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연구, 도시 내 당뇨병 증가에 대한 재고 촉진 
 
-- Cities Changing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런던 대학(UCL)이 실시한 새로운 선구적인 
연구에 따르면, 시간 압박, 통근 시간 및 거주지 같은 사회문화적 인자들이 당뇨병 
취약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1] 
 
- 도시 당뇨병에 관한 세계 최대의 연구(인구를 합하면 그 수가 6 천만 명이 넘는 5 개 
도시를 대상)에 따르면, 도시들은 당뇨병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과 도시 기획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고 한다.  
- 세계 당뇨병 인구 4 억 명 중 3 분의 2 이상이 도시에 거주한다.[2], [3] 
- 파트너십을 시작한 Novo Nordisk 는 2020 년까지 전문가 자원과 연구 자금 형태로 USD 
2 천만 이상을 Cities Changing Diabetes 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 연구 결과는 11 월 16 일 월요일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국제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이 정상회담에서는 2016 년에는 멕시코 시티, 상하이, 톈진, 코펜하겐 및 
휴스턴에 이어 밴쿠버와 요하네스버그가 파트너 도시로 합류한다는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백스배어드, 덴마크 2015 년 11 월 16 일 PRNewswire=연합뉴스) 런던 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 UCL)이 'Cities Changing Diabetes'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한 국제 연구는 도시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 현상에 대한 현재의 
과학적 이해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에서 사회와 
문화적 인자들이 당뇨병 확산에 있어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세계 당뇨병 인구 4 억 명 중 3 분의 2 이상이 도시 지역에서 거주한다.[1],[2] 독특한 
공공-민간-학계 파트너십인 Cities Changing Diabetes 는 지난 1 년간 연구를 
진행하며, 도시 사람들이 제 2 형 당뇨병에 취약한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했다. 그 
목적은 현대에 가장 긴급한 공공 보건 문제 중 하나인 당뇨병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복잡한 문제를 탐색하고자 5 대 도시(코펜하겐, 휴스턴, 멕시코 시티, 상하이, 
톈진)에서 당뇨병 위험이 있는 사람과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550 건이 
넘는 인터뷰를 했다.  
 
UCL 의료 인류학 교수 David Napier 는 “전통적인 연구는 당뇨병의 생물의학적 위험 
인자에만 대체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당뇨병의 사회 및 문화적 동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우리가 실시한 선구적인 연구는 전 세계 도시에서 시민들이 
당뇨병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는 라이프스타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도시에서 당뇨병 취약성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회 및 문화적 
인자들[1]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들 인자들은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초기 위험을 
높이고, 그 후에는 진단과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연구에서 파악된 사회적 인자들로는 재정, 지리, 자원 및 시간 제약이 있었고, 
문화적 결정 요인들로는 신체 크기와 건강에 관한 인식 및 뿌리 깊은 전통이 있다.[1] 
 
멕시코 시티 보건부장관 Dr Armando Ahued Ortega 는 “Cities Changing Diabetes 
연구에서 나온 통찰은 우리 도시에서 당뇨병을 인식하는 방식을 근원적으로 바꿔 놓았다”며 
“사회문화적 위험 인자들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는 더욱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보건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도시에서 나온 주요 결과[1] 
 
- 휴스턴: 약점이 취약성과 같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며, 재정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당뇨병에 취약할 수 있다. 



- 멕시코 시티: 여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성역할이 취약성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코펜하겐: 실업, 재정적 어려움 및 고독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사회 및 건강 문제들이 
있어 당뇨병이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가 많다.  
- 상하이: 곤란을 부인하는 문화적 경향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친구, 가족 및 건강관리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 톈진: 당뇨병 환자들은 나쁜 식습관, 과로 및 나쁜 정신 건강 등 다양한 당뇨병 원인을 
보고했다.  
 
이 결과를 보고 Novo Nordisk 는 2020 년까지 전문가 자원과 연구자금 형태로 미화 
2 천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도시 당뇨병 근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과 관련해 
Novo Nordisk 의 사장 겸 대표이사인 Lars Rebien Sørensen 은 “자사는 오래 전부터 
당뇨병 근절을 위해 의약품 외에 많은 것을 지원했다”며 “이와 같은 성격의 연구는 우리가 
Cities Changing Diabetes 를 시작한 이유(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집중적인 
행동을 통해 당뇨병 궤도를 근원적으로 바꾼다)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Cities Changing Diabetes 파트너십은 개별적인 동시에, 지도 작성, 공유 및 행동 등 
서로 연계된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 지도 작성 단계가 완료된 지금, 코펜하겐 
정상회담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250 명의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도시 
당뇨병의 해결책을 고심할 예정이다.  
 
Cities Changing Diabetes 파트너십의 장기적인 목표는 참가자들간에 통찰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 도시에서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을 해결하는 것이다. 2016 년에는 
밴쿠버와 요하네스버그가 이 파트너십에 합류하고, 국제적인 증거풀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예정이다. 
 
CITIES CHANGING DIABETES 소개 
Cities Changing Diabetes 는 도시 당뇨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 Novo Nordisk 가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극적인 도시 당뇨병 증가에 
대응하고자 런던 대학과 스테뇨당뇨병센터(Steno Diabetes Center)를 비롯해 
당뇨병/건강 커뮤니티, 시 정부, 학술 기관, 도시 전문가(다양한 분야에서) 및 시민 사회 
단체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 파트너들 간에 구축된 파트너십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 세계 대도시에서 당뇨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제 지도를 작성하고, 해결책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행동을 도모하는 것이다. 추가 정보는 citieschangingdiabetes.com 을 
참조한다. 
 
NOVO NORDISK 소개 
Novo Nordisk 는 당뇨병 치료 분야에서 90 년이 넘는 혁신과 리더십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건강관리 기업이다. Novo Nordisk 는 이와 같은 유산을 바탕으로 환자들이 
심각한 만성 질환(혈우병, 성장 장애, 비만)을 치료하도록 지원하는 경험과 역량을 
구축했다. 덴마크에 본사가 위치한 Novo Nordisk 는 75개국에서 약 3 만 9 천 700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180 개가 넘는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추가 정보는 
novonordisk.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ovonordisk  ], 트위터[ 
https://mobile.twitter.com/novonordisk  ], 링크트인[ 
https://www.linkedin.com/company/novo-nordisk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novonordisk/custom  ]를 참조한다. 
 
본 배포 자료를 지원하는 사진[ 
http://www.novonordisk.com/content/Denmark/HQ/www-novonordisk-
com/en_gb/home/media/photo-library/diabetes.html]과 b-롤[ 



http://www.novonordisk.com/media/broadcast-room.html]은 자사 웹사이트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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