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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윌리엄스(Rhys Williams) 교수
IDF Diabetes Atlas 위원회 위원장(제9판) 

서문

당뇨병은 사회경제적 지위와도, 국경과도 관련이 없는 세계 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IDF Diabetes Atlas 
제9판 개제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4억 6300만 명의 성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 유행병을 해결할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2030년까지 5억 7800만 명의 사람들이 당뇨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그 추세대로라면 당뇨병 환자의 수는 2045년까지 7억 명으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는 곧 치료에 대한 필요의 
증가, 삶의 질 감소, 가족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당뇨병과 그 합병증은 잘 관리하지 않을 경우 빈번한 
입원과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엄청나게 큰 건강 격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경우, 이는 특히 저소득, 중산층 
국가에서 보여지는 중간 소득 당뇨병의 위험 요인과 증상에 대한 인식의 결핍에서, 그리고 보건 전문가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진단과 약물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대한 필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근 100년 동안 당뇨병 
치료제로 기능해 왔지만 여전히 이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구할 수 없거나 너무 비싼 실정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제시하는 엄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는 지속됩니다. 즉각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접근을 통해 당뇨병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형 당뇨병은 흔히 예방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는 역전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보건 우선순위를 확립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사람들에게 당뇨병과 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용 가능한 최상의 정보를 사용하여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2형 당뇨병 예방에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고유한 지역적 맥락에 적절한 
국가적 당뇨병 계획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모든 당뇨병 환자들은 조기 발견 및 합병증의 적절한 치료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하려면 정부가 당뇨병 환자들이 필수적인 당뇨병 서비스, 약물 및 
기기에 중단 없이 접근하고, 이를 제공하는 시점에 가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IDF Diabetes Atlas는 당뇨병 치료 및 예방에 관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과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료로 발행됩니다. 이 안내서는 모든 당뇨병 대변자를 위한 실용적 도구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정보를 통해 IDF Diabetes Atlas 제9판을 탐색하고, 당뇨병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이미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방 및 치료 개선을 위한 설득력 있는 논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안내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이 진단되지 않은 당뇨병을 식별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서 2
형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단계를 밟으며,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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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성인 당뇨병 환자 추산치, 단위: 백만
(IDF Diabetes Atlas 제1판~제9판)

추산치 
예상치

섹션 1: 
전 세계 당뇨병 
희생자 수

당뇨병 추산치는 20~79세 인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해당 연령대를 벗어나는 성인은 추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IDF Diabetes Atlas 추산치는 따라서 상당히 적게 잡은 것이며.

당뇨병은 21세기의 급증하는 보건 문제 중 하나로, 지난 20년에 걸쳐 성인 당뇨병 환자 수는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당뇨병 급증
2000년, 성인 당뇨병 환자 추산치는 1억 5100만 명이었습니다. 2009년까지 그 수는 88% 증가하여 2
억 85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20~79세 성인의 9.3%인 4억 6300만 명이라는 충격적 수치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20세 미만 아동 청소년 110만 명이 1형 당뇨병과 투병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0년에 예상한 2025년의 전 세계적 당뇨병 환자 수는 4억 3800만 명이었습니다. 아직 5
년이나 남았는데도 예상치가 2500만 명이나 초과했습니다.

그 영향은 막대하며…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IDF는 2030년까지 성인 당뇨병 환자가 5억 7800만 
명에 이를 것이며, 2045년까지는 그 수가 7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www.diabetesatlas.org/atlas/en01

IDF Diabetes Atlas 3장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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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은 무엇이며, 급증의 이유는 무엇인가?

당뇨병은 췌장이 더 이상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또는 몸이 생산하는 인슐린을 잘 활용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당뇨병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은 신체의 면역 체계가 췌장의 인슐린 생성 베타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반응에 의해 유발됩니다. 그 결과, 몸에서 인슐린이 거의, 또는 아예 생성되지 않습니다.

2형 당뇨병은 가장 일반적인 당뇨병 유형입니다. 원래 과혈당증(높은 혈당 수치)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상황, 즉 신체 세포가 인슐린에 완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현상의 결과입니다.

임신성 당뇨병(GDM)은 임신 중 높은 혈당 수치로 특징지어지며, 임신 중 어느 때든(주로 
24주 이후) 발생할 수 있으며 대개 임신 종료 후에 사라집니다.

전 세대에 걸친 영향
GDM을 경험한 여성은 이후 삶에서 2형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외에도, GDM을 앓았던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도 비만 및 2형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이는 전체 인구, 그리고 다가올 세대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비만과 당뇨병의 세대간 주기의 원인이 됩니다.

내당능 장애란 무엇인가?
내당능 장애(IGT)는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나 권장 당뇨병 진단 임계치 미만인 상태입니다. ‘전당뇨병’ 및 ‘
비당뇨 과혈당증’이라는 용어가 때로 대체어로 사용됩니다.

IGT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 향후 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나타냅니다.
• 이미 높아진 심장혈관 질환 위험의 조짐을 나타냅니다.
• 2형 당뇨병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인 IGT 환자, 따라서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사람들의 추산치는 3억 7400만 명입니다. 이 수치는 2030
년까지 4억 5400만 명까지 상승하고 2045년까지는 5억 4800만 명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인 당뇨병 유병률의 증가는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환경적, 유전적 요인의 복잡한 상호 
작용에서 기인합니다. 지속적인 증가는 대부분 2형 당뇨병과 관련 위험 요인의 급증에 의한 것이며, 
여기에는 비만율 상승, 불건강한 식이 및 만연한 신체활동부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아동기에 
발병하는 1형 당뇨병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원인
도시화 증가와 생활 습관의 변화(예: 칼로리 섭취량 증가, 가공 식품 소비량 증가,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 등)는 사회적 수준에서 2형 당뇨병 유병률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 지역의 당뇨병 유병률은 10.8%인 반면, 지방에서는 7.2%로 더 낮습니다. 그러나, 이 
간극은 지방의 상승 추세로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IDF Diabetes Atlas 1장 자세히 읽기

www.diabetesatlas.org/atlas/e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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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팁:  
증거 알아보기

효과적인 당뇨병 대변자가 되려면, 당뇨병이 무엇인지, 현재의 정도, 지난 
20년 동안의 진화와 예상되는 미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지지자가 되든, 최신 증거를 활용하여 당뇨병에 
대한 더 나은 인식, 교육,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신 당뇨병 추산치 및 예상치는 물론 가장 흔히 사용되는 당뇨병 관련 
용어를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속 국가와 지역 내 당뇨병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을 비롯, 이러한 필수 데이터와 개념을 숙지하면 지역 
또는 전국적 맥락에서 당뇨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지지 작업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다면 자체적인 읽기와 연구를 수행하여 다양한 
유형의 당뇨병 사이의 차이점과 그것이 소속 국가 내에서 
제기하는 과제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최신 IDF Diabetes Atlas 및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전 세계적, 
지역적 데이터를 찾아보십시오.

주요 당뇨병 우선 순위 및 각 지역의 과제에 대한 자세한 
아이디어는 IDF Atlas 지역 자료표를 확인하십시오.

IDF Atlas 웹사이트에서 최신 그래픽, 슬라이드 및 기타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당뇨병에 대한 전 지구적인 ‘큰 그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익숙하지 않은 단어나 용어를 접할 경우, IDF Diabetes Atlas 
웹사이트에서 유용한 당뇨병 용어집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www.diabetesatlas.org/upload/resources

www.diabetesatlas.org/glo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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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이 합병증 위험을 증가시킨다
당뇨병은 잠재적으로 삶의 질을 낮추고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의 원인이 됩니다. 가장 
흔하게, 합병증은 관리되지 않거나 불량하게 관리된 당뇨병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당뇨병을 적절히 관리하는 사람들 또한 
합병증 발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4억 6300만 성인 당뇨병 환자의 절반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심각한 당뇨병 
관련 합병증이 생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섹션 2: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

그림 2019년 당뇨병으로 인한 성인(20~79세)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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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당뇨병 합병증의 이해
인슐린에 대한 액세스 부족, 1형 당뇨병의 오진이나 진단 지연은 어린이와 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흔한 사망 원인인 당뇨병성 
케톤산증(DKA)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혈당증(낮은 혈당)이 1형 당뇨병(그리고 인슐린이나 설포닐유레아 사용 시 
2형 당뇨병)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높은 혈당치의 특정 효과 – 과혈당 고삼투압성 상태(HHS) - 또한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HHS의 전체 
사망률은 5~20%로 추산되며, DKA보다 10배 더 높습니다.

당뇨병이 조기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
IDF는 2019년에 약 420만명의 성인이 당뇨병과 그 합병증의 
결과로 사망할 것이라 추산합니다. 이는 8초에 한 번 사망자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 사망율의 11.3%는 당뇨병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들 사망자의 거의 절반이 60세 미만입니다.

급성 당뇨병 합병증
혈당치가 극도로 높아 생기는 급성, 또는 단기적 당뇨병은 1형 당뇨병에서 흔히 발생하며, 2형 및 다른 형태의 
당뇨병에서는 특정 약물이 사용될 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영구 질환 또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Osarenkhoe Ethel Chima-
Nwogwugwu(나이지리아).  

2형 당뇨병 대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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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유병률은 1형 및  
2형 당뇨병 모두에서 당뇨병의 지속 기간과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당 관리 악화와 고혈압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성 안질환

임신성 당뇨병 관련 합병증
2019년 정상 출산의 15.8%(2040만 명)가 임신 중 
과혈당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임신성 당뇨병(GDM)은 산모와 아이 둘 다에 대한 
여러 유해 임신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병 및 구강 건강
당뇨병 및 나쁜 구강 건강은 양방향 관계로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잇못 질환은 혈당치를 
올리고, 2형 당뇨병 발병이나 기존 당뇨병의 혈당 
관리 부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치아를 둘러싼 모든 연조직 및 경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실한 구강 건강 및 빠진 치아는 
당뇨병 환자의 식이 불량 및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

당뇨병의 만성적, 또는 장기적 합병증은 2형 당뇨병 진단 
시 이미 환자에게 존재할 수 있으며, 1형 당뇨병 발병 
직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장애 및 사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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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질환은 모든 당뇨병 관련 사망의 3분의 1에서 
절반을 차지합니다. 당뇨병 및 혈당치 상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두 배가 되는 것과 연결됩니다.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신경 및/또는 혈관 손상 및 당뇨병성 족부 
합병증
당뇨병성 족부 및 하지 합병증은 전 세계적으로 4
천~6천만 명의 당뇨병 환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3분의 1이 안 되는 의사들만이 당뇨병 
관련 말초신경병증의 징후를 인식합니다. 이에 따른 
진단 누락이 높은 질병률과 사망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장질환
당뇨병, 고혈압(높은 혈압), 또는 이 둘의 조합은 
전 세계적으로 말기 신장병의 80%를 유발합니다. 
당뇨병 및 만성 신부전 또한 심혈관 질환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amenic181/envatoelem
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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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영향
당뇨병은 국가, 보건 시스템, 그리고 - 의료비가 ‘개인 부담’일 경우 -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직접비
IDF는 당뇨병에 대한 전 세계의 연간 건강 비용을 
미화 7천6백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비는 2030년까지 미화 8250억 달러, 2045
년까지 84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증 치료비는 당뇨병에 대한 직접적인 
건강 비용의 50%를 넘게 차지합니다. 예를 들, 
당뇨병성 케톤산증(DKA) 관리는 국가 의료 
체계에 대한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영국 내 단일 DKA에 대한 치료는 1,387파운드 
(미화 약 1,750달러)로 추산됩니다.

간접비
당뇨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 장애 및 기타 합병증 

또한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과 관련됩니다. 이러한 당뇨병의 ‘간접비’는 당뇨병 상태와 관련된  
전 세계 연간 건강 비용에 추가적으로 35%를 더합니다.

간접비 원천에는 노동력 손실, 사망률, 결근 및 프레젠티즘(직장에서의 생산성 감소)이 포함됩니다. 이들 중 첫 
두 가지가 각각 모든 간접비의 49%와 46%를 차지합니다.

무형 비용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상태 관리에 대한 우려와 향후 합병증에 대한 공포,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당뇨병의 무형 비용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걱정, 불안, 불편, 고통, 독립성의 상실, 그리고 
당뇨병과 함께 살아가는 다수의 매우 중요한 특징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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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소득층(20~7세) 당뇨병 관련 건강 비용그림

Chris Aldred(영국).  
1형 당뇨병 및 관련 합병증을 앓고있는 

당뇨병 대변자. 
 1형 당뇨병의 부자간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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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팁: 
파트너십 확립 및 핵심 지원 
우선순위 파악

당뇨병에 대한 초기 연구를 수행한 후에는 생각, 보건 정책 및 해당 예산을 
성공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는 파트너십을 확립해야 합니다.

지원 파트너를 찾을 때, 
지원 활동에 더 큰 영향력이나 
신뢰성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 
사회 부문 - 민간 부문, 학계, 

시민 사회 등 - 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소속 국가 내에서 가장 
시급한 당뇨병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려면, 

IDF Diabetes Atlas 웹사이트의 
당뇨병 데이터 포털을 방문하여 IDF 

국가 당뇨병 보고서를 확인하고 
소속 국가의 추산치 보고서를 
인쇄하거나 다운로드하십시오.

함께 이야기할 때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되며 함께 일할 때 더 효율적입니다. 
당뇨병 환자들과 그 간병인, 의료 전문가, 그리고 지역 또는 국가 당뇨병 
협회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뇨병 커뮤니티 내에서 연합을 탐색해나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후 이 안내서에서 읽은 당뇨병 
합병증과 관련한 조직에 대한 동맹으로 확장해 나가십시오(예: 심혈관 
질환, 망막증, 신장병, 신경장애 등). 청년 또는 노인, 과학자와 의료 
전문가 기관, 기타 시민 사회 단체 네트워크에서 협력자들을 찾아나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힘을 합하는 목적 중 하나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통일된 
지지의 우선순위를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대부분의 국가에 다소간 
영향을 미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몇 가지 이슈들입니다.

• 진단되지 않은 당뇨병
• 당뇨병 치료, 약물 및 보급품에 대한 접근성 부족
• 청(소)년 인구 사이에서 2형 당뇨병 발병률 증가
• 당뇨병 교육 부족
• 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

파트너와 지지 우선순위에 합의했다면, IDF Diabetes Atlas에서 찾은 관련 
증거/데이터를 사용하여 핵심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논거를 모을 
때, 설득해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유형의 증거가 가장 설득력이 
있고 믿을만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정책 결정자들을 대할 때는 
이 섹션에서 읽은 당뇨병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증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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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은 모든 연령, 대륙,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으로 전 지구적인 도전입니다. 
특히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에서 당뇨병의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결정 요인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희박하긴 하지만, 그러한 상태가 많은 부분 개인적 관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행동적, 유전적, 사회경제적 요인의 복잡한 상호 작용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당뇨병의 연령 개요

섹션 3: 
인학적, 지리적 
개요

경제 활동 연령
당뇨병 환자(3억 5200만 명) 4명 중 3명이 경제 활동 
연령입니다(20~64세). 이 수치는 2030년까지 4억 1700만 
명까지 상승하고 2045년까지는 4억 8600만 명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사람에 대한 영향이 커져가고 있으며 향후 수십년 
간 생산성 및 경제 성장에 심각하고도 광범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노인 인구
2019년,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수는 1억 11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연령대 성인 5명 가운데 1명이 당뇨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30년까지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수는 1억 95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45년까지는 그 수가 2
억 7600만 명에 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25년 
동안 고령화 사회의 당뇨병 인구의 상당한 증가는 물론 이것이 
가져오게 될 불가피한 공중 보건 및 경제적 도전을 시사합니다.

0.2%
아동 및 청소년 
(0~19세)

노인 인구(65세 이상)

27.8%

72.0%
경제 활동 연령(20~64세)아동 및 청소년

110만 명의 아동 및 청소년(20세 미만)이 1형 당뇨병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부 
국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사이에서 2형 당뇨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나, 현재 
데이터 부족으로 수치를 추산할 수 없습니다.

Narsimha Raji Dichpally(인도). 
당뇨병 대변자 및 2형 당뇨병  

간병인(자식).

IDF Diabetes Atlas 3장 자세히 읽기

www.diabetesatlas.org/atlas/en05



11IDF Diabetes Atlas – 제9판  |  지원 안내서

지리적 개요
당뇨병 유병률
IDF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는 2019년, 2030년, 2045년에(각각 12.2%, 13.3%, 13.9%) 성인 
당뇨병 연령 조정 유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IDF 아프리카(AFR) 지역은 2019년, 2030년, 2045년에 연령 조정 유병률이 가장 낮으며(4.7%, 5.1%, 5.2%), 이는 
부분적으로 낮은 도시화 수준, 영양 결핍 및 낮은 과체중 및 비만 수준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당뇨병 
환자 수는 2045년까지 143% 증가하여 해당 기간 모든 지역에서 가장 큰 비율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병률 대 연령 조정 비교 유병률 이해하기

‘연령 조정’은 다른 연령 구성의 인구 비교 시 질병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적 공정입니다.

IDF Diabetes Atlas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모집단의 현재 및 향후 연령 분포를 고려하기 위해 연령 조정 비교 당뇨병 
유병률이 계산, 조정됩니다. 그 결과인 ‘연령 조정’ 당뇨병 유병률은 당뇨병의 영향을 받는 모집단의 비교 비율에 대한 더 정확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IDF 지역 내 연령 조정 비교 당뇨병 유병률에 의한 성인(20~79세) 중 당뇨병 유병률

관련 사망
당뇨병 관련 성인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산되는 지역은 IDF 서태평양(WP) 지역으로, 매년 당뇨병으로 
130만 명이 사망합니다. 이 다음으로 120만 명이 사망하는 IDF 동남아시아(SEA) 지역이 뒤를 잇습니다. 당뇨병 
관련 사망자 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IDF 중남미(SACA) 지역입니다(20만 명).

전체 IDF Diabetes Atlas의 신뢰 구간은 표 3.4 참조.

IDF Diabetes Atlas 4장 자세히 읽기

www.diabetesatlas.org/atlas/en06

Colour palette // Regions Colour palette // 6 colour way 3 colour way // Tables in Appendices Brand Colours

12.6%

12.2%

11.3%

2045년

2030년

2019년

동남아시아

12.8%2045년

12.4%2030년

11.4%2019년

서태평양

5.2%

5.1%

2045년

2030년

2019년 4.7%

아프리카

유럽

7.8%2045년

7.3%2030년

6.3%2019년

중남미

9.9%

9.5%

8.5%

2045년

2030년

2019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
2045년

2030년

2019년

13.9%

13.3%
12.2%

전세계
2045년 9.6%
2030년 9.2%
2019년 8.3%

북미 및 카리브해 
지역

13.0%2045년

12.3%2030년

11.1%2019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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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
2019년, 성인 당뇨병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인도, 미국으로, 2030년까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45년까지 파키스탄의 당뇨병 환자 수가 미국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3국로 이동하는 
추세롤 보이고 있습니다.

비전염성 질환 이해하기
비전염성 질환(NCD)은 전염성이 없으며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지지 않는 질환입니다. NCD로 매년 41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며, 이는 전체 사망률의 71%에 달합니다.
NCD는 급속한 도시화, 불건강한 생활습관의 글로벌화와 인구 고령화에 기인합니다. ‘만성 질환’으로 지칭하기도 하는 
NCD는 장기적이며 유전적, 생리적, 환경적, 행동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배 제품 소비, 신체 활동 부족, 유해한 알코올 사용,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과 같은 수정 가능한 행동적 위험 요인을 
해결하면 2형 당뇨병을 포함한 모든 NCD의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성인 당뇨병 환자(20~79세) 수에 대한 상위 10위 국가 또는 지역표

순위 국가 또는 지역
당뇨병 환자  

수(단위: 백만) 국가 또는 지역
당뇨병 환자  

수(단위: 백만) 국가 또는 지역
당뇨병 환자  

수(단위: 백만)

1년 중국 116.4년 중국 140.5년 중국 147.2년

2년 인도 77.0년 인도 101.0년 인도 134.2년

3년 미국 31.0년 미국 34.4년 파키스탄 37.1년

4년 파키스탄 19.4년 파키스탄 26.2년 미국 36.0년

5년 브라질 16.8년 브라질 21.5년 브라질 26.0년

6년 멕시코 12.8년 멕시코 17.2년 멕시코 22.3년

7년 인도네시아 10.7년 인도네시아 13.7년 이집트 16.9년

8년 독일 9.5년 이집트 11.9년 인도네시아 16.6년

9년 이집트 8.9년 방글라데시 11.4년 방글라데시 15.0년

10년 방글라데시 8.4년 독일 10.1년 터키 10.4년

전체 IDF Diabetes Atlas의 신뢰 구간은 표 3.5 참조.

2019년 2030년 2045년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
성인 당뇨병 유병률은 고소득 국가가 가장 높으며, 전체 인구의 10.4%가 당뇨병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뇨병 유병률은 저소득 국가에서는 4%, 중산층 국가에서는 9.5%입니다.

향후 25년 동안 당뇨병 유병률은 모든 국가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산층 국가에서 그 증가 
속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가장 큰 증가는 경제가 저소득에서 중산층으로 
이행되는 것과 발을 맞추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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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해하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는 건강, 빈곤, 불평등, 기후, 평화 및 정의를 포함한 지구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건강에 초점을 맞춘 SDG(SDG3: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 
증진), 대부분의 SDG와 목표는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SDG11, 목표 7: 안전하고, 포괄적이며, 접근 
가능한 친환경 공용 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제공한다, 는 모든 사람들이 신체 활동을 위한 적당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도 관련됩니다. 또한, SDG2, 목표 1: 굶주림을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들, 특히 
빈곤층과 영유아를 비롯,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언제나 안전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충분한 음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는 적당한 가격의 건강 식품을 위한 캠페인에서도 적용됩니다. 부문을 넘은 파트너십은 SDG
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세계적 불평등
질 좋은 의료에 접근하는 데에서의 불평등은 특히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에서 지속됩니다. 
당뇨병이 진단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치료되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은 필요한 필수 약물이나 
기기에 접근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단되지 않은 당뇨병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 저소득 국가가 66.8%로 진단되지 않은 당뇨병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당뇨병 환자 3명 중 2명). 이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한, 의료 전문가 사이의 
부적절한 교육, 그리고 일반 대중 사이에서 증상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기인합니다.

오진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1형 당뇨병에 대한 보건 종사자의 인식이 낮고 포도당 검사 시설이 
제한적이며, 이는 말라리아, 폐렴 또는 다양한 상태에 대한 질병에 대해 잘못 판단할 때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1형 당뇨병 진단이 지연되거나 이를 놓칠 경우, 심각한 합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아집니다. 완전히 놓칠 경우, 거의 사망하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1형 당뇨병에 걸린 
아동이 사망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인슐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의료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한 국가에서는, 1형 당뇨병 아동 
및 청소년이 정확하게 진단했다 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 및 조기 사망에 직면합니다.

임신 중 과혈당증
임신 중 과혈당증의 영향을 받은 10건의 정상 출산 중 9건이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에서 보여지며, 
이런 국가들에서는 출산 전 치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접근성
전 세계적으로, 많은 1형 당뇨병 환자는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인슐린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2형 당뇨병 환자 2명 가운데 1명은 처방받은 인슐린에도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소득 환경의 인구는 대부분 당뇨병 약물 가용성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2형 당뇨병 환자 86%(5명 중 4명)가 필요한 인슐린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사망률
모든 당뇨병 관련 조기 사망의 90%와 모든 당뇨병 관련 사망의 87%가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고소득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당뇨병 진단율,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당뇨병 
치료에 대한 접근 자체의 어려움에서 기인합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enu=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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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팁: 
국제적 당뇨병 퇴치 노력을 
국가적 차원으로

당뇨병은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들 국가에서는 
5명 중 4명(79%)의 성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대한 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정치적 차원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은 과거 많은 정치적 주의를 끌지는 못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다음과 같은 
국제적 약속의 채택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2011년
NCD에 대한 최초의 UN 
고위급 회의
당뇨병 및 기타 NCD를 국제적인 
정치 의제로 삼겠다는 일련의 
강력한 약속을 포함, NCD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치 선언 
만장일치 채택.

2014년
제2차 NCD 관련 UN 고위급 회의
정부가 시간 내 달성 가능한 4가지의 약속에 대해 
만장일치 합의:
• 2015년까지: 2025년을 위한 국가적 NCD 목표 설정을 

고려하고 2025년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적 다부문 
정책 및 계획 수립 고려.

• 2016년까지: NCD에서 위험 요인을 줄이고 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사람이 중심이 된 주요 보건의료 및 UHC 
해결 고려.

2006년
UN 61/225 
당뇨병 결의안
가족, UN 회원국 및 전체 세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몸을 
쇠약하게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만성 
질환으로 인식되는 당뇨병.

정부가 최초로 당뇨병 예방,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정책 개발 장려.

2013년
WHO 글로벌 감시 체계
2025년까지 NCD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25% 
줄인다는 중요한 목표.

2025년까지 달성한다는 당뇨병 관련 9개 목표:
• 당뇨병 및 비만 유병률 0% 증가.
• 부족한 신체 활동 10% 감소.
• 필수 약물 및 기술 80% 보급.
• 적격자 50% 이상 약물 치료 및 상담(혈당 관리 포함)

을 받아 심근경색과 뇌졸중 예방.

2015년
UN 지속 가능 개발 목표
2030까지 달성할 17개 목표의 새로운 
개발 체계 채택.

여러 개의 당뇨병 관련 목표:
• NCD로 인한 조기 사망률 30% 감소.
• 보편적 의료보장(UHC) 달성.
• 과체중 및 비만을 포함, 모든 형태의 

영양 불균형 종식.

2017년
WHO NCD 관련 글로벌 
컨퍼런스
각국 정부가 사람들을 NCD
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재차 약속.

https://www.who.int/nmh/events/un_ncd_summit2011/political_declaration_en.pdf?ua=1
https://www.who.int/nmh/events/un_ncd_summit2011/political_declaration_en.pdf?ua=1
https://undocs.org/A/RES/61/225
https://undocs.org/A/RES/61/225
https://www.who.int/nmh/global_monitoring_framework/en/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enu=1300
https://www.who.int/conferences/global-ncd-conference/en/
https://www.who.int/conferences/global-ncd-conferenc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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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고위급 회의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증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 
이행을 비롯, UHC를 향한 국가적 
노력 확대.

2018년
제3차 NCD 관련 UN 고위급 회의
NCD 예방 및 관리를 위해 2011년과 2014
년에 수립한 약속, 그리고 30개의 기타 
광범위한 NCD 관련 약속 이행 확대.

당뇨병 대변자로서, 이러한 국제적 노력을 활용하여 정부에 대한 요청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국가적 차원으로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WHO NCD 국가 프로필을 확인하여 귀하의 국가가 각 
목표에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귀하의 
국가가 당뇨병 0% 증가 목표 궤도에 제대로 올라와 
있는지 알고 싶다면, Global Nutrition Report 2018
에서 국가 프로필을 살펴보십시오. 목표를 향한 
귀 국가의 진행 상황이 불충분하다면, 기존 
간극을 해결할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요청하여 정부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글로벌 대응을 위한 최신 당뇨병 관련 
국제 회의 및 기회에 대해 업데이트된 

소식을 받고 싶다면, 소셜 미디어에서 IDF를 
팔로우하고 IDF 지지 웹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 
환자의 간병인이라면, IDF 글로벌 지지자 

네트워크인 Blue Circle Voices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IDF 지지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IDF에 문의하십시오
(advocacy@idf.org).

IntDiabetesFed

intdiabetesfed

international-diabetes-federation

intdiabetesfed

idf.org/our-activities/advocacy-awareness.html

idf.org/our-network/blue-circle-voices.html

who.int/nmh/publications/ncd-profiles-2018/en

globalnutritionreport.org

https://www.uhc2030.org/un-hlm-2019/
https://www.uhc2030.org/un-hlm-2019/
https://www.who.int/ncds/governance/third-un-meeting/en/
mailto:advocacy%40idf.org
https://twitter.com/IntDiabetesFed
https://www.facebook.com/intdiabetesfed
https://www.linkedin.com/company/international-diabetes-federation
http://intdiabetesfed
https://idf.org/our-activities/advocacy-awareness.html
https://idf.org/our-network/blue-circle-voices.html
https://www.who.int/nmh/publications/ncd-profiles-2018/en/
https://globalnutritionrepo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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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구 차원의 교육 개선, 강력한 의료 체계, 효과적인 정책의 틀이 2형 당뇨병의 주요 위험 요인(불량한 
식습관, 비만 및 부적절한 신체 활동 등) 및 진단되지 않은 당뇨병 환자의 높은 수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약물 치료 및 생활 방식의 변화

당뇨병과 함께 살아가기

2형 당뇨병의 경우 차도가 가능하다는 최신 증거가 있지만, 1형 및 2형 당뇨병 모두 지속적인 자가 관리가 
필요한 평생의 조건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1형 당뇨병 환자는 혈당치 제어를 위해 매일 인슐린을 투여해야 합니다. 인슐린을 투여받지 못할 경우, 
사망하게 됩니다. 정기적인 혈당 감시와 건강한 생활 방식 또한 1형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2형 당뇨병 관리의 우선 순위에는 건강한 식이, 정기적인 신체 활동, 그리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혈당치 제어를 위해 경구 약물과 인슐린도 처방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위험에 처한 사람들

섹션 4: 
입증된 효과적 조치

1형 당뇨병
현재 1형 당뇨병을 예방할 효과적이고도 안전한 개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에서의 높은 증가율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증거가 있어 폭식 및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습관을 예방하는 건강한 생활 방식이 권장됩니다.

2형 당뇨병
건강한 식이와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생활 방식은 2형 당뇨병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방 요인입니다. 지난 20년간 실시된 임상시험은 생활 방식의 개선 또는 약리학 
제제의 투여를 통해 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Verónica Emilia Tapia Abril 
(에콰도르). 잠복성 자가면역 당뇨병을 
앓고있는 당뇨병 대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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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의료보장

의료 시스템은 당뇨병이 필수 서비스의 UHC 일괄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각 국가는 이들 서비스를 그 기술적, 재정적 자원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당뇨병 치료의 진입 지점은 1차 진료 수준에 있어야 하며,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의 생애 주기 전체를 통해 
예방적,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건강 모니터링, 진단 및 관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또한 단지 당뇨병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측면이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임신 중 당뇨병
임신 중 과혈당증(HIP)은 임신성 당뇨병(GDM) 또는 임신중 당뇨병(DIP)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둘 모두 이후 산모의 당뇨병 위험 증가 및 태아 시기의 소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모는 
출산 전 정기 진료의 일환으로 자주 검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당능장애 및 공복혈당장애
내당능 장애(IGT)와 공복혈당장애(IFG)는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며 권장 당뇨병 진단 
임계치 미만인 상태입니다. ‘전당뇨병’ 및 ‘비당뇨 과혈당증’, ‘중간 과혈당증’이라는 용어 또한 
대체어로 사용됩니다.

Patricia Gómez Medel(멕시코).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당뇨성 교육자 
및 간병인

IDF Diabetes Atlas 3장 자세히 읽기

www.diabetesatlas.org/atlas/en07

보편적 의료보장(UHC)은 국제보건기구(WHO)에서 제안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통받지 않고 필요한 필수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DG 및 2019 UN UHC 정치 선언에 따른 공유된 세계적 
약속은 2030년까지 UHC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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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관리는 환경, 생활 방식, 임상, 유전적 요인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의 결과로, 다차원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유한 위험 요인 및 합병증이 있으며, 지속적 관리, 교육 및 약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임상 
과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 전문가와 당뇨병 환자 사이의 통합된 파트너십이 모든 환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해야 합니다.

1차 보건의료 직원은 당뇨병의 증상을 인지하고, 진단 검사를 수행, 해석하며, 질 좋은 치료와 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약물에 대한 접근성 문제와 관련하여, WHO 모델 필수 약물 목록은 메트포르민, 
글리클라지드 및 사람 인슐린을 더 새롭고 더 비싼 치료보다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IDF 또한 포도당 측정기, 
바늘 및 테스트 스트립을 당뇨병 환자를 위한 필수 보급품으로 간주합니다.

국내 정책 및 전략
D당뇨병은 SDG3에서 강조하는 4개의 주요 NCD 중 하나로, WHO 글로벌 감시 체계 및 NCD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글로벌 행동 계획 2013–2020의 목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는 목표와 권장 전략을 확립하며, NCD
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안내하는 데 유용합니다. WHO에서 권장하고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는 유망한 NCD 
‘베스트 바이(best buys)’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가당음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설탕 
소비량을 낮추고 비만 및 새로운 2형 당뇨병 사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개입의 효과에 대한 
추가적 증거가 필요하지만, 많은 국가가 그러한 세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 포장에 자세한 라벨을 표기하는 것과 같은 다른 공중 보건 조치와 결합될 때가 많습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또 다른 ‘베스트 바이’는 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언론 캠페인 포함)을 개발, 시행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신체 활동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캠페인은 몸을 잘 움직이지 않는 생활 방식과 싸우는 데 있어 비용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한 곳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이 다른 곳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책 및 예방 프로그램은 각 국가의 
실정에 맞추고 모든 관련 부문에 걸쳐 조정되어야 합니다.

Pei Yan Heng(싱가포르). 2형 당뇨병을 
앓고있는 아동 당뇨병 캠프 자원봉사자.

IDF Diabetes Atlas 6장 자세히 읽기

www.diabetesatlas.org/atlas/en08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25771/WHO-MVP-EMP-IAU-2019.06-eng.pdf?ua=1
https://www.who.int/nmh/global_monitoring_framework/en/
https://www.who.int/nmh/events/ncd_action_plan/en/
https://www.who.int/nmh/events/ncd_action_pla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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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팁: 
‘서로 연관되는’ 
목표 설정

증거를 모으고, 파트너십을 확립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국제적 
약속에 대한 국가의 진행 상황을 평가했다면, 이제 지지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할 때입니다.

기존 계획 우선순위와의 
연계

지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당뇨병 협회에서 

이미 설정한 목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관련될 수 있는 공식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정부가 국가적 
당뇨병 계획의 개발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제공하십시오.

who.int/ncds/management/best-buys/en

전반적인 장기적 지원 목표는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야심차고 포부가 크며,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내 지역사회 내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 결과 개선”) 
목표는 ‘SMART(스마트)’한 단기적 목표의 달성, 즉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며(Measurable), 
달성 가능하고(Achievable), 현실적이며(Realistic), 
기한이 정해져야(Time-bound) 합니다(예를 들어, 
“내년 세계 당뇨병의 날까지 건강한 식사와 신체 활동에 
대한 교육 캠페인의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 모금”).

지지 목표를 설계하면서 단기적으로 영향력 있는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 
필요와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효과적인 지지는 점증적이며, 작고, 가시적인 지지의 
승리를 성취하는 것은 여러분과 파트너들이 더 큰 야심을 갖고 미래 주도적이 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국가, 도시 또는 지역사회에서 당뇨병에 대한 개선된 
접근법을 지지할 때, 개인의 차원에서, 의료 체계 내에서, 
그리고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 말해, 목표는 이 
섹션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효과적이고도 입증된 
조치의 이행을 통해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당뇨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 권장되는 개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최신 IDF Diabetes 
Atlas와 WHO에서 제안하는 ‘베스트 바이’
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who.int/ncds/management/best-buy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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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5: 
IDF 요청: 당뇨병에 대한 다부문 
차원의 대응
국제당뇨병연맹(IDF)의 사명은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관리, 예방 및 치료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IDF는 지역사회 차원의 프로그램에서부터 전 세계적 인식 제고 및 지지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당뇨병과 싸우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부, 시민 사회 단체, 민간 부문 및 기타 글로벌 
당뇨병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모든 유형의 당뇨병과 
그 합병증의 조기 발견을 위한 다부문 차원의 
이니셔티브 개발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보건의료 인력 및 일반 대중 
사이에서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의 증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정부는 모두를 위한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수의 보건의료 직원들을 훈련하고 인슐린을 우선 
순위로 필수 당뇨병 약물의 가용성과 가격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들여야 합니다. 개인 및 
가족에서 당뇨병에 대한 심리사회적 영향과 씨름하고, 
모든 수준에서 당뇨병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정부와 산업은 더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을 
이행하여 차등 가격 및 인슐린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가로막는 기타 장벽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내 당뇨병 프로그램은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이고도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위해 시도, 
시험하는 전략입니다. 다부문적 접근은 당뇨병 관리에 
전념하는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당뇨병 약물 및 
장비와 보급품과 같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장벽을 줄이기 위한 핵심입니다. 이는 전 인구의 장기적 
건강 및 안녕에 대한 매우 중대한 투자입니다.

1 2당뇨병 관리 및 
조절의 우선 순위화

당뇨병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국적 계획 및 
전략의 개발 및 이행

IDF Diabetes Atlas 제9판은 다음과 같은 IDF 권고 사항에 대한 배경을 제공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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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많은 수의 국가에 당뇨병 유병률, 관련 합병증 및 
사망률에 대한 고급 데이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 및 
연구 자금지원 기관은 자금이 당뇨병의 발생과 영향에 
대한 고급 연구를 증진하는 데 쓰일 수 있게 하여 1형 및 
2형 당뇨병 유병률의 전지구적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급 연구 수의 증가는 향후 IDF Diabetes Atlas 판과 
이러한 종류의 다른 개요서에서 추산과 예측의 범위와 
정확성을 개선하게 되며, 이는 포괄적 전지구적 당뇨병 
감시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당뇨병 발생 및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국가적, 지역적 데이터베이스 또한 포함된 
데이터의 품질과 유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적절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전지구적 당뇨병 커뮤니티의 모든 행위자들은 
다부문에 걸친 지역 맞춤형 교육 및 생활 방식 프로그램 
개발에 서로 협력하여 건강한 식이 선택 및 신체 활동을 
증진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의 
수정 가능한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전반에 걸친 접근법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당뇨병을 넘어,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 비만, 일부 암, 
정신 건강 및 사람의 건강과 안녕의 수많은 측면에 대해 
혜택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3 4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당뇨병과 
그 합병증의 영향을 
줄이십시오

당뇨병에 대한 고급 연구 
증진

Erum Gafoor(파키스탄).  
2형 당뇨병을 앓고있는 컨설턴트 

당뇨병 교육자

IDF Diabetes Atlas 6장 자세히 읽기
www.diabetesatlas.org/atlas/en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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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팁: 
목표 집단 파악 및 도달

두 그룹에 접근하여 지지 활동의 
성공을 기하고, 지속적 관계를 
구축하고 우선순위,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숙지하십시오.

핵심 집단을 정의했다면, 이 섹션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증거에 기반한 권고 
사항을 전달할 충분한 준비가 됩니다. 
목표 집단에 따라 사용되는 메시지와 
증거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주요 의사 결정자에게 자문하고 영향을 미치는 
2차 집단. 여기에는 오피니언 리더(언론, 기술 
전문가, 작가, 종교 지도자), 유명 셀러브리티와 
공인, 저명한 의사나 보건 및 과학 비평가, 시민 

사회(당뇨병 단체, 지지 그룹 및 환우 네트워크 등)가 포함됩니다.

주요 의사 결정자들은 일반적으로 접촉하기 쉽지 않으나, 2차 
집단을 통해 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의사 결정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단체, 
기관 및 개인. 여기에는 당뇨병 프로그램을 
시행/지원하는 정부 부처(특히 보건부), 의회, 
자금지원 기관, 비정부기구, 그리고 비즈니스 

업계와 비즈니스 리더가 포함됩니다.

세계 당뇨병의 날(WDD)은 정책 결정자와 인플루언서와 접촉할 수 있는 탁월한 지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년 11월 14일에 기념하는 WDD는 UN에서 공식 인정하고 IDF에서 이끄는 선도적인 당뇨병 
인식 제고 및 지지 캠페인입니다. WDD 웹사이트에서 캠페인을 지원할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필요에 
따라 번역하여 핵심 집단에 활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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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활동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목표 집단의 
적절한 매핑에 충분한 시간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당뇨병에 대한 가장 탄탄하고 증거에 기반한 메시지는 
올바른 이해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겨냥하지 않는 한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당뇨병 지지자로서 주요 목표 
집단은 다음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목표 집단을 매핑할 때, 
여러분 또는 파트너에게 주요 
의사 결정자와 접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고위급 접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지역사회/
국가의 오피니언 리더나 공인이 

개인적으로 당뇨병의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지지 활동에 
참여하거나 대변인의 역할을 해 

달라고 오청하십시오.

권고 사항은 최대한 간결해야 하며 
집단에게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당뇨병 
환자들의 실제 삶의 이야기와 경험을 
끌어와야 합니다(당뇨병을 앓고 있을 
경우, 스스로의 이야기와 경험 포함).

권고 사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종종 반복해서 믿을 만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목표 집단에 따라 
처음에는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 
캠페인과 같은 직접 소통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지지 
진입점을 고려하십시오 →

주요 의사 결정자
궁극적으로, 목표는 관련된 지역, 국가의 정책 
결정자와의 대면 만남을 통해 현재의 당뇨병 
정책 및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의사 결정자와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증거에 기반한 권고 사항과 함께 접근 가능한 인쇄 자료를 
가져가십시오. 대면 회의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편지나 이메일을 
통해 정책 결정자와 접촉하십시오. IDF 지지 활동 웹페이지에서 
참조하고 여러분 국가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정책 결정자에게 
보내는 몇 가지 편지 템플릿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이들과 최신 IDF Diabetes Atlas, 국가 추산 
및 예상치를 공유하여 변화를 위한 필요성을 
설득하십시오. 언론과 접촉하는 경우, 여러분 
국가의 주요 보건 전문 언론 매체 및 일반 언론에서 

보건 관련 주제에 관해 기사를 쓰는 기자와 접촉하십시오.

idf.org/images/HLM_letter_to_policymakers.docx

worlddiabetesday.org

twitter.com/w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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