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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0∼2017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9세 이상의 직장이 있는 당뇨병 환자 1693명으로 
남자 1082명, 여자 6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복합표본 linear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남자가 전체적인 삶의 질과 5개의 삶의 질 하위요인 모두에서 여자보다 높게 나타
났다. 남자와 여자 모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은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 스트레스 여부, 당뇨병 
유병기간. 당뇨병 합병증 여부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근무형태가 영향요인인 반면, 여자는 연령, 결혼상태, 음주, 
당뇨병 치료방법, 당뇨병 관리가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별에 따른 개별화된 중재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 및 사회적 차원의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당뇨병, 직장인, 삶의 질, 성별 차이, 국민건강영양조사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QoL) in both male and female 
workers with diabetes mellitus and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Using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for 2010-2017, 1693 workers (1082 
males; 611 females), aged 19 or over, with diabetes mellitus were enrolled in the study. Data were 
analyzed by complex sample linear regression using SPSS/WIN 23.0. The factors influencing QoL 
differed between males and females. The common factors included household income, education, job, 
stress, disease duration, and disease complications. The additional factors in males included working 
style, and, in females included age, marital status, drinking habits, and the treatment and control of the 
disease. Males had a higher QoL than females in all the sub-factors.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require gender-specific intervention and governmental and social policies that can support it must be 
developed.
Key Words : Diabetes mellitus, Workers, Quality of life, Gender differenc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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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OECD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당뇨병의 발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만 30세 이상의 당뇨병 
유병률은 2018년 남자 12.9%, 여자 7.9%였으며, 치료율
이 66.2%인데 반해 조절률은 25.8%에 불과하여 당뇨병 
치료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조절률은 다른 만성질환에 비
해 낮은 수준이다[2]. 이러한 낮은 조절률은 고혈압, 신경
병증, 신부전 등의 합병증을 야기하며, 환자는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함께 주관적인 삶의 질은 낮아지고 있어
[3], 당뇨병의 일차적인 진단과 치료의 목표는 삶의 질에 
두어야한다[4]. 특히, 성인의 경우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
고 있어,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당뇨병 관리까지 고
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들의 삶의 질은 더욱 관심을 가
져야 할 부분이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사회발전의 
초점이 소득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국가나 
사회의 발전지표들을 국내총생산에서 벗어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다[1]. 우리나라는 국
민 삶의 질 지표를 12개 생활영역으로 구성하여 파악하
고 있으며, 그 중 건강, 주거, 고용∙임금 영역지수는 평균
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있다[5]. 이는 직업을 통한 경
제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직장인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할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평
균 수입, 결혼 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6], 정규직과 비
정규직 같은 고용형태[6, 7] 등이다. 반면, 질병이 있는 
직장인은 질병에 대한 관리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직무에 대한 책임이 있어 일반 직장인과는 다르
다. 직장인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으로 인한 근로생산성 
저하, 잦은 결근 등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로 
표면화될 경우 당뇨병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문제, 차별 
등에 대한 정서적 긴장을 가지게 된다[8, 9]. 

우리나라의 일인당 노동시간은 2017년 기준 2,000시
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국가이며, 이는 삶의 질을 떨어뜨
리는 원인으로 지목되어왔다[1]. 최근 주 52시간의 도입
으로 인해 대부분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으나, 중졸 이하 
저학력, 대학원졸 이상의 고학력, 40대와 70대 이상의 
여성, 단시간 여성 노동자는 남성에 비해 노동시간 감소
폭이 적어[1] 성별에 따라서 노동시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남자는 연봉과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고[10], 여자는 교대근무로 인한 부적절한 수면, 음주
량 증가[11]에 따라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
자 근로자가 남자 근로자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고 있어 
스트레스 강도가 더 크다는 보고[12]도 있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
하면, 직장인 당뇨병 환자는 결혼상태, 교육수준, 소득수
준 등에 따라 삶의 질이 차이가 있었으며, 야간근무나 교
대근무보다 주간근무가 삶의 질이 높았다[13, 14]. 그러
나, 결혼여부, 소득수준이나 흡연여부 등에 따른 삶의 질
이 연구들마다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성별에 따른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
구[14]에서 성별이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의 영향
요인이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난 
것을 고려해 볼 때 성별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파악하
여 개별화된 관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 

삶의 질이 국제적인 관심사이고, 여성이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 직장인 당뇨병 환
자들에게 차별화된 삶의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직
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 일-가정 갈등으로 나타나[15] 가사분담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성별에 따른 삶
의 질을 확인하여 적절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
요하다. 지금까지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은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으나,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자아존중감, 당뇨병 자가관리, 사회적 지지의 영향요인 
연구[13]나 생활습관을 변수로 하여 성별 구분없이 영향
요인을 확인한 연구[14] 등이며, 성별에 따라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삶의 
질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직장인 당뇨병 환자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차이를 확인하고,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제 5기, 제 6기, 

제 7기)의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자료를 바탕으
로 우리나라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 정도와 영향
요인을 성별에 따라 분석하고 그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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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당뇨병 환자
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성별에 따라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차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한 것으로, 2010

년~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8개년의 총 대상자 
64,759명 중 만 19세 미만이며, 직업이 없고,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대상자를 제외한 1,693명을 선정하
였다.

2.3 변수 선정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14]를 바탕으로 분류하였으

며, 거주지역,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근무형태, 경
제수준 등을 포함하였다. 거주지역은 동 거주자는 ‘도시’
로, 읍면 거주자는 ‘지방’으로 분류하였으며, 연령은 만 
19세∼30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 이
상으로 분류하였다. 배우자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별거, 사별, 이혼 등으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
혼’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하, 중
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졸업이상으로 분류하였으
며, 경제적 수준은 가구의 소득 오분위수에서 하, 중하는 
‘하’, ‘중’, 중상과 상은 ‘상’ 으로 분류하였다. 직업과 관련
된 특성은 직업종류, 근무형태를 포함하였으며, 직업종류
는 원시자료에서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관
리자 및 전문가’로,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를 ‘서비
스 및 판매자’로,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
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를 ‘육체노동자’로 구분하였다. 근
무형태는 ‘낮근무’, ‘저녁 및 밤근무’, 주야간 규칙적 근무
와 24시간 교대근무를 합하여 ‘규칙적 교대근무’, 분할근
무, 불규칙 교대근무와 기타를 통합하여 ‘불규칙 교대근
무’로 분류하였다. 

2.3.2 건강행태 특성
건강행태 특성으로는 음주, 흡연, 여가시 신체활동, 스

트레스, 당뇨병 치료, 당뇨병 유병기간, 당뇨병 합병증 여
부, 당뇨병 조절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음주는 ‘전혀안함’, 

월 1회 미만과 월 1회 정도를 합하여 ‘월 1회 이하’, 월 
2∼4회는 ‘월 4회 이하’, 주 2∼3회 정도와 주 4회 이상
을 합하여 ‘주 2회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흡연여부는 ‘전
혀 피우지 않음’, 매일 피움과 가끔 피움을 합하여 ‘흡연
함’,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으로 분류하였
으며, 여가 신체활동은 일과 장소 이동 시 신체활동에 대
해서는 제외한 상태로, 평소 최소 10분 이상 계속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고강도의 스포츠, 
운동 및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예’로 하였다. 스트레스는 
‘많음’, ‘적음’으로 분류하였으며, 당뇨병 치료여부는 ‘치
료를 안함’, 인슐린을 포함한 치료를 하는 경우 ‘인슐린 
치료’, 인슐린을 제외하고 경구용당뇨병약 복용을 포함하
는 경우 ‘약물치료’, 비약물요법만을 하는 경우 ‘비약물요
법’으로 분류하였다. 당뇨병 유병기간은 5년 미만, 5∼10
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당뇨병 합병증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심근경
색증, 협심증, 신부전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합병증 있
음’으로 하였다. 당뇨병 조절여부는 대한당뇨병학회의 조
절 지침에 따라 당화혈색소 6.5% 미만, 6.5%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2.3.3 삶의 질 
EQ-5D는 EuroQol 그룹에서 개발한 것으로 건강관

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 HRQOL)
을 측정하는 도구이며,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
(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
(pain/discomfort), 불안/우울(anxiety/depression)의 
5가지 차원에 대해 평가하도록 되어있다[16]. 각 차원별 
문제가 없는 경우 1, 다소 지장이 있거나 불편감, 우울감
이 있는 경우 2로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위하여 EQ-5D 건강상태에 건강상태 질 가
중치를 반영한 EQ-5D index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2.4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

며,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2010∼2012), 제6기(2013
∼2015), 제7기 1, 2차년도(2016∼2017) 원시자료를 분
석지침에 따라 통합하여 시행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는 복합표본설계방법인 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으로 추출
한 것으로 복합표본분석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분산추
정 시 가중치, 층, 집락구(조사구)의 정보를 반영한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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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분석을 시행하였다[1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
도와 가중치 백분율로,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
는 복합표본 Rao-Scott χ2 test로 분석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복합표본 선형 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
이지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I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2019-ICCU-IRB-4)을 받은 후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시행되었으며, 자료는 개인을 추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별 차이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
이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693명으로 남자 1,082명, 여
자 611명이었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
별의 차이는, 연령별로는 남자는 50∼64세가 58.8%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는 50∼64세가 42.1%, 65세 이상이 
37.2%로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

(n=1082, N=2,226,060)
Female

(n=611, N=1,047,317) χ2 p 
n W% n W%

Region City 752 72.2 429 75.1 1.60 .252Rural 330 27.8 182 24.9

Age

<30   4  1.1   4  0.7

62.23 <.001
30-39  30  4.1  17  3.8
40-49 130 16.2  71 16.1
50-64 571 58.8 257 42.1
≥65 347 19.7 262 37.2
Mean±SD 59.51±9.9 61.27±11.2

Marital Status
With spouse 994 90.1 408 67.5

194.15 <.001No spouse  53  5.2 194 30.6
Unmarried  29  4.6   8  1.9

Household
 income level

Low 439 35.9 367 55.6
59.57 <.001Middle 221 21.3 101 17.1

High 416 42.8 139 27.4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263 20.5 341 50.5

176.86 <.001Middle school 214 18.7 94 15.5
High school 339 33.6 131 24.5
≥University 266 27.2 44  9.4

Job

Manager & expert 178 17.1 39  7.1

260.47 <.001
Office workers 103 10.0 35  6.9
Service & sales workers 143 15.0 175 31.6
Agricultural & Fishery workers 207 14.8 118 15.6
Manual worker 266 28.3 30  5.0
Simple labor workers 185 14.8 214 33.7

Working Style
Day 922 85.6 542 88.5

24.61 .001Evening & Night  66  6.8 53  9.2
regular shift  87  7.2 13  2.4
irregular & Others   4  0.5  0   0

W%=Weight percent

Table 1. Gender difference in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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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배우자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남자는 
90.1%, 여자는 67.5%이었으며(p<.001), 경제수준은 남
자는 ‘상’이 42.8%, 여자는 ‘하’가 55.6%였고(p<.001), 교
육수준은 남자는 고등학교 졸업이 33.6%, 여자는 초등학
교 졸업이하가 5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직업은 남자는 육체노동자가 28.3%, 여자는 
단순노무자와 서비스 및 판매자가 각각 33.7%, 31.6%로 
많게 나타났다(p<.001). 근무형태는 남자(85.6%)와 여자
(88.5%) 모두 낮근무가 가장 많았다(p<.001).

3.2 대상자의 건강행태특성에 따른 성별 차이 
 대상자의 건강행태특성에 따른 성별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음주여부는 남자(85.8%), 여자(72.7%) 
모두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음주빈도는 남자는 주 
2회 이상이 43.9%, 여자는 월 1회 이하가 44.3%로 가장 
많았다(p<.001). 흡연여부는 남자는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이 45.5%, 여자는 ‘흡연한 적 없음’이 
93.1%로 나타났으며(p<.001), 여가 시 신체활동은 남자, 
여자 모두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p<.001). 스트
레스 여부는 남자(78.4%), 여자(69.9%) 모두 적음이 많
았으며(p<.001), 당뇨병 합병증 여부는 남자(64.9%), 여
자(73.4%) 모두 있음이 많았다(p=.003). 거주지역, 당뇨
병 치료, 당뇨병 유병기간, 당뇨병 조절여부는 남자와 여
자의 차이는 없었다. 

3.3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성별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남자와 여자는 삶의 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5개 하위요인 모두에서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가 운동능력(1.29±0.02), 자기관리(1.08±0.01), 일상활
동(1.18±0.02), 통증/불편(1.44±0.03), 불안/우울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

(n=1082, N=2,226,060)
Female

(n=611, N=1,047,317) χ2 p 
n W% n W%

drinking

No 169 14.2 123 27.3

198.64 <.001
Yes 839 85.8 287 72.7
≤1/month 179 17.8 179 44.3
≤4/month 232 24.1  64 17.0
≥2/week 428 43.9  44 11.4

Smoking
No 152 14.2 561 93.1

1048.24 <.001NO-current 522 45.5  20  3.2
Yes 403 40.2  23  3.8

Physical activity No 925 84.7 574 94.8 40.14 <.001Yes 157 15.3  37  5.2
Stress Many 219 21.6 176 30.1 13.83 .001Little 858 78.4 430 69.9

DM treatment†
No 88  8.7  37  6.2

7.335 .080Insulin 76  7.7  39  7.1
OHA 875 82.9 517 86.6
NDT 11 0.7   1  0.1

DM duration
(years)

< 5 482 45.9 252 42.4
2.21 .6445∼10 239 23.7 166 25.5

10∼15 183 16.0  96 16.0
Over 15 178 14.4  97 16.1

DM Complication No 344 35.1 142 26.6 12.43 003Yes 738 64.9 469 73.4
HbA1C (%) <6.5 779 75.1 441 76.8 .519 .525≥6.5 269 24.9 130 23.2

W%=Weight percent, †Multiple response; DM=diabetes mellitus; OHA=oral hypoglycemic agents; NDT=non-drug therapies

Table 2. Gender difference in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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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Male Female B SE t pM±SD M±SD
Mobility 1.14±0.01 1.29±.0.02 -.158 .03 -6.28 <.001
Self-care 1.04±0.01 1.08±0.01 -.036 .02 -2.41 .016
Usual activities 1.08±0.01 1.18±0.02 -.106 .02 -4.63 <.001
Pain/discomfort 1.22±0.02 1.44±0.03 -.223 .03 -6.70 <.001
Anxiety/depression 1.08±0.01 1.16±0.02 -.084 .02 -3.69 <.001
EQ-5D index 0.95±0.00 0.90±0.01 .055 .01 7.50 <.001

Table 3. Gender difference in Quality of Life

period group Male Female
n(W%) Mean±SD B t p n(W%) Mean±SD B t p

5th 418(35.2) 0.95±0.01 .000 222(33.7) 0.89±.01
6th 354(34.6) 0.96±0.01 .007 1.05 .293 188(33.2) 0.89±.01 .000 -0.01 .992
7th 310(30.2) 0.95±0.01 .007 0.98 .327 201(33.1) 0.91±.01 .015 0.93 .351

W%=Weight percent

Table 4. Quality of Life of period group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 Female
Mean±SD B t p Mean±SD B t p 

Region City 0.96±0.00 .90±0.01
Rural 0.95±0.01 -.010 -1.53 .126 .90±0.01 -.002  -.161 .872

Age

<30 0.97±0.02 .96±0.03
30-39 0.96±0.02 -.008  -0.27 .785 .92±0.04 -.046   -0.90 .368
40-49 0.97±0.02  .006   0.25 .807 .95±0.01 -.009   -0.25 .800
50-64 0.96±0.00 -.013  -0.53 .594 .93±0.01 -.032   -0.95 .345
≥65 0.92±0.01 -.045 -1.84 .067 .83±0.01 -.131  -3.72 <.001

Marital Status
With spouse 0.95±0.00 .92±0.01
No spouse 0.92±0.02 -.034 -2.08 .038 .84±0.02 -.082 —4.83 <.001
Unmarried 0.96±0.01  .002 0.107 .915 .98±0.01  .054   3.44 .001

Household
 income level

Low 0.92±0.00 .88±0.01
Middle 0.96±0.01  .037  4.71 <.001 .92±0.01  .043   2.65 .008
High 0.92±0.01  .049  6.89 <.001 .93±0.01  .053   3.49 .001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0.91±0.01 .86±0.01
Middle school 0.95±0.01  .040  3.87 <.001 .93±0.01  .071   4.42 <.001
High school 0.95±0.01  .038  3.87 <.001 .94±0.01  .081   5.26 <.001
≥University 0.98±0.00  .065  7.25 <.001 .95±0.02  .096   4.98 <.001

Job

Manager & expert 0.98±0.01 .94±0.02
Office workers 0.98±0.01  .001  0.091 .927 .97±0.01  .038 1.449 .148
Service & sales  0.95±0.01 -.021 -2.18 .029 .92±0.01 -.018  -0.67 .501
Agricultural & Fishery  0.93±0.01 -.044 -4.59 <.001 .87±0.02 -.066  -2.31 .021
Manual worker 0.96±0.01 -.020 -2.71 .007 .93±0.02 -.007  -0.22 .825
Simple labor workers 0.93±0.01 -.049 -4.50 <.001 .86±0.01 -.076  -2.67 .008

Working Style
Day 0.95±0.00 .88±0.06
Evening & Night 0.95±0.01 -.007  -0.59 .556 .86±0.03 -.045 -1.53 .126
regular shift 0.95±0.01  .001   0.07 .943 .88±0.06 -.024  -0.40 .692
irregular & Others 1.0±0.00  .047 15.38 <.001

Table 5. Factor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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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02) 모두에서 남자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
나 하위요인별 삶의 질이 낮았다. EQ-5D index는 남자
가 0.95±0.00점, 여자가 0.90±0.01점으로 남자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p<.001). 

3.4 기간별 삶의 질의 차이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기간별 삶의 질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남자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은 
5기에 비해 6기에 0.96±0.01점으로 높아졌으나 통계적
인 차이는 없었으며, 여자 직장인 당뇨병 환자는 5기에 
비해 7기에 0.91±0.01점으로 삶의 질이 높아졌으나 통
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3.5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인
3.5.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인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영

향요인을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남자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경제력, 교육수준, 직업, 근무형태였다. 경제수준은 
하 대비 중(B=.037, p<.001), 상(B=.049, p<.001)의 삶
의 질이 높았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대비 중학교 
졸업(B=.040, p<.001), 고등학교 졸업(B=.038, p<.001), 
대학졸업이상(B=.065, p<.001)이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
다. 직업은 관리자와 전문가 대비 농,수산업 종사자
(B=-.044, p<.001), 기능원(B=-.020, p<.001), 단순노무
자(B=-.049, p<.001)가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근무
형태는 낮근무 대비 불규칙근무(B=.047, p<.001)가 삶의 
질이 높았다. 

여자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배우자유무, 경제력, 교육수준, 직업이었다. 
연령은 30세 미만 대비 65세 이상(B=-.131, p<.001)이 
삶의 질이 낮았고, 배우자여부는 배우자가 있음에 비해 
배우자가 없음(B=-.082, p=.001)이 삶의 질이 낮은 반
면, 미혼((B=.054, p<.001)은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력은 하에 비해 중((B=.043, p=.008), 상(B=.053, 
p=.001)이, 교육수준은 초등학교졸업이하에 비해 중학교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 Female
Mean±SD B t p Mean±SD B t p 

drinking
No 0.95±0.00 .89±0.02
≤1/month 0.96±0.01  .011  1.08 .279 .93±0.01  .040 2.29 .022
≤4/month 0.95±0.01  .008  0.79 .428 .91±0.02  .025 1.20 .231
≥2/week 0.95±0.01  .003  0.32 .747 .91±0.01  .025  0.98 .326

Smoking
No 0.96±0.00 .90±0.01
NO-current 0.96±0.00  .002  0.19 .848 .85±0.05 -.046 -0.94 .347
Yes 0.95±0.01 -.012 -1.31 .191 .88±0.03 -.018 -0.58 .561

Physical activity No 0.95±0.00 .90±0.01
Yes 0.96±0.01  .012  1.69 .092 .92±0.01  .027 1.62 .107

Stress Many 0.96±0.00 .92±0.01
Little 0.93±0.01 -.028 -3.55 <.001 .85±0.01 -.071 -4.54 <.001

DM treatment†
No 0.95±0.01 .89±0.03
Insulin 0.95±0.00  .002 0.228 .820 .90±0.01  .008  0.27 .788
OHA 0.96±0.03  .014 0.519 .604 1.0±0.00  .110 3.76 <.001
NDT 0.97±0.01  .023 1.797 .073 .89±0.03 -.001 -0.03 .975

DM duration
(years)

< 5 0.96±0.00 .92±0.01
5∼10 0.96±0.01  .001  0.21 .831 .88±0.01 -.039 -2.50 .013
10∼15 0.94±0.01 -.022 -2.26 .024 .89±0.02 -.035 -1.61 .108
Over 15 0.94±0.01 -.019 -2.09 .037 .87±0.02 -.055 -2.64 .008

DM
 Complication

No 0.96±0.00 .93±0.01
Yes 0.95±0.00 -.015 -2.69 .007 .89±0.01 -.039 -2.88 .004

HbA1C (%) <6.5 0.95±0.01 .88±0.01
≥6.5 0.95±0.00  .007  0.92 .356 .91±0.01  .033  2.21 .027

†Multiple response; DM=diabetes mellitus; OHA=oral hypoglycemic agents; NDT=non-drug therapies

Table 6. Factor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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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B=.071, p<.001), 고등학교 졸업(B=.081, p<.001), 
대학졸업이상(B=.096, p<.001)이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
다. 직업은 관리자와 전문가에 비해 농,수산업 종사자
(B=-.066, p<.001), 단순노무자(B=-.076, p<.001)가 삶
의 질이 낮았다. 

3.5.2 건강행태특성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인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건강행태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인을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남자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스트레스 여부, 당뇨병 유병기간, 당뇨병 합병증여
부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여부는 많음에 비해 적음
(B=-.028, p<.001)이 삶의 질이 낮았다. 당뇨병 합병증 
여부는 합병증이 있음(B=-.015, p=.007)이 없음에 비해, 
당뇨병 유병기간이 5년 미만에 비해 10~15년(B=-.022, 
p=.024), 15년 이상(B=-.019, p=.037)이 삶의 질이 낮
게 나타났다. 

여자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음주여부, 스트레스 여부, 당뇨병 치료, 당뇨병 유
병기간. 당뇨병 합병증여부, 당뇨병 조절여부였다. 스트
레스 여부는 많음에 비해 적음(B=-.071, p<.001)이 삶의 
질이 낮았으며,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약물치료를 하는 
경우(B=.110, p<.001)가 치료 안함에 비해 삶의 질이 높
게 나타났다. 당뇨병 유병기간이 5년 미만에 비해 5∼10
년(B=-.039, p=.013), 15년 이상(B=-.055, p=.008)이 
삶의 질이 낮았으며, 당뇨병 합병증 여부는 합병증이 있
음(B=-.039, p=.004)이 없음에 비해, 당뇨병 조절여부는 
HbA1C가 6.5% 이상에 비해 6.5% 미만(B=.033, 
p=.027)이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의 차이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으며, 2010
년부터 2017년까지의 8개년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를 분석하였다.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성별에 따른 삶의 질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14]에서도 남자가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 
같은 결과였다. 특히, 5개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
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

반적 특성 중 경제수준에서 남자는 상이 42.8%로 많았던 
반면, 여자는 하가 55.6%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도 
남자는 고등학교 졸업이 33.6%였으나, 여자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50.5%로 가장 많았다. 일반 근로자를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교육수준[18], 월 평균수입[6]이 근
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 이러한 
것들이 성별의 차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시기별 삶의 질은 남자와 여자 모두 통계
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14])에서는 시기별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제4기, 제5기, 
제6기로 갈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성별을 구분하였을 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여자의 
경우 제5기, 제6기는 0.89점으로 남자의 0.95, 0.96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제7기에서는 0.91점으로 향상되
어 점차 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제7기는 2개년의 결과
밖에 포함되지 않아 3개년의 모든 결과를 포함한 추후 
비교 조사가 필요하다.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성별로 구
분하여 확인하였으며,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 스트레
스 여부, 당뇨병 유병기간, 당뇨병 합병증 여부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남
자, 여자 모두 하에 비해 상이 삶의 질이 높았으며, 교육
수준은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8]에서 경제수준이 남
자, 여자 모두에서 삶의 질 영향요인이 아니었다는 결과
와는 다른 결과였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이나 약물치료를 비롯하여 정기적인 병원 검
진 등 장기적인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남
자, 여자 모두 인슐린이나 약물치료를 하는 경우가 90%
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또한, 교육
수준은 월수입과 같은 경제수준과 관련이 있어[13], 직장
인 당뇨병 환자에게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직업
은 관리자∙전문가에 비해, 사무직은 삶의 질의 차이가 없
었으나, 단순노무종사자는 가장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
다. 생산직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 생
산직 여성 근로자들은 업무의 특성으로 인한 근골격계 
관련 증상을 경험하고 있고, 건강관련 삶의 질이 치매노
인 가족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신체
적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로 인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 및 근로 환경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통계청 조사[1]에 의하면 여자 직장인의 비정
규직 비율이 남자보다 높다고 하였으며, 정규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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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7] 추
후 연구에서는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에 따른 삶의 질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는 남자, 
여자 모두 스트레스가 많음에 비해 적음이 삶의 질이 낮
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8]
와 직장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4]에서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던 것과 
다른 결과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Lazarus와 
Folkman[20]은 스트레스 대처 모형에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대처 행동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에 대한 지각이 낮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직장인 
당뇨병 환자들의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파악
하는 것 것이 필요하며,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스트
레스 문항은 단답형의 문항으로 되어있는  질적 연구를 
통해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성별에 따른 직장 내 스트레
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
우에 비해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나,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은 합병증이 발생한 이후 점점 나빠진다[4]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남자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병 조절여부는 삶의 질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
타나, 합병증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직장인 당뇨
병 환자는 합병증 발생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에서 언제
든 혈당검사를 시행하고 정기적인 병원방문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간 할애 등의 직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당뇨병 유병기간은 5년 미만에 비해 15년 이상이 삶의 
질이 낮았다. 당뇨병은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합병증 발
생의 위험이 높고, 본 연구에서 남자, 여자 직장인 당뇨병 
모두 합병증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 변수를 살펴보면, 남자 직장
인 당뇨병 환자는 근무 형태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으
며, 근무 형태가 낮 근무에 비해 불규칙교대근무인 경우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선행
연구[14]에서는 근무 형태는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나타
나지 않았으며, 여자 직장인의 경우 낮근무에 비해 야간
근무나 교대근무가 삶의 질이 낮다는 결과[11]와도 다른 
결과이다. 이는 불규칙교대근무가 개인이 출퇴근시간, 근
무시간,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와 유사한 
형태로 인해 삶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하나, 본 연구
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또한 남자의 불규칙교대근무
자는 4명에 불과했다. 또한, 여자 직장인 당뇨병 환자는 
불규칙교대근무가 한 명도 없어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
다. 따라서, 주 5일제 도입과 함께 시행된 유연근무제 시

행을 고려한 근무 형태에 따른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삶
의 질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여자 직장인 당뇨병 환자는 남자와 달리 연령, 결혼상
태, 음주, 당뇨병 치료방법, 당뇨병 관리가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세 미만에 비해 
65세 이상이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여자 직장인 당뇨
병 환자는 65세 이상이 37.2%로 남자에 비해 많았으며, 
합병증 발병비율도 높아 고령의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과 당뇨병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인의 
경우 사회참여활동이나 자기개발참여활동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21]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형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상태는 배
우자가 있는 것에 비해 별거, 사별, 이혼 등으로 현재 배
우자가 없는 경우 삶의 질이 낮았고, 미혼인 경우는 반대
로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14]에서도 별거, 이혼, 사별을 한 경우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 같은 결과
를 보였으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는 
이혼 또는 별거하는 여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게 나
온 반면, 기혼 여자에 비해 미혼이 삶의 질이 낮다고 하
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미혼이 1.9%로 적어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2018년 기
준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30∼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 따라서, 
최근 다양한 이유로 인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
황에서, 별거, 이혼, 사별과 같은 경험을 한 여자들의 건
강관리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연구 및 정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미혼 여성에 대한 삶의 질 또한 추후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자 직장인 당뇨병 환자는 남자와 
다르게 음주여부가 삶의 질의 영향요인이었으며,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월 1회 이하의 음주를 하는 경우
가 삶의 질이 높았다. 일반 여자 근로자의 경우에도 음주
를 할수록 삶의 질이 높았고, 7잔 이상보다 1∼2잔 경우
에서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18], 1인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도 음주를 하지 않는 여성보다 
음주를 하는 여성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당뇨병 환
자의 음주는 합병증이 없고 혈당조절이 양호한 경우 성
인 여자에서 하루 섭취량을 1잔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23], 음주는 스스로 제한하며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뇨병 치료 방법은 치료를 안하는 것에 비해 약물 치료
를 하는 것이 삶의 질이 높았으며,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당뇨병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이 삶의 질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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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따라서, 여자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당뇨병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미국과 유럽국가에서는 ‘직장 내 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학교에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해 당
뇨병으로 인한 차별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므로[9] 우리나
라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을 성별에 따
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군을 하나의 변수로 분석하였
으나, 직업군에 따른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을 파악해보
는 것을 제언한다. 삶의 질 영향요인은 남자와 여자 모두 
공통적인 요인들도 있었으나, 특히 남자는 근무형태에 있
어서, 여자는 연령, 결혼상태, 음주, 당뇨병 관리 등이 삶
의 질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인 당뇨병 환
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별에 따른 개별화된 중재
방안 모색과, 정부 차원 및 사회적 차원의 정책개발이 필
요할 것이다. 

REFERENCE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2019). Korean 

Social Trends 2019. 
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pbl/3/index.board

[2]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8). 
Korea Health Statistics 2018: Korea Nat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Ⅶ-3)

[3] V. B. Prajapati, R. Blake, L. D. Acharya, & S. Seshadri. 
(2017). Assessment of Quality of Life in Type II 
Diabetic Patients using the Modified Diabetes 
Qquality of Life (MDQoL)-17 questionnaire. Brazilian 
Journal of Pharmaceutical Sciences, 53(4), 1-9.

[4] A. Trikkalinou, A. K. Papazafiropoulou, & A. 
Melidonis. (2017). Type 2 Diabetes and Quality of Life. 
World journal of diabetes, 8(4), 120-129. 
DOI : 10.4239/wjd.v8.i4.120

[5]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2017). National 
Quality of Life Index 2017. 

[6] E. H. Park & H. S. Kim. (2017).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on Worker’s Quality of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581-589. 
DOI : 10.14400/JDC.2017.15.11.581

[7] Y. L. Jeong, S. H. Jeong & S. S. Han. (2018). Factors 
Influenc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Women 
Work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8(1), 117-123. 
DOI : 10.15269/JKSOEH.2018.28.1.117

[8] T. Y. Han. (2007). The Relationship among Illness, Stress, 

and Work Outcome: A biopsychosocial Perspective for 
Employees with Diabetes.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0(3), 197-218. 
DOI : 10.24230/ksiop.20.3.200708.197 

[9] Y. J. Park. (2018). Diabetes, Returning to Work, and 
Your Right for Health. Journal of Korean Diabetes, 
19(1), 53-57. 
DOI : 10.4093/jkd.2018.19.1.53

[10] E. K. Lee & J. H. Park. (2016). Converged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Occupational Stress in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3), 15-24. 
DOI : 10.15207/JKCS.2016.7.3.015

[11] W. Kim, T. H. Kim, T. H. Lee, J. W. Choi & E. C. Park. 
(2016). The Impact of Shift and Night work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Working Women: Findings 
from the Korea Health Panel.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14(1), 162. 
DOI : 10.1186/s12955-016-0564-x

[12] Y. S. Choi & M. H. Jung. (2013). A study on Job Stress 
of Female Office Workers.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5), 2633-2643. 

[13] J. H. Kim. (2008).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Employees with Diabetes. M.D.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4] E. H. Jang. (2017). Quality of Life Factors and 
Comparative Analysis in Workers with Diabetes 
Mellitus in terms of Convergence: using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7-2015.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2), 167-178. 
DOI : 10.15201/JKCS.2017.8.12.167

[15] I. Yang, J. Jeong & C. Kim. (2020). A Meta-Analysis of 
Research on Perceived Job Stress of Domestic 
Corporate Employees. 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 15(1), 1-33. 
DOI : 10.21329/khrd.2020.15.1.1 

[16] K. Watkins, C. M. Connell. (2004).  Measurement of 
Health related QOL in Diabetes Mellitus, 
Pharmacoeconomics, 22(17), 1109-1126. DOI : 
10.2165/00019053-200422170-00002  

[17]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Ⅶ-3), 2018.

[18] M. Kwon. (2019).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Worker by Gender.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5), 747-759. 
DOI : 10.21742/AJMAHS.2019.05.69

[19] Y. M. Lee. (2014). The Affects of Occupational Stress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Female Labor Workers. M.D.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20] R. S. Lazarus & S.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 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직장인 당뇨병 환자의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인의 차이 291
[21] K. H. Ju. (2011). Activity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in 
Korea-Focusing on gender and age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2(20), 5-39. 
DOI : 10.16999/kasws.2011.42.1.5

[22] H. J. Chae & M. J. Kim. (2019). Health Behavior, 
Health Service Use,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Adult Women in On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5(3), 299-314. 
DOI : 10.4069/kjwhn.2019.25.3.299

[23] Korean Diabetes Association. (2019). 2019 Treatment 
Guideline for diabetes. 
https://www.diabetes.or.kr/pro/publish/guide.php?co
de=guide&mode=view&number=735

장 은 희(Eunhee Jang)    [정회원]
․ 2013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
학과(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2016년 2월 : 우석대학
교 간호학과 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인천가톨릭대학
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당뇨병 관리, 응급간호, 중
환자 간호

․ E-Mail : cartoone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