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조 수 정

대 체 의 학 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고혈압-당뇨병군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관련

삶의 질 관계

2 0 1 8 년 2월

석사학위논문

[UCI]I804:24011-200000266552



고혈압-당뇨병군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관련

삶의 질 관계

2018년 2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 체 의 학 과

조 수 정

Relationship of Hypertension-Diabetes Group
to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고혈압-당뇨병군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관련

삶의 질 관계

지도교수 장 인 엽

조 수 정

대 체 의 학 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이 논문을 대체의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 i -

목 차

표 목 차 ············································································································································································································· ⅲ

조수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임 용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전 제 열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장 인 엽 인

2017년 12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 i -

목 차

표 목 차 ············································································································································································································· ⅲ

Abstract ············································································································································································································· ⅳ

Ⅰ. 서론 ·············································································································································································································· 1

Ⅱ. 연구 방법 ······················································································································································································ 3

A. 연구 대상 ······················································································································································································ 3

B. 자료수집방법 ··········································································································································································· 4

1. 설문조사방법 ········································································································································································· 4

2. 건강관련 삶의 질 ························································································································································· 4

3. 사회경제적 상태 ····························································································································································· 5

C. 분석 방법 ······················································································································································································· 6

1. 변수의 정의 ············································································································································································· 6

2. 자료분석 ························································································································································································· 7

Ⅲ. 연구 결과 ······················································································································································································ 8

A. 연구대상자의 특성 ······················································································································································ 8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8

2. 고혈압, 당뇨병 유병에 따른 대상자 특성 ··································································· 9

3. 정상군의 교육수준에 따른 대상자 특성 ····································································· 12

4. 정상군의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대상자 특성 ············································· 14

5.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의 교육수준에 따른 대상자 특성 ············· 16

6.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의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대상자 특성·············· 18

7. 고혈압과 당뇨병군의 교육수준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 ················· 20



- ii -

8. 고혈압과 당뇨병군의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 ······· 22

B.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 24

1.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 ····························································································· 24

2.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과 건강관련 삶의 질 구성요소의 특성 ···· 27

3.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영역별 특성 ····································· 29

4.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영역별 특성 ············· 31

5.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 ········································· 33

Ⅳ. 고찰 ·········································································································································································································· 36

Ⅴ. 요약 및 결론 ···································································································································································· 39

참고문헌 ······································································································································································································· 40



- iii -

표 목 차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

표 2. 고혈압, 당뇨병 유병에 따른 대상자 특성 ································································· 11

표 3. 정상군의 교육수준에 따른 대상자 특성 ······································································· 13

표 4. 정상군의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대상자 특성 ··············································· 15

표 5.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의 교육수준에 따른 대상자 특성 ··············· 17

표 6.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의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대상자 특성 ·· 19

표 7. 고혈압과 당뇨병군의 교육수준에 따른 대상자 특성 ··························· 21

표 8. 고혈압과 당뇨병군의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대상자 특성 ···· 23

표 9.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 ································································································ 26

표 10.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과 삶의 질 구성요소의 특성 ························ 28

표 11.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영역별 특성 ··································30

표 12.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영역별 특성 ············ 32

표 13.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 ········································ 35



- iv -

ABSTRACT

Relationship of Hypertension-Diabetes Group to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u-Jung Cho

Advisor: Prof. In-Youb Chang M.D., Ph.D.

Department of Alternative Medicin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Hypertension and diabetes, which tend to show a high incidence of

comorbidities, are known to be the risk factors for metabolic and cardiovascular

diseases. In the case of the patients with these diseases, it has been determined

that the level of education and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may affect

the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Therefore, we used EQ-5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level and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which are the indicators of socio-economic level,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erms of normal group, hypertension or diabetes group, hypertension and

diabetes group.

By merging the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hich is weighted to represent South Korean adults, organiz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from 2013 to 2015, we

chose 4,130 adults aged 19 years or older as the final subjects for this study.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tatistical program SPSS version 23.0. The

relationship between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MAHI) and education

level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was analyzed using 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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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n the hypertensive or diabetic group,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in

the group with the education below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group with the education over college graduation with the

quality of life regression coefficient of –0.025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result in the case of high school graduates. The quality of life in the group with

the MAHI of KRW 1.5 million or les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group with the MAHI of KRW 3 million or more with the quality of life

regression coefficient –0.029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results in the group

with the MAHI between KRW 1.5 million or less and KRW 3 million. In the

hypertensive and diabetic group, in terms of education level,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in the group with the education below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group with the education over college

graduation with the quality of life regression coefficient of –0.073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ce in the case of high school graduates. In the case of MAHI, not all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which had claimed

that the lower the education level and income level, the lower the quality of life.

In conclusion, in the case of the educational level in terms of hypertension–

diabetes comorbidities, we found that significant socio-economic level variables i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cluded the low education level below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and low monthly income earning less than KRW 1.5 million. In

the future, In the case of the health of low-education and low-income people with

hypertension and diabetes, we propose that much efforts and improvement plans

should be actively employed in the future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Keywords : Socioeconomic statu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uroQol-5 Dimension (EQ-5D), Hypertension and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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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식생활 습관의 서구화와 신체활동 감소에 의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성상석 등, 2004), 고혈압과 당뇨병 환

자는 30세 이상 성인 중40%, 65세 이상 노인은 약 70%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이순영, 2016). 고혈압과 당뇨병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 질환으로 작

용하며, 통상 이들은 동반 발병이 되는 경향이 높고, 대사성질환 및 심뇌혈관질

환을 유발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지고 있다(김경수 등, 2012; Arima 등, 2012).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의 차이는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고(정선희 등, 2015),

사회 경제적 요인과 질병과의 연관성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두

변수 모두 중요한 독립적 변수라고 하였다(Sorlie 등, 1995). 사회경제적인 측

면에서 교육수준은 사회경제계층 변수라면 소득수준은 현재의 경제 상태를 반

영하는 지표이다(김혜련, 2005). 만성질환 유병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는

일반인구 집단에서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건강행위 실천은 낮아지고,

소득과 교육수준 등으로 분류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건강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손미아, 2002; 윤태호 등, 2000).

삶의 질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상태를 의미하는 건강관련 삶의 질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과 비건강관련 삶의 질(Non-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NHRQOL)로 구분되며(성상석 등, 2004), 건강관련 삶의 질은 개인

의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 등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상태로 정

의되고 있다(정지영 등, 2010; 남해성 등, 2007). 삶의 질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 중의 하나가 EuroQol-5 dimension(이하 EQ-5D)

이다(질병관리본부, 2007; 조민우, 2005). EQ-5D는 건강 수준이 ‘1.0’에 근접할

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나타내며, 미만일수록 삶의 질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

다(보건복지부, 2010).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환자 혹은 일반 인구집단의 건강수

준 평가와 건강관리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중요해지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07).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EQ-5D를 이용하여 국가정책 연구로서 전국적으로

수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에서 국민의 건강관련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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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수준이 조사되어지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3). EQ-5D를 이용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연구로 성인, 노인, 여성 등 특정 연령이나 특정지역, 특

정 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신환호 등, 2015; 이중정 등, 2014; 이

수경, 2013; 박형수 등, 2013; 김경근, 2013; 임경태 등, 2012; 배상열 등, 2010;

손애리 등, 2010; 조민우 등, 2008; 한미아 등, 2008).

그러나 위의 선행연구는 EQ-5D를 이용하였으나 사회경제적 상태와 관계

를 보는 연구는 아니었다. 특히 사회경제적 상태를 하나의 삶의 질 관련 요

인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는 있었지만 여러 관련 변수를 보정한 후 만성질환

유병에 따른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관련 삶의 질을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Q-5D를 이용하여 동반 발병의 경향이 높고,

대사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을 유발시키는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

에 따른 정상군,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 고혈압과 당뇨병군의 사회경제적 수준

의 지표인 교육 및 월평균가구소득 수준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

로 판단되어 두 변수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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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된 제6

기 1차 년도 자료,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된 제6기 2차 년도 자료,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된 제6기 3차 년도 자료를 모두 통합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개인에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가

부여되었고(질병관리본부,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통합 시 통합가

중치가 적용되었다.

제6기(2013년-2015년) 조사의 표본은 총 576조사구, 11,520가구(연간 192조

사구, 3,840가구)가 대상으로 추출되었으며(질병관리본부, 2016), 선정된 가구

의 만 19세 이상 조사 참여자 수는 18,034명 이었고, 이중 본 연구와 관련된

문항에 응답을 한 4,130명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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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자료수집방법

제6기(2013-2015)의 경우 시도, 동․읍면, 주택유형(일반주택, 아파트)을 기준으

로 추출틀을 층화하고, 주거면적 비율, 가구주 학력 비율 등을 내재적 층화 기준

으로 사용되었다. 조사구는 연간 192개, 제6기(2013-2015) 3년간 576개를 추

출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본 연구에 사용된 건강면접조사는 이환, 활동제

한, 교육 및 경제활동, 신체활동 이었고, 건강행태조사(자기기입조사)는 흡연,

음주, 정신건강 이었다. 또한 항목 무응답은 대상자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일부

문항의 측정을 거부하거나 응답을 누락하여 발생하는 결측값을 의미한다(질병관

리본부, 2016).

1. 설문조사방법

건강설문조사의 교육 및 경제활동, 이환, 신체활동, 활동제한의 항목은 면

접 방법으로 조사되었으며, 흡연, 음주 건강행태 영역과 정신건강 영역은 자

기기입식으로 조사 되었다(질병관리본부, 2016). 따라서 조사된 전체의 문항

중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가구소득, 결혼상태, 경제활동

상태, 음주여부, 흡연여부, 주간걷기 일수, 스트레스 인지정도, 우울여부, 체질

량지수, 당뇨병 여부, 고혈압 여부, 삶의 질 5개 영역을 이용하였다.

2. 건강관련 삶의 질

EQ-5D는 다음과 같이 5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운동능력 척도(Mobility), 자기관

리 척도(Self-care), 일상활동 정도(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Disability), 불

안/우울(Anxiety/Depression) 등 5개의 각 영역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는 Level

1, 약간 문제가 있는 정도는 Level 2, 중증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Level 3으로 구분

할 수 있다(질병관리본부, 2007; 조민우, 2005).

(1) 운동능력 척도 : ‘걷는데 지장이 없음’,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음’, ‘종일

누워 있어야 함’

(2) 자기관리 척도 :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지장이 없음’, ‘혼자 목욕을 하거

나 옷을 입는데 다소 지장이 있음’,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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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활동 정도 : ‘일상활동을 하는데 지장없음’, ‘일상활동을 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음’, ‘일상활동을 할 수 없음’

(4) 통증/불편 : ‘통증/불편감이 없음’, ‘다소 통증/불편감이 있음’, ‘매우 심한

통증/불편감 있음’

(5) 불안/우울 :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음’,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함’, ‘매우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함’

각 영역에서 문제없음은 Level 1, 중등도의 문제 있음은 Level 2, 중증의

문제 있음은 Level 3으로 되어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추정한 질 가중치를

이용하여 EQ-5D index를 산출하였으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남해성 등, 2007).

EQ-5D index = 1-(0.050+0.096×운동능력 Level 2+0.418×운동능력 Level

3+0.046×자기관리 Level 2+0.136×자기관리 Level 3+0.051×일상활동 Level

2+0.208×일상활동 Level 3+0.037×통증불편감 Level 2+0.151×통증불편감 Level

3+0.043×불안우울 Level 2+0.158×불안우울 Level 3+0.050×5개영역 모두 Level 3)

3. 사회경제적 상태

본 연구에서 가구소득은 월평균가구소득으로 하였고, 소득금액이 연속형으

로 기입 조사된 것을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

원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으로 분류하였다(졸업은 현 학력으로 수료·중퇴 재학/휴학은 이전학력으로 분

류)(질병관리본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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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분석 방법

1. 변수의 정의

(1) 성별 : 남자, 여자로 분류하였다.

(2) 연령 : 실제 생년월일의 만 나이를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3) 교육수준 : 졸업은 현 학력으로 수료, 중퇴, 재학/휴학은 이전학력으로 분류

하였으며, 미취학, 서당/한학, 무학, 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이하와 중학교 졸업을

중졸이하로, 고등학교는 조사된 그대로 분류하였고, 2년/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은 대졸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4) 월평균가구소득 :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재분류하였다.

(5) 결혼상태 : 유배우자/동거, 유배우자/별거를 배우자 있음으로, 사별 및 이

혼, 미혼으로 재분류하였다.

(6) 경제활동 상태 :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였다.

(7) 우울여부 : 1년 동안 2주 이상 연속적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로 있음

과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8) 스트레스 인지 정도 :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으로 재분류하였다.

(9) 주간걷기 일수 : 1주일간 걷기를 한 일수로 전혀 하지 않음, 1-4일, 5일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10) 음주여부 : 최근 1년간 월1잔 이상 음주를 음주, 최근 1년간 월 1잔 미

만의 음주 등을 비음주로 구분하였다.

(11) 흡연여부 : 현재의 흡연 상태로 흡연, 과거 흡연과 평생 동안 흡연을 하

지 않은 경우를 비흡연으로 분류하였다.

(12) 체질량지수 : 신체계측에서 계산된 수치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13) 건강관련 삶의 질 : 삶의 질 5개 척도를 바탕으로 EQ-5D index를 산출하였다.

(14) 고혈압-당뇨병군 : 고혈압과 당뇨병에 모두 유병 되지 않은 경우를

정상군, 둘 중 한 가지에 유병 된 경우를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 두 가지 모두

에 유병 된 경우를 고혈압과 당뇨병군으로 분류하였다.



- 7 -

2.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version 23.0 한글판(SPSS Korea Data

solution Inc)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분포, 건강관련 삶의 질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대상자의

월평균가구소득 및 교육수준과 대상자의 특성, 건강관련 삶의 질은 교차분석,

t-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월평균가구소득 및 교육수준과 건강관련 삶

의 질과의 관계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자들의 특성에 대한 변수들은 분석에서 보정하였다). 통계적 유의

성은 <0.05로 하였다. 자료의 특성상 가중치는 조사에 참여한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개인 가중치는 조사에 참여한 개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

표하도록 부여되었다. 결과표에 제시된 대상자 수는 각 변수마다 무응답이 있는

관계로 최종 분석 대상자 수가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 8 -

Ⅲ. 연구결과

A. 연구대상자의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1,826(44.2%)명, 여자 2,304(55.8%)명 이었고, 연

령은 20대 0.4%, 30대 1.6%, 40대 7.3%, 50대 19.1%, 60세 이상은 2,960(71.7%)

명 이었다. 월평균가구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 1.303(31.7%)명으로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2,946(71.4%),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취업자

가 1,783(44.1%)명 이었다. 흡연여부의 경우 비흡연이 3,424(85.6%)명, 음주여부의

경우 비음주가 2,264(56.4%)명이었다. 주간걷기 일수의 경우 5일 이상 1,730(43.0%)

명이었다. 우울여부의 경우 없음이 2,329(84.5%),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조금 느끼

는 경우가 2,118(52.9%)이었다.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가지수의 경우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 유병이 3,177(76.9%)명으로 많았다. 체질량지수는 평균 24.96kg/m2 이었

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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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N(%) or M±SD

변수 N(%)

성별 남 1,826(44.2)

여 2,304(55.8)

연령 19-29 16(0.4)

30-39 65(1.6)

40-49 302(7.3)

50-59 787(19.1)

60세 이상 2,960(71.7)

교육수준 중졸이하 2,538(62.9)

고졸 952(23.6)

대졸이상 546(13.5)

월평균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842(44.8)

150-300만원 미만 964(23.5)

300만원 이상 1,303(31.7)

결혼상태 미혼 87(2.1)

배우자 있음 2,946(71.4)

배우자 없음 1,093(26.5)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1,783(44.1)

실업자 2,260(55.9)

흡연여부 비흡연 3,424(85.6)

흡연 578(14.4)

음주여부 비음주 2,264(56.4)

음주 1,750(43.6)

주간걷기 일수 하지않음 920(22.9)

1-4일 1,373(34.1)

5일 이상 1,730(43.0)

우울여부 없음 2,329(84.5)

있음 427(15.5)

스트레스 인지 정도 느끼지 않음 1,018(25.4)

조금느낌 2,118(52.9)

많이느낌 869(21.7)

고혈압, 당뇨병 유병 없음 132(3.2)

고혈압 또는 당뇨병 3,177(76.9)

고혈압과 당뇨병 821(19.9)

체질량지수 24.9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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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혈압, 당뇨병 유병에 따른 대상자 특성

성별의 경우 정상군,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 고혈압과 당뇨병군 모두 여자가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연령의 경우 세군 모두 연령이 많을수록 높

았고, 특히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 69.7%와 고혈압과 당뇨병군 82.9%로 60세

이상에서 현저히 많은 빈도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교육수준의 경우 세군 모두 중졸 이하에서 가장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월평균가구소득의 경우 정상군은 300만원 이

상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과, 고혈압과 당뇨병군에서는 150만원 미만에서

가장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결혼상태에서는 배우

자가 있는 경우에서 세군 모두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실업자에서 세군 모두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01). 음주여부의 경우 비음주에서 세군 모두 높았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스트레스를 조금 느끼는 경우에서 세군 모두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체질량 지수는 고혈압과 당

뇨병군에서 25.49kg/m2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의 평균은 전체 0.93±0.11이었고, 정상군 0.92±0.11, 고혈압 또는 당뇨병

군 0.89±0.15, 고혈압+당뇨병군 0.89±0.17 이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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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혈압, 당뇨병 유병에 따른 대상자 특성 단위(N(%), M±SD

변수 정상군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

고혈압+

당뇨병군
p-값

성별 남 61(46.2) 1,397(44.0) 368(44.8) 0.814

여 71(53.8) 1,780(56.)0 453(55.2)

연령 19-29 6(4.5) 9(0.3) 1(0.1) <0.001

30-39 8(6.1) 51(1.6) 6(0.7)

40-49 20(15.2) 253(8.0) 29(3.5)

50-59 32(24.2) 651(20.5) 104(12.7)

60세 이상 66(50.0) 2,213(69.7) 681(82.9)

교육수준 중졸이하 60(46.2) 1,920(62.0) 558(69.0) <0.001

고졸 41(31.5) 733(23.7) 178(22.0)

대졸이상 29(22.3) 444(14.3) 73(9.0)

월평균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43(32.8) 1,379(43.6) 420(51.6) <0.001

150-300만원 미만 29(22.1) 739(23.4) 196(24.1)

300만원 이상 59(45.0) 1,046(33.1) 198(24.3)

결혼상태 미혼 10(7.6) 56(1.8) 21(2.6) <0.001

배우자 있음 100(75.7) 2,289(72.1) 557(67.9)

배우자 없음 22(16.7) 829(26.1) 242(29.5)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63(48.5) 1,441(46.4) 279(34.4) <0.001

실업자 67(51.5) 1,662(53.6) 531(65.6)

흡연여부 비흡연 111(84.7) 2,639(86.0) 674(84.0) 0.363

흡연 20(15.3) 430(14.0) 128(16.0)

음주여부 비음주 76(58.0) 1,683(54.7) 505(62.7) <0.001

음주 55(42.0) 1,394(45.3) 301(37.3)

주간걷기 일수 하지않음 23(17.8) 696(22.5) 201(24.9) 0.297

1-4일 49(38.0) 1,066(34.5) 258(32.0)

5일 이상 57(44.2) 1,325(42.9) 348(43.1)

우울여부 없음 70(84.3) 1,799(85.0) 460(82.7) 0.428

있음 13(15.7) 318(15.0) 96(17.3)

스트레스 인지 느끼지 않음 22(16.8) 756(24.6) 240(29.9) <0.001

조금느낌 85(64.9) 1,649(53.7) 384(47.8)

많이느낌 24(18.3) 665(21.7) 180(22.4)

체질량지수 23.86±3.15 24.87±3.26 25.49±3.56 <0.001

건강관련 삶의질 0.92±0.11 0.89±0.15 0.85±0.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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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군의 교육수준에 따른 대상자 특성

정상군의 성별에서는 중졸이하가 65.0%, 고졸과 대졸은 각각 남자에서 53.7%,

62.1%로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33). 연령의 경우 중졸 이하와

고졸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각각 66.7%, 41.5%로 많았고, 대졸이상은 50대에서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월평균가구소득의 경우 중졸이하에

서 150만원 미만이 49.2%, 고졸과 대졸이상은 300만원 이상에서 각각 46.3%,

82.8%로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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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상군의 교육수준에 따른 대상자 특성 단위 N(%), M±SD

변수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p-값

성별 남 21(35.0) 22(53.7) 18(62.1) 0.033

여 39(65.0) 19(46.3) 11(37.9)

연령 19-29 0(0.0) 5(12.2) 1(3..4) <0.001

30-39 0(0.0) 4(9.8) 4(13.8)

40-49 1(1.7) 11(26.8) 8(27.6)

50-59 19(31.7) 4(9.8) 9(31.0)

60세 이상 40(66.7) 17(41.5) 7(24.1)

월평균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9(49.2) 12(29.3) 1(3.4) <0.001

150-300만원 미만 14(23.7) 10(24.4) 4(13.8)

300만원 이상 16(27.1) 19(46.3) 24(82.8)

결혼상태 미혼 3(5.0) 6(14.6) 1(3.4) 0.054

배우자 있음 43(71.7) 31(75.6) 6(89.7)

배우자 없음 14(23.3) 4(9.8) 2(6.9)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24(40.0) 21(51.2) 18(62.1) 0.136

실업자 36(60.0) 20(48.8) 11(37.9)

흡연여부 비흡연 54(91.5) 34(82.9) 22(75.9) 0.131

흡연 5(8.5) 7(17.1) 7(24.1)

음주여부 비음주 34(57.6) 24(58.5) 17(58.6) 0.994

음주 25(42.4) 17(41.5) 12(41.4)

주간걷기 일수 하지않음 13(22.0) 5(12.2) 5(17.2) 0.147

1-4일 22(37.3) 12(29.3) 15(51.7)

5일 이상 24(40.7) 24(58.51) 9(31.0)

우울여부 없음 33(80.5) 21(91.3) 14(82.4) 0.517

있음 8(19.5) 2(8.7) 3(17.6)

스트레스 인지 느끼지 않음 13(22.0) 5(12.2) 3(10.3) 0.488

조금느낌 38(64.4) 27(65.9) 20(69.0)

많이느낌 8(13.6) 9(22.0) 6(20.7)

체질량지수 23.86±3.27 23.44±2.96 24.75±3.03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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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상군의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대상자 특성

정상군에서 연령이 60세 이상의 경우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미만에서

는 각각 76.7%, 55.2%로 높았고, 300만원 이상에서는 50대에서 높았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교육수준의 경우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미

만에서는 69.0%, 50.0%로 각각 중졸이하에서 높았고, 300만원 이상에서는 대

졸이상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결혼상태의 150만원 미

만, 150-300만원미만, 300만원 이상의 경우에서 각각 55.8%, 82.8%, 86.4%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경제활동의 경우 150만원 미만에서

실업자가 66.7%로 높았고, 150-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에서는 60.7%,

54.2%로 각각 취업자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43(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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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상군의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대상자 특성 단위N(%), M±SD

변수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p-값

성별 남 14(32.6) 15(51.7) 31(52.5) 0.104

여 29(67.4) 14(48.3) 28(47.5)

연령 19-29 2(4.7) 0(0.0) 4(6.8) <0.001

30-39 0(0.0) 3(10.3) 5(8.5)

40-49 1(2.3) 5(17.2) 14(23.7)

50-59 7(16.3) 5(17.2) 19(32.2)

60세 이상 7(76.7) 5(55.2) 17(28.8)

교육수준 중졸이하 29(69.0) 14(50.0) 16(27.1) <0.001

고졸 12(28.6) 10(35.7) 19(32.2)

대졸이상 1(2.4) 4(14.3) 24(40.7)

결혼상태 미혼 4(9.3) 0(0.0) 6(10.2) <0.001

배우자 있음 24(55.8) 24(82.8) 51(86.4)

배우자 없음 15(34.9) 5(17.2) 2(3.4)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14(33.3) 17(60.7) 32(54.2) 0.043

실업자 28(66.7) 11(39.3) 27(45.8)

흡연여부 비흡연 36(85.7) 25(86.2) 49(83.1) 0.902

흡연 6(14.3) 4(13.8) 10(16.9)

음주여부 비음주 26(61.9) 19(65.5) 31(52.5) 0.438

음주 16(38.1) 10(34.5) 28(47.5)

주간걷기 일수 하지않음 9(22.0) 7(25.0) 7(11.9) 0.507

1-4일 14(34.1) 11(39.3) 23(39.0)

5일 이상 18(43.9) 10(35.7) 29(49.2)

우울여부 없음 21(75.0) 14(82.4) 35(94.6) 0.080

있음 7(25.0) 3(17.6) 2(5.4)

스트레스 인지 느끼지 않음 8(19.0) 6(20.7) 8(13.6) 0.663

조금느낌 24(57.1) 19(65.5) 41(69.5)

많이느낌 10(41.7) 4(13.8) 10(16.9)

체질량지수 23.38±3.37 23.19±3.28 24.48±2.8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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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의 교육수준에 따른 대상자 특성

성별의 경우 중졸이하는 68.3%로 여자가 높았고, 고졸과 대졸이상은 남자

가 각각 57.4%, 74.5%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연령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중졸 이하, 고졸, 대졸이상이 82.7%, 51.0% 43.9%로 각각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월평균가구소득의 경우 중졸이하에서

는 150만원 미만이 58.1%로 높았고, 고졸과 대졸이상에서는 300만원 이상이

46.6%, 69.2%로 각각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결혼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음이 중졸이하, 고졸, 대졸에서 각각 64.3%, 83.9%, 87.8%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실업자는 중졸이하에서

59.8%로 높았고, 고졸과 대졸이상에서는 취업자가 54.0%, 61.3%로 각각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흡연여부의 경우 비흡연이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

상에서 각각 90.4%, 79.0%, 79.5%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음주여

부의 경우 중졸 이하에서 비음주가 62.9%로 높았고, 고졸과 대졸이상에서는

57.0%, 59.9%로 각각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걷기일수의 경우

5일 이상 걷는다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에서 각각 40.5%, 45.1%, 49.8%로 높

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우울여부가 없는 경우 중졸이하, 고졸, 대

졸이상에서 81.7%, 87.3%, 93.7%로 각각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스트레스 인지의 경우에서 조금 느낀다가 중졸이하, 고졸, 대졸 이상에서 각각

50.5%, 60.0%, 56.7%로 각각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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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의 교육수준에 따른 대상자 특성

단위 N(%), M±SD

변수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p-값

성별 남 608(31.7) 421(57.4) 331(74.5) <0.001

여 1,213(68.3) 312(42.6) 113(25.5)

연령 19-29 0(0.0) 4(0.5) 5(1.1) <0.001

30-39 4(0.2) 24(3.3) 21(4.7)

40-49 23(1.2) 120(16.4) 106(23.9)

50-59 305(15.9) 211(28.8) 117(26.4)

60세 이상 1,588(82.7) 374(51.0) 195(43.9)

월평균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111(58.1) 163(22.3) 63(14.3) <0.001

150-300만원 미만 424(22.2) 228(31.1) 73(16.5)

300만원 이상 378(19.8) 341(46.6) 306(69.2)

결혼상태 미혼 12(0.6) 26(3.5) 18(4.1) <0.001

배우자 있음 1,233(64.3) 615(83.9) 390(87.8)

배우자 없음 673(35.1) 92(12.6) 36(8.1)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771(40.2) 396(54.0) 272(61.3) <0.001

실업자 1,149(59.8) 337(46.0) 172(38.7)

흡연여부 비흡연 1,689(90.4) 573(79.0) 349(79.5) <0.001

흡연 179(9.6) 152(21.0) 90(20.5)

음주여부 비음주 1,180(62.9) 312(43.0) 176(40.1) <0.001

음주 696(37.1) 413(57.0) 263(59.9)

주간걷기 일수 하지않음 533(28.0) 109(14.9) 53(12.0) <0.001

1-4일 598(31.4) 292(39.9) 169(38.2)

5일 이상 771(40.5) 330(45.1) 220(49.8)

우울여부 없음 1,028(81.7) 445(87.3) 298(93.7) <0.001

있음 230(18.3) 65(12.7) 20(6.3)

스트레스 인지 느끼지 않음 502(26.9) 139(19.2) 109(24.8) <0.001

조금느낌 943(50.5) 435(60.0) 249(56.7)

많이느낌 424(22.7) 151(20.8) 81(18.5)

체질량지수 24.83±3.29 24.88±3.22 25.04±3.26 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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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의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대상자 특성

성별의 경우 여자가 150만원 미만과 150-300만원 미만에서 각각 64.2%,

53.2%로 높았고, 남자는 300만원 이상에서 52.7%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01).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에서 각각 87.3%, 64.7%, 49.9%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에서 각각 83.1%, 58.5%, 36.9%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결혼 상태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에서 각각 57.0%, 81.2%, 85.6%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미만에서 65.6% 높았고, 경제활

동을 하는 경우 1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에서 각각 50.8%, 59.1%로 높았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흡연 여부의 경우 150만원 미만, 150-300만

원 미만, 300만원 이상에서 각각 87.8%, 86.4%, 83.5%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p=0.013). 음주여부의 경우 비음주는 150만원 미만과 150-300만원 미

만에서 각각 63.5%, 52.3%로 높았고, 300만원 이상에서는 음주가 54.9%로 높았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주간걷기 일수에서 5일 이상 걷는 경우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에서 각각 39.4%, 45.4%, 45.7%

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우울여부가 없는 경우 150만원 미

만, 1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에서 각각 78.7%, 87.7%, 90.4%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스트레스 인지의 경우 조금느낌이 150만원 미

만, 1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에서 각각 48.5%, 57.2%, 58.1%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체질량 지수의 경우 300만원 이상에서

25.11kg/m2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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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의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대상자 특성

단위N(%), M±SD

변수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p-값

성별 남 493(35.8) 346(46.8) 551(52.7) <0.001

여 886(64.2) 393(53.2) 495(47.3)

연령 19-29 1(0.1) 4(0.5) 4(0.4) <0.001

30-39 8(0.6) 10(1.4) 33(3.2)

40-49 23(1.7) 61(8.3) 166(15.9)

50-59 143(10.4) 186(25.2) 321(30.7)

60세 이상 1,204(87.3) 478(64.7) 522(49.9)

교육수준 중졸이하 1,111(83.1) 424(58.5) 378(36.9) <0.001

고졸 163(12.2) 228(31.4) 341(33.2)

대졸이상 63(4.7) 73(10.1) 306(29.9)

결혼상태 미혼 28(2.0) 17(2.3) 11(1.1) <0.001

배우자 있음 785(57.0) 600(81.2) 895(85.6)

배우자 없음 565(41.0) 122(16.5) 140(13.4)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461(34.4) 369(50.8) 607(59.1) <0.001

실업자 879(65.6) 357(49.2) 420(40.9)

흡연여부 비흡연 1,149(87.8) 624(86.4) 858(83.5) 0.013

흡연 160(12.2) 98(13.6) 169(16.5)

음주여부 비음주 835(63.5) 378(52.3) 464(45.1) <0.001

음주 480(36.5) 345(47.7) 564(54.9)

주간걷기 일수 하지않음 389(29.3) 121(16.7) 186(18.2) <0.001

1-4일 416(31.3) 275(37.9) 369(36.1)

5일 이상 524(39.4) 329(45.4) 468(45.7)

우울여부 없음 678(78.7) 441(87.7) 672(90.4) <1.001

있음 184(21.3) 62(12.3) 71(9.6)

스트레스 인지 느끼지 않음 363(27.7) 186(25.8) 202(19.7) <0.001

조금느낌 635(48.5) 413(57.2) 597(58.1)

많이느낌 312(23.8) 123(17.0) 228(22.2)

체질량지수 24.63±3.31 24.99±3.20 25.11±3.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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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혈압과 당뇨병군의 교육수준에 따른 대상자 특성

성별의 경우 여자는 중졸이하에서 68.1%로 높았고, 남자는 고졸과 대졸이상

에서 각각 69.7%, 83.6%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연령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중졸 이하, 고졸, 대졸이상이 각각 90.0%, 70.8% 60.3%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월평균가구소득의 경우 중졸이하와 고

졸이 150만원 미만에서 61.7%, 35.2%로 높았고, 대졸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이

50.7%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결혼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음에서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이 각각 61.3%, 80.8%, 84.9%로 높았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실업자가 중졸이하, 고졸에

서 70.6%, 60.1%로 높았고, 취업자에서 대졸이상이 58.9%로 높았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0.001). 흡연여부의 경우 비흡연이 중졸이하, 고졸, 대졸에서

각각 88.1%, 73.3%, 79.5%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음주여부

의 경우 중졸 이하와 고졸에서 비음주가 각각 69.3%, 52.3%로 높았고, 대졸 이

상에서 음주가 61.6%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걷기일수의

경우 5일 이상 걷는다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에서 각각 41.7%, 43.3%,

53.4%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0). 체질량지수의 경우 대졸이상

에서 26.05kg/m2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47)(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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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고혈압과 당뇨병군의 교육수준에 따른 대상자 특성

단위 N(%), M±SD

변수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p-값

성별 남 178(31.9) 124(69.7) 61(83.6) <0.001

여 380(68.1) 54(30.3) 12(16.4)

연령 19-29 0(0.0) 1(0.6) 0(0.0) <0.001

30-39 1(0.2) 1(0.6) 4(5.5)

40-49 4(0.7) 16(9.0) 9(12.3)

50-59 51(9.1) 34(19.1) 16(21.9)

60세 이상 502(90.0) 126(70.8) 44(60.3)

월평균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341(61.7) 62(35.2) 10(13.7) <0.001

150-300만원 미만 116(21.0) 53(30.1) 26(35.6)

300만원 이상 96(17.4) 61(34.7) 37(50.7)

결혼상태 미혼 8(1.4) 6(3.4) 7(9.6) <0.001

배우자 있음 342(61.3) 143(80.8) 62(84.9)

배우자 없음 208(37.3) 28(15.8) 4(5.5)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164(29.4) 71(39.9) 43(58.9) <0.001

실업자 394(70.6) 107(60.1) 30(41.1)

흡연여부 비흡연 481(88.1) 129(73.3) 58(79.5) <0.001

흡연 65(11.9) 47(26.7) 15(20.5)

음주여부 비음주 381(69.3) 92(52.3) 28(38.4) <0.001

음주 169(30.7) 84(47.4) 45(61.6)

주간걷기 일수 하지않음 157(28.3) 34(19.1) 10(13.7) 0.010

1-4일 166(30.0) 67(37.6) 24(32.9)

5일 이상 231(41.7) 77(43.3) 39(53.4)

우울여부 없음 312(81.3) 98(82.4) 43(93.5) 0.119

있음 72(18.8) 21(17.6) 3(6.5)

스트레스 인지 느끼지 않음 177(32.3) 37(21.0) 24(32.9) 0.070

조금느낌 253(46.2) 96(54.5) 32(43.8)

많이느낌 118(21.5) 43(24.4) 17(23.3)

체질량지수 25.54±3.56 24.94±3.22 26.05±3.8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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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혈압과 당뇨병군의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대상자 특성

성별의 경우 여자가 150만원 미만에서 61.4%로 높았고, 남자는 150-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에서 각각 51.0%, 52.0%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001).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에서 90.2%, 78.1%, 72.7%로 각각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에서

82.6%, 59.5%, 49.5%로 각각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결혼 상태

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에서

58.9%, 78.1%, 77.3%로 각각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경제활동

의 경우 실업자에서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이 75.8%, 52.3%,

56.2%로 각각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음주여부의 경우 비음주에서

150만원 미만과 150-300만원 미만이 70.0%, 59.8%로 각각 높았고, 음주는 300만

원 이상에서 50.3%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스트레스를 조

금 느끼는 경우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에서 43.6%, 47.9%,

56.9%로 각각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38)(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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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고혈압과 당뇨병군의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대상자 특성

단위 N(%), M±SD

변수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p-값

성별 남 162(38.6) 100(51.0) 103(52.0) 0.001

여 258(61.4) 96(49.0) 95(48.0)

연령 19-29 0(0.0) 0(0.0) 1(0.5) <0.001

30-39 1(0.2) 3(1.5) 2(1.0)

40-49 4(1.0) 12(6.1) 12(6.1)

50-59 36(8.6) 28(14.3) 39(19.7)

60세 이상 379(90.2) 153(78.1) 144(72.7)

교육수준 중졸이하 341(82.6) 116(59.5) 96(49.5) <0.001

고졸 62(15.0) 53(27.2) 61(31.4)

대졸이상 10(2.4) 26(13.3) 37(19.1)

결혼상태 미혼 11(2.6) 4(2.0) 5(2.5) <0.001

배우자 있음 247(58.9) 153(78.1) 153(77.3)

배우자 없음 161(38.4) 39(19.9) 40(20.2)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100(24.2) 93(47.7) 85(43.8) <0.001

실업자 314(75.8) 102(52.3) 109(56.2)

흡연여부 비흡연 345(85.0) 162(83.5) 161(82.6) 0.733

흡연 61(15.0) 32(16.5) 34(17.4)

음주여부 비음주 287(70.0) 116(59.8) 97(49.7) <0.001

음주 123(30.0) 78(40.2) 98(50.3)

주간걷기 일수 하지않음 112(27.2) 48(24.6) 40(20.7) 0.241

1-4일 125(30.3) 71(36.4) 61(31.6)

5일 이상 175(42.5) 76(39.0) 92(47.7)

우울여부 없음 228(80.0) 120(83.9) 109(87.9) 0.138

있음 57(20.0) 23(16.1) 15(12.1)

스트레스 인지 느끼지 않음 135(33.1) 54(27.8) 48(24.6) 0.038

조금느낌 178(43.6) 93(47.9) 111(56.9)

많이느낌 95(23.3) 47(24.2) 36(18.5)

체질량지수 25.31±3.54 25.63±3.57 25.69±3.4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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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1.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

정상군의 경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EQ-5D index를 비교한 결과 성별의

경우 남자 0.952, 여자 0.905로 남자가 유의하게 높았다(p=0.022). 연령의 경우 60

세 이상 0.884, 50-59세 0.952, 40-49세 0.973으로 연령이 증가수록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p=0.001).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이하 0.896, 고졸 0.946, 대졸이상 0.964

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7). 월평균가구소득의 경우

150만원 미만 0.875, 150-300만원 미만 0.949, 300만원 이상 0.952로 소득이 높을

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2)(표 9).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의 경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EQ-5D index를 비교한

결과 성별의 경우 남자 0.931, 여자 0.87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연령

의 경우 19-29세 0.970, 30-39세 0.968, 40-49세 0.963, 50-59세 0.939, 60세 이상

0.876 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교육수준의 경우 중

졸이하 0.867, 고졸 0.938, 대졸이상 0.966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p<0.001). 월평균가구소득의 경우 150만원 미만 0.852, 150-300만원 미만

0.923, 300만원 이상 0.940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결

혼상태의 경우 미혼 0.938, 배우자 있음 0.921, 배우자 없음 0.831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01).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취업자 0.939, 실업자 0.863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01). 흡연여부의 경우 비흡연 0.897, 흡연 0.917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9). 음주의 경우 비음주 0.877, 음주 0.92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주간 걷기일수의 경우 하지 않음이 0.831, 1-4일 0.906, 5일 이상 0.927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우울이 없음 0.915, 있음 0.819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음 0.922, 조금 느낌 0.913, 많이 느낌 0.843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표 9).

고혈압과 당뇨병군의 경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EQ-5D index를 비교한 결

과 성별의 경우 남자 0.890, 여자 0.829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연령의

경우 19-29세 1.000, 30-39세 0.927, 40-49세 0.932, 50-59세 0.898, 60세 이상 0.846

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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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고졸 0.906, 대졸이상 0.952 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01). 월평균가구소득의 경우 150만원 미만 0.818, 150-300만원 미만 0.897,

300만원 이상 0.901 로 소득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결혼상태의

경우 미혼 0.910, 배우자 있음 0.880, 배우자 없음 0.798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취업자 0.914, 실업자 0.826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음주의 경우 비음주 0.830, 음주 0.905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주간 걷기일수의 경우 하지 않음이 0.784, 1-4일 0.868, 5일 이상 0.889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우울이 없음 0.875, 있음 0.772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음 0.898, 조금 느낌 0.875, 많이 느낌 0.772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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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 단위 : M(SD)

변수 정상군 p-값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 p-값 고혈압과 당뇨병군 p-값

성별 남 0.952(0.081) 0.022 0.931(0.116) <0.001 0.890(0.147) <0.001

여 0.905(0.139) 0.871(0.170) 0.829(0.198)

연령 19-29 1.000(0.000) 0.001 0.970(0.044) <0.001 1.000(0.000) 0.006

30-39 1.000(0.000) 0.968(0.060) 0.927(0.177)

40-49 0.973(0.047) 0.963(0.080) 0.932(0.118)

50-59 0.952(0.067) 0.939(0.106) 0.898(0.144)

60세 이상 0.884(0.146) 0.876(0.152) 0.846(0.185)

교육수준 중졸이하 0.896(0.147) 0.017 0.867(0.168) <0.001 0.828(0.195) <0.001

고졸 0.946(0.073) 0.938(0.115) 0.906(0.124)

대졸이상 0.964(0.080) 0.966(0.078) 0.952(0.090)

월평균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0.875(0.162) 0.002 0.852(0.179) <0.001 0.818(0.195) <0.001

150-300만원 미만 0.949(0.082) 0.923(0.117) 0.897(0.143)

300만원 이상 0.952(0.077) 0.940(0.114) 0.901(0.148)

결혼상태 미혼 0.897(0.280) 0.076 0.938(0.102) <0.001 0.910(0.122) <0.001

배우자 있음 0.940(0.081) 0.921(0.125) 0.880(0.163)

배우자 없음 0.879(0.135) 0.831(0.197) 0.798(0.204)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0.944(0.086) 0.102 0.939(0.099) <0.001 0.914(0.130) <0.001

실업자 0.911(0.139) 0.863(0.179) 0.826(0.195)

흡연여부 비흡연 0.920(0.123) 0.064 0.897(0.151) 0.009 0.858(0.178) 0.809

흡연 0.974(0.058) 0.917(0.141) 0.862(0.175)

음주여부 비음주 0.918(0.132) 0.271 0.877(0.169) <0.001 0.830(0.198) <0.001

음주 0.941(0.094) 0.928(0.118) 0.905(0.125)

주간걷기 일수 하지않음 0.905(0.196) 0.364 0.831(0.204) <0.001 0.784(0.233) <0.001

1-4일 0.945(0.084) 0.906(0.133) 0.868(0.164)

5일 이상 0.922(0.100) 0.927(0.118) 0.889(0.141)

우울여부 없음 0.947(0.079) 0.068 0.915(0.129) <0.001 0.875(0.159) <1.001

있음 0.865(0.145) 0.819(0.196) 0.772(0.238)

스트레스 인지 느끼지 않음 0.927(0.099) 0.405 0.922(0.131) <0.001 0.898(0.144) <0.001

조금느낌 0.936(0.122) 0.913(0.132) 0.875(0.151)

많이느낌 0.898(0.117) 0.843(0.192) 0.772(0.231)



- 27 -

2.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과 건강관련 삶의 질 구성요소의 특성

운동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에서 72.0%로 가장 높

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자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에서 69.4%로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일상

활동, 문제가 있는 경우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에서 69.1%로 가장 높았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통증/불편감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고혈압 또

는 당뇨병군에서 73.2%로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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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과 건강관련 삶의 질 구성요소의 특성   단위(N(%)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여부

삶의 질 척도의 장애 정도

p-값

문제없음 문제 있음†

운동능력(걷는 경우)

정상군 108(3.9) 22(1.7) <0.001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 2,195(79.0) 925(72.0)

고혈압+당뇨병군 477(17.2) 337(26.2)

자기관리(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 경우)

정상군 119(3.3) 11(2.6) <0.001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 2,829(77.6) 292(69.4)

고혈압+당뇨병군 698(19.1) 118(28.0)

일상활동

정상군 113(3.5) 17(2.1) <0.001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 2,556(78.6) 564(69.1)

고혈압+당뇨병군 581(17.9) 235(28.8)

통증 / 불편감

정상군 89(3.4) 41(2.8) <0.001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 2,059(78.7) 1,059(73.2)

고혈압+당뇨병군 469(17.9) 347(24.0)

불안 / 우울

정상군 109(3.2) 21(3.1) 0.602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 2,604(77.0) 513(75.4)

고혈압+당뇨병군 669(19.8) 146(21.5)

† : 다소문제있음+심하게 문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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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영역별 특성

정상군에서 운동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중졸이하에서 68.2%로 높았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3). 일상활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중졸이하에서

70.6%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경계치에서 유의하였다(p=0.052).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 평균은 중졸에서 0.89, 고졸 0.84, 대졸이상에서 0.96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7)(표 11).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에서 운동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중졸이하에서 81.7%

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자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중졸

이하에서 83.0%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일상활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중졸이하에서 85.5%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통

증/불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중졸이하에서 75.3%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01). 불안/우울의 경우 중졸이하에서 79.0%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p<0.001).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 평균은 중졸에서 0.89, 고졸에서

0.93, 대졸 이상에서 0.96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표 11).

고혈압과 당뇨병군에서 운동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중졸이하에서 81.4%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자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중졸이

하에서 82.1%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일상활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중졸이하에서 80.2%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통

증/불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중졸이하에서 78.4%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01). 불안/우울의 경우 중졸이하에서 75.4%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p=0.011).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 평균은 중졸에서 0.82, 고졸에서

0.90, 대졸 이상에서 0.95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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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영역별 특성 단위=N(%) or M±SD

교육수준 운동능력
†

자기관리
†

일상 활동
†

통증/불편
†

불안/우울
†

EQ-5D index

정상군 중졸이하 15(68.2) 8(72.7) 12(70.6) 23(56.1) 13(61.9) 0.89±0.147

고졸 5(22.7) 1(9.1) 3(17.6) 12(29.3) 5(23.8) 0.94±0.073

대졸이상 2(9.1) 2(18.2) 2(11.8) 6(14.6) 3(14.3) 0.96±0.080

p-값 0.023 0.181 0.052 0087 0.135 0.017

고혈압 혹은

당뇨병군
중졸이하 748(81.7) 240(83.0) 473(85.5) 789(75.3) 399(79.0) 0.86±0.168

고졸 126(13.8) 39(13.5) 64(11.6) 188(17.9) 76(15.0) 0.93±0.115

대졸이상 41(4.5) 10(3.5) 16(2.9) 71(6.8) 30(5.9) 0.96±0.078

p-값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고혈압과

당뇨병군

중졸이하 272(81.4) 96(82.1) 186(80.2) 269(78.4) 107(75.4) 0.82±0.195

고졸 51(15.3) 16(13.7) 38(16.4) 60(17.5) 31(21.8) 0.90±0.124

대졸이상 11(3.3) 5(4.3) 8(3.4) 14(4.1) 4(2.8) 0.95±0.090

p-값 <0.001 0.001 <0.001 <0.001 0.011 <0.001

†: 문제있음(다소문제있음+심하게 문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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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영역별 특성

정상군에서 자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150만원 미만에서 63.6%로 높았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1). 일상활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150만원

미만에서 70.6%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불안/우울에 문

제가 있는 경우 150만원 미만에서 61.9%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3).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 평균은 150만원 미만에서 0.87, 고졸50-300

만원 미만에서 0.94, 300만원 이상에서 0.95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2)(표 12).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에서 운동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150만원 미만에서

63.4%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자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150만원 미만에서 66.8%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일

상활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150만원 미만에서 64.1%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통증/불편에 문제가 있는 경우 150만원 미만에서 55.3%

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불안/우울에 문제가 있는 경우

150만원 미만에서 61.9%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건강관

련 삶의 질 지수 평균은 150만원 미만에서 0.85, 150-300만원 미만에서 0.92,

300만원 이상에서 0.94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표 12).

고혈압과 당뇨병군에서 운동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150만원 미만에서

66.2%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자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

우 150만원 미만에서 69.2%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일상활

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150만원 미만에서 64.8%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001). 통증/불편에 문제가 있는 경우 150만원 미만에서 61.9%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불안/우울에 문제가 있는 경우 150만원 미만

에서 64.1%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

평균은 150만원 미만에서 0.81, 150-300만원 미만에서 0.89, 300만원 이상에서

0.90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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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영역별 특성 단위=N(%) or M±SD

월평균가구소득 운동능력† 자기관리
†

일상활동
†

통증/불편
†

불안/우울
†
EQ-5D index

정상군 150미만 12(54.5) 7(63.6) 12(70.6) 16(39.0) 13(61.9) 0.87±0.162

150-300미만 2(9.1) 2(18.2) 2(11.8) 8(19.2) 3(14.3) 0.94±0.082

300이상 8(36.4) 2(18.2) 3(17.6) 17(41.5) 5(23.8) 0.95±0.118

p-값 0.066 0.021 <0.001 0.343 0.003 0.002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
150미만 585(63.4) 193(66.8) 359(64.1) 585(55.3) 317(61.9) 0.85±0.179

150-300미만 163(17.7) 41(14.2) 111(19.8) 225(21.3) 102(19.9) 0.92±0.117

300이상 174(18.9) 55(19.0) 90(16.1) 247(23.4) 93(18.2) 0.94±0.114

p-값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고혈압과

당뇨병군
150미만 221(66.2) 81(69.2) 151(64.8) 213(61.9) 93(64.1) 0.81±0.195

150-300미만 60(18.0) 21(17.9) 45(19.3) 64(18.6) 30(20.7) 0.89±0.143

300이상 53(15.9) 15(12.8) 37(15.9) 67(19.5) 22(15.2) 0.90±0.148

p-값 <0.001 0.001 <0.001 <0.001 0.011 <0.001

†: 문제있음(다소문제있음+심하게 문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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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

1) 정상군에서 교육수준 및 월평균가구소득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이상에 비해 고졸과 중졸이하 모두 건강관련 삶의 질

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은 없었다. 월평균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보

다 소득이 낮을 때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표 13).

2)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에서 교육수준 및 월평균가구소득과 건강관

련 삶의 질의 관련성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이상에 비해 고졸과 중졸 이하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

은 낮았으나, 중졸 이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0). 월평균가구소

득의 경우 300만원 이상에 비해 150만원 미만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보정된 변수의 경우에서는 미혼에 비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 건강관

련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37). 경제활동에서 취업자보다

실업자가 건강관련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비음주보

다 음주자가 건강관련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4). 걷기

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걷기 일수가 많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우울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은 경우보다

느끼는 정도가 많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p=0.001, p<0.001).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았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18)(표 13).

3) 고혈압과 당뇨병군에서 교육수준 및 월평균가구소득과 건강관련 삶

의 질의 관련성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이상에 비해 고졸과 중졸 이하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

은 낮았으나, 중졸 이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8). 월평균가구소

득의 경우 300만원 이상에 비해 150-300만원 미만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

았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150만원 미만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았으나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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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없었다. 보정된 변수의 경우에서는 경제활동에서 취업자보다 실업자가

건강관련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2). 음주여부의 경

우 비음주보다 음주를 하는 경우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p=0.044). 걷기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걷기 일수가 많을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은 경우보다 많이 느끼는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았다.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02)(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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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

정상군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
고혈압과 당뇨병군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관련 삶의 질

β SE p-값 β SE p-값 β SE p-값

교육수준/대졸이상

고졸 -0.010 0.037 0.782 -0.003 0.008 0.783 -0.015 0.018 0.598

중졸이하 -0.020 0.036 0.570 -0.025 0.010 0.010 -0.073 0.028 0.008

월평균가구소득(/만원) /300 이상

150-300 미만 -0.005 0.033 0.890 -0.003 0.008 0.689 0.023 0.019 0.239

150만 미만 -0.019 0.031 0.547 -0.029 0.008 <0.001 -0.010 0.018 0.569

성별 / 남

여 -0.029 0.026 0.274 -0.009 0.007 0.183 0.020 0.018 0.275

연령 / 19-29

30-39 0.008 0.079 0.924 -0.032 0.058 0.574 -0.151 0.180 0.403

40-49 -0.007 0.094 0.942 -0.033 0.055 0.551 -0.145 0.165 0.379

50-59 -0.024 0.094 0.798 -0.038 0.055 0.488 -0.144 0.166 0.386

60세 이상 -0.086 0.090 0.347 -0.069 0.055 0.213 -0.151 0.165 0.362

결혼상태 / 미혼

배우자 있음 -0.016 0.023 0.497 -0.033 0.053 0.533

배우자 없음 -0.050 0.024 0.037 -0.061 0.055 0.266

경제활동 상태 / 취업자

실업자 -0.036 0.006 <0.001 -0.050 0.016 0.002

흡연여부 / 비흡연

흡연 -0.012 0.009 0.162

음주여부 / 비음주

음주 0.015 0.006 0.014 0.033 0.016 0.044

주간걷기 일수 / 하지않음

1-3일 0.041 0.008 <0.001 0.084 0.018 <0.001

4-7일 0.055 0.008 <0.001 0.085 0.017 <0.001

우울여부 / 없음

있음 -0.034 0.009 <0.001 -0.022 0.020 0.260

스트레스인지 / 느끼지않음

조금느낌 -0.024 0.007 0.001 -0.021 0.017 0.204

많이느낌 -0.047 0.009 <0.001 -0.104 0.021 <0.001

체질량지수 -0.001 0.004 0.837 -0.002 0.001 0.018 -0.006 0.002 0.002

β: 회귀계수, SE; Standard Error

정상군 보정변수 : 성별, 연령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 보정변수 :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가구소득, 결혼상태, 경제활동 상

태, 음주여부, 흡연여부, 주간걷기 일수, 스트레스 인지정도, 우울여부, 체질량지수

고혈압과 당뇨병군 보정변수 :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가구소득, 결혼상태, 경제활동 상태,

음주여부, 주간걷기 일수, 스트레스 인지정도, 우울여부, 체질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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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건강관련 삶의 질은 건강에 대한 인식, 사회경제적 요인, 만성질환 이환 여부

등 여러 원인들에 의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준오 등(2008)은 건강과 질병의

문제를 의학에서는 질병의 유무로 판단하지만 의료사회학에서는 건강과 질병은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의 한 부분으로 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질병과 관련된 건강관련 삶의 질과 사회적 요인 중 사회경제적 상태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여러 만성질환 중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에 따라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사회경제적 상태(월평균 가구소득

과 교육수준)와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2015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통계에서 고혈압은 30세 이상 남자 3명중 1명, 여자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유병률은 30세 이상에서 남자 35.1% 여자 29.1% 이었고,

30대～60대는 남자의고혈압 유병률이 여자보다 높으나, 70대 이상에서는 여자의 유

병률이 더 높았다. 당뇨병은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으로 나타났고, 유병률은

30세 이상에서 남자 12.0%, 여자 9.4% 이었고, 남자는 60세 이상에서, 여자는 70

세 이상에서 20% 이상의 유병률을 보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의 경우 19세 이상

전체 0.950, 남자 0.962, 여자 0.940 이었다(질병관리본부, 2016). 본 연구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정상군 0.92,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이환된 군 0.89, 고혈압과 당

뇨병에 이환된 군 0.85 이었다.

손신영(2009)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의 증가로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암, 근골격계 질환, 시력질환 등 건강관련 삶의 질 저하와 관련

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윤재희 등(2004)은 고혈압 외 15개의 만성질환을 가진 군

은 정상군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았다고 보고하였고, 서연숙(2011)은 중

고령자의 삶의 질은 연령의 증가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라 신체적 건강수

준, 주관적 건강수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김은엽 등(2010)은 성별이 남자

인 경우 고혈압과 당뇨병 발생 빈도가 높은 반면, 여자인 경우는 당뇨병의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고혈압과 당뇨병의 복합성은 남성이 높게 나타

났다고 보고하였다. 김미경(2011)은 단일 만성질환보다 복합만성질환자 일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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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최해림(2007)과 성상석(2004), Vogeli 등(2007)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이 복합적일수록 소득이나, 경제활동 참여가 낮고, 건강관련 삶의 질의 수준

도 점차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어 의료이용을 등한시하거나

접근성이 용의하지 않은 이유로 예방관리를 소홀이 하여 나타나는 만성질환의 문

제 때문에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의 경우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에 비해 중졸

이하에서 삶의 질 회귀계수는 –0.025로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에 비해 150만원 미만에서 삶의 질 회귀계수는 –

0.029로 삶의 질은 유의하게 낮아졌다. 고혈압과 당뇨병군의 경우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에 비해 중졸이하에서 삶의 질 회귀계수는 –0.073으로 삶의 질은

유의하게 낮았고, 월평균가구소득의 경우 유의함은 없었다. 여러 선행 연구들

은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았다. 그러나 이상

의 연구 결과 선행연구들과 결과가 달랐다. 이상의 상의한 결과를 보인 이유로

상기 언급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각된다.

첫째, 선행 연구들은 주로 노인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농촌지역을

비롯한 한정된 대상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남여 성인을 대

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된 본 논문과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 이유로 생

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의 남자와 중장년의 빈도가 대

졸 남자노인 보다 많았다. 60세 이하 세대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회통념상 남성

이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 근래에는 대부분이 고

등학교 교육을 받은 이유로 대졸자와 비교해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았을 것 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고졸자들도 최근에는 소득이 많이 향

상되어 대졸자의 소득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 건강에 대해 관심이 지나치게 높을 수 있어 관리에 대한 집착과 질병에 대

한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

료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대졸이상과 300만원 이상의 경우 체질량 지수 평균

이 비만 상태이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고칼로리 음식이나 지방의 섭취가 많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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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량이 적거나, 앉아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 등이 비만을 일

으키는 원인이며, 비만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

료된다. 여섯째, 음주자의 빈도를 보면 월평균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이 많았

고,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음주로 인한 고혈압과 당뇨

병 등 다른 만성질환으로 오는 우울,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조사되지 않은 여러가지 변수의 문제로 인한 다음과 같은 제한점

이 있다. 첫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 조건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지역사회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 합병증이나 다른 질환으로 가정에 거주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모든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를 대변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의사진단자만을 고혈압, 당뇨

병 유병자로 정의하였으므로 본인의 인지여부에 따라 유병자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대상자 중 고혈압, 당뇨병 이외에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만성질환은 본 연구에서 참고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이

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을 모집단으로 추출된 표본

인구로 전국 규모의 설문으로 조사되었고, 이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우리

나라 성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여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에 따

른 사회경제적 수준의 지표인 교육수준과 월평균가구소득과 건강관련 삶의 질

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낮다는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

인 본 연구는 교육수준의 중졸이하 저학력자와, 월평균가구소득의 15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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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고혈압과 당뇨병은 동반 발병이 되는 경향이 높고, 대사성질환 및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이 질환에 유병된 환자의 경우 교

육과 월평균가구소득 수준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EQ-5D를 이용하여 정상군,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 고혈압과 당뇨병

군에 따른 사회경제적 수준의 지표인 교육수준 및 월평균가구소득과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우리나라 성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가 부여

된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통합하여 19세 이상 성인

4,130명을 최종 대상자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version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월평균가구소득 및 교육수준과 건강관련 삶의 질

(HRQOL)의 관계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군의 경우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에 비해 중졸

이하에서 삶의 질 회귀계수는 –0.025로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고, 고졸의

경우는 유의함은 없었다. 월평균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에 비해 150만원 미

만에서 삶의 질 회귀계수는 –0.029로 삶의 질은 유의하게 낮았고, 150만원에

서 3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유의함은 없었다. 고혈압과 당뇨병군의 경우 교육

수준은 대졸이상에 비해 중졸이하에서 삶의 질 회귀계수는 –0.073으로 삶의

질은 유의하게 낮았고, 고졸은 유의함이 없었다. 월평균가구소득의 경우에서

는 모두 유의함은 없었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낮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고혈압-당뇨병 유병에 따른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이하 저학력

자와, 월평균가구소득의 15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

계에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고혈압

과 당뇨병 환자의 저학력자와 저소득자의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개선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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