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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between Education Level and Diabetes in Korean Adults Over 30 Years Old: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2017)
Tae-Ho Kang, Yu-Seok Hwang, Joon-Sung Kim, Yun-Soo Park, Jae-Min Jeong*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Yeosu Chonnam Hospital, Yeosu, Korea

Background: It has been reported that low education levels ar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prevalence of diabetes mellitu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level and the prevalence of diabetes.
Methods: This study was based on the original data of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2017). In total, 4,819
adults over 30 years of ag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derive the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level and diabetes. The influence of sex, age, obesity, depression, drinking, smoking, and
occupation was analyzed to determine the net influence of education level on the prevalence of diabetes mellitus.
Results: The level of education and prevalence of diabet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hen the level of education was high, the possibility of
diabetes mellitus was higher than that in university graduates (odds ratios=1.836, P<0.05); however, the prevalence of diabetes mellitu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in college graduates. The effect of correction variables on the prevalence of diabet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in sex, age, obesity, and occupation.
Conclus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low level of education and the prevalence of diabetes mellitus in this study;
therefore, active intervention for diabetes is required in people with low education.
Keywords: Education Level;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iabetes

나라에서 사망원인의 5번째 이상을 차지하는 질환이고 현재 우리

서론

나라의 경우 사망원인 중 6위로 올라섰다.5,6) 다행히 생존한다 하더

1970년대에는 우리 국민의 1.5% 정도만이 당뇨에 걸린 것으로 추

라도 뇌졸중, 실명과 하지절단 등의 예후가 좋지 않다.2)

정되었으나1) 최근에는 그 비율이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전 세계 인구 중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당뇨병

12억 가량을 과체중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성인 3명 중 1

2,3)

다.

은 남성 14.1%, 여성 10.7%, 전체 12.4%로 보고되고 있다.

4)

당뇨병은 모든 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는 만성 질환이며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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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비만이며 또 성인 비만 인구의 비율이 해마다 3%씩 늘고 있는
실정이다.7) 비만은 단순하게 정의하면 체내의 지방이 과다 축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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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의미하며 남자의 평균 지방량은 체중의 15%–20%이며 여자

택하였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의 경우에는 20%–25% 정도에 이른다.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정의하여 분류하였고 당뇨병은 2015년

7,8)

당뇨병의 발생에는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들이 중요

대한당뇨학회 진료지침을 반영하여 공복혈당이 126 mg/dL 이상이

한 역할을 하며, 생활습관의 급속한 변화로 환경적인 요인의 중요성

거나, 의사 진단을 받았거나 당뇨병약 또는 인슐린주사를 투여받고

이 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의 증가 원인은 서구화

있는 자를 포함하였으며 2형 당뇨병을 대상으로 ‘있음’, ‘없음’으로

된 식이 및 비만 때문으로 생각된다. 기존 연구들의 결과, 정상 체중

분류하였다.

9)

10,11)

의 성인과 비교하여 비만인 성인에서 당뇨병이 더 흔했다.

성별은 남녀로 분류하였고 연령은 30–39세, 40–49세, 50–59세, 60

그런데 최근 서구화된 식이, 비만 이외에 교육 수준이 당뇨병과

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우울 정도는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다. 개발도상국에 비해 선

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

진국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

꼈다고 응답한 사람으로 정의하여 분류하였다. 고위험 음주는 주 2

고 건강 관리에 신경을 씀으로써 당뇨병의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회 이상 음주하는 대상자 중, 남자의 경우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알려져 있다.12-16) 그러나 연령, 성별, 우울 정도, 비만, 흡연, 음주, 직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일 경우로 정의하여 고위험 음주자인지

업에 따라 당뇨병 유병률의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았

아닌지 구분하였다. 흡연의 경우 한 번도 흡연을 한 적이 없는 군, 과

고 당뇨병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져 온 수준은

거 흡연자, 현재 흡연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비만은 2012년 대한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7)

만학회지침에 따라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키와 몸무

성인의 당뇨환자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당뇨병은 심각한 합

게를 이용하여 BMI (kg/m2)=체중(kg)/신장의 제곱(m2)으로 계산하

병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

고 25 kg/m2 이상 시 비만으로 간주하였다. 직업군은 관리자, 전문

환이다.2) 당뇨병과 교육 수준의 관계에 대한 보고는 많으나 어떠한

가,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를 일반 및 전문직으로 포함시켰고 서비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고 국내에서 30세 이상의

스,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 및 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수준과 당뇨병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연

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를 노동직으로 포함시켰으며 주부, 학생

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30세 이상의 연령에 따라 교육 수

은 무직으로 구분하였다.

준과 당뇨병 유병률과의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우
리나라에서 당뇨병이 확산되는 사회 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3. 통계 분석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에 저자는 30세 이상의 성인을 바탕으로 국민

통계 분석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 25.0

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교육 수준과 당뇨병과의 상관관계에 대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특

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 수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였고,
교육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카이제곱 검

방법

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 수준에
따라 당뇨병의 유병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카이

1. 연구대상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수준이 당뇨병 유발 가능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2017년) 원시자료를 이

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용하여 단면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원시자료의 설문 대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교육 수준이 당뇨병 유병률에 미치

상자 8,127명 중 30세 이상의 성인 5,114명을 대상으로 연구변수의

는 순수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보정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

조사 및 측정이 이루어졌고 잔여 표본 중 주요 변수에 결측값이 있

다. 4단계에 걸쳐 모형을 구성하였는데 Model 1에서는 보정을 하지

는 표본을 제외하여 총 4,819명의 표본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확정

않았으며 Model 2에서는 일반적 특성 변수인 성별과 연령의 영향력

하였다.

을 보정하였고, Model 3에서는 Model 2의 변수에 고위험 음주, 흡연,
비만을 추가로 보정하였으며, Model 4에서는 Model 3의 변수에 우

2. 변수 설정

독립변수는 교육 수준, 종속변수는 당뇨병 유병 여부를 채택하였
고 성별, 나이, 우울 정도, 음주, 흡연, 비만, 직업을 통제 변수로 선
Korean J Fam Pract. 2020;10(1):32-38

울 정도, 직업을 추가로 보정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ver. 25.0을 이용하여 시
행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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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에서 유병률이 가장 낮고
(3.7%), 고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 대비 높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인구학적 특성을 복합 표본 빈도분석을 이

았으며(9.6%, 14.3%),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

용하여 확인하였다(Table 1). 연구대상자는 전체 4,819명이었고, 초

다(20.1%). 성별은 여자(9.2%)보다 남자(11.8%)에서 당뇨병의 유병률

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은 1,119명(23.2%), 중학교 졸업은 539명

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30대가 5명(0.6%), 40대가 32명(3.1%),

(11.2%), 고등학교 졸업은 1,368명(28.4%), 대학교 졸업 이상은 1,793

50대가 106명(9.7%), 60대 이상이 356명(19.0%)으로 연령이 높아질수

명(37.2%)으로 나타났다.

록 당뇨병의 유병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우울 정도(P=0.052),

교육 수준별로 일반적 특성의 빈도를 확인한 결과, 교육 수준에

고위험 음주(P=0.172)와 흡연(P=0.092)은 당뇨병의 유병률에 유의한

따라 성별, 연령, 우울 정도, 흡연, 비만 그리고 직업의 비율은 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비만 여부는 정상인 경우 당뇨병 유

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그러나 교육 수준에 따른 고위험 음주

병률이 226명(8.0%)으로 나타난 반면, 비만인 경우 당뇨병 유병률이

비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273명(13.8%)으로 나타나 비만인 경우 당뇨병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직업에 따른 당뇨병 유병률을 검증한 결과는 일반·전문

2. 연구대상자의 교육 수준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당뇨병 유병률

연구대상자의 교육 수준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당뇨병 유병률은

직 54명(4.4%), 노동직 182명(10.4%), 무직 263명(14.2%)으로 나타나
무직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이 측정되었다.

Table 2와 같다. 당뇨병의 유병률은 교육수준, 연령, 비만, 직업에 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relation to educational status
Variable
Total

Total
4,819

Educational statu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119 (23.2)

539 (11.2)

1,368 (28.4)

1,793 (37.2)

P-valuea

<0.001

Sex
Male

2,127 (44.1)

344 (30.7)

254 (47.1)

612 (44.7)

917 (51.1)

Female

2,692 (55.9)

775 (69.3)

285 (52.9)

756 (55.3)

876 (48.9)

4 (0.4)

14 (2,6)

202 (14.8)

601 (33.5)

<0.001

Age (y)
30s

821 (17.0)

40s

1,031 (21.4)

17 (1.5)

40 (7.4)

360 (26.3)

614 (34.2)

50s

1,096 (22.7)

134 (12.0)

171 (31.7)

449 (32.8)

342 (19.1)

Over 60s

1,871 (38.8)

964 (86.1)

314 (58.3)

357 (26.1)

236 (13.2)

No

4,265 (88.5)

913 (81.6)

471 (87.4)

1,220 (89.2)

1,661 (92.6)

Yes

554 (11.5)

206 (18.4)

68 (12.6)

148 (10.8)

No

4,153 (86.2)

999 (89.3)

462 (85.7)

1,132 (82.7)

1,560 (87.0)

Yes

666 (13.8)

120 (10.7)

77 (14.3)

236 (17.3)

233 (13.0)

No

2,874 (59.6)

791 (70.7)

295 (54.7)

758 (55.4)

1,030 (57.4)

Former

1,112 (23.1)

199 (17.8)

160 (29.7)

293 (21.4)

460 (25.7)

833 (17.3)

129 (11.5)

84 (15.6)

317 (23.2)

303 (16.9)

BMI<25

2,837 (58.9)

579 (51.7)

293 (54.4)

805 (58.8)

1,160 (64.7)

BMI≥25

1,982 (41.1)

540 (48.3)

246 (45.6)

563 (41.2)

633 (35.3)

Manager/specialized job

1,222 (25.4)

5 (0.4)

14 (2.6)

260 (19.0)

943 (52.6)

Physical labor

1,751 (36.3)

464 (41.5)

305 (56.6)

659 (48.2)

323 (18.0)

Unemployed (students, housewife)

1,846 (38.3)

650 (58.1)

220 (40.8)

449 (32.8)

527 (29.4)

<0.001

Depression
132 (7.4)

High risk drinking

0.064

<0.001

Smoking

Current smoking

<0.001

Obesity (kg/m2)

<0.001

Occupation

Values are presented as unweighted number (weighted %).
BMI, body mass index.
a
P-values were obtained by chi-squar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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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of diabates mellitus prevalence according to clinical characteristics
Variable

Total

Total

4,819

Diabates Mellitus
No

P-valuea

Yes

4,320 (89.6)

499 (10.4)

894 (79.9)

225 (20.1)

<0.001

Educational status
≤Elementary school

1,119 (100.0)

Middle school

539 (100.0)

462 (85.7)

High school

1,368 (100.0)

1,237 (90.4)

131 (9.6)

77 (14.3)

≥College

1,793 (100.0)

1,727 (96.3)

66 (3.7)

Male

2,127 (100.0)

1,877 (88.2)

250 (11.8)

Female

2,692 (100.0)

2,443 (90.8)

249 (9.2)

30s

821 (100.0)

816 (99.4)

5 (0.6)

40s

1,031 (100.0)

999 (96.9)

32 (3.1)

50s

1,096 (100.0)

990 (90.3)

106 (9.7)

Over 60s

1,871 (100.0)

1,515 (81.0)

356 (19.0)

No

4,265 (100.0)

3,851 (90.3)

414 (9.7)

Yes

554 (100.0)

469 (84.7)

85 (15.3)

No

4,153 (100.0)

3,713 (89.4)

440 (10.6)

Yes

666 (100.0)

607 (91.1)

59 (8.9)

No

2,874 (100.0)

2,597 (90.4)

277 (9.6)

Former

1,112 (100.0)

979 (88.0)

133 (12.0)

833 (100.0)

744 (89.3)

89 (10.7)

BMI<25

2,837 (100.0)

2,611 (92.0)

226 (8.0)

BMI≥25

1,982 (100.0)

1,709 (86.2)

273 (13.8)

Manager/specialized job

1,222 (100.0)

1,168 (95.6)

54 (4.4)

Physical labor

1,751 (100.0)

1,569 (89.6)

182 (10.4)

Unemployed (students, housewife)

1,846 (100.0)

1,583 (85.8)

263 (14.2)

Sex

0.005

<0.001

Age (y)

Depression

0.052

High risk drinking

0.172

Smoking

0.092

Current smoking

<0.001

Obesity (kg/m2)

<0.001

Occupation

Values are presented as unweighted number (weighted %).
BMI, body mass index.
a
P-values were obtained by chi-square test (P<0.05).

3. 교육 수준과 당뇨병과의 관계

다. 또한 중학교 졸업 및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에서도 교차비

교육 수준이 당뇨병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

가 각각 1.874배, 2.380배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Table 3).

다음으로 고위험 음주, 흡연, 비만 여부를 추가로 보정한 Model 3

Model 1에서는 혼란 변수를 보정하지 않았고 Model 2에서는 일반적

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 대비 약

특성 변수인 성별과 연령을 보정, Model 3에서는 고위험 음주, 흡연,

1.741배 정도 높은 당뇨병의 유병률을 보였고 중학교 졸업 1.756배,

비만 여부를 추가로 보정하였으며, Model 4에서는 우울, 직업의 영

초등학교 졸업 이하 2.161배 정도로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P<0.05).

향력을 추가로 보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울, 직업의 영향력을 추가로 보정한 Model 4에서도

그 결과 Model 1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 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대학교 졸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 대비 약 4.691배 정도의 당뇨병 유병률을

업 이상의 경우 대비 각각 약 1.836배, 1.897배, 2.242배 정도 당뇨병

나타냈고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은 교차비가 각각 3.666배,

의 유병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2.414배 높게 나타났다(P<0.05).
성별과 연령을 보정한 Model 2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대학
교 졸업 이상에 비해 약 1.808배 정도 높은 당뇨병의 유병률을 보였
Korean J Fam Pract. 2020;10(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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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educational status on diabates mellitus prevalence
Variable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a

것이라 생각된다.

Reference

High school

2.414 (1.887–3.088)

<0.001

Middle school

3.666 (2.752–4.884)

<0.001

≤Elementary school

4.961 (3.921–6.277)

<0.001

Model 2
≥College

이 높을 뿐 아니라 남성, 60세 이상, 비만, 무직 계층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수준 이외의 다각적인 요소들이 관여할

Model 1
≥College

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질병이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유병률

본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았다. 남
성이 당뇨병에 노출되는 가장 큰 원인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음주와
스트레스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크다.

Reference

High school

1.808 (1.398–2.339)

<0.001

연령 또한 당뇨병의 발생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 30대에서 60대

Middle school

1.874 (1.374–2.555)

0.015

≤Elementary school

2.380 (1.798–3.150)

0.017

로 갈수록 당뇨 유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60세 이상의 경
우 유병률이 19.0%로 최고점을 찍었다. 세부 연령별로 보면 30대, 40

Model 3
≥College

Reference

대, 50대 등 고령으로 갈수록 유병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고령

High school

1.741 (1.340–2.261)

<0.001

Middle school

1.756 (1.283–2.403)

0.010

층이 큰 문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Elementary school

2.161 (1.624–2.877)

0.022

인구의 7%를 웃도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14%를 초

Model 4
≥College

과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18) 당뇨병과 관련해서도 고령층의 질병

Reference

High school

1.836 (1.394–2.418)

<0.001

Middle school

1.897 (1.356–2.653)

0.023

≤Elementary school

2.242 (1.647–3.051)

0.032

Model 1 unadjusted analysis. Model 2 adjusted for sex and age. Model 3 adjusted for sex, age, high risk drinking, smoking and obesity. Model 4: adjusted for
sex, age, drinking, smoking, obesity, depression and occupation.
a
P for trend<0.05.
P-values were obtained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ia complex sampling.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흔히 나이가 많은 노령인구에 발생하
는 질환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젊은 환자군도 늘어 10여 년간
당뇨의 유병률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슐린 저
항성의 증가와 인슐린 분비의 감소가 주원인인 2형 당뇨병이 대부
분이다. 당뇨병 이환을 앞두고 있는 고위험군, 즉 당뇨병 전단계 유
병률도 심각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당뇨병을 가진 경우 우울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15.3%로 정상 사람들 중 우울증상을 경험한 9.7% 보다 높게 나타났

고찰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당뇨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인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대략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곧

교육 수준과 당뇨병 유병률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연구로 우리나

당뇨와 우울증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과 우울

라 만 30세 이상 성인 4,81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졸

증 중 어느 것이 선행하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당

업 이하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에 비하여 당뇨병 유병률

뇨병에 우울증까지 추가되면 삶의 질의 저하 뿐만 아니라 당뇨병 자

(20.1% vs. 3.7%)이 높았으며 중학교 졸업 14.3%, 고등학교 졸업 9.6%

체의 경과가 불량해지는 경우가 많고 신장질환, 심장병 등 합병증이

로 저학력자일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당뇨병과 함께 우울증상의 치료가 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당뇨 환자들의 교육 수준별 당뇨 유병률의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9)

차이를 조사해 성별, 연령, 우울 정도, 고위험 음주, 흡연, 비만, 직

유의하지는 않지만 고위험 음주를 하면서 당뇨에 걸리는 경우

업을 보정한 후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저학력일수록 월등히 높

(8.9%)는 다른 음주자(10.6%)보다 더 낮게 측정되었고 흡연 또한 당

은 교차비를 나타냈다.

뇨병의 유병률과 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었다. 전신 비만의 지표인 체질량지수(BMI)에서 BMI≥25 (kg/m2)군

첫째, 교육 수준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중

당뇨 위험은 이하군보다 5.8% 높게 나왔으며 개별 직업군 또한 당뇨

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에서 유의하게 교차비가 높았

병 유병률의 차이가 있었는데, 노동직과 무직의 직업군에서 상대적

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당뇨병의 유병률은 교육 수준과

으로 높은 당뇨병 유병률을 보였다.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요소 중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하나로 생각된다.

첫째,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 각각의 유형에 따른 당뇨병의 유병

둘째, 당뇨는 교육 수준별로 유병률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보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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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별 유병률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보다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보았을 때 성별, 연령, 비만,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다.

질병이다. 대상자들의 나이, 직업, 사회 경제적 수준, 우울증, 비만

결론: 이번 연구에서 교육수준의 저하와 당뇨병 유병률 사이에 통

등이 관여하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을 명확하게 하기 어렵

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이 있으므로 저학력층에 대한 당뇨병에

다. 또한 조사 방식이 자기 기입식으로 이루어져서 답변의 정확도가

대해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낮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거주 지역과 당뇨의 유병률에 대한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였

중심단어: 교육 수준; 국민건강영양조사; 당뇨병

다. 우리나라의 시ㆍ도별 당뇨병 유병률은 전북 7.5%, 서울 9.7%, 인
천 11.0%로 차이가 있었고20) 일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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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원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요약
연구배경: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당뇨병의 유병률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 이번 연구는 교육 수준과 당뇨병의 유병률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방법: 이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2017년)의 원시자료
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번 연구에 참가한 30세 이상의 성인 수는

4,819명이며 교육 수준과 당뇨병과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도출하였
다. 교육 수준이 당뇨병 유병률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 연령, 비만, 우울 정도, 음주, 흡연, 직업 등의 영향력을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교육 수준과 당뇨병 유병률은 유의한 관계를 보였는데.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이하일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이상 대비 당뇨병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그리고 당뇨병 유병률은 교육 수준이 저학력일수록 높은
교차비를 나타내었다. 보정변수가 당뇨병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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