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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혈압 지속성의 시작 시기에 대한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혈압의 지속성의 시작 시기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

구는 6세부터 17세까지 12년간 매년 혈압 및 기타 위험요인에 대하여 추적조사한

강화연구(전체 251 명,남자 118명, 여자 133)를 바탕으로 하였다.

첫 번째로 각 연령에서 혈압의 상위 사분위군에 속한 사람들이 이후 계속적으

로 상위 사분위군에 속할 확률을 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확률을 유지하는 최소

연령을 찾았다. 연구 기간동안 어느 연령의 상위 사분위군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위 사분위군에 남아 있을 확률이 0.3이상일 때, 그 최초 측정 연령을 지속성의

시작 시기로 정하였다. 0.3의 기준은 신체계측치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지속성

이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참고하여 정하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서 연구기간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혈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

는 집단을 정의하고 이 집단을 잘 감별할 수 있는 혈압 측정 시점을 분석하여 이

중 최소 연령을 지속성의 시작 시기로 보았다. 이를 위해 6세에서 14세까지 9번의

혈압측정 중에서 5번 이상 상위 사분위군에 속한 집단으로 혈압의 고위험지속군

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서 매년 측정한 혈압의 상위 사분위군의 양성예

측도 및 AUC(Area u n der the cu rve) 지수를 구하였다. 특히 양성예측도에 대해서

는 95 % 신뢰구간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새로 정의한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이 실제

고혈압군에 대하여 독립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요

위험요인을 포함한 모형을 구성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step w ise 방식

으로 유의한 변수를 구하였다. 분석 결과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은 고혈압군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방법의 결과 남녀 및 혈압의 종류에 상관없이 각 연령의 혈압의 상위

사분위군은 대부분 3년이 지나면 상위 사분위군에 지속적으로 남을 확률이 0.3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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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방법으로는 혈압의 지속성 시작 시기를 결정할 수 없

었다. 그러나 적은 수이나마 4년 이상 상위 사분위군에 속한 사람은 계속 지속성

을 보일 경향이 매우 강하였다.

6세부터 14세까지의 혈압에 대한 추적조사 자료로 지속성이 있음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신체계측치보다는 뚜렷하지 않았다. 지속성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지속성의 시작 시기를 결정할 수 없었다. 이는 신체계측치가 매우 강

한 지속성을 보이므로 혈압의 지속성 시작 시기 결정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엄격

한 기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수축기의

혈압의 경우 남자는 6세 이전, 여자는 7세에 지속성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성의 시작 시기를 결정하여 아동기의 혈압 측정시 혈압 관리

대상을 찾기에 효율적인 시기를 찾고자 하였다. 양성예측도와 AUC 지수의 결과

로 보아 8-10세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되는 말 : 혈압, 지속성, 고혈압, 시작시기, 아동기, 사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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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혈압의 지속성(tr ackin g p h en om en on)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지

만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 한 가지는 지속성을 동일한 조건을 가

진 일반 인구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인 혈압의 순위가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게 유

지되는 경향으로 정의하는 것이다(Beren son et al. 1978; Clarke et al. 1978). 또 한

가지는 이전의 여러 번 측정된 혈압으로부터 미래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력

(p red ictability)으로 정의하는 것이다(Rosner et al. 1977). 혈압의 지속성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심혈관계질환의 발생이 아동기에 이미 시작된다는 사실과 큰 연관

성을 갖고 있다(N ew m an, Freedm an an d Voores 1986). 만약 혈압의 지속성이 존

재한다면 고혈압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사전에 선택적으로 관리하므

로서 고혈압 및 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계질환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에 지속성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의 혈압과 그 지속 현상(tr ackin g

p hen om en on ) 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었다(Zinn er et al . 1974; Voor s et

al. 1976; Clark et al . 1978; Levine et al. 1979; W are an d Wu 1981; Webber et

al. 1983; H ofm an et al. 1985; Shear et al. 1986; N elson, Raglan d an d Sym e

1992; Abe et al. 1993; Yon g et al. 1993; Su h et al. 1994; Bao et al. 1995;

Sanch ez-Bayle, Mu n oz-Fern an dez an d Gonzalez-Requ ejo 1999; Lam brechtsen et

al. 1999; Su h, N am an d Jee 1999). 이들 연구들은 지속성의 정도(degree of

tr ackin g)는 다양하지만 지속 현상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단순 상관 분석을 통하

여 지속성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통계적 유의성(P <0.05)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Elliott 1997). 이들 연구자들은 청소년기(ad olescen t) 또는 초기 성인기(early

adu lt) 이전에 혈압의 지속성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연령층에서의 혈

압의 지속성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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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연구에서는 9년 또는 12년에 걸쳐 매년 정기적으로 측정한 혈압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San ch ez-Bayle, Mu n oz-Fern an d ez an d

Gon zalez-Requ ejo 1999; Su h , N am an d Jee 1999). 한편으로는 밝혀진 지속성을

근거로 하여 실제적이고 임상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청소

년기에서 성인기에 걸쳐 연속적으로 측정된 혈압 자료에서 장래의 혈압을 결정하

는 요인을 찾고자 하거나, 지속성의 원인에 대한 연구로서 신체 활동정도(activ ity)

와 신체 적절성(fitness)의 지속성을 보고자 한 연구도 있다(Ok ash a et al. 2000;

Tw isk, Kem p er an d van Mechelen 2000). Cook et al.(2000)은 여러 해에 걸쳐 조

사된 혈압 자료를 바탕으로 성인기 초기의 혈압을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으며, M agallaes et al.(1998)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친 혈압자료를 대사

성 심혈관계 질환 위험요인(m etabolic cardiov ascu lar risk factor)의 가족 응집성

(Fam ilial aggregation)에 대한 지표(good m arker)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측

정된 혈압 자료를 이용하여 혈압의 지속성이 시작되는 시점 및 지속성의 양상

(p attern)을 분석하고 장래의 혈압을 예측하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아직

부족하다. 이러한 연구는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혈압의 지속성을 바탕으로 혈압

에 대하여 조기 검진(screenin g test)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 및 그

가치를 파악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지속성이 시작하는 시점에 대하여 Abe et al .(1993)은 최초 혈압측정 시점에서

6세인 학생들을 추적 조사하여 9세부터 혈압의 지속성이 시작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N elson , Raglan d an d Sym e(1992)의 연구에 의하면 30세의 혈압은 6세 이

후 아동기(ju venile) 혈압과 상관성이 있었고 50세의 혈압은 학동기(early sch ool)와

사춘기 초기(early p u berty)의 혈압과 상관성이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 또한 Webber et al .(1983)도 2세부터 14세인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4년 후, 그리고 6년 후에 혈압을 측정하고 연령구간별-

조사시점별 순위의 지속성(p ersisten ce in ranks)을 분석한 결과 지속성의 정도가

초기 조사의 연령에 크게 관계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Sh ear et al.(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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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세에서 14세인 아동들을 8년 동안 4번에 걸쳐 혈압을 측정하고 이전 3번의

혈압이 모두 상위 사분위군(u p p er qu artile)에 속한 사람이 4번째에도 동일한 상위

사분위군에 속할 양성예측도(p ositive p redictive v alu e)가 수축기혈압이 68.4 %, 이

완기혈압이 62.0%로 높았으나 언제 지속성이 시작하는 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하

였다.

Clarke et al.(1978)과 Bao et al.(1995)은 한편 장기간에 걸쳐 측정된 혈압자료

를 바탕으로 장래의 혈압을 예측하거나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Clarke et al.(1978)은 5세에서 12세인 어린이를 6년동안 4번에 걸쳐 혈압을 추적

조사하고 생명표 방법을 이용하여 4번 연속으로 상위 사분위군에 속할 확률이 수

축기혈압이 3%, 이완기혈압이 2 %로 매우 낮음을 보고하였으며 성인기 이전에 혈

압을 여러 번 측정하여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거나 혈압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 미

래의 심혈관계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Bao et

al.(1995)도 5세부터 14세인 학생들을 15년 동안 5번에 걸쳐 혈압을 측정하고 상위

사분위군에 속한 횟수와 고혈압 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들 관계가 선형

적으로 분석되어 Clarke et al.(1978)의 연구와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연구기간이 짧은 코호트(coh ort) 이거나 연구기간이 길더라도 혈

압을 측정(m easu rem en t)한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지속성의 크기나 지속성이 시작

하는 연령을 추정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1986년 당시 6세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1997년 17세까지 12년간 매

년 혈압을 추적조사한 강화연구(Kan gw h a stu dy) 의 자료를 이용하여 혈압의 지

속성이 몇 세부터 시작하는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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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아동기 및 청소년기 혈압의 변화 양상

가 . 혈 압 의 성장

아동기의 혈압은 성인보다 더 낮으며 점차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혈압도 함께

높아진다(Sin aiko 1996). 이는 어린이의 신체적 성장 때문이며 생리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동기부터의 혈압의 장기

추적조사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정상 임신기간을 다 채우고 태어난 영아의 혈압은 수축기 및 이완기혈압은 각

각 60m m H g, 40m m H g이다(P ortm an an d Yetm an 1996). 생후 첫 주에는 매일 수

축기혈압이 1m m H g씩 증가하며 생후 2개월까지는 그보다 약간 느린 속도로 증가

한다고 한다. 이 기간이 지나가면 생후 1년까지 수축기혈압은 천천히 증가한다.

이완기혈압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첫 1주간은 증가하다가 생후 3개월까지

점차 낮아져 혈압의 최저 수치가 된다. 이후에는 생후 1년동안 이완기혈압은 다시

수축기혈압과 함께 평행하게 증가한다. 13세까지 혈압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때 혈압의 수치는 연령보다 신체 크기에 비례한다고 한다. 수축기혈압은 5세 이

후부터 사춘기까지 매년 1-2m m H g 씩 증가하고 이완기혈압은 수축기혈압보다는

완만하게 증가한다. 13세에서 18세까지는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이 일정한 비율

로 계속 증가한다.

수축기혈압은 남녀 모두 20세에서 45세 사이에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45세 이후에는 여자에서 혈압의 증가가 더 크다.(Mann et al. 1988). 이완기혈압은

꾸준히 증가하여 남자는 50세에 가장 높고 여자는 60세에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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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아 동 기 혈압 에 영 향 을 주 는 요 인

어린이의 혈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둘로 구분하면 하나는 외부적인

(situ ation al) 것과 또 하나는 내재적인(inherent) 것이다(Portm an an d Yetm an

1996). 외부적인 요인들은 자세(body p osition), 심리적 불안(anxiety), 건강상태

(w ellness), 주변의 기온(am bien t tem p eratu re), 혈압측정 도구, 측정부위의 선택

(extrem ity selection), 활동성(activ ity) 등이다. 특히 혈압계의 압박대는 팔오금과

겨드랑이를 넘지 않고 팔둘레를 충분히 감을 수 있어야 한다. 불안, 활동성, 건강

상태, 와 주변 기온은 혈압을 간헐적으로 1회 측정하는 경우에 큰 영향을 준다.

내재적인 요인들은 출생시 체중, 어머니의 혈압, 체질량(bod y m ass), 인종, 성

별, 가족력, 지속성(tr ackin g), 성숙도(m atu ration ), 무기질 섭취(m ineral in take)등이

다.

다 . 가 족 력 의 중 요 성

Sin aiko et al .(1995)은 부모와 자식간 혈압의 상관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고혈압이 자녀의 고혈압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예측력은 없으며 자녀

에서의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였다. 부모

중 한 명 또는 둘 다 고혈압인 자녀는 고혈압의 가족력이 없는 경우보다 고혈압

에 대한 위험도는 크다. 그러나 장래에 이들에게서 고혈압이 꼭 발생한다고 할 수

는 없다고 한다.

라 . 아 동 기 혈압 의 지 속 성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속성의 자료는 신장과 체중에 대한 것으로 아동

기의 신장과 체중은 성인이 되어서의 신장과 체중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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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혈압에 대해서 이미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연구들이

지속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이전 출생에서 생후 3년

까지의 기간에서도 수축기혈압의 지속성이 관찰되었다고 한다(Gu erra 1997).

그러나 장래의 고혈압에 대한 예측력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Gillm an

et al.(1993)의 연구에서 8 내지 12년의 시간간격을 두고 측정한 수축기혈압간의

상관계수는 0.55, 이완기혈압은 0.44였으나 20세의 혈압(>139m m H g)에 대한 10세

에서의 혈압(>117m m H g)의 양성예측도는 0.44밖에 되지 않았으며 특이도는 0.97인

반면 민감도는 0.17밖에 되지 않았다. 지속성은 실증적으로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으나, 아동기의 혈압은 낮은 민감도와 양성예측도로 인하여 성인기의 고혈압에

대한 조기검진 대상으로 여길만한 가치가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H ou tm an an d

Dillon 1991; Portm an an d Yetm an 1996).

2. 혈압의 지속성

가 . 지 속 성 의 정 의

높은 혈압은 장래의 관상동맥질환 및 뇌줄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 중의 하

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혈압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데에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 대규모의 인구집단에서 혈압을 관리하는 전략들 중에

서 흥미를 끌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혈압이 높아지리라고 예상되는 집단을 찾아

그 혈압을 낮추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인구집단 내에서 어떤 사람들의 혈압

이 높아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혈

압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Elliot 1997). 이러한 관점에

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혈압의 지속성이다.

지속성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 현상을 평가하는 통계학적 방

법도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왔다. 많이 이용되는 지속성의 정의는 첫째 동일한 조

건을 가진 일반 인구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인 혈압의 순위가 시간이 지남에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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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으로 정의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전의 여러 번 측정된 혈

압으로부터 미래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력으로 정의하는 것이다(Beren son et

al. 1978; Clarke et al. 1978; McM ah on 1981).

실제로 혈압은 지속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생리학적 변수는 아니다. 지속성

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은 신장과 체중이다. 아동

기의 신장과 체중은 일정수준의 정확성을 가지고 성인이 되어서의 신장과 체중

을 예측할 수 있다(Portm an an d Yetm an 1996). 인체공학이나 소아과학계에서 수

백만의 인구에 대한 관찰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개인의

신장은 정상적인 성장기간 동안 인구집단 내에서의 백분위(p ercentile)가 일정하다

고 한다. 몇몇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상 어린이에 대한 신장의 상관

계수 (correlation coeffcient)는 0.70-0.80으로 수축기 또는 이완기혈압의 상관계수

에 비하여 매우 크다(Urbin a et al. 1995).

나 . 지 속 성 에 대 한 통 계 적 방 법

지속성을 밝히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으로는 상관분석과 이차원 분할

표를 이용하여 백분위수의 유지도를 계산하는 단순한 통계적 방법이 주로 사용되

어 왔다. 상관분석방법으로는 피어슨 상관계수 또는 스피어맨 상관계수로부터 임

의 두 시점 간의 혈압의 상관크기를 구하여 지속성 여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이차원 분할표를 이용하여 백분위수의 유지도를 계산하는 통계적 방법은 기준시

점에서 x 백분위수 이상에 속한 관측치들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의 어떤 시점에

서 x 백분위수 이상에 속하는 확률로서 정의하여 구하거나 또는 기준 시점에서 x

백분위수 이상에 속한 관측치들이 일정기간 동안 각 시점마다 계속해서 x 백분위

수 이상을 유지하는 확률로서 지속성의 크기를 구하여 왔다. 그러나 위의 두 통계

학적 방법은 연구대상의 연령이나 추적기간 등 연구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

타낸다(남정모 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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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혈 압 의 지속 성 에 대 한 혼 란 변 수

혈압의 지속성에 대하여 혼란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이 있다

(Elliot 1997). 첫 번째는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 여부이다. 이를 통제하는 방법은

고혈압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치료받은 이후부터 연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크기가 작아져 통계적 검정력이 감소할 수 있다. 아동기나 청

소년기에는 고혈압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드물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려할 필

요가 거의 없다. 이런 특성은 혈압의 지속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연구대상을 어

린이 또는 청소년으로 삼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지속성의 개념을 적용하기

에는 성인보다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가 보다 적절하다(M orgen stern 1994; Sin aiko

1996).

혼란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두 번째 변수는 체중의 변화이다. 체중의 변

화는 큰 규모의 인구집단에서 혈압을 예측할 때 이전의 혈압 측정치 다음으로 중

요한 인자이다. 과도한 체중 또한 미래의 혈압을 예측하는 주요 예측인자이다

(Sin aiko 1996). 이 두 가지는 고인슐린 혈증(hyp erin su lin em ia)과 병리학적인 관련

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Reaven 1988).

그 외에는 혈압의 내적 변이(in trin sic variability)를 증가시키는 일반적인 임상

적 요인들이 있다. 예를 들어 5분동안 안정을 취하지 않았다거나, 끝자릿수 선호,

여러 명의 측정자, 혈압계의 문제 등이다.

라 . 혈 압 의 지속 성 의 활 용

혈압의 지속성이 암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인의 고혈압이 아동기 또는 유

아기 재태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생애 전체와 관련되어있다는 것이다. 비록 본

태성 고혈압이 여러 요인들에 의한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지만 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생애 초기에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고혈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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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기 검진과 이러한 위험요인들에 대한 생활습관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the deadly qu artet (h yp erten stion , obesity,

dyslip idem ia, glu cose in toler ance) 이라고 알려진 특징을 보이는 성인들에서 그 현

상의 원인이 생애 초기부터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심혈관계질

환의 위험요인들이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걸쳐 지속성을 보이는 것이다(Kap lan et

al. 1989).

혈압의 지속성은 소아의사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심혈관계질환의 발생

위험이 큰 어린이들에 대하여 혈압과 같이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감시하고

추적 조사하는 것은 소아과의사들이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예방적 진료이다. 신

장이나 체중과 같이 혈압 성장표 와 같은 것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혈압이 높은

어린이들에게 혈압을 낮추도록 권장할 수 있다(Elliot 1997). 또한 지속성의 양적

측면에서 아동기 및 성인기 초기동안 혈압과 신장 등의 신체계측치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고 한다(Elliott 1997).

심혈관계질환의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혈압의 지속성은 매우 큰

유용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신장기능에 장애가 있는 당뇨환자에 있어 혈압의 관

리는 매우 중요하며 이들 혈압의 지속성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혈압 관리 방법

을 개선해야할 시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Vird is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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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이 연구에서 혈압의 지속성의 시작 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생명표 방식을 이

용하는 방법과 상대적으로 높은 혈압을 유지하는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을 정의하

고 이에 대한 각 연령의 혈압의 양성예측도 및 ROC(Receiver op eratin g

ch aracteristic) 곡선을 이용한 AUC 지수를 구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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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시기 결정

(강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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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고위험지속군에

대한 양성예측도

및 AUC 이용

혈압의

고위험지속군

정의



2.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서일 외(1997)이 연구한 강화연구(Kan gw h a Stu dy) 의 연구대상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강화 연구는 1986년 당시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에

소재한 4개 초등학교 1학년생 전체로 코호트(전체 484명; 남자 236명 ; 여자 248

명)를 구성하여 16년째 혈압 및 관련 요인을 추적조사 중이다. 강화연구는 이들에

대하여 1986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혈압 측정 및 신체계측을 하였으며 그 후로

는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1992년, 1994년, 1996년에는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부모에 대해서는 1986년 연구 당시에 혈압 측정과 신체계측, 1998년에는

이와 함께 혈액검사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강화연구 대상자중에서 1986년부터

1997년까지 12년간 혈압측정에 누락이 없는 251명(남자 118명, 여자 133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존의 논문에 서술되어 있

다(Su h et al. 1994; Su h, N am an d Jee 1999).

표 1은 1986년에 혈압측정을 시작한 강화연구의 연구대상자들 중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와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1986년도 당시 혈압과 신체계측치를 서

로 비교한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강화연구의 최초 연구대상자의 51.9 %

(남자 50%; 여자 53.6%)로 강화연구의 1986년도 혈압측정자 중 절반에 가까운 사

람들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들과 제외된 자들간의 차이는

볼 수 없었다.

3. 변수 및 측정방법

가 . 혈 압 및 신 체 계 측

강화연구는 1986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동일한 시기에 조사대상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여 수축기 및 이완기혈압, 신장, 체중, 피부두께(tr icep s

skinfold th ickness),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및 팔둘레(w aist, h ip an d u p p er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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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 m ference) 등을 측정하였다. 수축기혈압은 Korotkoff p h ase I, 이완기혈압은

Korotkoff p h ase IV와 V를 측정하였다. 이완기혈압에 대한 분석에서는 Korotkoff

p h ase V를 사용하였다. 혈압 및 모든 신체계측치는 2회 측정한 값의 평균을 사용

하였으며 BMI(체질량지수) 및 WH R(요둔비)를 구하였다.

혈압측정에 대한 자세한 조사방법은 서일 외(1989)과 김규상 외(1993)에, 신체

계측에 대한 측정방법은 이강희 외(1997)에 기술되어있다.

표 1. 연구대상자와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성별 초기 검사 결과 비교

성 별 특성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자
t 값 p -valu e

남자

전체인원(명) 118 118

BMI(kg/ m 2) 15.0±1.4 15.0±1.6 0.25 0.804

신장(cm ) 117.4±11.9 117.9±4.7 0.39 0.700

체중(kg) 21.1±2.9 21.0±3.2 0.77 0.756

수축기혈압(m m H g) 89.3±9.1 89.6±10.1 0.29 0.776

이완기혈압V(m m H g) 46.6±7.4 47.0±8.1 0.34 0.732

여자

전체인원(명) 133 116

BMI(kg/ m 2) 14 .5±1.1 14.5±1.2 0.13 0.900

신장(cm ) 117.0±4.6 117.7±4.8 1.17 0.245

체중(kg) 19.9±2.4 20.1±2.3 0.84 0.400

수축기혈압(m m H g) 90.5±9.5 89.9±14.4 -0.41 0.682

이완기혈압V(m m H g) 48.8±8.6 47.6±10.8 -0.98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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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혈 액 검 사

혈액검사는 강화연구에서 1992년, 1994년, 1996년에 실시하였다. 혈액검사 전에

미리 연구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채혈 전날 저녁식사 이후에

는 물을 제외한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여 최소 10시간 이상 공복하도록 하였다.

공복한 다음날 혈액검사에 필요한 약 7cc의 혈액을 상완정맥에서 채취한 후 원심

분리하여 냉동보관하였다. 이렇게 보관된 혈청은 한 개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혈청

지질치를 검사하였다. 2번째, 3번째에도 같은 병원에서 검사하였다. 주된 검사항목

은 혈청총콜레스테롤, H 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다. 혈청 총 콜레스테롤은 효소

법으로, H DL 콜레스테롤은 dextr an su lfate-MgCl2 침전법으로 H itach i-747기종에

의해 측정하였고 LDL 콜레스테롤은 Friedw ald 공식으로 계산하였다(Fried w ald ,

Levy, an d Fredrickson 1972).

다 . 부 모 에 대한 조 사

부모에 대한 조사는 강화연구에서 시작시점인 1986년과 1998년에 시행되었다.

1986년에는 혈압 측정과 신체계측을 실시하였고 1998년에는 혈압측정, 신체계측과

함께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자세한 방법은 기존의 논문에 서술되어있다(김현창

외 1999).

4. 분석방법

가 . 생 명 표 방식 을 이 용 한 혈 압 의 지속 성 시 작 연 령 찾 기

혈압의 지속성이 시작되는 연령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생명표(life table)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T ( k )
를 k라는 나이로부터 혈압의 상위 사분위군에 연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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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남은 기간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s0의 값을 미리 고정된 상수(con stant)로 정

의하고 또한 S ( l) ( t)를 T ( l)
에 대한 생존함수(su rviv al fu nction)라고 정의하면 이때

지속성이 시작되는 나이는 다음과 같다. 만약 아래와 같이 정의하는 τ가 존재하

면

= m in 6 l {l |S ( l) ( t) s0 , for a ll t}

즉 연령에서부터의 혈압이 상위 사분위군에 속한 대상은 이후의 어떤 연령

에서의 혈압이 상위 사분위군에 남을 확률이 최소한 s0 이상이다. 그림 1은 이에

대한 가상적인 예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에서 s0를 0.3으로 미리 정의

하면 는 10세가 되며 이 집단에서의 혈압의 지속성은 10세 이후에 시작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s0는 이 연구에서 0.3으로 정의하였다. 이 기준은 강화연구의 신체계측치에 이

방식을 적용하여 그림을 그려본 결과(부록 1)를 고려한 것이다. 남자의 체질량지수

가 가장 지속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이는 전반적으로 확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

므로 기준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를 혈압의 종류 및 성별에 따라 그림으

로 나타내었다(그림 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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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명표 방식을 이용한 지속성의 시작 시기 결정

나 . 혈 압 의 고위 험 지 속 군 을 이 용 한 혈압 의 지 속 성 시 작 시 기 결 정

지속성의 시작연령을 찾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혈압의 지속성이 뚜렷한 집

단을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각 연령에서의 혈압의 상위

사분위군의 양성예측도와 RO C 곡선을 이용한 AUC 지수를 구하였다. 특히 양성

예측도에 대해서는 95 % 신뢰구간을 구하여 연구대상자가 단순히 혈압의 고위험지

속군에 속할 확률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시기를 구하였다. 이때 유의한 차이가 나

는 최소의나이를 혈압의 지속성 시작 시기로 보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혈압의 고위험지속군 및 고혈압군을 정의하고 혈압의 고위

험지속군이 실제 고혈압에 대한 위험요인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고혈압군 여부

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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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압의 고위험지속군과 고혈압군의 정의

혈압의 고위험지속군 은 강화연구의 6세(1986년)부터 14세(1994년)까지 9번의

혈압측정 중에서 상위 사분위군(u p p er qu artile)에 속한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많은 연구대상자로 정의하였다. 6세에서 14세까지를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의 대

상 연령으로 잡은 것은 이 연령대가 사춘기의 신체적 성장으로 인한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을 정의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9번의 혈압측정

에서 상위 사분위군에 속할 표본 확률(sam p le d istribu tion )을 성별-혈압 종류별로

추정하고 각각의 측정이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서의 이론분포를 추정하였다.

이때 이론적 분포는 n =9, p =1/ 4인 이항 분포를 따른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를 p -valu e 0.05로 정의하여 매년의 혈압측정에서 상위 사분위에 속한 경우가 몇

번 이상이어야 통계적으로 드문 경우인지를 구하였다. 이론적 확률 분포 및 9번의

측정 중 상위 사분위에 속한 횟수별 실제 분률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

면 6세에서 14세까지 총 9번의 측정이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서 상위 사분위

군에 속하는 횟수(x)가 5회 이상일 때의 이론적인 분포가 0.0489였다. 유의수준

0.05로 볼 때 9번의 혈압측정에서 5번 이상 상위 사분위군에 속하는 것은 통계적

으로 드문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의 정의는 9번

의 측정 중 5회 이상 상위 사분위군에 속한 경우가 된다.

수축기혈압만으로 고위험지속군을 구한 경우는 수축기혈압의 고위험지속군 ,

이완기혈압V만으로 구한 경우는 이완기혈압V의 고위험 지속군 , 수축기혈압 또는

이완기혈압V의 고위험지속군인 경우는 혈압의 고위험지속군 으로 정의하였다.

고혈압군 은 15세(1995년)부터 17세(1997년)까지의 혈압 자료 중에서 한 번이라

도 수축기혈압이나 이완기혈압V이 95퍼센타일에 속한 경우로 정의하였다(N H LBI,

1987). 수축기고혈압군 은 15세에서 17세의 어느 한 때 수축기혈압이 95퍼센타일

에 속할 사람으로, 이완기고혈압군 은 이완기혈압V이 95퍼센타일에 속한 사람으

로 정의하였다. 연구대상자 중에서 혈압의 고위험지속군과 고혈압군의 구성은 표

3에 제시하였다. 고혈압군 은 남자 17명(14 .4 %), 여자18명(13.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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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6세에서 14세까지 혈압의 상위 사분위에 속한 횟수별 분률 및 이론적 확률분포

6세-14세

동안 상위

사분위

포함 횟수

분 률
이론적

이항분포

확률

남자 (n =118) 여자 (n =133)

수축기혈압

(%, 명)
이완기혈압V

(%, 명)
수축기혈압

(%, 명)
이완기혈압V

(%, 명)

0 39.0 46 23.7 28 34.6 46 26.3 35 0.0751

1 15.3 18 29.7 35 15.8 21 21.8 29 0.2253

2 11.0 13 11.0 13 17.3 23 14.3 19 0.3003

3 7.6 9 11.0 13 8.3 11 10.5 14 0.2336

4 6.8 8 6.8 8 5.3 7 12.8 17 0.1168

5 8.5 10 6.8 8 5.3 7 5.3 7 0.0389

6 3.4 4 5.9 7 3.0 4 4.5 6 0.0087

7 2.5 3 1.7 2 1.5 2 3.8 5 0.0012

8 1.7 2 1.7 2 6.8 9 0.0 0 0.0001

9 4.2 5 1.7 2 2.3 3 0.8 1 0.0000

표 3. 연구대상자 중 혈압의 고위험지속군과 고혈압군 단위: 명(%)

구분
성 별

남자(n =118) 여자(n =133)

고위험지속군

수축기 또는

이완기혈압V
35(29.7) 35(26.3)

수축기혈압 24(20.3) 25(18.8)

이완기혈압V 21(17.8) 19(14.3)

고혈압군

수축기 또는

이완기혈압V
17(14.4) 18(13.5)

수축기혈압 9( 7.6) 12( 9.0)

이완기혈압V 11( 9.3) 1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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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혈압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요인으로서의 혈압의 고위험지속군 검증

정의한 혈압의 고위험지속군 이 실제로 고혈압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고혈압에 대한 위험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

로 추정하였다. 이는 지속성의 시작시기를 결정하고자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에 대

한 각 연령에서의 혈압의 양성예측도 및 AUC 지수를 구할 때 실제로 혈압의 고

위험지속군이 의미있는 분석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아동기 혈압의 고위

험지속군이 실제 고혈압군에 대한 위험요인이 아니라면 지속성 시작 시기 분석을

위하여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4에는 혈압 및 주요 신체계측치의 고위험지속군의 고혈압군에 대한 Fisher ' s

exact 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Fisher s exact test를 실시한 이유는 고혈압군의 수

가 작아 2×2 표의 한 칸의 표본수가 5이하인 경우가 많아 χ2 검정을 하기에 부

적절하였기 때문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고혈압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을 보

정한 모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여러 변수들에 대한 Fisher s exact test를 실시하였

으나 그 결과는 나타내지 않았다. 유의한 변수들과 생의학적으로 관심있는 변수들

을 포함하여 구성한 모형은 체중의 고위험지속군, 86년도의 체질량지수, 신장, 체

중, 수축기혈압 및 이완기혈압IV의 상위 사분위군 포함 여부, 86년 부모의 체질량

지수I 및 고혈압 여부를 포함한 것이다. 이러한 모형에 대하여 step w ise' 방식에

의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는 수축기혈압 또는 이완기혈압V의 고혈

압군을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로 수축기 및 이완기혈압V의 고위험군 , 수축기혈압

의 고위험군 , 이완기혈압의 고위험군 의 각각을 차례대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그 외의 독립변수들은 각각의 경우에서 상위 사분위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로 구분되는 명목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은 12년간의 측정 중

에서 가능한 한 아동기의 최초 측정 시점인 86년도의 값을 이용하였고. 혈청 콜레

스테롤의 경우에도 최초 측정값인 92년도의 값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변수도 1986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되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변수와 마찬가지로 상위 사분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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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눈 명목 변수를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부모의 혈압에

대해서는 수축기혈압이 140m m H 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m m H g이거나 고혈

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투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고혈압으로 정의하여 고혈

압 유무로 구분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4에서 남자의 경우 혈압의 고위험지속군 또는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각각

의 고위험지속군, 1986년도의 이완기혈압IV의 상위 사분위군이 고혈압군과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여자의 경우에는 혈압의 고위험지속군과 수축기혈압의 고위

험지속군, 이완기혈압의 고위험지속군, 1986년의 수축기혈압의 상위 사분위군, 체

질량지수와 체중의 고위험지속군이 고혈압군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표 5는 혈압군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분석모형

에는 체중의 고위험지속군, 1986년도의 체질량지수, 신장, 체중, 수축기혈압 및 이

완기혈압IV의 상위 사분위군 포함 여부, 1986년 부모의 체질량지수I 및 고혈압 여

부를 포함시켰다. 종속변수의 수가 작아 전체 모형을 모두 분석하지 못하고 로지

스틱 회귀분석의 step w ise 방법으로 모형 중에서 유의한 변수만을 찾았다.

분석 모형에 종속변수로서 혈압의 고위험지속군 여부를 포함시켰을 때 남자의

경우 혈압의 고위험지속군, 1986년도 이완기혈압V의 상위 사분위군이 고혈압군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여자의 경우에는 혈압의 고위험지속군 및 1986년의 체질량

지수의 상위 사분위군이 고혈압군과 관련이 있었다. 혈압의 고위험지속군 대신 수

축기혈압의 고위험지속군 여부를 포함시켰을 때 남녀 모두 수축기혈압의 고위지

속군과 1986년 이완기혈압의 상위 사분위군이 유의한 변수였다. 이완기혈압의 고

위험지속군 여부를 모형에 포함시키면 남자에서 이완기혈압의 고위험지속군, 1986

년 이완기혈압V의 상위 사분위군, 여자에서는 이완기혈압의 고위험지속군, 1986년

체질량지수의 상위 사분위군이 고혈압군과 관련이 있는 변수였다. 결론적으로 혈

압의 고위험지속군은 고혈압군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인정할 수 있었으며 혈압의

상위 사분위군에 대한 양성예측도를 구할 종속변수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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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혈압군에 대한 관련 요인들의 Fish er' s exact test 결과

변수

성별

남자(명수, %) 여자(명수, %)

고혈압군

(n =17)
그 외

(n =101)
p

고혈압군

(n =18)
그 외

(n =115)
p

혈압 고위험지속군 11(64.7) 24(23.8) 0.001 14(77.8) 21(18.3) 0.000

수축기혈압 고위험지속군 8(47.1) 16(15.8) 0.007 11(61.1) 14(12.1) 0.000

이완기혈압V 고위험지속군 9(52.9) 12(11.9) 0.000 8(44.4) 11( 9.6) 0.001

BMI 고위험지속군 6(35.3) 23(22.8) 0.36 9(50.0) 22(19.1) 0.01

신장 고위험지속군 7(41.2) 22(21.8) 0.13 5(27.8) 28(24.4) 0.77

체중 고위험지속군 7(41.2) 22(21.8) 0.13 9(50.0) 23(20.0) 0.02

표 5. 고혈압군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시 유의한 변수a

분석 모형b 성별 변 수 비차비 95 % 신뢰구간

혈압의

고위험지속군

여부를 포함한

경우

남자
혈압의 고위험지속군 4.04 1.28-12.78

86년 이완기혈압V 상위 사분위군 5.06 1.46-17.54

여자
혈압의 고위험지속군 14.97 4.36-51.45

86년 체질량지수의 상위 사분위군 3.44 1.05-11.22

수축기혈압의

고위험지속군

여부를 포함 한

경우

남자
수축기혈압의 고위험지속군 5.84 1.11-11.23

86년 이완기혈압V의 상위 사분위군 8.45 1.72-19.87

여자
수축기혈압의 고위험지속군 9.73 3.13-30.22

86년 이완기혈압V의 상위 사분위군 3.58 1.10-11.71

이완기혈압IV의

고위험지속군

여부를 포함한

경우

남자
이완기혈압의 고위험지속군 4.94 1.48-16.53

86년 이완기혈압V의 상위 사분위군 4.37 1.22-15.69

여자
이완기혈압의 고위험지속군 7.81 2.41-25.32

86년 체질량지수의 상위 사분위군 3.94 1.29-11.98

a : ' stepwise' 방식을 적용함

b : 각 분석 모형은 체중의 고위험지속군, 86년도의 체질량지수, 신장, 체중, 수축기혈압 및

이완기혈압IV의 상위 사분위군 포함 여부, 86년 부모의 체질량지수I 및 고혈압 여부를

공통적으로 포함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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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에 대한 각 연령의 혈압의 상위 사분위군의 양성예

측도 및 AUC 지수

이 연구에서 정의한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에 대하여 각 연령의 혈압의 양성예

측도 및 RO C 곡선을 이용한 AUC 지수를 구하였다. 양성예측도에 대해서는 95 %

신뢰구간을 함께 구하였다.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양성예측도의 95 % 신뢰구간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각 측정 시점에서의 양성예측도를 비교하였으며 또한 연구대

상이 단순히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에 속할 확률과 비교하였다. 이때 각 연령에서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에 대한 혈압의 상위 사분위군의 양성예측도가 단순히 혈압

의 고위험지속군에 속할 확률보다 큰 경우를 지속성이 나타난 시기로 보았으며

지속성의 시작 시기는 그 중 최소 연령으로 보았다. 즉 오랜 기간 동안 높은 혈압

의 상태를 유지하는 집단을 잘 진단해 낼 수 있는 혈압측정 시점 중 최소 연령을

지속성의 시작 시기로 보았다.

양성예측도와 95 % 신뢰구간을 그림 8 - 11에 보였다. 그리고 이 값을 연구대상

자가 단순히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에 속할 확률인 P 0와 비교하였다.

AUC 지수는 곡선이 차지하는 면적의 값이다. 그러므로 AU C 지수가 높을수록

진단 테스트가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Maclish 1987). 이에 대하여 그림 3에서

민감도(sen stitivity)와 특이도(sp ecificity)를 구하고 이에 대한 ROC 곡선을 구하여

이 곡선 이하의 면적 즉 AUC 지수를 구하는 것을 보였다. 그림 3에서는 민감도

가 0.8, 특이도가 0.8인 점에서의 AUC 지수를 표현하였다. 양성예측도와 AUC 지

수가 가장 큰 혈압측정 연령이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을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적절

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혈압 종류 및 성별에 따른 양성예측도와 AUC

지수를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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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O C 곡선을 이용한 AUC 지수 추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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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연 구 결 과

1. 생명표 방식을 이용한 혈압의 지속성 시작 연령

혈압의 상위 사분위군이 이 후의 상위 사분위군에 계속 남는 확률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3 ∼ 6이다. 남녀 및 혈압의 종류에 상관없이 혈압 측정 시작

연령인 6세에 상위 사분위군에 속한 대상이 이후 계속적으로 상위 사분위에 남아

있는 확률은 측정 시작 후 3년만에 0.3 미만으로 떨어졌다. 측정 시작 당시 혈압

의 상위 사분위군 중에서 많은 수가 이후의 측정에서 하위의 사분위군으로 빠져

나간다는 의미로서 체중과 신장에 비하여 지속성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정의한 바와 같이 체중과 신장의 지속성을 근거로하여 s0를 0.3으로 보면 수축기

혈압에서 9세의 상위 사분위군이 13세까지 s0이상 남아있으며 그 외의 연령에서

는 모두 3년 후에 s0이하로 떨어졌다. 여자의 수축기혈압에서(그림 5)는 9세와 11

세의 상위 사분위군이 5년 후까지 s0이상 남아있었다. 이완기혈압에서는 모두 2-3

년 내로 0.3이하가 되었다.

그림과 같이 지속성을 여러 번의 측정에서 계속적으로 상위 사분위군에 남는

것으로 엄격하게 정의하는 경우에는 지속성이 매우 약해져서 지속성의 시작 연령

을 찾기가 곤란하였다. 혈압에 있어서 이런 현상은 6세에 측정한 상위 사분위군

뿐 아니라 그 후에 측정한 혈압의 상위 사분위군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3년이

상 상위 사분위군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을 확률은 매우 컸다.

혈압과 비교하고자 체질량지수, 신장, 체중에 대하여 해당하는 분석을 실시하

였다(부록 1). 부록 1의 그림 1∼6은는 체질량지수, 신장, 체중에서 상위 사분위군

에 남아있는 확률을 성별로 보인 것이다. 남자의 체질량지수(부록 1의 그림 1)는

상위 사분위군에 남는 확률이 연령과 함께 낮아지나 7세의 상위 사분위군이 지속

적으로 상위 사분위군에 남는 확률이 마지막 17세만 제외하고 모두 0.3 이상이었

다. 여자의 체질량지수(부록1의 그림 2)에서는 상위 사분위군이 계속 잔존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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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조사기간에 걸쳐 s0이상이므로 여자 체질량지수의 지속성 시작은 최소 6

세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장 및 체중을 보면 남녀 모두 전 연령에

서 0.3 이상이므로 지속성의 시작연령은 모두 최대 6세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혈압은 체질량지수나 신장, 체중에 비해 지속성이 약해서 지속성이 나타나는

연령을 찾기가 곤란하였다. 그러나 6세에서 9세까지 연속으로 상위 사분위군에 남

은 집단이 17세까지 계속 상위 사분위군에 계속 남아있을 조건부확률이 0.16 - 0.4

로 나머지 집단이 9세부터 17세까지 계속 남을 확률에 비하여 2.2 ~ 8.9배 컸다.

이는 혈압의 지속성이 존재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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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축기혈압의 상위 사분위군이 지속적으로 잔존할 확률(남자)

그림 5. 수축기혈압의 상위 사분위군이 지속적으로 잔존할 확률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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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완기혈압의 상위 사분위군이 지속적으로 잔존할 확률(남자)

그림 7. 이완기혈압의 상위 사분위군이 지속적으로 잔존할 확률(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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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을 이용한 혈압의 지속성 시작 연령

지속성이 시작되는 연령을 구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6세에서 14세까지

각 연령에서 혈압의 상위 사분위군의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에 대한 양성예측도와

95 % 신뢰구간, AUC 지수를 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민감도, 특이도도 함께 제시하

였다(표 6, 7).

혈압의 고위험지속군(h igh blood p ressu re tr ackin g grou p ) 은 남자 35명

(29.7%), 그리고 여자 35명(26.3 %)이었다. 표 2를 보면 실제 9번의 측정에서 상위

사분위에 5회 이상 속한 고위험지속군의 분률은 남자에서 수축기혈압이 0.2033,

이완기혈압이 0.1525, 여자에서 수축기혈압이 0.188, 이완기혈압이 0.1204로 매우

높다. 이는 확률적으로 기대되는 정도보다 더 많은 연구대상자들이 상위 사분위군

에 속하고 있으며 혈압의 지속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표 6에서 수축기혈압의 고위험지속군에 대한 양성예측도는 남자의 경우 14세

(0.704)와 9세(0.690), 여자의 경우에는 13세(0.618)와 8세( 0.667)에 높았다. 표 7에

서 이완기혈압V의 고위험지속군에 대한 양성예측도는 남자는 13세(0.567), 10세

(0.567), 여자는 14세(0.5), 12세(0.471)에 양성예측도가 컸다.

각 양성예측도에 대하여 95 % 신뢰구간을 구하여 함께 제시한 것이 그림 8-11

이다. P 0는 지속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단순히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에 속할 확률

로서 남자는 0.30, 여자는 0.26이다. 수축기혈압의 양성예측도는 남자는 전 연령에

걸쳐서, 여자는 6세를 제외하고 P 0보다 더 크며 유의한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남자는 9세, 여자는 8세 전후로 양성예측도가 컸고 남자는 14세에 다시 커졌다.

그러나 표준편차를 고려해 보면 각 연령간의 차이는 없었다. 남자 이완기혈압에서

는 양성예측도가 P 0보다 더 크기는 하나 6, 7세 그리고 9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자 이완기혈압에서는 12세와 14세 외에는 양성예측도가 P 0에 비하여

유의하게 큰 경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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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수축기혈압의 고위험지속군에 대한 6세에서 14세까지 혈압 상위 사분위군

의 양성예측도, AUC, 민감도, 특이도

연령

수축기혈압

남자 여자

양성예측도 AUC*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AU C*

민감도 특이도

6 0.536 0.744 0.625 0.862 0.424 0.692 0.560 0.824

7 0.680 0.812 0.708 0.915 0.581 0.800 0.720 0.880

8 0.548 0.780 0.708 0.851 0.667 0.889 0.880 0.898

9 0.690 0.868 0.833 0.903 0.606 0.840 0.800 0.880

10 0.667 0.827 0.750 0.904 0.514 0.782 0.720 0.843

11 0.500 0.749 0.667 0.830 0.594 0.820 0.760 0.880

12 0.581 0.806 0.750 0.862 0.576 0.815 0.760 0.870

13 0.552 0.765 0.667 0.862 0.618 0.860 0.840 0.880

14 0.704 0.8535 0.792 0.915 0.583 0.851 0.840 0.861

* : AU C (Area u n der the cu rve)

표 7. 이완기혈압V의 고위험지속군에 대한 6세에서 14세까지 혈압 상위 사분위군

의 양성예측도, AUC, 민감도, 특이도

연령

이완기혈압V

남자 여자

양성예측도 AUC*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AUC* 민감도 특이도

6 0.356 0.732 0.762 0.701 0.291 0.750 0.842 0.658

7 0.370 0.765 0.810 0.701 0.333 0.834 1.000 0.667

8 0.533 0.809 0.762 0.856 0.333 0.693 0.579 0.807

9 0.357 0.645 0.476 0.814 0.417 0.803 0.790 0.816

10 0.567 0.838 0.810 0.866 0.406 0.759 0.684 0.833

11 0.464 0.732 0.619 0.845 0.313 0.667 0.526 0.807

12 0.500 0.780 0.714 0.845 0.471 0.842 0.842 0.842

13 0.567 0.838 0.810 0.866 0.438 0.790 0.737 0.842

14 0552 0814 0.762 0.866 0.400 0.851 0.842 0.860

* : AU C (Area u n der the cu 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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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에는 신체계측치의 양성예측도를 표로 제시하였다. 체질량지수는 남자에

서 9세, 여자에서 11세에 양성예측도가 가장 컸다. 신장은 남자에서 10세, 여자에

서 8세에 양성예측도가 가장 컸고 체중은 남자에서 11, 12세 여자는 11세였다. 그

러나 각 연령의 신체계측치의 상위 사분위군은 각각의 고위험지속군에 대한 양성

예측도가 대부분 0.7 이상으로 높았다.

AUC 지수를 비교해보면 수축기혈압에 대해서는 남자 9세가 0.868, 여자 8세가

0.868로 가장 컸다. 이완기혈압의 경우에는 남자 10세와 13세에 0.838, 여자 14세

가 0.851로 가장 큰 값이었다. AU C 지수는 양성예측도와 그 경향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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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수축기혈압의 고위험지속군에 대한 수축기혈압 상위

사분위군의 양성예측도 및 95 % 신뢰구간(남자)

그림 9. 수축기혈압의 고위험지속군에 대한 수축기혈압 상위

사분위군의 양성예측도 및 95 % 신뢰구간(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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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이완기혈압의 고위험지속군에 대한 이완기혈압 상위

사분위군의 양성예측도 및 95 % 신뢰구간(남자)

그림 11. 이완기혈압의 고위험지속군에 대한 이완기혈압 상위

사분위군의 양성예측도 및 95 % 신뢰구간(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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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강화연구의 시작시점인 1986년에 6세였던 484명의 학생들 중에서 연구대상이

된 집단 251명으로 51.9 %이다.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집단은 특정 경향을 보이지

않으며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원래의 인구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연구대상자와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신체계측치나 혈압의 차이

가 없었기 때문이다(표 1).

혈압의 지속성(tr ackin g)을 밝히는 연구에 있어 혈압측정의 개인내 변이(w ith

in p er son variability)를 줄이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혈압의 지속성은 그림 4 -

7에 보인 것과 같이 체질량지수나 신장, 체중에 비하여 뚜렷하지 않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혈압의 개인내 변이가 크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혈압 측정이

신장이나 체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강화 연구는 1년에 1회 연

구대상자를 접촉하여 5분 간격으로 2회 혈압을 측정하였으며 상당한 개인내 변이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완기혈압은 수축기혈압보다 측정이 어렵고 관측

자간 변이가 크다(Rosner et al. 1987; Elliott 1997). 이 연구에서는 N H LBI(1996)의

권고에 따라 아동기의 이완기혈압도 p h ase 5 Korotkoff sou n d를 사용하였다. 이완

기혈압은 여러 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축기혈압에 비해 지속성을 파악하

기 힘들었으며 분석결과가 불명확하였다.

Gillm an et al.(1991)은 이러한 변이가 교정되면 지속성이 더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있다. 개인내 변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1회 측정값으로서 1주 간격으

로 여러 번 방문하여 측정한 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Gillm an

et al. 1991; Gillm an et al . 1993 ; Bao et al . 1995).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강화연

구와 같은 장기 추적조사 연구에서는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 다만 강화연구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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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간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함으로써 측정 시점간의 간격이 2년 이

상 또는 시간간격이 불규칙한 경우보다는 지속성의 양상이 더 잘 나타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장기추적연구에서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평균으로 회귀하는 현

상(regression to the m ean p h en om en on)이다. 평균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존재한

다면 지속성은 더 낮게 분석될 것이다. 이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연구대상자를 측정값에 따라 삼분위, 사분위 또는 오분위로 나누는 것이다

(Lam brechtsen 1999). 이를 통해서 평균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혈압에 대하여 연구대상자를 사분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고혈압군의 정의는 15, 16, 17세에 한 번이라도 수축기혈압 또는

이완기혈압이 동료 집단내에서 9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혈압의

지속성을 분석하는 자료로서 14세까지 만을 이용한 것은 지속성이 사춘기의 성장

과 발달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이다(Lau er et al.

1984). 또한 연구대상을 아동기 및 청소년기로 함으로서 고혈압으로 인한 질병 발

생 및 치료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Elliot 1997). N H LBI

(N ation al H eart, Lu n g an d Blood In stitu te; 1987)에서 정의한 소아의 고혈압

(H igh Blood Pressu re)은 최소 3번의 측정에서 수축기혈압 또는 이완기혈압을 측

정한 평균값이 성별에 따라 9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강화 연구

에서는 매년 방문때마다 2번 측정한 값의 평균을 이용하였으므로 이 연구의 고혈

압 정의는 좀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H igh n orm al BP로서 95에서 90퍼센타

일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연령에 대한 신장이나 체질량을 감안하여 정상일 수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좀더 정확한 고혈압군을 정의하는 것은 강화연구가 지속되

어 성인기이후 고혈압 환자를 찾아냄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혈압의 지속성의 시작 시기를 찾는 첫 번째 방법으로 생명표 방식을 이용하여

어느 연령의 상위 사분위군이 계속 다음해에도 상위 사분위군에 남는 확률을 구

하여 이 값이 일정값( s0 =0.3) 이상을 유지하는 값을 찾았다. 이때 s0를 정하는 근

거로서 신장과 체중에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 지속성이 낮은 경우를 근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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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신체계측치에 적용한 결과(부록 1)를 볼 때 지속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되는 여자 체질량지수와 남자 체중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지속성이 가장 낮은 것

은 남자의 체질량지수로 생각되나 상위 사분위군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제외하였다. 그러나 0.3의 기준은 상당히 임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양성예측도와 그 표준편차를 구하고 RO C 곡선을 이용한

AU C 지수를 구하였다. RO C 곡선을 구하고 이에 따라 진단기술의 정확성을 측정

하고 수량화하는 방법으로 효능 지수(in dex of accu racy)가 사용된다. 이 가운데

AU C 지수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정확도가 높은 방법으로 평가되어져 왔다

(McClish 1987).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에 대한 또한 고혈압군의 수가 적어 다변량 로지스틱 회

귀분석에서 모형전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고 step w ise 방식으로 유의한

변수만을 찾았다.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혈압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지속성이 확인됨으로 인하여 고

혈압의 발현 이전에 혈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높

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들을 조기에 찾아서 예방·관리하여 고혈압으로 이

환되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데 있다. 현재까지 시행된 많은 연구들을 통해

서 혈압의 지속성은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아동기부터 초기 성인기 이전의 자료

를 이용하여 혈압의 지속성에 대한 양상과 어떤 대상을 몇 세부터 관리하여야 하

는 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의 목표로서 지속성이 시작되는 시기를 결정하고자 두 가지 방법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생존표(life-table)를 이용한 방법으로서, 특정

시점에서 혈압의 상위 사분위군에 속한 대상이 계속적으로 상위 사분위군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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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확률이 일정수준( s0=0.3) 이상이 되는 최초의 연령을 지속성이 시작하는 시

기로 정의하고 분석하였다(그림 4 - 7). 분석결과 혈압의 상위 사분위군은 처음 연

령에 관계없이 3년 정도 지나면 계속적으로 상위 사분위군에 남아 있을 확률이

0.3 이하로 떨어졌다. 이완기혈압일 경우에는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이 방법으로

는 지속성이 시작하는 특정한 연령을 제시하기에 부적절하였다. 실제로 12년간의

추적조사에서 매번 상위 사분위군에 남은 확률이 30%가 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이다. 여러 번의 측정에서 계속적으로 상위 사분위군에 남는 것으

로 지속성을 엄격하게 정의하였기 때문에 지속성의 시작 연령을 찾기가 어려워졌

다고 할 수 있다. 12번의 혈압 측정시 오차나 개인의 변이에 의해 한 번이라도 상

위 사분위군에서 빠져나간 사람은 모두 제외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0.3이라는 기

준은 신체계측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신장이나 체중, 체질량지수 등이 매우 강

한 지속성을 보인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할 수 있

다.

첫 번째 방법의 결과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지속성을

어느 한 시점에서 상위 사분위군에 속한 사람이 그 이후의 어떤 시점에서 연속적

으로 다시 상위 사분위군에 속할 확률로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적은 횟수의 혈압측정 자료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지속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 연구와 같이 수년간 12번의 혈압측정을 실시한 경

우에는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두 번째, 시작연령에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4

회 이상 상위 사분위군에 속한 대상은 계속적으로 상위 사분위군에 남아 있을 확

률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의 혈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분명

한 지속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이 성인기 이후에는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성인기 이전에 혈압을 여러 번 측정하고 관리

하는 것이 고혈압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Clarke

et al. 1978; Bao et al. 1995). 본 연구에서 수축기 또는 이완기혈압의 상위 사분위

군에 연속적으로 4회 이상 속한 사람은 남자가 31명(26.3 %), 여자가 30명(22.6%)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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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은 표 2에서 보인 바와 같이 6세와 14세까지 9회의 측정에서 5회

이상 상위 사분위군에 속한 경우를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으로 삼고, 각 연령에서

상위 사분위군에 속하는 대상이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에 속할 양성예측도와 AUC

지수가 다른 연령에서 보다 높은 시점을 찾았다. 특히 양성예측도와 95% 신뢰구

간을 구하여 단순히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에 속할 확률과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연령을 지속성의 시작 시기로 보았다. 지속성이 강한 집단을 잘 진단해 낼 수 있

는 혈압측정 시점을 지속성의 시작 시기로 보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몇 세부터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라는 물음에 충실한 정의로 생각할

수 있다.

수축기혈압을 기준으로 볼 때 남자는 14세, 여자는 13세에 양성예측도가 가장

높았다(표 6). 그 외에도 각각 9세와 8세에 양성예측도가 높았다. 이완기혈압V에서

는 양성예측도가 수축기혈압에 비해 더 작았으나 각 연령에서의 값을 비교해 보

면 남자는 10세, 13세, 여자는 12세, 13세에 양성예측도가 컸다. AUC 지수는 수축

기혈압에서 남자 9세, 여자8세, 이완기혈압에서는 남자 13세, 10세, 여자 14세가

가장 큰 값이었다. 이 나이의 혈압측정이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을 감별하기에 가

장 높은 양성예측도를 가지므로 혈압 관리 대상을 찾기 위한 혈압측정을 하기에

좀더 효율적인 나이라고 할 수 있다.

9세 전후로 양성예측도 및 AUC 지수가 높은 것은 이때의 신체 성장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Sanchez-Bayle, Mu n oz-Fern an d ez an d Gonzalez-Requ ejo(1999)

의 연구에서 보면 8세에서 10세에 수축기혈압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강

화 연구에서도 12년간의 측정 결과를 보면 6-7세에 비하여 8-10세에 혈압의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 h , N am an d Jee 1999). 동시에 강화 연구의 여자 성

장을 보면 8 - 11세 사이에 신장과 체중의 증가가 급격하였다(김창수 외 2000). 체

중 및 신장과 어린이의 혈압은 서로 상관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Sin aik o 1996).

이를 근거로 추론하면 8-11세에 혈압의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고 이 연령에 높은

혈압을 보인 어린이들의 혈압이 지속성의 결정에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14세와 13세의 양성예측도 및 AUC 지수 값이 큰 것은 역으로 높은 혈압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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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이 강하게 나타난 군이 사춘기 이전 신체의 급격한 성장과 관련하여 혈압이

증가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14세는 고위험지속군을 정의하

는 마지막 연령으로 사춘기 및 성인기 이후까지의 성장 및 혈압 변화 양상도 함

께 분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춘기 기간의 혈압의 지속성은 사춘기 동

안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므로 14세 이후 사춘기의 혈압까지 포

함하여 분석해야할 필요성이 있다(Rosner et al . 1987). 그러나 이런 현상이 이 연

구의 첫 번째 분석인 생명표 방식을 이용한 결과에서는 불 수 없었고 특히 양성

예측도와 신뢰구간으로 볼 때 각 연령의 양성예측도가 서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각 연령에서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에 대한 혈압의 상위 사분위군의 양성예측도

와 95 % 신뢰구간을 구하여 단순히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에 속할 확률과 비교해본

결과 남자 수축기혈압과 여자 수축기혈압은 전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근거로 연구대상의 전 연령에 걸쳐 혈압측정을 통하여 혈압의 고위험지속군

을 예측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남자 수축기혈압에서는

6세이전, 여자는 7세부터 지속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자 이완

기혈압에서 6세, 7세, 9세, 11세의 양성예측도가 고위험지속군에 속할 확률과 차이

가 없어 지속성은 8세부터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여자 이완기혈압에서는 12세부

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록을 보면 체질량지수와 신장, 체중에 2가지 분석방법을 적용한 결과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신체계측치의 지속성은 6세 이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

었다. 이 결과는 두가지 방법이 실제 지속성의 시작연령을 찾아내는데 상당한 의

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방법에서 정의한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이 실제 고혈압군에

대하여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고혈압군에 대한 다변량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혈압군에 대한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의 위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은 남녀 모두에게서 고혈압군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이었다. 수축기혈압 및 이완기혈압의 고위험지속군도 각 혈압의 고

혈군에 대하여 유의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동기 및 청소년기 혈압의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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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군은 청소년기 말의 고혈압 발현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혈압 관리의 원칙으로서 건강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이학적

검사와 함께 매년 1회의 혈압측정을 권하고 있다(N H LBI, 1987). 특히 높은 혈압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혈압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며 이

는 본 연구에서 고위험지속군의 의의와 서로 통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일회의 측

정에서 어린이의 혈압이 높을 때 연속적인 혈압측정이 필요하다는 다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Clarke et al. 1978; Rosn er et al. 1987; Yon g et al.

1993; WH O 1993).

Bakx et al.(1999)의 연구에서 성인을 18년간 추적했을 때 나중의 이완기혈압을

가장 잘 예측한 것은 시작 시점의 이완기혈압이었다고 하며, N H LBI(1987)는 1회

의 혈압측정에서 90퍼센타일에 속한 어린이에 대해서 이후에 여러 번에 걸친 혈

압측정을 시행하길 권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혈압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사람들 중에서 상위 사분위군은 혈압에 대해 꾸준히 감시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 90퍼센타일군의 경우에는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에 대하여, 고혈압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Elliot 1997; N H LBI 1987).

한두 번의 측정에서 혈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경우에는 일정 시간 간격을 두

고 다시 혈압을 측정하여 혈압관리가 필요한 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의 혈압에 대하여 조기검진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동기에 1회의 혈압측정은 성인기의 고혈압에 대하여 민감도

및 양성예측도가 낮기 때문이다(Portm an an d Yetm an 1996). 많은 의료 정책전문

가들은 한번의 혈압측정이 장래에 고혈압이나 뇌졸중 심장 경색증, 심부전 등의

심혈관계 질환 관련 사망을 예측하는 정도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작다는 것에 관

심을 가져왔다(Gillm an et al. 1993; H ofm an et al. 1985). 최근의 분석에 의하면

고혈압에 대한 조기검진은 젊은 층에서 보다 노년층에서 더 비용-효과적이라고 한

다(Littenberg 1995). 아동기에 실시한 한번의 혈압측정은 장래의 심혈관계 질환

관련 위험도와 상관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몇몇 연구자들은 어린이들 전체에 대

하여 혈압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H ou tm an an d

Dillon 1991). N H LBI(1987)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혈압의 집단 조기검진 프로

- 38 -



그램(m ass com m u nity BP screenin g p rogram )은 권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고혈

압의 위험이 높은 특정 대상을 위한 혈압 프로그램(targeted BP screenin g

p rogram )으로부터 지속적인 의학적 감독을 받는 어린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

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규적인 진료과정에서 혈압측정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혈압의 지속성은 6세에 이미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양성예측

도와 AUC 지수로 볼 때 혈압측정에 좀더 효율적인 시점은 대략 8세에서 11세로

볼 수 있었으나 명확히 결정짓기는 어려웠다. 연속적인 혈압측정에서 높은 혈압을

나타내는 집단은 앞으로도 꾸준히 혈압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여 고혈압의 발현

여부를 지켜봐야 할 고혈압의 위험 집단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Ku rtz (1995)는 미

래의 고혈압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개인을 찾기 위하여 분자유전학을 이용한 방

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하였으나 아직은 적용하기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또한 고혈압의 위험집단을 찾는데에 분자유전학의 방법을 이용하게 되더

라도 혈압에 대한 관리 시점을 정하는데 있어 혈압의 지속성 시작 시기를 분석하

는 것은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39 -



V I. 결 론

이 연구가 가지는 장점은 상당히 추적기간이 긴 코호트의 매년 측정된 혈압자

료를 이용하였으며, 기존의 단편적인 지속성의 정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각도에서

지속성의 시작 시기를 밝히려고 하였다는데 있다.

이 연구의 결과로서 혈압의 지속성이 존재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혈압

의 지속성은 6세이전에 시작된다고 판단된다. 양성예측도 및 AU C 지수의 결과로

볼 때 좀 더 효율적인 혈압측정 시기는 8세에서 11세로 볼 수 있었으나 분명하게

결정지을 수는 없었다. 체질량지수, 신장, 체중의 경우에서 볼 때 지속성의 시작연

령을 찾는 두가지 방법은 기존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상당한 의의가 있다

고 생각된다.

아동기에 정기적으로 혈압측정을 실시함으로써 같은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혈압을 유지하는 어린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고혈압의 위험도가 높은

집단을 찾는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구의 어린이들에게 집단적으로

여러 번에 걸친 혈압측정을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혈압의

지속성이 시작하는 시기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볼 때 혈압의 지

속성은 6세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8-11세에 측정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시기에 혈압측정에서 높은 값을 보인 어린이는

여러 번의 재 측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연구하여야 할 방향으로는 자료를 계속적으로 추적조사하여 강화연구

의 연구대상자들이 성인이 된 후의 고혈압 유병률을 추정하고 각 연령에서의 혈

압측정을 통하여 실제 고혈압 위험도에 대한 타당도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혈압의 성장과 관련된 요인을 신체 성장과 관련하여 8세에서 11세의 혈압측정

치가 전체 혈압의 성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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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생명표 방식을 이용한 신체계측치의 상위 사분위군에 계속 남는 확률

그림 1. 체질량지수의 상위 사분위군이 지속해서 잔존할 확률(남자)

그림 2. 체질량지수의 상위 사분위군이 지속해서 잔존할 확률(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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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신장의 상위 사분위군이 지속해서 잔존할 확률(남자)

그림 4. 신장의 상위 사분위군이 지속해서 잔존할 확률(여자)

- 49 -



그림 5. 체중의 상위 사분위군이 지속해서 잔존할 확률(남자)

그림 6. 체중의 상위 사분위군이 지속해서 잔존할 확률(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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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혈압의 고위험지속군에 대한 신체계측치의 상위 사분위군의 양성예측도

표 1. 신체계측치의 고위험지속군에 대한 6세에서 14세까지 각 신체계측치 상

위 사분위군의 양성예측도

연령
체질량지수 신장 체중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6 0.552 0.606 0.862 0.829 0.630 0.758

7 0.724 0.697 0.897 0.909 0.700 0.800

8 0.828 0.849 0.862 0.939 0.767 0.833

9 0.966 0.849 0.897 0.849 0.862 0.853

10 0.897 0.818 0.933 0.849 0.897 0.912

11 0.931 0.879 0.862 0.824 0.931 0.970

12 0.862 0.849 0.793 0.849 0.931 0.912

13 0.828 0.818 0.759 0.849 0.862 0.818

14 0.828 0.818 0.793 0.727 0.828 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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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 CT

Identif ication of the age show ing tracking of bloo d pressure

Lee, Kan g H ee

Dep t . of Pu blic H ealth

Th e Gradu ate Sch ool

Yon sei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 is stu dy is to d eterm ine the in itiatin g age of blood

p ressu re(BP) tr ackin g of Korean sch ool children . The in itiatin g age of BP

tracin g w ou ld be p rop er tim e to begin the m an agem en t of child ren ' s BP in

ch ildren . This stu dy is based on th e Kan gw h a Stu dy w hich h as exam ined BP

an d related risk factors of sch ool ch ildren (m ale 118 ; fem ale 133) for 12 years

annu ally .

For th is p u rp ose, firstly , the p ercent of the su bjects w h o stayed in the sam e

BP u p p er qu artile at follow -u p m easu rem ents is calcu lated every year . Th en,

th e you n gest age at w h ich th e p ercent m aintain ed at p red efined p ercen t(0.3)

h as been searched . If the p ercent is m ore th an the p redefin ed p ercent, the age

h as been determ ined as in itiatin g age of BP trackin g, w hen the su bjects are

ran d om ly divided into each qu artile grou p . Th e p redefin ed p ercent ' 0.3' is

based on the sam e p ercen t of an th rop om etry .

The secon d m eth od is to an alyse th e p ositive p red ictive valu e(PPV) an d the

area u n der the cu rve(AUC) in d ex of BP u p p er qu artile to th e h igh blood

p ressu re trackin g grou p (H BPTG). H BPTG is th e grou p w hich its BP is in u p p er

qu artile m ore th an 5 tim es from age 6 to 14. The reason for th is is th at w hen

th e n u m ber of op p ortu nity inclu d in g in BP u p p er qu artile is over 5, th eoretical

accu m u lated p robability is less th an 0.05 accord in g to bin om ial d istribu tion (n =9,

P=1/ 4). The 95% confid ence in terv als w ere calcu lated w ith PPV. In t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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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th od , th e in itiatin g age of BP trackin g is defin ed as the you n gest age of

w hich the PPV is significantly d ifferent from sim p le p robability th at su bjects

w ou ld be H BPTG .

Accordin gly, it can be su ggested th at BP tr ackin g w as clear from age 6 to

14 th ou gh the in itiatin g age of BP trackin g can n ot be id entified by fir st

m eth od . The p ercent of su bjects w h o stayed in the BP u p p er qu artile at every

age is d ecreased less th an 0.3 after 3 years. H ow ever, the grou p s rem ain e in

u p p er qu artile throu gh 4 years sh ow ed th e stron g ten den cy of blood p ressu re

tr ackin g.

The initiatin g age of BP trackin g is you n ger th an age 6 for boys, w hen th e

PPV an d confid ence in terv al w ere com p ared w ith th e sim p le p robability of

H BPTG. For girls, the in itiatin g age is age 7. The largest PPV an d AUC in dex

of systolic blood p ressu re(SBP) is age 8 to 10 an d age 14. Th erefore, it w ou ld

be conclu ded th at the ap p rop riate age to m easu re BP is from age 8 to 10. It

w ou ld be su ggested th at the age from 8 to 11 is ap p rop riate tim e to m easu re

BP .

We th ou gh t th at early blood p ressu re m easu rem en t an d follow -u p cou ld

fin d children w h o h ave h igher blood p ressu re th an p eer an d high er r isk of

hyp erten sion th an other s. Th e im p lication of th ese fin din gs cou ld su p p ort

p ysician s to decide w hen they start to check the blood p ressu re of children

w h o are ap t to h ave high blood p ressu re if they can n ot check it every year .

Key w ord s : blood p ressu re, tr ackin g, child ren , p u berty, h yp erten 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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