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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ntroduction)

2형 당뇨병(T2DM)은 고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의 특징을 가지며, 다양한 혈관 질환 합병증과 관련된 만성 

대사성 질환이다. 이 혈관 합병증으로는 망막병증, 신경병증, 신부전, 심질환등이 있다. 2형 당뇨병은 최근 미

국의 연구에서 유병률이 9.3%로 나타날 만큼 매우 흔한 질환이며, 이렇게 높은 유병률과 심각한 합병증 때문

에 2형 당뇨병은 삶의 질과 의료서비스 자원 이용과 작업 생산성 손실, 장애의 유발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다른 만성 질환들처럼 2형 당뇨병도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2형 당뇨병과 우

울증과의 관계는 잘 증명되어 있는데, 수많은 관찰 연구를 통해 2형 당뇨병과 우울증을 함께 앓는 환자들은 

열악한 자기 관리와 혈당강하제에 대한 낮은 순응도를 보이며, 잘 조절되지 않는 혈당으로 인해 다양한 혈관

합병증이 유발되어 심혈관질환 등에 의해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2형 당뇨병 환자들은 흔히 당뇨 연관성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낙인과 사회적 지

원의 부재, 스스로의 당뇨에 대한 비관적 전망 때문으로 생각된다. 우울증처럼 당뇨 연관성 스트레스는 자기

관리와 치료 순응도,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울증을 가진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의료서비스 자원 이용 및 작업 생산성 손실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

지만, 정신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선행 

연구들의 초점은 2형 당뇨병과 실제 정신질환이 합병된 환자들에서의 부담을 이해하려는 것이었고, 사회적인 

복지에 대한 관점을 내포하지는 않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The Medical Outcomes Study 36-Item Short Form Survey Instrument version 2 

(SF-36v2)의 the mental component summary (MCS)를 이용하여 2형 당뇨병 환자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

을 평가함으로써 아직 연구되지 않았던 부분을 규명하려 한다. MCS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복지의 척도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불량(poor)하거나 아주 불량한(very poor) 정신 건강이 의료서비

스 자원 이용과 작업 생산성 손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할 것이다.

연구방법(Methods)

출처 및 샘플(Source and Sample)

출처(Source)

본 연구의 데이터는 미국 18세 이상의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미국 국민 건강 및 건강 조사(U.S. Na-

tional Health and Wellness Survey) 자료로, 연간, 횡단적 단면연구 결과이다. 인구 통계학적 구성을 미인

구통계국(U.S. Census Bereau)의 측정과 일치시키기 위해 성별, 연령 및 민족으로 계층화 무작위 표본을 구

현하였다. 또한 데이터들은 자체 관리된 인터넷 기반 설문지를 통해 얻어졌으며, 동료 평가를 거친 여러 출판

물들은 사전에 NHWS 자료와 다른 정부 간행물들과 비교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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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샘플(Analytic Sample)

분석 샘플은 2형 당뇨병으로 진단되었다고 스스로 보고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당뇨병 유

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 당시 나이, 진단 및 인슐린 투여까지 걸린 시간, 경구 약물 유형, BMI 등의 추

가 지표를 조사하였고, 이 분석을 위해 7,852명의 2형 당뇨병 환자를 산출했다. 국가 건강 및 영양 평가 조사

(NHANES)와 같은 다른 국가 연구에서도 당뇨병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유사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분석에서의 NHWS 표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조치(Measures)

독립변수 : 정신건강(Independent Variable: Mental Well-being)

참여자들은 Medical Outcomes Study 36-Item Short Form Survey Instrument 버전 2 (SF-36v2)의 

MCS를 기준으로 하여 정신건강 범주를 분류하였다. MCS는 미국 일반 인구의 기준에 대한 기초가 되는데, 

항목들의 원시 점수를 평균 50으로, 표준편차(SD)를 10으로 변환하여 얻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나은 정

신건강을 의미한다. MCS score를 일반 인구의 평균과 표준 편차 및 분석 샘플에서의 평균과 표준 편차의 분

포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최종 기준은 다음과 같다: 양호한 정신 건강 그룹(일반 인구의 평균 이상, MCS 

≥ 50),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일반 인구 평균보다 1SD 이하 낮음, 40 ≤ MCS ≤ 50), 아주 불량한 정신 건

강 그룹(일반 인구 평균보다 1SD 초과하여 낮음, MCS < 40).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과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을 분류하는 기준을 MCS 35점으로 하는 것도 고려

되었다. 이는 우울증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cut-off 값이다. 그러나 더 보수적인 접근법인 40의 cut-off 값이 

각 카테고리 간 더 균등한 분포를 나타내며, 35의 cut-off 값과 비교하여 민감도 분석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여기서 정의된 정신 건강 범주는 다른 정신 건강 지표들(우울증, 혹은 범불안장

애)과의 통계적 연관성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을 보이는 사람들은 불량한 정신 건강이

나 양호한 정신 건강을 보이는 사람들보다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진단과 처방 내역이 더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변량 : 인구 통계 및 건강 특성(Covariates: Demographics and Health Characteristics)

정신 건강 카테고리에 따라서 나이, 성별, 인종/민족, 교육 수준, 가구 소득 등의 인구 통계 변수들이 분석

되었다. 또한, Charlie Comorbidity Index (CCI)를 통해 측정한 BMI, 흡연 여부, 동반 질환 부담, 체질량 지

수 등의 건강 특성들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저혈당의 병력, 당뇨 관련 합병증, 진단된 시점, 현재 치료 등

의 당뇨 관련 특성들도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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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수(Outcome Variables)

자원 사용: 지난 6개월간의 분석 샘플의 모든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자원을 측정했으며, 의료서

비스 제공자(Health Care Provider, HCP)의 방문 횟수, 응급실 방문 건수 및 입원 횟수 등이 포함되었다.

노동 참여 및 작업 생산성 손실: 정규직, 파트타임, 자영업 등의 노동 참여는 단일 항목을 통해 조사되었다. 

작업 생산성 손실과 활동 장애는 Work Productivity and Activity Impairment-General Health Ques-

tionnaire(WPAI-GH)를 통해 측정되었다. WPAI는 현재 근무 중인 모든 노동자들의 Presenteeism(근무 중 

생산성 손실), Absenteeism(잦은 무단결근) 등의 전체적인 업무 생산성 저하를 반영하는 지표다. 또한, 분석 

샘플의 모든 응답자들에서 활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도 측정할 수 있다.

통계 분석(Statistical Analyses)

인구 통계, 건강 특성 및 결과 차이는 세 정신 건강 단체에 의해 조사되었다. 연속 변수들의 경우 평균과 표

준편차가 보고되었고, 통계적 유의성을 결정하기 위해 ANOVA가 사용되었다. 범주형 변수의 경우, 빈도, 백분율

을 보고하였고 카이 제곱 검정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결정하였다. 

초기 비교 이후, 일반화된 선형 모델(Generalized linear models, GLMs)이 결과의 상대적인 계수가 각각

의 정신 건강 집단 간에 다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공변량에는 위에서 정의한 인구 통계, 건강 특

성이 포함되었고 모든 분석에 SPSS version 20이 사용되었다(SPSS Inc. Chicago, IL).

결과(Results)

인구 통계 및 건강 특성(Demographics and Health Characteristics)

분석 샘플들은 2형 당뇨병으로 진단된 7,852명의 응답자로 구성되었다. 이 중 22%(n=1,701)는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 23%(n=1,781)는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 그리고 56%(n=4,370)는 양호한 정신 건강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대체로 청년, 여성, 히스패닉 혹은 기타 인종일 확

률이 높았으며, 교육 수준이 낮으며 양호한 정신 건강 그룹보다 가계 소득이 낮았다. 또한,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보다도 청년, 히스패닉 혹은 기타 인종이고 교육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었

고, 소득도 더 낮았다.<표1>

일반적으로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양호하거나,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보다 좋지 않은 건강 특성을 

지니며, 합병증 부담이 더 컸다.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양호한 정신 건강 그룹보다 좋지 않은 건강 특성을 

지니며, 높은 합병증 부담을 가졌다. 특히,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다른 그룹들에 비하여 병적 비만, 

높은 흡연 비율, 높은 CCI 점수를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양호한 정신 건강 그

룹에 비하여 병적으로 비만하고, 현재 흡연자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합병증 부담도 더 컸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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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관련 합병증과 치료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당뇨병 연관 

질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보다 인슐린과 비타민을 병용 투여할 가능성이 높

았다. 아주 불량하거나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양호한 정신 건강 그룹에 비해 저혈당 및 당뇨병 관련 합병

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인슐린과 비 인슐린 병용 치료를 받는 경향도 더 나타났다.<표1>

<표 1> 정신건강 분류별 2형 당뇨병 환자의 인구통계 및 건강 특성

TABLE 1. Demographics and Health Characteristics for Patients With T2DM by Mental Well-Being Category

Mental Well-Being

Good (n=4,370) Poor (n=1,781) Very Poor (n=1,701) Omnibus P

Age, mean (SD) 62.9 (10.8) 57.6 (13.0) 54.4 (13.0) <0.001

Female, % 35.1 39.6 43.6 <0.001

Race/ethnicity, % <0.001

White 78.5 72.2 71.7

Black 11.6 12.6 11.9

Hispanic 4.5 8.0 8.9

Other 5.4 7.2 7.5

Education (4-year degree or more), % 40.8 32.7 28.0 <0.001

Annual household income, % <0.001

<$25,000 14.9 24.1 34.3

$25,000–$49,999 28.1 30.0 29.0

$50,000–$74,999 22.5 18.9 17.3

≥$75,000 27.9 20.6 15.3

Declined to answer 6.6 6.4 4.2

Body mass index category, % <0.001

Underweight (<18.5 ㎏/㎡) 0.3 0.2 0.8

Normal (≥18.5 ㎏/㎡ and <25.0 ㎏/㎡) 10.4 9.9 8.0

Overweight (≥25.0 ㎏/㎡ and <30.0 ㎏/㎡) 30.1 24.8 22.5

Obese (≥30.0 ㎏/㎡ and <40.0 ㎏/㎡) 44.9 43.6 43.0

Morbidly obese (>40.0 ㎏/㎡) 12.5 19.3 23.6

Unknown 1.8 2.2 2.1

Smoking status, % <0.001

Current smoker 12.3 16.4 24.1

Former smoker 47.3 41.1 35.6

Never smoked 40.4 42.5 40.3

Charlson comorbidity index, mean (SD) 1.59 (1.14) 1.77 (1.30) 1.99 (1.75) <0.001

Years diagnosed, mean (SD) 11.3 (8.7) 10.9 (8.4) 9.7 (8.3) <0.001

Current T2DM treatment, % <0.001

No treatment 14.6 16.3 19.2

1 noninsulin 34.6 31.6 31.3

2 noninsulin 20.2 17.3 14.4

3+ noninsulin 7.9 7.2 5.5

Insulin only 6.8 9.0 8.8

Insulin and noninsulin (s) 15.8 18.6 20.8

Experienced hypoglycemia, % 47.3 56.8 58.1 <0.001

Diagnosed with diabetes complications, %

Foot or leg ulcer 2.8 5.4 5.7 <0.001

Kidney disease 3.6 5.3 5.3 <0.001

Macular edema/diabetic retinopathy 3.9 5.9 6.4 <0.001

Neuropathic pain 16.7 26.1 30.7 <0.001

End-stage organ damage 0.6 1.2 2.2 <0.001

None of the above complications 78.1 68.6 64.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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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협회와 의료 자원 사용 및 업무생산성 향상

(The Association of Mental Well-being With HealthCare Resource Use and Work Productivity)

전반적으로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지난 6개월 동안 다른 두 그룹에 비하여 의사 방문, 응급실 방문 

및 입원 횟수가 많아 더 많은 의료서비스 자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양호한 정신 건강 그룹보다 의료서비스 자원 사용이 더 많았다.<표2>

이런 결과들은 자원 사용을 위한 공변량(연령, 성별, 민족, 소득, 교육 수준, 흡연 상태, BMI, CCI, 진단 이

후 년수, 당뇨병 관련 합병증, 저혈당 상태 및 현재의 치료)에 대한 통제 후에도 유지되었다.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양호한 정신 건강 그룹에 비해 의료 자원을 더 많이 사용했고,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보다 입원 

횟수와 응급실 방문이 더욱 많았다. (<표3> ; individual regression tables located in Appendix: doctor 

visits—see Tables 6a and 6b, ER visits—see Tables 7a and 7b, and hospitalizations—see Tables 8a 

and 8b, Supplemental Digital Content 1, http://links.lww.com/JOM/A310).

전체 표본에 대한 활동 손상이 측정되었는데,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양

호한 정신 건강 그룹에 비하여 활동 손상이 더 컸다.<표2> 근무 중 생산성 손실(presenteeism), 잦은 무단결

근(Absenteeism),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 장애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만 설문의 대상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2형 당뇨병환자의 약 1/3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불량한 정신 건강 그

룹이나 양호한 정신 건강 그룹에 비하여 노동에 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

이 양호한 정신 건강 그룹에 비해서 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표2>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

<표 2> 정신건강에 따른 2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자원 사용과 노동력 참여 및 작업생산성 분류

TABLE 2. Health Care Resource Us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Work Productivity Loss for Patients With T2DM by Mental 

Well-Being Category

Mental Well-Being

Good (n=4,370)
Mean (SD)

Poor (n=1,781)
Mean (SD)

Very Poor 
(n=1,701)
Mean (SD)

Total
Mean (SD)

One-Way 
ANOVA P

Resource use(number of visits in the past 6 months)

Traditional health care provider 5.20a (5.30) 6.25b (7.16) 8.06c (10.44) 6.06 (7.22) <0.001

Emergency room 0.16a (0.64) 0.33b (1.21) 0.54c (1.35) 0.28 (0.99) <0.001

Hospitalizations 0.12a (0.57) 0.24b (1.31) 0.35c (1.04) 0.19 (0.90) <0.001

Work productivity and activity impairment

Activity impairment 21.96a (26.54) 40.39b (29.60) 60.23c (28.56) 34.43 (31.72) <0.001

Currently in labor force % 35.1%a 40.5%b 30.9%c 35.4% <0.001

Overall work impairment* 10.66a (20.17) 26.05b (27.66) 43.68c (32.31) 20.80 (27.92) <0.001

Absenteeism* 2.62a (12.34) 5.33b (16.66) 10.74c (22.11) 4.84 (16.02) <0.001

Presenteeism* 8.79a (16.77) 23.16b (24.61) 40.14c (30.11) 18.31 (25.01) <0.001

Values in the same row and subtable not sharing the same sub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NOVA, analysis of variance.
*Asked only of the employed sample: Good mental well-being (N=1,466), Poor mental well-being (N=682),
Very poor mental well-being (N=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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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은 다른 두 그룹에 비하여 높은 근무 중 생산성 손실, 잦은 무단결근, 전반적인 업무 장애를 보였으며 마

찬가지로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양호한 정신 건강 그룹에 비하여 높은 근무 중 생산성 손실, 잦은 무단결

근, 전반적인 업무 장애를 보였다. 잠재적인 교란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조사 결과들은 조정되지 않은 수치들

과 비교되었다(나이, 성별, 민족, 소득 수준, 교육 수준, 흡연 상태, BMI, CCI, 진단 이후 당뇨병 관련 순응

도, 저혈당 상태, 현재 상태 등을 포함한 공변수).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다른 두 그룹보다 활동과 작

업에 장애가 더 많다고 보고되었고, 유사하게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양호한 정신 건강 그룹보다 활동과 작

업 장애가 더 많이 보고되었다 (<표3> ; individual regression tables located in Appendix: absenteeism

—see Tables 2a and 2b, presenteeism- see Tables 3a and 3b, overall work impairment—see Tables 

4a and 4b, and activity impairment—see Tables 5a and 5b, Supplemental Digital Content 1, http://

links.lww.com/JOM/A310).

고찰(Discussion)

2형 당뇨병이 있고,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이나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에 포함되는 환자들은 2형 당뇨

병이 없고 정신 건강이 양호한 환자들보다 젊고, 여성이고, 백인이 아니며,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았다.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이전 연구들과 일치하는 경향

이었다. 일반적으로 여성과 젊은 세대는 불안장애와 우울증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인종과 정신 건강

과 관련한 패턴은, 인종과 사회경제적 수준 사이의 관계를 풀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표 3> 건강 분류에 의한 2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자원 사용 및 작업 생산성 손실

TABLE 3. Health Care Resource Use and Work Productivity Loss for Patients With T2DM by Mental Well-Being Category Controlling for 

Confounders

Mental Well-Being

Good (n=4,370)
Estimated Mean (SE)

Poor (n=1,781)
Estimated Mean (SE)

Very Poor (n=1,701)
Estimated Mean (SE)

Resource use(number of visits in the past 6 months)

Traditional health care provider 5.09a (0.09) 5.81b (0.15) 7.33c (0.19)

Emergency room 0.16a (0.01) 0.25b (0.02) 0.35c (0.03)

Hospitalizations 0.11a (0.01) 0.19b (0.90) 0.24b (0.02)

Work productivity and activity impairment

Activity impairment 21.32a (0.34) 37.21b (0.91) 54.36c (1.40)

Overall work Impairment* 10.31a (0.44) 23.02b (1.42) 37.86c (2.79)

Absenteeism* 1.92a (0.24) 4.08b (0.74) 10.05c (2.14)

Presenteeism* 8.49a (0.37) 20.68b (1.31) 34.32c (2.60)

Values in the same row and subtable not sharing the same sub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Covariates included age, gender, ethnicity, 
income, education, smoking status, BMI, CCI, years since diagnosis, diabetes-related complications, hypoglycemia status, and current treatment. SE, 
standard error.
*Asked only of the employed sample: Good mental well-being (N=1,466), Poor mental well-being (N=682),
Very poor mental well-being (N=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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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다른 연구 결과들은 인종/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 불균형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는

데, 이는 종종 건강 행동, 문화적 요인, 치료 접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전체 

NHWS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백인은 다른 인종들보다 MCS점수로 측정된 정신 건강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해당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에서는 소득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통

제되면, 인종과 건강 사이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았다. 특정 인종이 불량하거나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을 가지

는 경향이 있다면, 개입을 통한 혜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형 당뇨병이 있으며 불량하거나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에 속하는 환자들의 부담은 모든 조사된 결과 

변수들에서 입증되었다. 사회, 건강, 질병 상태 등의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불량하거나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이 양호한 정신 건강 그룹보다 병원 방문, 응급실 방문, 입원 횟수가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

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노동 참여율도 더욱 낮았다.

흥미롭게도,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양호한 정신 건강 그룹보다 노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더욱 많았다.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이 차이에 기여했을 수 있다. 양호한 정신 건강을 가진 사람들은 평균

적으로 가난한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보다 나이가 많았다. 고령자들은 정신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은퇴할 확

률이 높다. 또한, 열악한 정신 건강 그룹은 양호한 정신 건강 그룹보다 교육 수준이 낮고, 연간 가계 소득이 

더 낮다.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노동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가계 소득이 가장 낮고, 최저 수준의 노동 참여를 보이는

데 이들은 단순히 노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고, 장애와 관련한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을 수도 있

다.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불량하거나,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양호한 정신 건강 그룹에 비해 근무 중 

생산성 손실이 높고, 무단결근율도 높은 등 노동 생산성 손실이 더 컸다.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불량

한 정신 건강 그룹보다도 더 많은 의료서비스 자원 이용과 작업 생산성 손실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그룹보다도 

가장 큰 부담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정신 건강이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의료서비스 자원 이용과 업무 생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이전 연구를 뒷받침한다. 이런 경향이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

미 알려져 있지만, 정신 건강이 불량하거나 아주 불량한 경우 그 경향은 가속화된다. 

특히,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2형 당뇨병과 우울증을 함께 앓는 환자들의 경우 2형 당뇨병만 앓고 있는 환자

들보다 1차 진료, 전문 진료, 입원 진료, 응급실 방문과 입원 기간이 더 길었다. 또한 다른 이전의 연구에서는 

2형 당뇨병과 우울증을 함께 앓는 환자들이 2형 당뇨병이지만 우울증을 앓지 않는 환자들보다 기능적 장애가 

더 많으며, 한 해에 적어도 7일 이상 근무를 더 쉬는 경향이 있었다. 

불량한 정신 건강을 가진 그룹의 40.5%와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을 가진 그룹의 30.9%가 적극적으로 노

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현재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고려해보면, 정신 건강이 작업장에서의 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 

연구에서 측정된 것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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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당뇨병은 건강관리와 간접적 비용의 주요 동력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들은 불량하거나 아주 불량

한 정신 건강을 지닌 2형 당뇨병 환자들이 주요한 경제적 부담의 원인임을 시사한다. 불량하거나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을 지닌 환자들이 의료서비스 자원을 많이 사용하면, 보험 고용주를 포함하여 지불자와 환자 본인

의 직접적인 비용이 증가한다. 

비용 부담의 관점에서, 미국에서의 평균 입원비용은 18,012달러에 달한다. 불량한 정신 건강을 가지 사람

들의 입원 비율이 0.70(unadjusted)이므로 그들의 연간 입원비용은 대략 12,608 달러쯤 된다. 즉, 양호한 정

신 건강 그룹에 비해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8,286달러,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은 3,962달러 정도의 

부담을 매년 더하고 있는 것이다. 2형 당뇨병 환자의 거의 절반이 아주 불량하거나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으

로 분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원 활용에 의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다. 작업 생산성 손실의 

측면에서, 미국 근로자 주급의 중간 값은 768.44달러이며, 1년이 52주임을 감안하면 연간 평균 39,936달러가 

된다.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을 가진 2형 당뇨병 환자의 잦은 결근 비율이 10.7%(unadjusted)임을 감안하면 

그로 인한 손실은 매년 약 4,273달러에 달한다. 정신 건강이 양호한 그룹에 비해 아주 불량한 그룹은 3,227

달러, 불량한 그룹은 2,144달러의 손실이 있는 셈이다. 또한, 정신 건강이 불량한 그룹의 근무 중 작업 손실

(presenteeism)은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으로 분류된 2형 당뇨병 환자(MCS 40~50점)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기타 다른 정신과적 질환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그들이 양호한 정신 건강을 가진 그룹에 비하여 의

료서비스 자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며 업무 중 장애도 더욱 많이 겪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불

량한(poor) 정신 건강 그룹이 샘플의 거의 1/4을 차지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정신 건강이 아주 불량한(very 

poor) 그룹에 초점을 맞춘 이전의 연구들은 2형 당뇨병 환자들의 정신 건강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총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전의 연구 결과들은 불량한 정신 건강과 당뇨로 인한 고충이 self-care와 치료 순응도, 혈당 조절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임상의들은 환자들의 정신 건강이 불량해지

지 않도록 2형 당뇨병 환자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이 의사들의 생각과 달리 정신적인 건강 증상을 더 우선적인 치료의 목표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사

실에 더욱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제한 사항(Limitations)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규모 표본을 사용하여 표본을 얻었다. 이처럼 인터넷 샘플링 

방법론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할 수 없는 늙고 병든 환자들의 표본 크기가 과

소평가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불량하거나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 그룹의 샘플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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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어, 정신 건강이 건강관리와 작업 생산성에 미치는 비용에 대한 바이어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횡단적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정신 건강과 그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평가할 수 없었다. 불

량한 정신 건강에 의해 의료 자원 사용과 업무 생산성 손실이 증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자원 사용과 업무 생

산성 손실에 의해 정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 모든 결과가 참여자의 자체보고였기 때문에, 환자들이 스스

로의 질병 상태와 치료 상태를 잘못 분류하여 측정 오류를 발생시켰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진들은 National Health and Wellness Survey에서 당뇨병과 관련한 고통과 관련한 

통계 항목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추가 연구에서는 당뇨병과 관련한 고통,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포함한 전

체적인 정신 건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2형 당뇨병 환자들에

게만 초점을 두고 있다. 추가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인구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인구에서의 정신 

건강과 의료서비스 관리 자원 사용과 작업 생산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결론 및 향후방향(Conclusions and Future Directions)

본 연구에 따르면, 2형 당뇨병을 앓으면서 불량하거나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을 가진 사람들은 2형 당뇨병

이 있지만 정신 건강이 양호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의료서비스 자원을 사용하고, 작업 생산성 손실을 더 겪는

다. 불량하거나 아주 불량한 정신 건강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업무 장애는 고용주와 복지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전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적인 질환의 진단 기준의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장애

를 규명함으로써 이전의 연구들이 당뇨병과 관련된 고통과 정신 손상이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임상의들은 저소득층, 여성, 백인이 아님과 같이 불량한 정신 건강을 지닐 위험 요소

가 더 많은 계층들에게 각별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불량한(poor) 정신 건강 그룹과 아주 불

량한(very poor) 정신 건강 그룹 양측이 다른 특성을 지니며 각기 다른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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