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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의   

   늦깍이 공부를 하는 학위기간 동안 관심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힘을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논문의 시작에서부터 외국으로 이메일을 보내며 가슴을 졸 는데 흔쾌히 주제

를 받아주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신 김조자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구

성이 어설펐던 논문임에도 제가 원하는 논문의 방향을 돌리지 않으시고 논문의 

구조에 맞도록 다듬어 주셨습니다. 전문성을 위해 때로는 부심 교수님과 상의를 

주저치 않으시고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논문의 설계에서부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미약한 논문임에도 충분한 결과

라고 북돋아 주시고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고자 끝까지 통계분석을 살펴주셨던 이

정렬 교수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자료수집에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료 분석 

과정에서도 직접 시간을 할애하여 가르쳐 주시며 답답한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

던 김광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칭찬을 하시어 

저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고 과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유지수 교수

님께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학위기간 동안 열정으로 지도해 주신 간호대학의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가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주신 김완수 선생님, 

관심 있는 것에 실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효심 부장님께 감사 

말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아주대학교 건강증진센

터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대학원 과정을 함께 수학했던 많은 동기들 선배, 후배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언제나 마음에 의지가 되고, 학위기간 동안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언니로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이금숙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논문을 쓰면서 힘

들 때 힘이 되어 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마다 않고 도와주었던 세원이, 직장

과 대학원의 바쁜 생활 속에서 귀찮은 일에도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 주었던 수

현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대학원에 먼저 들어와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었던 

은경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가끔 만나도 항상 반가운 경자, 늦게 만났지만 

마음 좋은 선형이 에게도 고마운 마음 보냅니다.

   늦게 공부하는 동기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성미, 힘이 되고자 인지 늦게나

마 논문을 같이 쓰면서 위로가 되어 준 순 이, 가끔씩 만나도 길잡이가 되어 주

었던 화경 언니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보냅니다. 항상 분에 넘치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던 이숙정 선생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제가 공부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불편을 참아주었

던 남편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때인데도 바쁜 엄

마에게 보조를 잘 맞춰주고 밝게 자라준 상규가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만사 뒤로하시고 손주를 보살시피는 노고를 기

쁘게 감당하셨던 부모님께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급할 때마다 도움을 준 언니

들과 동생에게 로 고마움을 대신합니다.

   모두 로 남길 순 없지만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에게 

이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받았던 많은 사랑과 지식을 나누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박 은 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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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운동고혈압의 관련요인 분석

   본 연구는 운동시 급격하게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는 대상자들의 특성을 알아

보고 운동고혈압으로 정의되는 이러한 현상의 관련요인을 분석하여 운동중 혈압

반응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과 고혈압으로 발전가능성을 의미하는 표시자를 확인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는 A대 부속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에서 2000년 4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운동부하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한 사람을 근접모집단으로 운동고혈

압군 45명과 운동부하검사에서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정상혈압반응을 보인 정상혈

압군 48명을 추출하 다. 

   연구방법은 대상자의 목록을 확보하여 차트를 통해 일반적 사항과 운동부하검

사 기록 및 객관적 검진 자료와 생활습관에 대한 설문지를 분석하 다. 운동부하

검사에서는 안정시 수축기/이완기 혈압과 맥박, 최고 운동시 수축기/이완기혈압과 

맥박, 운동량, 운동시간을 조사하 고, 안정시 정상혈압이었으나 운동시 최고 수축

기 혈압이 남자의 경우 210mmHg를 초과하고 여자의 경우 190mmHg를 초과하

을 때를 운동고혈압으로 정의하 다. 객관적 검진자료로는 혈중 지질(T-CHOL, 

HDL, LDL, TG)과 혈당, 신체계측(체질량지수, 허리둘레)을, 생활습관에 관한 설문

지는 음주, 흡연, 운동, 식이, 과거력 등을 포함하 다.

   자료분석은 SPSS 11.0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운동고혈압군과 정

상혈압군의 특성 비교는 X2-test와 T-test를, 운동고혈압의 관련요인은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 으며, 운동고혈압을 가진 대상자의 혈압의 변화 경향은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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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운동고혈압은 총 대상자 493명중 45명으로 9.1%의 유병율을 보 다.

   2. 운동고혈압과 정상혈압군은 안정시 수축기 혈압, 안정시 이완기 혈압, 체질

량지수, 체중, 공복혈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운동고혈압에는 안정시 수축기 혈압과 체질량지수, 

공복혈당이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운동고혈압을 가진 대상자가 추후에 정상혈압으로 회복되는지 고혈압으로 

발전되는 지에는 중성지방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성인의 10% 정도에서 나타나는 운동

고혈압에는 안정시 수축기 혈압과 체질량지수, 공복혈당이 관련되어 있고 추후 혈

압의 변화에는 중성지방이 관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도록 권장하고, 체중관리에 힘쓰며 정상을 조금 벗어난 수치에도 관심을 가

지고 변화를 관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운동고혈압, 안정시 혈압, 최고 수축기 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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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생활의 자동화는 신체적 활동량을 줄이고, 정보화와 더불어 신속화 된 사회는 

식생활에서도 이런 경향을 반 하여 패스트푸드를 비롯한 식습관의 변화, 스트레

스로 인한 흡연, 음주 등으로 각종 성인병이 증가하 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스미

디어를 통한 금연운동과 운동의 필요성을 실감하면서 40, 50대에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던 각종 성인병을 극복하고 예방하려는 의지를 가진 성인들이 늘어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신생물 다음으로 심혈관

질환이 많으며 고혈압은 순환기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만성질환으로 심각하

고도 흔한 성인병의 원인 질환이다. 구미 선진국에서도 고혈압은 실제 환자의 반

정도가 발견되고, 발견된 환자의 반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받는 환자의 반

정도가 혈압조절이 잘 되고 있다.(Stamler et al, 1993; Ibrahim et al, 1995; 

Klungel et al , 1998; 오희숙 등, 2000) 그러나,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조기에 발

견되지 않으며 일단 진단을 받으면 평생동안 약 복용을 해야 하므로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시되는 질병이다. 

   상한선에 있는 정상 혈압이나 경계치 고혈압을 가진 대상자가 완전한 고혈압 

상태로 발전될 것이라는 연구가 되면서 대상자에게 증가된 고혈압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시자를 조기에 인식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몇 연구자들에 의해 

역동적 운동시 과도한 혈압 반응이 미래 고혈압의 좋은 예견자로 제시되고 있

다.(Chaney & Eyman, 1988; Davidoff et al, 1982; Dlin et al, 1983; Boroson et al, 

1978; Wilson & Meyer, 1981; Jackson et al, 1983;  Everson et al, 1996; Franz 

,1985; Guerrera et al, 1991; Irving et al, 1977; Levy et al, 1967; Wils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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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안정 상태에 기반을 둔 혈압의 사정은 구적인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거

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에 대한 혈압반응을 예견하기에는 제한적이다.(Dahms 

et al, 1978: Buell et al, 1986; Falkner et al, 1979) 이에 최근 건강검진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운동부하검사가 고혈압을 예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연구가 진행

되었고(Dahms et al, 1978; Wilson & Meyer, 1981; Davidoff et al, 1982; Dlin et 

al, 1983; Jackson et al, 1983), 심혈관질환 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으로 인한 사망

률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Filipovsky et al, 1992; 

Mundal et al, 1994, 1997; Fargard et al, 1982, 1991)

   운동부하검사는 전통적으로 관상동맥질환을 진단하고 위험을 사정하는데 있어 

증상, ST분절의 변화, 심각한 저혈압, 감소된 운동내구성을 강조하 다. 최근에는 

관상동맥질환을 지적하는 생리학적 반응과 함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중에 나타나는 혈압의 반응 및 적절한 운동량을 결정하기 위해 운동부하검

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 임상에서 보면 안정시 정상 혈압의 대상자가 운동부하검사 중에 

수축기 혈압의 과도한 상승으로 검사를 중단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이런 경

우를 운동유발성고혈압(Exercise-Induced Hypertension) 또는 운동고혈압(Exercise 

Hypertension)이라 한다. 이는 안정시 혈압이 정상이지만 가볍게 걷는 정도의 운

동만으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정시의 혈압만으로는 고혈

압을 조기 발견, 관리하는데 미흡함을 입증하고 있다. 

   KMIC Study(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Study)에서 관상동맥질환

의 발생에 대한 고혈압의 비교위험도를 설명하면서 혈압이 높을수록 관상동맥질

환 발생위험이 크므로 높은 정상혈압이나 경도혈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 다.(서일, 2002)

   운동고혈압에 대해 각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학에서는 예후에 관하여 선

행연구가 많이 되었고(Davidoff et al, 1982; Dlin et al, 1983; Mundal et al, 1994; 

Filipovsky et al, 1992), 체육학에서는 운동고혈압의 특성에 관해 연구중이나(조종

현 등, 1997) 원인 및 관련요인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장혁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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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접근이 거의 없는 간호학에 운동고혈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임상적 효용성을 갖고자 시도되었다.  

   장시간을 추적한 선행연구들에 비해 규모나 통제 면에서 미약하지만 건강정보

를 제공할 때 안정시 뿐만 아니라 운동중 혈압반응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과 고혈

압 발전 가능성이 많음을 의미하는 표시자를 조기에 인식시키고, 운동고혈압을 가

진 대상자가 본태성 고혈압으로 이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간호사가 효과

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운동중 급격하게 수축기 혈압이 상승되는 성인을 대상으로 운동고

혈압의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운동고혈압의 유병율을 파악한다.

   2. 운동고혈압의 관련요인을 분석한다. 

   3. 운동고혈압을 가진 대상자의 혈압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C. 용어의 정의

   1. 운동고혈압

   운동고혈압은 운동의 반응으로 수축기 혈압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Franz, 

1985) 본 연구에서는 안정시에는 혈압이 140/90mmHg 이하 으나, 트레드 을 이

용하여 증상 제한적 최대 운동부하검사시 상완에서 측정된 최고 수축기 혈압이 

남자의 경우 210mmHg을 초과하고, 여자의 경우 190mmHg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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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동부하검사

    운동부하검사는 관상동맥의 허혈성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혈압과 심전도

의 감시 하에 주로 ST분절의 병리적인 변화와 예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검

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중 혈압 반응을 보기 위해 GE(General Electric)사의 

트레드  CASE 8000을 이용하여 Bruce 프로토콜로 증상 제한적 최대 운동부하검

사를 실시하 고, 운동중단 시점은 Borg의 자각피로도와 미국스포츠 의학회

(ACSM;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에서 제시한 운동중단 사유에 따라 

결정되었다. 

   12유도 심전도가 운동 전과 운동 중 매 1분마다 그리고 회복기에는 매 2분마

다 얻어졌다. 혈압은 좌측 상완에서 자동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고, 측정값이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숙련된 검사자가 수은혈압계를 통하여 재 측정하

다. 혈압은 운동전과 운동중 매 3분마다 그리고 최대 운동시 측정되었으며, 회복

기에는 매 2 분마다 회복기 4-8분까지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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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 헌 고 찰

A. 운동고혈압

운동고혈압이란 용어는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되었으나 가장 지속

적으로 신뢰성 있게 사용된 기준은 운동에 대한 과도한 수축기 혈압의 반응을 의

미하는 것으로(Franz, 1985) Framingham Heart Study(1992)에서는 최고 운동에서 

남자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210mmHg를 초과하고, 여자의 경우 최고 수축기 혈압

이 190mmHg를 초과할 때로 정의되었다. (Allison et al, 1999)

표 1. 선행연구의 운동고혈압 기준

 Author            Subjects with          Test Type          Criteria of Exercise Hypertension
                Exercise Hypertension

Dahms et al          56 males         Treadmill          BP>225/90mmHg to max WL 

Davidoff et al       30 males of     Bicycle ergometry/     SBP>200 and /or DBP>90mmHg

                   721 aircrews        Treadmill              to 70% age predicted max HR

Dlin et al           75 males       Bicycle ergometry     SBP>200 and/or increase in DBP of 

                                                            10mmHg to submax WL 

Jackson et al        114 males          Treadmill          SBP>230 and/or DBP >110mmHg
                                                            to 90% of age predicted max HR

Lauer et al        196 subjects of       Treadmill          SBP>210 in men/ SBP>190 in women
                594 CAD patient

Manolio et al      687subjects of        Treadmill         SBP>210 in men / SBP>190 in women or
               3741males and females                95th percentile for separate reference population 

Kyung Jun Park      22 males       Bicycle ergometry     SBP>210mmHg to 70-85% of 

     et al                                                  age predicted max HR

Jong Hyun Cho      47 males          Treadmill         SBP>230mmHg and/or DBP>110mmH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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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반응은 운동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골격근의 수축과 

심박출량의 증가 등 다양한 기전에 의하여 수축기 혈압과 맥박은 증가하지만 이

완기 혈압은 유지되거나 말초혈관의 이완으로 약간 떨어지게 된다.(Kremser et al, 

1986; Wolthuis et al, 1977; Manolio et al, 1994) 일반적으로, 정상인에서는 운동

중 심박출량의 증가가 말초저항의 감소보다 커서 수축기 혈압 및 평균혈압의 상

승을 초래하지만 고혈압 환자에서는 말초저항의 상승이 심박출량의 증가를 능가

하여 운동중과 운동후 이완기 혈압의 상승을 포함하여 보다 심한 혈압의 상승을 

초래한다.(조종현 등, 1997)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동안 과도한 혈압반응이 생길 때

의 잠재적인 위험성은 만성적인 장기 손상이나 급성 심혈관문제의 발생일 것이나 

이에 관해서는 잘 알려진 것이 없다.(Palatini, 1998) 

 운동고혈압의 발생정도에 관하여 박경준 등(1997)은 심혈관질환이 없는 성인남

자 107명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운동부하를 한 연구에서 20%가 운동고혈압

임을 보고하 고, 3741명의 젊은 흑인과 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남자

의 20.6%와 여자의 11.2%를 포함하여 총 대상자의 18%에서 운동고혈압이 나타났

으며 5년의 추적결과 4.9%에서 안정시 고혈압이 발생하 고 이는 정상혈압을 가

진 대상자에 비해 1.7배나 많은 숫자 다고 보고하 다(Manolio et al, 1994). Dlin  

등(1983)은 건강한 젊은 성인 중에서 운동중 과도한 혈압반응을 보이는 75명을 대

상으로 5.8년의 추적결과 정상혈압 군에서 나타나지 않은 안정시 고혈압이 운동고

혈압 군에서 10.6% 발생했으며, Franz(1982)는 173명의 남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운동고혈압이 있는 경계치 고혈압의 97%가 4년 내에 본태성 고혈압으로 

발전되었다고 보고하 다.

B. 운동고혈압의 기전 및 관련요인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운동고혈압의 기전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

으나(장혁재 등 2002),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가능한 기전은 운동 중 총 말초저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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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장애가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운동중 혈압의 가파른 상승은 동

맥 순응성이 부족함을 의미하여 더 진행된 동맥 경화성 질환이나 구조적 혈관 변

화를 추측하게 한다. 또 다른 이유로 총 말초저항에는 이상이 없으나, 정상 맥박

수에 심박출량이 증가되어 있고 혈장내 레닌 활성도와 코티졸이 약간 상승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라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고혈압에 유전적 경향이 신체적 스트레

스와 운동하는 골격근의 혈관 이완능의 압력 반응에 차이를 야기 시킨다는 가설

도 있다고 보고하 다. (Palatini,1998)

 고혈압환자 117명을 대상으로 운동중 과도한 혈압반응이 있는 군과 없는 군을 

심장초음파로 비교하 을 때 좌심실비대는 최대 운동시 수축기 혈압과 가장 상관

관계가 높았고, 운동 부하시 과도한 혈압반응을 보인 군에서 유의하게 동반되었

다.(김학진 등, 2001) 장혁재 등(2002)은 건강검진 대상자중 심혈관질환의 과거력이 

없으며 운동부하 검사 중 과도한 수축기 혈압 상승을 보이는 환자 25명을 대상으

로 상완동맥의 내피세포 의존적, 비의존적 혈관확장 정도와 심초음파를 실시하여 

운동고혈압 군에서는 내피세포 의존적 혈관확장이 감소되어 있어 이는 혈압상승

이 내피세포의 기능장애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고하 다.     

박 경우 등(2002)은 당뇨병 혹은 당대사 이상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서 급성 고

혈당을 유발하 을 때 내피세포의 기능장애가 유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동고혈압의 관련요인에 관해 심혈관질환이 없는 성인남자 107명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 운동부하를 주면서 연구한 박경준 등(1997)은 운동고혈압의 유의

한 관련요인은 없으며, 운동에 의한 수축기 혈압의 상승은 단지 안정시 수축기 혈

압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다. 조종현 등(1997)은 운동고혈압 군 47명을 대

상으로 트레드 을 이용한 운동부하검사 결과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 고 도콜

레스테롤이 운동고혈압군에서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 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최소 5분 이상을 운동한 4907명을 대상으로 운동중 혈압과 

맥박의 예후성을 연구한 Filipovsky 등(1992)은 연령, 흡연, 총콜레스테롤, 체질량 

지수가 수축기 혈압에 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 다. 연령은 안정시 수축기혈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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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5분 후 수축기혈압 그리고 그 두 혈압의 차이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흡연

은 안정시 수축기 혈압과는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으나 운동 5분 후 혈압과 두 혈

압의 차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총콜레스테롤은 안정시 수축기혈압과 주

로 관련이 있었고, 체질량 지수는 안정시 수축기 혈압과 더 관련이 있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과 성별에 따라 후향적으로 진행된 운동고혈압 

연구에 의하면 운동중 과도한 혈압 반응은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며, 연령과 양

의 상관관계가 있고 이러한 남녀 차이는 40대에는 감소하는 것 같다고 보고되었

다.(Daida et al, 1996)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중 동맥이완의 부족과 혈관벽의 경직성 때문에 나

이든 대상자는 젊은 대상자에 비해 운동중 전신의 세동맥저항을 감소시키지 못하

고, 동맥저항의 증가 또한 나타난다. 성별 관련 차이는 안정시 수축기 혈압에 의

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남자는 여자에 비해 운동중 심박출량이 많기 때

문이라는 가능성으로 체중과 체표면, 체지방을 보정한 후 차이가 감소했다는 연구

가 이를 뒷받침한다.(Gleim et al, 1991) 또한, 여성에게서는 여성호르몬 치료를 받

는 폐경 여성에서 혈압이 낮고 혈관 확장능이 좋은 것을 보여 호르몬성 기전이 

성별 차이를 일으키고 연령-성별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Daida et 

al, 1996; Martin, 1991) 통계적 분석에 의해 10년의 연령증가는 4.8mmHg의 혈압

상승을 야기하고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16.2 mmHg가 더 높게 예측되었으며 흡연

자의 경우 3.5mmHg, 체표면 0.1m2당 2.3mmHg의 상승이, 운동시간은 Bruce 프로

토콜시 분당 0.8mmHg의 상승을 예견하 다. (Daida et al, 1996)    

 Lauer 등(1992)은 860명의 여성과 1118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운동 중 최고 수

축기혈압이 남성의 경우 210mmHg초과, 여성의 경우 190mmHg를 초과했을 때 

운동고혈압이라 정의하 고 운동고혈압군에서는 좌심실질량이 정상군에 비해 10%

증가되어 있었고 좌심실 비대가 더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운동고혈압과 좌

심실질량과의 관계는 연령, 안정시 수축기혈압, 체질량 등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 다.

   운동에 대한 혈압반응을 다양하게 보고한 것은 대상자의 다양성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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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진다. 어떤 연구자는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 으나 한가지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고 대부분은 성별, 연령, 교육, 체중과 평소운동량을 통제하지 못했

다. 연령, 성별, 교육, 체중, 음주량, 평소운동량, 복약은 독립적으로 의미있게 운동

중 혈압반응에 향을 준다.(Benbassat and Froom, 1986) 또한, 새로운 연구는 운

동강도(fitness level)가 운동에 대한 혈압의 반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등

도의 유산소 운동훈련이 운동동안의 극심한 혈압반응을 약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제안한다.(Kokkinos, 2000) 

    최근의 연구에서는 운동고혈압을 연령, 성별, 흡연, 혈중지질, 당뇨 등과 동등

하게 중요한 고혈압의 위험인자 중의 하나로써 연구하기도 하 다.(Allison et al, 

1999)

C. 운동고혈압의 예측성

 고혈압의 발달은 cold pressure test(Wood et al, 1984)나 정신적 도전

(Fredrikson, 1991)이나 신체적 운동(Benbassat & Froom, 1986; Chaney & Eyman, 

1988; Davidoff et al, 1982; Dlin et al, 1983; Brorson et al, 1978)과 같은 다양한 

원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혈압반응에 의해 더 잘 예견된다고 보고되었다.(Palatini, 

1998, 재인용)

   721명의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운동에 대한 혈압 반응을 보기 위해 15년을 

추적한 연구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200mmHg를 초과하고 이완기 혈압의 상승이 

있는 경우를 운동고혈압이라 정의한 결과 대상자의 17%에서 고혈압의 발달을 예

견할 수 있어 높은 특이성이 있으나 민감성이 낮음을 보고하 다.(Davidoff et al, 

1982)

   다른 연구에서는 거의 6METs( Metabolic Equivalents; 1MET= 3.5ml of O2 

/kg/min)의 운동강도에서 수축기혈압이 200mmHg을 초과하는 것이 안정시 혈압

보다 심혈관계 질환 유병율과 사망률의 유력한 예측자로 보고되었다.(Kokkinos, 

2000; Mundal et al, 1996; Filipovsky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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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운동 및 회복기중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초기 고혈압 발달에 관

련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운동부하검사 결과 정상적인 혈압반응을 보이는 대규모

의 중년을 대상으로 8년을 추적한 연구에서는 남성의 22% 여성의 16%에서 새로

운 고혈압이 발생했다. 운동중 2단계인 6분에 측정한 운동중 혈압과 회복기 3분에 

측정된 회복기 혈압으로 볼 때 운동중 과도한 이완기혈압 반응은 남,녀 모두 초기 

고혈압 위험을 예견하 고, 증가된 회복기의 수축기혈압은 남성의 경우 고혈압에 

예견적이었다. 안정시 수축기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운동중 이완기혈압과 회복기의 

수축기 혈압 반응 보다는 새로 시작되는 고혈압과 강한 관련성이 있었다. (Singh 

et al, 1999) 

   운동고혈압의 예견성이 제한점을 가지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운동고혈압의 반

응을 보이는 대상자의 38.1%에서 89.3%가 고혈압으로 발전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Benbassat & Froom, 1986) 많은 연구자들은 운동에 대한 혈압반응이 미래 고

혈압에 16-46%의 낮은 민감성(sensitivity)과 87-95%로 비교적 좋은 특이성

(specificity)을 보 는데(Banbassat & Froom, 1986; Davidoff et al, 1982; Wilson 

& Meyer, 1981; Jackson et al, 1983), 이는 주로 대상군의 차이에서 기인되며 대부

분의 연구들이 성별, 체중, 신체적성(physical fitness), 교육정도, 음주, 약물 등을 

통제하지 못했고, 운동부하시 일정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아 작용능력(working 

capacity)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상승된 혈압반응의 상이한 정의 때문이라고 보고

했다. (Palatini, 1998) 

   운동고혈압은 고혈압 이외의 다른 심혈관질환의 유병율 및 사망률과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운동중 혈압의 상승과 뇌졸중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에 의하면 관상

동맥질환을 가지지 않은 1026명의 남자대상자를 평균 10.4년 추적한 결과 운동중 

분 당 19.7mmHg 를 초과하게 수축기 혈압이 상승한 대상자는 뇌졸중의 위험율이

2.3배 증가해 있었고, 운동 후 2분의 최대 수축기 혈압 비율(회복 2 분의 수축기 

혈압을 최고 수축기 혈압으로 나눈 것)은 뇌졸중의 위험율 4.6배의 증가와 관련이 

있어 운동부하검사를 뇌졸중을 예견하는 부가적인 도구로의 이용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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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l et al, 2001)

   4907명의 대규모 대상자에게 자전거를 이용하여 적어도 5분 이상의 운동부하

를 가한 연구에서는 연령, 흡연, 총콜레스테롤, 체구성, 심전도상 좌심실비대와 활

동량을 통제한 후 운동중 수축기혈압의 과도한 반응은 총사망률과 심혈관계 사망

률과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했고, 반면 이완기 혈압의 변화나 심박수의 증가

는 관계가 없었다. (Filipovsky et al, 1992) 

   Mundal 등(1994)은 40-50대의 남자 1999명을 대상으로 하여 16년 간의 추적연

구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운동시 측정된 수축기혈압이 심혈관계 사망률과 강한 관

련이 있음을 보고하 고,  Gosse 등(1989)은 최대 운동중 혈압은 안정시 혈압보다 

더 좋은 예후적 지시자 임을 제시하 다. 

   반면, Fagard 등(1991)은 11년 간의 추적결과 총사망률과 심혈관계 사고에 관

한 예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운동고혈압에 대한 관상동맥조 술의 의미와 

예후적 측면의 연구에서는 운동고혈압을 가진 환자가 심한 심혈관질환을 덜 가지

고 사망률도 감소하여 운동고혈압이 긍정적 예후인자라고 하 다(Lauer et al, 

1995). 또한, 운동고혈압을 가진 환자들은 핵의학 검사상 thallium perfusion이상이

나 극도의 이상을 덜 가지고 있었고, 이 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운동후 혈압 감

소가 지연되는 것은 운동부하검사중 ST분절 하강보다 더 유의하게 관상동맥질환

의 진단에 잘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Cambell et al, 1999; Stein et al, 2001)

   한 가지 이상의 심근경색증의 과거력을 가진 남자의 운동에 의한 수축기 혈압

의 증가와 3년 동안 사망률을 연구한 Naughton 등(2000)은 달성한 운동량과는 상

관없이 최고 운동시 혈압이 140mmHg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140mmHg이상인 

군에 비해 사망률에 유의한 증가가 있으며 이 군에서는 운동훈련이 높은 사망률

을 감소시키지 못했다고 하여 운동중 수축기 혈압의 증가에 긍정적인 면을 보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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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 구 방 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운동고혈압을 가진 대상자의 혈압의 변화추이와 운동고혈압의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후향적 설계의 조사 분석 연구이다. 

B.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건강검진 중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한 모든 대상자를 표적모

집단으로 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A대 부속병원 건강증진

센터에서 운동부하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한 대상자를 근접모집단으로 493명을 조

사하 다. 안정시에는 정상혈압 이었으나 운동부하검사시 결과가 1회 이상 운동고

혈압으로 나타난 대상자 45명과 비교군으로는 운동부하검사에서 3회 이상 지속적

으로 정상혈압반응을 보인 대상자 48명을 추출하 다. 

   진단 받은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에 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C. 자료수집 도구 및 방법

 

   운동부하검사 기록지 및 객관적 검진 자료와 생활습관에 대한 설문지를 분석

하 다.

   운동부하검사에서는 안정시 수축기/이완기 혈압과 맥박, 최고 운동시 수축기/ 

이완기 혈압과 맥박, 운동량, 운동시간을 조사하 다. 객관적 검진자료로는 혈중 

지질(T-CHOL, HDL, LDL, TG)과 혈당, 신체계측(체질량지수, 허리둘레)을 이용하

다. 생활습관에 관한 설문지는 음주, 흡연, 운동, 식이, 과거력 등을 포함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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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었다. 

D.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고 SPSS 11.0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통계 처리하 다.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운동고혈압의 발생정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 다.

   2. 운동고혈압을 가진 대상자의 특성(일반적사항, 객관적 검사자료, 생활습관)을 

찾기 위해 운동고혈압군과 정상군과의 각 항목의 평균 차이를 X
2
-test와 T-test로 

비교하 다.

   3. 운동고혈압의 관련요인과 요인들의 향력을 보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

으로 분석하 다.

   4. 운동고혈압을 가진 대상자의 혈압의 변화 경향은 Kruskal-wallis test를 이용

하여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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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 구 결 과

   본 연구의 결과는 운동고혈압군과 정상혈압군간의 고혈압 위험 변수들을 비교

하여 운동고혈압의 특성을 파악하고, 운동고혈압의 관련요인을 분석하 다.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93명으로 운동고혈압군 45명, 비교군 48명이었다. 

   성별은 전체 대상자 93명 중 54명(58.1%)이 남자, 39명(41.9%)이 여자로 운동고

혈압군은 28명(62.2%)이 남자, 17명(37.8%)이 여자 고, 정상혈압군은 남자가 26명

(54.2%), 여자가 22명(45.8%)이었다. 연령의 분포는 37세에서 60세까지 으며, 평균

연령은 운동고혈압군 48.28세 정상혈압군 49.95세이고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결혼상태로는 운동고혈압군 41명(91.1%), 정상혈압군 35명(72.9%)이 기혼으로 

역시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교육정도는 대졸이상이 운동고혈압군 29명(64.5%) 정상혈압군 26명(54.2%),  고

졸이 각각 12명(26.7%) 18명(37.5%)이었고, 직업은 주부와 사무,관리직 순으로 나

타났으며 운동고혈압군은 각각 14명(31.1%), 16명(35.5%)이고, 정상혈압군은 각각 

19명(39.6%), 10명(20.8%)으로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흡연여부는 운동고혈압군과 정상혈압군에서 각각 흡연경험 없음이 20명

(44.4%), 28명(58.3%), 흡연 19명(42.2%), 15명(31.3%), 금연 6명(13.3%), 5명(10.4%)

순으로 두 군 모두 흡연경험 없음이 가장 많았고, 음주여부에서는 운동고혈압군과 

정상혈압군에서 각각 음주가 32명(71.1%), 26명(54.2%)이었고, 금주가 13명(28.9%), 

22명(45.8%)으로 두 군의 차이는 없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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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3

변수        

  운동고혈압군        정상혈압군

     (n=45)             (n=48) x
2
       p

     실수(%)           실수(%)

성별       남              28(62.2)         26(54.2)       .619        .431

           녀              17(37.8)         22(45.8)

연령       40세 미만        6(13.3)           1(2.1)      4.334       .114

           40-50세 미만    18(40.0)          20(41.7)

           50-60세 미만    21(46.7)          27(56.2)

 

결혼상태   미혼            0(0.0)             0(0.0)       7.032      .071

           기혼           41(91.1)           35(72.9)

           기타            4(8.9)            13(27.1)

교육정도  고졸            12(26.7)           18(37.5)      1.956      .855

          대졸이상        29(64.5)           26(54.2)

          기타             4(8.8)             4(8.3)

직업       주부           14(31.1)           19(39.6)      4.924      .841

           사무,관리직     16(35.5)           10(20.8)

           현장직          5(11.1)            7(14.6)

           기타           10(22.1)           12(25.1)          

흡연여부   흡연           19(42.2)            15(31.3)     1.820      .611

           금연            6(13.3)             5(10.4)

           경험없음       20(44.5)            28(58.3) 

음주여부   음주           32(71.1)            26(54.2)     4.453      .217

           금주           13(28.9)            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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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운동고혈압의 유병율

   총 대상자 93명의 수축기 혈압은 운동전 안정시에 평균 121.27mmHg에서  최

고 운동시에는 평균 192.42mmHg로 상승하 다. 최고 수축기 혈압의 평균은 남자

에서는 201.30mmHg, 여자에서는 180.13mmHg으로 남자에게서 높았다.

   운동에 대한 과도한 수축기 혈압 반응은 최고 운동시 수축기 혈압이 남자의 

경우 210mmHg를 초과하고 여자의 경우 190mmHg를 초과한 경우로 하 으며 근

접모집단 493명중 45명으로 9.1%의 유병율을 보 다. 

   운동고혈압군의 최고 수축기 혈압의 평균은 220.93mmHg이며, 남자에서는 

226.93mmHg, 여자에서는 211.06mmHg으로 남자에서 높았다.<그림 1> 전체 대상

자는 남자 54명(58.1%), 여자 39명(41.9%)으로 남자가 약간 많았는데, 운동고혈압

군 역시 남자가 28명(62.2%), 여자가 17명(37.8%)으로 남자가 높은 비율을 보 다.  

   연령에서도 전체 대상자에서와 같이 5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 30대의 순이었

다. 

        

  

        

 

  

        

                그림 1. 운동중 최고 수축기 혈압

201.3

226.93

173.69
156.23

211.06

180.13

0

50

100

150

200

250

총대상자 운동고혈압군 정상혈압군

mmHg 남

여



- 17 -

 C. 운동고혈압의 특성 

   운동고혈압군과 정상혈압군간의 관상동맥위험인자와 운동부하검사를 통해 얻

어진 변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하루 평균 흡연량은 운동고혈압군이 9.08개피, 정상혈압군이 9.41개피 다. 일

상생활의 활동량을 안정상태를 의미하는 1점부터 심한 활동의 5점까지로 자가보

고한 활동정도는 운동고혈압군이 1.76점, 정상혈압군이 1.60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공복혈당은 운동고혈압군에서 112.40mg/dl 정상혈압군에서 99.06mg/dl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지질검사에서는 고 도 콜레스테롤이 각각 

50.09mg/dl, 53.50mg/dl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총콜레

스테롤과 중성지방, 저 도콜레스테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신체계측 비교 결과 체중과 체질량지수가 운동고혈압군에서 68.65kg, 

24.60kg/m2, 정상혈압군에서 63.48kg, 23.23kg/m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p< .05), 허리둘레는 두 군에서 각각 81.90cm, 78.54cm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두 군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던 운동시 최고수

축기 혈압은 운동고혈압군에서 220.93mmHg, 정상혈압군에서 165.09mmHg으로 

큰 차이를 보 으며(t=15.231, p<.001), 최고 이완기 혈압에서도 운동고혈압군 

105.76mmHg, 정상혈압군 89.44mmHg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3.536, p<.001) 

그러나,  운동시 최고맥박은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

   안정시 수축기혈압은 운동고혈압군에서 125.98mmHg, 정상혈압군에서 

116.85mmHg, 안정시 이완기혈압은 운동고혈압군에서 81.67mmHg, 정상혈압군에

서 77.19mmHg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 .001, p<.05) 운동량과 운동시간은 

운동고혈압군에서 11.19METs, 9분 23초, 정상혈압군에서 11.78METs, 9분 54초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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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관상동맥 위험인자와 운동부하검사 비교                            N=93

변수      

  운동고혈압대상군      정상혈압군

      (n=45)              (n=48)       t        p

     M±SD              M±SD

흡연량             9.08 ± 10.89        9.41 ± 12.76         -.131     .896

활동정도           1.76 ± 1.04          1.60 ± 0.85          .728     .469

공복혈당         112.40 ± 41.96        99.06 ± 8.05         2.096     .041*

총콜레스테롤     200.31 ± 28.85        201.90 ± 31.40       -.253     .801

중성지방         134.18 ± 67.64        125.69 ± 70.03        .594     .554

고 도콜레스테롤  50.09 ± 10.72         53.50 ± 10.79       -.153     .130

저 도콜레스테롤 123.39 ± 25.52        123.26 ± 30.06       .022      .982

체중              68.65 ± 11.37         63.48 ± 9.71        2.362     .020*

체질량지수        24.60 ± 2.99          23.23 ± 2.41        2.437     .017*

허리둘레          81.90 ± 10.31         78.54 ± 6.87       1.783      .079

안정시수축기혈압 125.98 ± 10.19        116.85 ± 10.33      4.285      .000**

안정시이완기혈압  81.67 ± 6.35          77.19 ± 5.76       2.511      .014*

안정시맥박        66.93 ± 8.57          65.54 ± 9.24       .752       .454

운동량            11.19 ± 1.39          11.78 ± 1.65      -1.867      .065

운동시간         563.20 ± 75.03        593.77 ± 92.47     -1.744      .085

*p<.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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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운동고혈압의 관련요인

   운동고혈압의 발생에 향력 있는 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해 정상혈압군과  운

동고혈압군에서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운동고혈압군과 정상혈압군에서 차이를 보이는 변수 중 유의수준 0.1 미만  

(p<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안정시 수축기 혈압, 안정시 이완기 

혈압, 체질량지수, 체중, 공복혈당, 운동량, 운동시간, 허리둘레 중에서 의미상 체

질량지수와 중복되는 체중과 의미상 운동량과 중복되는 운동시간을 제외하 다.

   안정시 수축기 혈압, 안정시 이완기 혈압, 체질량지수, 공복혈당, 운동량, 허리

둘레 변수들의 평균치를 중심으로 평균 이상 그룹과 평균 미만의 두 그룹으로 분

류하여 로지스틱 모델에 포함한 결과 안정시 수축기 혈압과 체질량지수, 공복혈당

이 운동고혈압의 발생에 유의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두 그룹간에 변수별로 상대적인 위험도를 추정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125.98mmHg이상인 경우는 125.98mmHg 미만보다 운동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3.6 

배가 많았고, 체질량지수가 24.60kg/m2 이상인 경우는 24.60kg/m2 미만인 경우보

다 2.6배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복혈당이 112.40mg/dl 이상인 경우는 

112.40mg/dl 미만보다 7.6 배의 운동고혈압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표 5>

표 5. 운동고혈압의 관련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 수 Odds Ratio 95% C.I.

안정시

수축기혈압

≥125.98mmHg

<125.98mmHg
3.600 1.350 - 9.601

체질량지수
≥24.60kg/m2

< 24.60kg/m2
2.651 1.007 - 6.984

공복혈당
≥112.40mg/dl

<112.40mg/dl
7.647 1.405 - 4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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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운동고혈압의 예후적 고찰

   운동고혈압을 가진 대상자 45명의 혈압변화를 보기 위해 운동고혈압 이후에 

혈압추적이 된 25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운동고혈압 이후에 정상의 혈압으로 되

돌아 온 경우가 12명(48%), 운동고혈압이 지속되는 경우가 4명(16%), 운동고혈압 

후 안정시에도 고혈압의 소견을 보인 대상자가 9명(36%)이었다. 

   상이한 예후를 가지는 대상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Kruskal-Wallis test로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관상동맥질환 위험인자 그리고 신체

계측 및 운동부하검사를 비교하 다. <표 6>

   세 군간의 비교에서 중성지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x
2
= 

6.802, p=.033) 운동고혈압 후 정상혈압으로 되돌아 온 군에서는 중성지방이 

200mg/dl 미만인 대상자가 11명(91.7%)이 있었고, 고혈압으로 발전된 군에는 

200mg/dl 미만인 경우가 4명(44.4%)이고, 200mg/dl 이상인 대상자가 5명(55.6%)

으로 중성지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2.346, P=.019)  

   그 외에도 연령의 경우 정상혈압으로 돌아온 군에서는 50세 미만이 9명(75.0%)

이었고, 고혈압으로 이완된 군에서는 50세 이상이 6명(66.7%)으로 차이를 보 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x
2
=5.282, p=.071) 비교한 많은 변수들 중에서 총

콜레스테롤, 고 도콜레스테롤, 저 도콜레스테롤에서도 수치상으로 차이를 보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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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운동고혈압 후 혈압변화                                        N=25

안정시 맥박 70.92±8.89 69.50±5.80 65.56±7.62 1.505 .471

최고수축기혈압 217.17±13.00 218.00±15.12 215.78±15.90 .029 .985

최고이완기혈압  96.25±19.55 93.25±9.74 108.44±27.50 .330 .848

최고맥박 166.17±12.70 154.75±9.50 158.11±11.10 3.997 .136

운동량 10.73±1.73 11.05±1.07 10.51±0.56 .400 .819

운동시간 535.25±96.72 562.50±51.44 526.00±73.87 .971 .615

  *p< .05

변수

운동고혈압-

정상

(n=12)

운동고혈압-

운동고혈압

(n=4)

운동고혈압-

안정시고혈압

(n=9)

x
2

p

M±SD M±SD M±SD

연령 46.02±5.71 53.69±5.99 50.06±6.30 5.282 .071

흡연량 9.52±12.23 4.11±8.21 11.12±11.83 1.397 .497

활동정도 2.09±1.30 2.25±0.96 1.86±0.90  .346 .841

공복혈당 124.58±43.88 100.25±4.03 103.89±10.35 1.313 .519

총콜레스테롤 201.58±23.06 181.50±11.27 213.44±35.23 4.121 .127

중성지방 114.75±48.741 98.75±35.51 203.33±92.05 6.802 .033*

고 도

콜레스테롤
51.08±9.64 51.50±7.33 46.78±7.78 3.080 .214

저 도

콜레스테롤
127.55±23.20 110.25±11.97 126.00±27.96 3.129 .209

체중 66.73±9.40 70.28±17.70 71.80±11.86 .407 .816

체질량지수 24.10±2.90 25.45±4.00 25.94±3.26 1.953 .377

허리둘레 79.91±9.54 84.25±9.95 84.89±10.14 1.151 .562

안정수축기혈압 127.25±8.56 125.50±9.75 127.56±8.32 .113 .945

안정이완기혈압 81.83±5.69 84.00±4.55 82.22±5.31 .330 .848



- 22 -

V. 논 의

A. 운동고혈압의 관련요인

   정상인에 있어 운동시 이완기 혈압은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는데 반해 수축

기 혈압은 상승한다.(Brorson et al, 1978) 운동시 혈압이 상승되는 대상자에 있어

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상승은 정상인보다 더 많은 상승을 보이는 경향

이 있다.(Brorson et al, 1978; Taylor et al, 1978) 

   본 연구는 운동중 과도하게 수축기 혈압의 상승을 보이는 대상자의 특성을 알

아보고 이러한 변화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일개 대학병원의 건강증진

센터에서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한 성인을 대상으로 차트를 통하여 후향적으로 조

사되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9.14세로 주 연령층은 50대 이었고, 성별은 남자 

대상자가 54명(58.1%)이었다. 운동부하검사는 트레드 로 Bruce 프로토콜을 이용

하여 증상 제한 최대운동검사가 실시되었다. 변수로는 운동부하검사를 통해 안정

시 수축기/이완기 혈압과 맥박, 최고 운동시 수축기/이완기혈압과 맥박, 운동량, 

운동시간을 보았고, 객관적 검진 자료로 혈중 지질(T-CHOL, HDL, LDL, TG)과 

혈당, 신체계측(체질량지수, 허리둘레)을 이용하 고, 생활습관에 대하여 자가보고

식 설문지로 음주, 흡연, 운동, 식이, 과거력 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운동고혈압의 유병율은 9.1 %로 선행연구들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 다.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한 Manolio 등(1994)의 연구에서는 운동고혈압이 

18%, 관상동맥질환을 의심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Lauer 등(1995)의 연구에서는 

33%,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박경준 등(1997)의 연구에서는 20%의 빈도를 보 다. 

   Manolio 등(1994)은 본 연구에서처럼 트레드 을 이용하여 운동부하검사를 실

시하 고, 주로 20대의 젊은 백인, 흑인대상자로 안정시 혈압은 남자가 평균 

120.92mmHg, 여자가 110.97mmHg로 본 연구의 대상자 남자 124.31mmHg,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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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5mmHg 보다 낮은 경향을 보 다. 운동고혈압의 기준은 본 연구 기준과 함

께 참고군의 95%이상의 혈압을 가진 경우로 넓게 정의하여 본 연구보다 높은 발

생율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Lauer 등(1995)은 트레드 을 이용하여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고 심혈관조형술

을 받은 대상자에게  본 연구와 동일한 운동고혈압의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

다. 이 연구 대상자는 평균연령이 남자 53세 여자 55세로 본 연구에 비해 나이

가 들었고 관상동맥질환이 있었다. 그리하여, 안정시 수축기혈압이 남자의 경우 

132mmHg, 여자의 경우 130mmHg로 본 연구 대상자에 비해 높았고, 체중 또한 

남자 88Kg, 여자 71Kg로 본 연구 대상자보다 높았다. Lauer 등 연구의 운동고혈

압의 높은 발생율은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혈압은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최근의 연구에서  김현창 등(1999)은 

주요 위험요인으로 높은 기저혈압수준 및 체질량지수와 체중 또는 체질량지수의 

증가를 보고하 다. 그 외에도 기존연구에서 밝혀진 위험요인으로는 성별, 나이,  

맥박수, 음주, 혈당, 혈청 총콜레스테롤 농도, 인종, 거주지역 등이 있었다.(Kannel, 

1986; Jones et al, 1994; Jousilahti et al,  1995; Dyer et al, 1999) 

   그러나, 운동고혈압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추후에 나타날 변화의 전구증

상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운동고혈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

이 운동고혈압의 예후에 초점을 가지고 이루어 졌고(Davidoff et al, 1982; Dlin et 

al, 1983; Mundal et al, 1994; Filipovsky et al, 1992), 관련요인에 관하여서는 간

단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선택된 운동고혈압군과 정상혈압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점은 안정시 수축기 혈압, 안정시 이완기 혈압, 체중과 체질량 지수, 공복혈

당이었다. 

   안정시 혈압이 미래 고혈압의 강력한 예견자라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언급되어졌다.(Singh et al, 1999; Manolio et al, 1994; Goble & Schieken, 1991)    

   Paris prospective study I 결과에서는 운동중 수축기 혈압의 상승은 안정시 수

축기혈압과 양의 상관관계(r=.104)가 있었고(Filipovsky et al, 1992), 운동고혈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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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인에 관한 박경준 등(1997)의 연구에서도 안정시 수축기 혈압만이 운동고혈

압과 상관관계(r=.101)가 있었다. 

   또한, Manolio 등(1994)도 운동에 과도한 혈압반응을 보이는 사람일수록 안정

시 수축기 혈압이 높고, 안정맥박이 낮고, 음주량이 많고, 활동점수가 많고, 비만

하 다고 하여 안정시 수축기 혈압과 운동고혈압의 관련성을 언급하 다. 조종현 

등(1997)은 안정시에는 정상혈압이었으나 운동부하시 수축기 혈압이 230mmHg이

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110mmHg이상으로 상승한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

에서 안정시 심박수와 안정시 수축기 혈압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도 안정시 수축기 혈압이 125.98mmHg 이상인 경우에

는 그 미만인 경우에 비해 운동고혈압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가 3.6배 다.

   안정시 혈압과 고혈압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는 코호트 연구 시작 시점에서 

높은 정상혈압 범위에 드는 사람은 정상혈압인 사람에 비하여 남녀 모두에서 고

혈압 발생위험이 높았고, 체질량지수수준, 체질량지수의 변화, 연령, 맥박수 등 다

른 위험 요인을 보정하면 높은 정상혈압의 고혈압 발생에 대한 비교위험도는 더

욱 커져서 남자에게는 3.90, 여자에서는 12.72로 증가하 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

한 수준이었다고 관련성을 보고하 다.(김현창 등, 1999)

 

   안정시 이완기혈압은 수축기 혈압과는 달리 운동고혈압과 직접적인 관련을 언

급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Singh 등(1999)은 안정시 수축기 혈압과 안정시 이완기 

혈압은 운동시 이완기 혈압이나 회복시 수축기 혈압보다는 새로 시작되는 고혈압

에 강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 다. 반면, Dlin 등(1983)은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추적 후 혈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운동시 최고 이완기 혈압이 설명력이 14%

인 것에 반하여 안정시 이완기 혈압은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안정시 이완기 혈압

의 약한 관련성을 언급하 다. 그러나, 운동부하검사를 하지 않고도 쉽게 사정할 

수 있다는 용이성이 있으므로 안정시의 이완기혈압은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혈압 다음으로 운동고혈압군과 정상혈압군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체중과 체

질량지수이었다. 본 연구에서 운동고혈압군의 체중은 평균 68.65kg, 체질량 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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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kg/m
2
으로 비만은 아니었다. 박경준 등(1997)은 운동중 수축기 혈압의 상승

은 연령, 체질량지수, 그리고 그 외의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 등과는 관계가 없

었다고 하 고, Filipovsky 등(1992)에 의하면 체질량지수는 운동 5분 후에 측정된 

운동시 수축기 혈압보다는 안정시 수축기 혈압과 더 관련이 있었다고 하여 본 연

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 다.

   운동고혈압과 체중이나 체질량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룬 연구는 없으나 고혈

압과 체질량의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체중은 여러 단면조사연구와 전향적 관찰연구들을 통해 혈압과 직접적인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확인된 상태이다.(TOHP, 1992; Applegate et al, 1992)  

   체질량지수는 구하기가 쉽고 비교적 체지방을 정확히 반 할 수 있어 임상에

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김은주, 1998), Koich 등(1990)은 체질량지수와 혈압

과의 관계에서 체질량 지수가 수축기, 이완기 혈압과 독립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고 하 고, 1980년에 시행된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NHANES)II에서 혈압은 비정상의 체질량 지수와 관련이 있었다. Van 

Itallie(1985)는 체질량지수가 남자 27.8 kg/m2, 여자 27.3 kg/m2이상인 사람에서 

고혈압의 위험도가 약 3배정도 높으며 특히 젊은 연령군에서는 그 위험도가 5.6배

로 증가한다고 하 다. 체질량지수가 높은 군은 낮은 군에 비해 남녀 모두에서 고

혈압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으며 연령, 맥박수, 혈압수준, 체질량지수 변화를 보정

하면 비교위험도는 더욱 커졌다.(김현창 등, 1999) 또한, 기저 체질량지수수준 및 

관찰기간 동안 체질량지수의 증가는 기저혈압수준과 함께 고혈압의 강력한 위험

인자라고 하여(Wu et al, 1996), 본 연구 대상자의 체질량지수가 높지 않지만 고혈

압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TOMHS(1993)도 경증고혈압군을 대상으로 한 체중감소, 저염식이, 절주 및 운

동요법을 통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개입연구로 혈압이 감소되었음을 보여주

고 있고, 높은 정상군에게 실시한 비약물요법 중 체중감소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TOHP, 1992) 한 것으로 운동고혈압과 체중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공복혈당의 경우 상승폭이 크지 않으면 운동고혈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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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짐작했으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면 운동고혈압군에서 평균 112.40mg/dl, 

정상혈압군에서 99.06mg/dl처럼 정상에 가까운 혈당에서도 두 군간에  유의한 차

이를 가져왔다. 선행연구에서도 Jarret 등(1978)은 수축기 혈압이 남녀 모두에서 당

뇨병인군과 경계역 당뇨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 고, 국승래 등(1997)도 남녀 

모두에서 체질량지수 증가나 허리-둔부 둘레비 증가에 따라 공복시 혈당치가 증가

된 경향을 보 다고 보고하 다. KMIC Study(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Study)에서 공복시 혈당이 126mg/dl 이상인 경우에 고혈압의 비교위

험도는 그 미만인 경우에 비하여 1.6으로 유의한 위험요인 이었다.(서일, 2002)

   Haffner 등(1992)은 정상혈압자를 8년간 관찰하여 고혈압으로 전이된 경우, 관

찰시작 시점인 정상혈압시에도 이미 저 도지단백콜레스테롤, 트리 리세라이드, 

혈당 등이 높았다고 하여 고혈압으로의 발전되기 이전에 이상혈당과 이상지질이 

선행하는 것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운동고혈압의 상대적 위험도는 공복

혈당이 112.40mg/dl 이상인 경우가 112.40mg/dl 미만인 경우에 비해 7.6배가 되

는 것으로 나타나 운동고혈압에 대한 위험도가 가장 큰 것으로 보여졌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고혈압의 소견을 보인 후 다시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한 기

록이 있는 대상자 25명을 추적한 결과 운동고혈압 후 고혈압으로 이완된 대상자

는 9명이었다. 운동고혈압의 의미에 관하여 어떤 연구는 운동시 혈압보다는 안정

시 혈압이 미래의 고혈압 위험과의 강한 관련성이 있음을 관찰하 고(Singh et al, 

1999; Manolio et al, 1994; Goble et al, 1991) 몇몇 연구는 운동시 혈압이 안정시 

혈압보다 고혈압의 강력한 예견자로 제안되었다.(Dlin et al, 1983; Frantz, 1987, 

Wilson & Meyer, 1981)

   Wilson 등(1981)은 2746명의 대상자를 32개월 추적한 결과 높은 혈압반응을 보

인 군에서 약 2배 더 많은 고혈압 발생을 보 다고 보고하 고, Dlin 등(1983)은 

20대의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평균 5.8년의 추적 후에 10.6%에서 비교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고혈압이 발견되었다고 하 다. 본 연구는 2개월에서 2년 6개월

까지의 짧은 기간이 추적된 후향적 연구이므로 고혈압의 유병율을 논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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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25명의 대상자 중 9명이 안정시에도 고혈압의 소견을 보 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운동고혈압 후 정상혈압으로 돌아온 군과 안정시에도 고혈압을 보이는 군간의 

변수의 차이를 보기 위한 분석에서 중성지방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조종

현 등(1997)은 관상동맥질환 위험인자 중에서 중성지방만이 운동고혈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특히, 선행연구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고혈압의 위험

인자 중 교정 가능한 생리적 변수들을 크게 분류했을 때 비만과 관련된 신체계측 

변수와 이상혈당, 이상지질로 구분하 고(이강숙 등, 1998), 신체계측 변수와 혈당

의 상승은 본 연구의 운동고혈압군과 정상혈압군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지질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운동고혈압 후의 혈압의 변화 양상에서 중성지

방을 비롯한 지질이 혈압의 변화 추이가 다른 세 집단 간에  다른 변수들 보다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지질의 관련성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Manolio 등(1994)의 연구에서는 운동고혈압 후 고혈압으로 발전된 사람은 그렇

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운동 지속시간이 짧았다. 그리고 더 높은 안정시 수축기 혈

압과 더 낮은 안정시 맥박을 가지고 있으며 더 비만했다. 최고 수축기 혈압이 

5-6mmHg정도, 최고이완기 혈압이 3-4mmHg 높았지만, 교육정도나 흡연, 고혈압 

가족력 등은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양상은 찾아 볼 수 없었

는데, 혈압이 추적된 대상자가 적어서 일 것이라 판단되었다.

   Dlin 등(1982)은 나이, 체질량지수(BMI), 피지 두께(skinfold thickness), 안정시 

혈압, 안정시 맥박, 운동강도(fitness level), 일상 활동량, 흡연력, 고혈압 가족력을 

통제한 후 두 집단을 추적한 연구에서는 미래 고혈압의 강한 예견자로 운동시 수

축기 혈압이 추후 안정시 혈압을 17.6%를 설명하 고, 다음으로 운동시 이완기 혈

압, 안정시 수축기 혈압, 흡연, 체지방 변화의 순으로 운동시 최고 혈압이 미래 고

혈압의 최적 예견자라고 결론지으면서 운동 중 혈압반응은 고혈압의 부가적인 위

험표시인자를 제공한다고 보고하 다. 

   반면, Lauer 등(1995)은 안정시 수축기 혈압이 높을수록 심각한 관상동맥질환

이 많아지나 운동시 최고 수축기 혈압이 높을수록 심각한 관상동맥질환이 적어진

다고 하여 운동고혈압과 안정시 수축기 혈압의 다른 의미의 관련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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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2년까지 추적한 결과 심각한 관상동맥질환은 운동고혈압군에서 적었고

(14% 대 25%), 안정시 고혈압, 연령, 성별, 운동능력 등을 조정하 을 때도 운동고

혈압군은 심각한 관상동맥질환의 비율이 낮았다고 하 다.   

 

   건강한 성인에서 운동고혈압은 안정시 고혈압으로 발전(Wilson & Meyer, 

1981; Dlin et al, 1983)하거나, 심초음파상 좌심실비대(Gottdiener et al, 1990; 

Lauer et al, 1992)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운동고혈압은 독립적이고 

결과에 반대의 향을 줄지도 모른다.(Filipovsky et al, 1992; Mundal et al, 1994)  

   운동고혈압의 예후적 중요성은 불분명하나(Lauer et al, 1995) 이는 성인 인구

의 10%에서 30%정도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므로 각 관련요인에 관한 심도 깊은 연

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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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장점과 제한점

   본 연구의 장점으로는 운동고혈압이 혈압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인에게

도 상당비율 발생한다는 사실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혈압관리의 중

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많은 성인인구가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추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고 이 또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으로 판단할 때 운동고혈압은 이런 대상자에게 교육을 통한 예방적

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많이 시행되는 운동

부하검사의 효용성을 높여 허혈성 심질환 이외에도 운동중 혈압의 반응과 적절한 

운동량을 결정하는데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함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학병원 검진센터를 이용한 대상자로 일반인구를 대표하기

에는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대표성이 떨어져 발생율에 향을 줄 수 있었다. 

   후향적 설계로 되어 있어 고혈압의 관련요인으로 연구된 변수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고, 사회 경제적 요인이나 생활습관에 관한 요인들의 자료가 미비하여 분석

시 제외시킨 변수가 많았다. 또한, 대상자수가 많지 않아 운동량을 통제하지 않아

서 관련요인을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있었고, 추적기간이 짧아 운동고혈압의 예후

적인 측면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생리학적 변수를 사용하는 연구에서 그렇듯이 본 연구에서도 혈압측정은 측정

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운동중 혈압의 측정은 안정시에 비해 오류의 

정도가 클 수 있다. 운동시 혈압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자동 혈압계와 의심

스러운 경우 숙련된 측정자가 수동으로 측정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변화하는 혈

압을 측정하다 보면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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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A. 결 론

   본 연구는 운동시 급격하게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는 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

하여 운동고혈압의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A대 부속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에서 2000년 4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운동부하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한 사람을 근접모집단으로 운동고혈

압군 45명과 정상혈압군 48명을 임의 추출하 다. 

   연구방법은 대상자의 목록을 확보하여 차트를 분석하 다. 일반적 사항과 운동

부하검사 기록 및 객관적 검진 자료와 생활습관에 대한 설문지를 분석하 다. 운

동부하검사에서는 안정시 수축기/이완기 혈압과 맥박, 최고 운동시 수축기/이완기

혈압과 맥박, 운동량, 운동시간을 조사하 고, 안정시 정상혈압이었으나 운동시 최

고 수축기 혈압이 남자의 경우 210mmHg를 초과하고 여자의 경우 190mmHg를 

초과하 을 때를 운동고혈압으로 정의하 다. 객관적 검진자료로는 혈중 지질

(T-CHOL, HDL, LDL, TG)과 혈당, 신체계측(체질량지수, 허리둘레)을 이용하 고, 

생활습관에 관한 설문지는 음주, 흡연, 운동, 식이, 과거력 등이 포함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11.0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 다. 운동고혈압군과 

정상혈압군의 특성 비교는 X
2
-test와 T-test를 이용하 고, 운동고혈압의 관련요인

은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 으며, 운동고혈압을 가진 대상자의 혈압의 변화 

경향은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운동고혈압은 총 대상자 493명중 45명으로 9.1%의 유병율을 보 다.

남자가 28명(62.2%), 여자가 17명(37.8%)이었다. 평균연령은 48.28세 이고, 평균 최

고 수축기 혈압은 220.93mmHg이었다.

   2. 운동고혈압과 정상혈압군은 안정시 수축기 혈압, 안정시 이완기 혈압, 체질

량지수, 체중, 공복혈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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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운동고혈압에는 안정시 수축기 혈압과 체질량지수, 

공복혈당이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위험도를 추정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125.98mmHg이상인 경우는 그 

미만보다 운동고혈압의 가능성이 3.6 배가 높았고, 체질량지수가 24.60kg/m
2
 이상

인 경우는 2.6배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복혈당이 112.40mg/dl 이상인 경우

는 7.6 배의 운동고혈압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4. 운동고혈압을 가진 대상자가 추후에 정상혈압으로 회복되는지 고혈압으로 

발전되는 지에는 중성지방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성인의 10% 정도에서 나타나는 운동

고혈압에는 안정시 수축기 혈압과 체질량지수, 공복혈당이 관련되어 있고 추후 혈

압의 변화에는 중성지방이 관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도록 권장하고, 체중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해야 하겠다. 또한, 정상을 조금 벗어난 수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관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B.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검진자료의 폭 넓은 활용과 고혈압의 예방, 나아가 

안전한 운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는 검진자들이 종합건강증진센터에서 검진을 실시한 후에 같은 병원

에서 재 검진한 것을 이용한 연구이므로 이 결과를 토대로 운동고혈압의 예후적 

측면을 보기 위한 전향적 추적 연구를 제언한다.

   2. 고혈압 연구에서와 같이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생활습관에 관한 요인, 가족

력 등을 포함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지는 연구를 제언한다.

   3. 장시간의 추적에 의하여 운동고혈압의 예후와 지질과의 관계를 보는 반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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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제언한다.

   4. 운동고혈압이 새로 시작되는 고혈압의 중요한 지시자 역할을 한다는 여러 

연구들로 보아 고혈압의 예방 및 조기발견 측면에서 경제성이 강조된 것이므로 

대상자의 사정시 연구결과의 적극 활용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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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Exercise Induced Hypertension 

And Related Factors

                                                      Park, Eun Jeo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xercise hypertension and to analyze exercise hypertension relating factors. 

Therefore, it makes us recognize the need to check blood pressure response 

during exercise, and to know indicator of essential hypertension.

   Of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45 subjects were seen to suffer exercise 

hypertension more than once of the multiple exercise stress tests, and 48 

subjects were seen to have normal blood pressure response to exercise stress 

test at least three times. The study was done at the health promotion center 

of 'A' Hospital in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April 1, 2000 to August 31, 

2003.

   The methodology was by chart review. General characteristics, exercise 

stress test records, objective exam data and self-reports on life style were 

analyzed. Through exercise stress test, rest systolic/diastolic blood pressure, 

rest heart rate, maximal exercise systolic/diastolic blood pressure, maximal 

heart rates, exercise amount, exercise time were all examined.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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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tension was defined as systolic blood pressure of above 210mmHg in men 

or 190mmHg in women and their rest blood pressure was normal. Through 

objective data, serum lipid(T-CHOL, HDL, LDL, TG), blood sugar and body 

measurement(body mass index, waist) were collected. Self-reports on lifestyle 

containing information about drinking, smoking, exercise, diet and history were 

also utilized.

   Data was analyzed by X
2
-test, T-test, Logistic regression and the 

Kruskal-wallis test using SPSS 11.0 for window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Exercise hypertension was seen in 9.1%, 45 subjects of the 493 

participants.

   2. Exercise hypertension group and normal blood pressure group were 

statistically differentiated at rest systolic blood pressure, rest diastolic blood 

pressure, body mass index(BMI), weight, fasting blood sugar.

   3. According to Logistic regression, exercise hypertension was affected by 

rest systolic blood pressure, body mass index(BMI), and fasting blood sugar.

   4. Recovery from exercise hypertension or the development of essential 

hypertension after exercise hypertension may be dependant on Triglyceride.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at exercise hypertension, 

which was seen in about 10% of adults, was affected by rest systolic blood 

pressure, body mass index(BMI), and fasting blood sugar. Future blood 

pressure may be connected with Triglyceride. Thus we recommend periodic 

checks of blood pressure and fasting blood sugar, and stress weight control. 

Additionally we advise to be careful even borderline cases.

Key words : exercise hypertension, resting blood pressure, maximal systolic 

blood press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