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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prevalence of diabetes mellitus, in 
relation to the physical activity grade and to compare differences in, personal medical expenses, the days 
of hospitalization, inpatient, outpatient and emergency.

METHODS The medical panel data of Korea used in 2016, with a total of 13,523 adults and 1,404 diabetes 
mellitus patients. Physical activity level measured with IPAQ questionnaire, and displayed as MET-minutes 
per week. The days of hospitalization, personal medical expenses, using of inpatient, outpatient and 
emergency investigated, and frequency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OVA, and Chi-square performed. 

RESULTS The prevalence of diabetes mellitus based on inactive group was reduced both minimally active 
group (odds ratio [OR] = 0.81) and active group (OR = 0.73, p<.01). The personal medical expenses I(p<.05) 
and II(p<.01) were all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each physical activities group. Medical expenses have 
increased by 33.3~35.1 % in minimally active group compared with active group, while inactive groups 
have increased rapidly by 58.8~65.6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patient and emergency using 
depend on the level of physical activity.

CONCLUSIONS The SEI could provide a relative evaluation of jumping performance depending on physical 
resources without consideration of phys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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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신체활동 부족은 공중 보건의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
로 알려져 있다. 신체활동이 체력과 건강의 측면에서 유
익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 세계 인
구의 1/3이 권장 최소 활동량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3].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체활동 부족
은 전 세계 10대 사망원인 요인 중 하나이며, 심혈관계질
환, 암, 당뇨병과 같은 비감염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
라고 하고 있다 [4]. 한국의료패널에서도 7대 만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병증, 결핵, 허혈성 심장질
환, 뇌혈관 질환을 중심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당뇨 유병률은 9.3%이고 [5] 심장병, 암, 

호흡기질환, 비의도성 사고, 알츠하이머와 함께 7대 사망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6], 우리 나라의 경우 2017년 
당뇨 유병률은 10.4%로 보고되고 있다[7]. 당뇨는 고혈압, 
심장질환, 안과 질환, 신장 질환, 호흡순환계 질환 등에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당뇨 유병률은 증
가하여 2,050년에는 25~3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8].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사
망 위험률, 직장암 등의 감소, 체중조절, 건강한 뼈와 관절 
유지, 심리학적 안녕 유지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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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다 [9, 10]. 
생활 양식 개선에 참여한 사람은 체중 감소, 혈당 조절, 

혈압 삶의 질, 당뇨 동반 질환 등의 개선 및 총 질병관리 비
용 감소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11-13]. 체중 감
소가 없는 경우에도 과체중의 당뇨 환자에게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혈압, 지질 수준 및 글루코스 조절 이상의 개
선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14]. Cornelissen 
et al. [15]은 조깅과 사이클과 같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이 안정시 혈압을 3.5/2.5mmHg 정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신체활동과 질병 및 의료이용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신체활동 정도가 입원빈도와 입원기간과 유의
한 상관관계가 보고되고 있으며 [16], Moraes [10] 운동은 
순환계 심혈관질환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
다. Lee [17]은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악력이 높을수록 고강도 운동, 근력운동, 유연성 운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악력이 높을수록 고혈압의 유병
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사
람이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입원진료 이용
률이 약 38% 더 높았다고 보고되고 있다 [18].
하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당뇨 유병률과 신체활동 수준 관계에 연구는 미
미한 편이다. 의료이용과 의료비용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된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당뇨 질
환자의 의료비용, 입원일수, 입원, 응급실 이용 여부 등의 
차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실
정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신 공개 자료인 2016년 한국의료

패널 중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활동 등급에 따른 
당뇨 유병률의 차이를 비교하고, 당뇨 환자의 신체활동 등
급에 따른 연간 의료비, 연간 입원일수, 입원, 외래 및 응급
실 이용 여부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제공된 가장 최신 자료인 2016 
한국의료패널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정부승인 지정통계조사이며 승인번호 92012호(2007년)
이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추출틀로 하고 있으
며, 2008년부터 매년 건강행태 및 수준, 보건의료이용 상황

과 의료비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대상 
선정은 표본조사구를 집락 추출과 표본가구를 추출하는 
2단계 확률비례 층화집락추출 방법으로 하였다. 표본 조
사구는 약 350개이며, 2008년에는 7,866가구를 조사하였
고, 일부 누락 가구가 발생하여 2013년에 2,222가구(6,454
가구원)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6년 
데이터 중 성인 남녀 총 13,523명이었고, 이 중 의사에게서 
당뇨로 진단받은 환자는 1,404명이었다. 분석 자료는 응답
자 고유의 가구와 가구원 ID를 이용하여 자료를 통합하였
다. (Table 1)은 연구 대상자의 인구실태, 체격자료 및 건강
과 질병 행태의 자료이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N=13,523)

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Demographics

Sex Male 6,028 44.6

Female
Missing values

7,086
409

52.4
3.0

Age 53.5±17.3

Physical measurements

Height(cm) 163.6±9.0

Weight(kg) 62.5±11.4

Body mass index 23.2±3.1

Health habit and disease 

Smoking Smoker 5,017 37.1

Nonsmoker 8,506 62.9

Drinking Nondrinker 3,620 26.8

Below 1 time per month 3,061 22.6

1 to 3 times per month 3,062 22.6

Above 1 time per week 3,780 28.0

Disease Diabetes Mellitus 1,404 10.4

Non-Diabetes Mellitus 12,119 89.6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신체활동은  IPAQ(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의 단문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단문
형은 7개의 문항으로 국가 혹은 지역관리 시스템에 적합
한 형태이며, 장문형은 27개의 문항으로 심도 있는 자료 
수집에 적합한 형태이다 [19]. IPAQ 단문형은 최근 7일 동
안 10분 이상 참여한 걷기, 중등도 활동 및 격렬한 신체활
동의 주당 일수와 평균 시간(하루당 시간과 분)에 대한 설
문이다. 신체활동량은 단문형 설문 자료를 이용하여 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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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metabolic equivalent)-분으로 환산하였다. 걷기의 운
동강도는 3.3MET, 중등도 활동의 강도는 4.0MET, 격렬한 
활동의 강도는 8.0 MET로 설정하였다. 비활동(inactive) 집
단은 600 MET-분 미만, 최소활동(minimally active) 집단은 
600~3,000MET-분, 고활동(active) 집단은 주당 3,000MET-
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19].
연간 개인의료비I은 입원, 외래 및 응급의료비 및 처방

약값을 대상자가 수납한 금액을 합한 것이며, 연간 개인의
료비II는 연간 개인의료비I에 입원, 외래 및 응급교통비와 
입원간병비를 합한 금액이다. 의료비 금액은 원(Won) 단
위로 표시하였으며, 달러($)로 환산할 때는 $1를 ₩1,100
으로 하여 표시하였다. 연간 입원일수는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전체 일수이다. 입원과 외래 및 응급실 이용 여부
도 함께 조사하였다.

자료처리방법

자료처리에는 IBM SPSS Statistics 23.0을 사용하였고, 
가구원 일반사항, 당뇨 진단 여부 판정, 신체활동 산출 및 
등급 판정, 연간 입원일수, 연간 개인의료비I 및 연간 개인
의료비II를 분석하였다. 자료 중 성별과 건강습관 및 질병
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령과 체격요인은 기
술분석을 실시하였다. BMI(body mass index), 흡연과 음주
를 공변량으로 통제하고 신체활동 집단에 따른 당뇨 유병
률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BMI는 원수치를 입력하였고, 흡
연은 흡연여부로 구분하였고, 음주는 음주 빈도를 기준으
로 하여 평생 금주, 최근 1년간 금주, 월 1회 미만, 월 1회, 
월2~3회, 주 1회, 주 2~3회, 거의 매일로 구분하였다. 당뇨 
환자의 신체활동 집단에 따른 연간 개인의료비와 월평균 
약값 및 입원일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고 Tukey 방법으로 사후검
증을 실시하였다. 당뇨 환자의 신체활동 집단에 따른 입
원 여부, 응급실 이용 및 외래 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횡단연구 자료
이므로 신체활동에 따른 의료비, 입원일수, 입원과 응급
실 이용 여부 등의 차이가 나타나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통계적 유의수준 α=.05로 하였다.

결과

(Table 2)는 신체활동 집단에 따른 당뇨 유병률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비활동 집단의 고혈압 유병률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최
소활동 집단의 유병률의 OR이 0.81(95% CI = 0.65-1.02)로 
19.0% 감소하였고(p=.072), 고활동 집단의 유병률의 OR이 
0.73(95% CI = 0.58–0.91)로 27.0%(p<.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 유병률을 BMI, 흡연과 음주 변수를 공변
량으로 분석한 결과, 최소활동 집단의 OR은 0.82(95% CI = 
0.66-1.03)로 18.0% 감소하였고(p=0.081), 고활동 집단의 유
병률의 OR이 0.76(95% CI = 0.61-0.96)으로 34.0%(p<.05)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활동 수준이 상승할수록 
당뇨 유병률이 19.0%에서 27.0% 감소하며, 공변량을 통제
한 경우에는 18.0%에서 3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당뇨 환자의 신체활동 집단에 따른 연간 
개인의료비와 연간 입원일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당뇨 환자의, 연간 개인의료비
I(p<.01).  및 연간 개인의료비II(p<.01)는 모두 신체활동 집
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간 개인의료비I은 응
급, 외래 및 입원의료비 및 처방약값을 합한 비용이며, 연
간 개인의료비II는 연간 개인의료비I에 입원, 응급 및 외
래교통비와 입원간병비를 합한 것이다. 연간 개인의료비

Table 2. Diabetes Mellitus prevalence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grade

Physical activity grade N(%)
Diabetes Mellitus

Unadjusted OR (95% CI) p Adjusted OR (95% CI) p

1st grade inactive 6330(46.8) 1.00 1.00

2nd grade minimally active 6049(44.7) 0.81
(0.65~1.02) 0.072 0.82

(0.68~1.03) 0.081

3rd grade active 1143(8.5) 0.73
(0.58~0.91) 0.005 ** 0.76

(0.61~0.96) 0.018 *

OR: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actors: body mass index, smoking, drinking.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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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은 고활동 집단이 ₩961,462±1,828,570이었으며, 최소활
동 집단은 33.3%, 비활동 집단은 58.8% 증가하였고 3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고활동과 최소활
동, 최소활동과 저활동 집단이 등질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연간 개인의료비II는 고활동 집단이 ₩961,462±1,828,570
이었으며, 최소활동 집단은 35.1%, 비활동 집단은 65.6% 
증가하였고 3집단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01), 고활동과 최소활동, 최소활동과 저활동 집단이 
등질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연간 입원일수는 고활동 집단
이 9.1±10.4일이었으며, 최소활동 집단은 10.1±15.2일로 
11.1%, 비활동 집단은 13.7±22.8일로 50.5% 증가하였으나 

3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활동 집단을 
기준으로 의료비와 입원일수를 비교해 보면 최소활동 집
단은 11.1~35.1% 증가하였으나 비활동 집단은 50.5~65.6% 
증가하여 비활동 집단에서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신체활동 수준과 입원 여부에 대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입원 여
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고활동 집단의 입
원 여부의 관측과 기대빈도 백분율은 47.8%이고 최고활
동 집단의 백분율은 79.3%로 적게 나타났으며, 비활동 집
단의 백분율은 124.9%로 높게 나타났다. 즉, 고활동과 최

Table 4. Chi-square of inpatient and non-inpatient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grade of Diabetes Mellitus patients

Contents inactive grade minimally active grade active grade total

inpatient

observation frequency 193 106 10 309

expected frequency 154.5 133.6 20.9 309

frequency percent(%) # 124.9 79.3 47.8

percent of hospital (%) 62.5 34.3 3.2 100.0

Non-
inpatient

observation frequency 509 501 85 1095

expected frequency 547.5 473.4 74.1 1095

frequency percent(%) 93.0 105.8 114.7

percent of hospital (%) # 46.5 45.8 7.8 100.0

total
p=.00
**

observation frequency 702 607 95 1404

percent of hospital (%) 50.0 43.2 6.8 100.0

# frequency percent (%) = [ observation frequency / expected frequency] * 100
** p<.01 significance level of Pearson chi-square 

Table 3. Days of hospitalization, drug expenses for hypertension, and personal medical expenses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grade of Diabetes Mellitus 
patients

Contents inactive grade
(N=702, 54.2%)

minimally active grade(N=607, 
39.2%)

active grade
(N=95, 6.6%) p

Annual personal medical 
expenses I 1)

₩1,527,112±2,416,028
$1,388.3±2,196.4 
(158.8%) b

₩1,281,236±1,650,586
$1,1164.8±1,500.5 
(133.3%) ab

₩961,462±1,828,570
$874.1±1662.3 
(100.0%) a

.013 *

Annual personal medical 
expenses II 2)

₩1,613,752±2,691,721 
$1,467.0±2,447.0 
(165.6%) b

₩1,316,160±1,698,351 
$1,196.5±1,544.0 
(135.1%) ab

₩974,406±1,832,655
$885.8±1,666.1 
(100.0%) a

.007 **

Annual days of 
hospitalization

13.7±22.8
(150.5%)
(N=155) 

10.1±15.2
(111.0%)
(N=84)

9.1±10.4
(100.0%)
(N=7)

.387 

1) Personal expenditure medical expenses I per year = emergency medical expenses + outpatient medical expenses + hospitalization medical expenses + 
inpatient drug expenses + emergency prescription drug expenses + outpatient drug expenses. 
2) Personal expenditure medical expenses II per year = Personal expenditure medical expenses II + inpatient transportation cost + emergency 
transportation cost + inpatient nursing cost + outpatient transportation cost 
₩ : Korea monetary unit(Won), $1 = ₩1,100
* p<.05; ** p<.01 significance level of ANOVA
a, b, c : Each character means homogenesi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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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활동 집단의 입원 비율은 적게 나타났으나 비활동 집단
의 백분율은 더 높게 나타나 신체활동이 입원 비율 감소
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은 신체활동 수준과 외래 여부에 대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외래 여
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41). 3집단 모
두 입원 여부의 관측과 기대빈도 백분율이 99.7~100.8로 유
사하게 나타났다. 즉, 입원 여부와는 달리, 신체활동 수준
에 따른 외래 여부에 대한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6)는 신체활동 수준과 응급실 이용 여부에 대하
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응
급 이용 여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최저활

동 집단의 입원 여부의 관측과 기대빈도 백분율은 72.2%
이고, 비활동 집단의 백분율은 126.9%로 높게 나타났다. 
즉, 최소활동 집단의 입원 비율은 적게 나타났으나 비활
동 집단의 백분율은 더 높게 나타나 신체활동이 입원 비
율 감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고
활동 집단의 입원 비율이 115.0%롷 높게 나타났지만, 사
례수가 13건 정도로 미미하였다.

논의

국내에서 건강관련 국가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한국의료패널 등이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같은 합동 

Table 5. Chi-square of outpatient and non-outpatient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grade of Diabetes Mellitus patients

Contents inactive grade minimally active grade active grade total

outpatient

observation frequency 694 603 95 1392

expected frequency 696 601.8 94.2 1392

frequency percent(%) # 99.7 100.2 100.8

percent of hospital (%) 49.9 43.3 6.8 100.0

Non-
outpatient

observation frequency 8 4 0 12

expected frequency 6 5.2 0.8 12

frequency percent(%) # 133.3 76.9 0.0

percent of hospital (%) 66.7 33.3 0.0 100.0

total
p=.41

observation frequency 702 607 95 1404

percent of hospital (%) 50.0 43.2 6.8 100.0

# frequency percent (%) = [ observation frequency / expected frequency ] * 100

Table 6. Chi-square of emergency(EMC) using and non-using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grade of Diabetes Mellitus patients

Contents inactive grade minimally active grade active grade total

EMC using

observation frequency 106 48 13 167

expected frequency 83.5 72.2 11.3 167.0

frequency percent(%) # 126.9 66.5 115.0

percent of emergency(%) 63.5 28.7 7.8 100.0

EMC Non-
using

observation frequency 596 559 82 1237

expected frequency 618.5 534.8 83.7 1237.0

frequency percent(%) # 96.4 104.5 98.0

percent of emergency(%) 48.2 45.2 6.6 100.0

total
p=.00
**

observation frequency 702 607 95 1404

percent of emergency(%) 50.0 43.2 6.8 100.0

# frequency percent (%) = [ observation frequency / expected frequency] * 100
** p<.01 significance level of Pearson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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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면 자료이며 한국의료패널 동일한 개체를 반복적으
로 관찰하여 조사하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당뇨 유병률, 
의료비, 입원일수, 그리고 입원, 외래 및 응급 이용 여부 등
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IPAQ

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한국의료패
널 등의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 
단위의 신체활동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유용하지만 대
상이 최근 7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체활동 패턴이 평
상시와 다를 경우, 한 번의 설문조사만으로는 일상 신체
활동량 혹은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20).

Laaksonen et al. [21]은 남성의 경우 4.5METs 이상 주당 
1시간 이하 집단보다 3시간 이상 운동집단이 대사증후군
의 위험률이 48% 낮게 나타났으며, 60분 이상의 고강도 운
동 집단의 대사증후군의 위험률이 3분의 2가 낮게 나타난
다고 하였다.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만성질환 위험인
자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전체 사망 위험률을 감소시킨다
고 보고되고 있다[9]. 본 연구에서도 비활동(inactive) 집단
이 비해 최소활동(minimally active) 집단의 당뇨 유병률의 
OR이 0.81(19% 감소), 고활동(active) 집단의 유병률의 OR
이 0.73(27% 감소)로 나타나 신체활동과 당뇨 유병률의 관
계에 대하여 지지하였다 (Table 2). Lee[22]는 신체활동 수
준과 고혈압 유병률을 비교하여 저활동에 비해 최소활동
의 유병률의 OR이 0.89, 고활동의 유병률이 0.77이라고 하
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중년 여성의 신체활동 강도에 따른 외래 의료이용 차

이 분석에서 중증도 신체활동 빈도와 월평균 외래 의료
이용 횟수의 관계를 제외하면 모든 신체활동이 의료비와 
의료 이용을 낮춘다고 보고되고 있다 [23]. Wu et al. [24]
은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data (2010–2015)를 이
용하여 BMI 25 이상의 당뇨 환자 중 30분 이상 운동을 주
당 5회 이상 참여한 운동집단의 총의료비가 비조정의 경
우 비운동집단의 61.8% 수준이며(p<.001), 사회경제적 및 
건강 관련 변수를 조정한 경우 22% 적었으며(p<.001) 입
원 기간이 28% 짧았다고 하였다(p<.01). 한국 노인의 신체
활동 정도와 의료이용 측면에서 비활동 집단과 활동 집단
을 비교하면 입원이용 가능성이 0.54배, 약국이용은 0.75배
로 낮았으며, 의료이용횟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소활동 집단을 비활동 집단과 비활동을 비교하여 입원

의료이용 가능성이 0.64배로 낮고, 이용횟수도 감소하였
다고 하였다 [25]. Sari [18]는 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를 이용하여 비활동인 경우 입원의료 이용 횟수가 
38% 증가하며, 주치의를 5.5% 더 방문하고, 특별 서비스를 
13% 더 이용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연간 입원일수
가 고활동 집단의 9.1±10.4일에서 최소활동과 비활동 집
단은 10.1±15.2일과 13.7±22.8일로 11.0~50.6%가 증가하여 
신체활동과 입원 의료이용을 감소의 관계를 지지하고 있
다 (Table 3). 신체활동과 의료이용의 관계성을 보고한 연
구에서도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이 신체활동
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외래 의료이용 빈도가 12% 
낮고 입원 이용 빈도가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
본 연구에서 활동 집단의 의료비를 살펴보면 연간 개

인의료비I이 ₩961,462±1,828,570($874.1±1662.3)이고, 교
통비 등이 포함된 연간 개인의료비II가 ₩974,406±1,832,
655($885.8±1,666.1)이었다. 활동 집단의 의료비와 비교해 
보면, 최소활동 집단의 의료비가 33.3~35.1% 많았고, 비
활동 집단은 58.8~65.6% 정도 많이 지출되었다. 즉, 비활
동 집단에서 더 급격하게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3). Oh [27]는 2009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연간 의료비는 
₩849,965이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518,374으
로 1.6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당뇨 환자를 대상
으로 한 본 연구와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Oh[27]의 연
간 의료비를 비교해 보면 당뇨 환자의 의료비가 전체 성인 
의료비보다 비활동 집단은 ₩677,147(80.0%), 최소활동 집
단은 ₩762,862(147.2)% 정도 높게 나타났다. Lee[22]이 보
고한 고혈압 환자의 의료비와 본 연구의 당뇨 환자의 의
료비를 비교해 보면, 활동 집단은 ₩967,780과 ₩961,462
으로 유사하였으나, 최소활동 집단의 경우 ₩1,007,515과 
₩1,281,23으로 당뇨 환자가 ₩273,721(27.2%) 높았고, 비
활동 집단의 경우 ₩1,278,095과 ₩1,527,112으로 당뇨 환
자가 ₩249,017(19.5%) 높게 나타났다. Pratt(28)은 미국 성
인 중 규칙적 신체활동 집단의 연간 의료비용은 $1,019이
며, 비활동 집단의 연간 의료비는 $1,349이며 32.4% 정도 
높았다고 하였다. Min [29]은 한국 건강보험공단의 68,556
명의 자료를 신체활동에 따라 고저로 양분하여 의료비용
을 분석하고 저활동 집단이 고활동 집단보다 11.7% 높았
으며 $1,110.5였다고 하였다. 국가간의 보험 체계와 해당 
시기 및 집단 선정 기준이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신체활동 집단의 연간 의료비는 미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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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 [27] 보다 $547, 비활동 집단의 의료비는 $576가 더 
많게 나타났다. Peeters [30]는 호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고활동 집단의 연간 의료비는 $506이고, 비활동 집
단의 의료비는 $544라고 하여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좌식 생활 시간에 따른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를 한국 [27]의 의료비와 비교
해 보면, 비활동 집단은 한국이 $70 적으나, 고활동 집단
은 호주가 $179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와 많은 연
구들에서 의료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수납금액
이나 민간보험과 건강보험 부담액 등을 총의료비 차원에
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하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Lee [22]의 고혈압 

환자 비율을 비교해 보면 비활동 집단이 46.8%와 54.2%이
고, 최소활동 집단이 44.7%와 39.2%, 활동 집단이 8.5%와 
6.6%로 나타났다. 비활동 집단은 고혈압 환자의 비율이 
7.4% 높았으나 최소활동 집단은 당뇨 환자의 비율이 5.5% 
높았고 활동 집단은 당뇨 환자의 비율이 1.9% 높게 나타
났으며, 이 연구들은 신체활동 수준과 고협압과 당뇨 환
자의 발현에 의미 있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향후에는 비
활동 집단의 대상자의 신체활동을 증가시켜 최소활동 집
단의 비율을 증가시키면 연간 의료비, 입원일수, 입원 및 
응급실 이용 등의 비율을 감소시켜 의료비와 의료이용 감
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리라 기대된다.

결론

당뇨 유병률은 비활동 집단에 비해 최소활동 집단의 
OR이 0.81, 고활동 집단이 0.73(p<.01)으로 감소하였고, 
BMI, 흡연과 음주 변수를 공변량으로 하고 최소활동 집
단의 OR이 0.82, 고활동 집단의 OR이 0.76(p<.01)로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 환자의 신체활동 집단에 따
른 연간 개인의료비I(p<.05)과 II(p<.01)는 모두 신체활동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활동 집단을 기준
으로 의료비를 비교해 보면 최소활동 집단은 33.3~35.1% 
증가하였으나 비활동 집단은 58.8~65.6% 증가하여 비활
동 집단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신체활동 수준에 따
른 입원과 응급 이용 여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p<.01), 신체활동이 입원과 응급 이용 비율 감소에 긍
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래 여부
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당뇨 유병률은 비

활동 집단보다 최소활동 집단과 고활동 집단 순으로 더 
감소하였고 당뇨 환자는 신체활동이 감소할수록 의료비
용이 증가하였으며, 입원과 응급 이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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