인을 

상으로 농림어업인과 비농림어업인으로 구분하여 

당뇨병 리 지표들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다양한 사회경제  특성들을 보정한 이후에도 직

업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평가하 다.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상자 , 

당뇨병을 진단받은 19세 이상 22,127명을 분석

상으로 하 다. 카이제곱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이용하여 농림어업인과 비농림어업인 간의 

당뇨병 리 수 을 비교하 다. 성, 연령, 교육

수 , 월평균 가구소득, 국민기 생활수 , 혼인

상태의 사회경제  상태를 순차 으로 보정하여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 다. 연구결과, 당뇨병 

상자  농림어업인은 3,712명(16.8%), 비농림어

업인은 18,415명(83.2%)이었다. 모든 사회경제  

상태를 보정한 후,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농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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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에서의 교차비(OR, 95% CI)는 당뇨병 비약

물요법(0.72, 0.66-0.79), 당화 색소 측정(0.61, 

0.55-0.67), 당뇨병성 안질환 검사(0.76, 0.70-0.83), 

당뇨병성 신장질환 검사(0.75, 0.70-0.81), 비음주 

는 정음주(0.70, 0.64-0.78), 양표시 독해

(0.83, 0.71-0.98), 염 선호(0.85, 0.78-0.93), 구강

검진(0.60, 0.54-0.66), 스 일링(0.84, 0.77-0.93), 

정기  칫솔질(0.66, 0.58-0.76), 당뇨병 리교육

(0.84, 0.77-0.92)이 유의하게 낮았다. 반면, 농림

어업인에서의 낮은 스트 스(1.39, 1.26-1.52)와 

정 수면시간(1.22, 1.13-1.32)의 교차비는 비농

림어업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반 으로 

농림어업인의 당뇨병 리 지표들의 수 은 비농

림어업인에 비해 양호하지 못하 다. 농림어업인의 

당뇨병 리 수 을 개선하여 합병증을 방하고 

건강 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농림어

업인의 직업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당뇨병 개

입 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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