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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현대인의 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생활습관병(life-related

disease)은 생활습관변화, 즉 건강행태(health beh avior)를 변화함으로 인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고혈압은 생활습관 개선과 같은 비약리적인 방법을 통한 예방 및 관리가 가능

하다는 많은 연구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은 고혈압 치료에 있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치료법이지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혈압 강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는 여전히 논쟁적이며 특히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이와 같은 비약리적인 방법에

대해 다소 소홀하기 쉽다.

본 연구에서는 과천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진단자 중 약물 치료 중

인 사람들에 대해 혈압 측정 결과 고혈압 조절군(233명)과 고혈압 비조절군(209명)

으로 나누어 이들의 건강관심도와 고혈압 치료에 대한 태도 및 건강생활습관 실

천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약물치료 중에도 건강생활습관이 혈압 강하

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건강관심도와 고혈압 치료에 대한 태도 결과를 살펴 볼 때 고혈압 비조절군의

경우 건강검진과 같은 실제적인 행위는 보다 적으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보다 건강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고혈압 치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고혈

압 치료법에 대해서는 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고혈압 치료에 대해

서는 신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건강인지나 치료에 대한 태도등이 환

자들의 건강 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운동, 체중조절, 저식염섭취, 금연, 절주 등의 건강생활습관 실천이 각 군에 있

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운동과 체중조절, 저식염섭취 등을 고혈압 조절

군에서 평균 10%가량 더 많이 실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 대해서만 보정하였을 때는 고혈압 조절군에 속할 가능성이

운동의 경우 1.4배, 체중조절 1.6배, 저식염섭취 1.7배였으며 연령, 성, 직업, 주요

이용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정하였을 때는 고혈압 조절군에 속할 가능성이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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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4배, 체중조절 1.5배, 저식염섭취 1.6배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이 고혈압 조절군의 운동, 체중조절, 저식염섭취 등과 같은 건강생활

실천율이 고혈압 비조절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약물치료 중에도 생

활습관행태 변화가 혈압 강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사회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적절한 표본추출을 통해

실시한 조사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지녔다고 보며 이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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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생활수준의 향상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음은 이

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만성질환을 과거에는 성인병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으나

그 질병이 성인뿐 아니라 소아에게서도 발병하며 그 원인이 연령증가에 있다기보

다는 잘못된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많은 연구결과에 따라 일본에서는 생활습

관병(life-related d isea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활습관병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으며 대부분이 생활습관의 변화, 즉 건강행태의 변화를 통해 예방 가능하다는 것

이 그 특징이다.

생활습관병 중에서도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등 순환기계 질환의 주

요한 위험요인으로(서 일 등, 1997; Beberg등, 2000)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공공보

건 문제의 하나이며(Kalache, 1995) 대개 일생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 고혈압

은 세계적으로 10-20%가량의 유병율이 나타나는 흔한 질환으로(감 신 등, 1991)

우리 나라의 경우는 1998년에 성인의 고혈압 유병율이 27.2%였으며(Su h , 2001)

1970년대 이후로 고혈압이 10대 사망원인 중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이수정, 1999).

심혈관 질환은 1990년대에 들어 우리 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이 되었는데(Jee등,

1999) 1999년 통계청의 1년간 남녀별 주요 사망원인을 보면 남녀 모두에서 순환기

계 질환이 1순위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만성질환이 사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2000년에도 여성의 경우 여전히 순환기계 질환이 사망원인 1순위이며

남성의 경우도 암에 이어 2순위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1). 이와 같이 고혈압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혈압 조절은 개인 환자에서나

일반 인구집단에서의 주요한 보건과제이다.

여러 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고혈압을 정의하고 있으나 1999년 세계보건기구

(WH O)와 세계고혈압학회가 발표한 고혈압 치료 지침에 의하면 JN C-6(Joi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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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tion al Com m ittee)의 정의와 분류를 수용하여 고혈압을 수축기 혈압 140m m H g

이상, 이완기 혈압 90m m H g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WH O, 1999). 또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각각 120m m H g 미만, 80m m H g 미만을 최적, 130m m H g 미만,

85m m H g 미만을 정상, 130 - 139m m H g, 85 - 89m m H g일 때를 높은 정상으로 규

정하고 있다. 고혈압은 다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각각 140 - 159m m H g, 90 -

99m m H g일 때를 1도 고혈압, 160 - 179m m H g, 100 - 109m m H g 일 때를 2도 고

혈압, 180m m H g 이상, 110m m H g 이상일 때를 3도 고혈압으로 분류한다.

고혈압은 크게 본태성 고혈압과 신장과 심장 그리고 내분비 등의 장애로 오는

이차성 고혈압으로 구분하는데 이중 본태성 고혈압이 고혈압환자의 80 - 90%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 혈압이 높아졌다는 사실외에는 바로 어

떤 것이 발병원인이라고 밝혀지지 않았다(김중언 등, 1996). 이제까지 밝혀진 고혈

압의 원인은 연령, 성별, 인종, 가족력 등의 인구학적·유전적 요인과 혈중 지질,

체중 등 생리적 요인등의 생물학적 개연성과 환경적 요인 및 이들의 복합적인 작

용에 의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수정 가능한 환경적 위험요인으로는 높은 식염섭

취, 알콜섭취, 비만, 적은 신체활동 등을 들 수 있다(Kornitzer등, 1999).

고혈압 환자의 주된 치료 목표는 심혈관계 질병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으로, 항고혈압 치료의 목표는 혈압을 정상 혹은

적정 으로 정의된 수준까지 되돌리는 것이다. 이러한 고혈압 환자의 치료에 있어

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혈압과 다른 위험인자들의 감시, 생활습관 개선, 약물치

료 등이다. 이 중에서도 생활습관 개선은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포함

하여 모든 환자들에게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나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강

조되고 있다(WH O, 1999). 혈압을 떨어뜨린다고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생

활습관은 금연, 체중감소, 과도한 음주의 절제, 저식염섭취, 체중감량, 신체 활동의

증가 등이다(Ku ller등, 2001; WH O, 1999 ; Mu ller등, 1998).

고혈압 치료는 혈압 측정 결과 고혈압으로 진단된 사람들에 대해 위험인자를

평가하고, 표적장기 손상 여부, 동반 질환 등에 대해서 살펴본 후 우선적으로 생

활습관의 개선으로 시작하게 된다. 고혈압의 정도에 따라 치료도 다른데 생활습관

개선을 시작으로 고혈압 환자들에 대해서 1·2·3기 등의 고혈압 분류에 따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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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험도를 최고위험, 고위험, 중등도, 저위험으로 층별화하여 각 절대위험도에 따

라 약물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또한 약물치료 시작 후에도 생활습관 개선을 강화

시키도록 하고 있다(WH O, 1999).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혈압 강화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고혈압

치료 지침에 있어 생활습관의 개선, 즉 건강생활습관은 약물치료에 우선되고, 약

물치료 기간 중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강조되는 주요 치료법임에도 불구

하고 약물치료를 시작한 이후에는 이의 중요성을 다소 간과하기 쉽다. 또한, 고혈

압 환자의 건강생활습관을 통한 혈압 강화효과에 대해서는 주로 병원을 기반으로

하거나 생활습관 차이에 따른 고혈압 유병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의 생활습관 개선은 물론, 건강증진에서 주요 초

점으로 삼고 있는 개인의 생활행태와 습관은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에 의해 결정

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의 접근방법에 있어

서 지역사회 전체를 통한 접근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박노원 등,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이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 혈압 측정결과 여전히 고혈압인

사람들과 혈압이 조절된 사람들의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고혈압 치료에

대한 태도 및 건강생활습관 실천여부를 비교해봄으로써 약물치료 중에도 고혈압

환자들의 건강생활습관이 혈압 강하 여부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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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고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 혈압 측정 결과 수축기 혈압 140m m H g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90m m H g이상인 고혈압 비조절군과 수축기혈압이 140m m H g 미만이고 이완기 혈

압이 90m m H g 미만인 고혈압 조절군으로 나누어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심도와 건강생활습관 실천여부, 고혈압 치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약물치료 중에도 고혈압 환자들의 건강생활습관이 혈압 강하 여부와 연관성이 있

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고혈압 비조절군과 고혈압 조절군의 건강관심도를 비교한다.

2) 고혈압 비조절군과 고혈압 조절군의 고혈압 치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다.

3) 고혈압 비조절군과 고혈압 조절군의 건강생활습관 실천여부를 비교한다.

4) 고혈압 비조절군과 고혈압 조절군의 건강생활습관 실천여부 비교를 통해 약

물 치료 중에도 건강생활습관이 혈압 강하와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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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헌 고찰

1. 고혈압 환자들의 건강행태

현재까지 밝혀진 고혈압 위험요인 중 수정가능한 환경적 위험요인으로는 높은

식염섭취, 알콜섭취, 비만, 적은 신체활동 등을 들 수 있고 고혈압의 병인학과 관

련한 스트레스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많으나 일부 연관성 있는 결과들

이 나오고 있다. 이 외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는, 인구적 측면에서는 주요

위험요인의 수정을 목표로 하는 공중보건정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적 측면으

로는 고혈압 예방을 위한 비약리학적 방법과 혈압이 약간 높은 사람과 약한 고혈

압인 사람들도 포함하여 이들도 관리해야 한다고 한다(Kornitzer, 1999).

사회경제적 상태는 종종 월수입, 직업, 교육정도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동안

역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왔던 지표는 교육정도이다(Winkleby등, 1991).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쉽게 정량화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성인 인구집단에서 개

인의 사회적 상태의 측정도구로서 유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Denn is

등, 1993), 순환기 질환을 포함한 질병과 매우 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

다(Bennet, 1995). 교육정도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학력이 증가할수록, 월

수입면에서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건강에 관심이 많음을 볼 수 있으며(김학균

등, 1994), 김철수 등(1990)의 고혈압 환자의 치료순응도에 관한 연구에서 국졸이

하인 경우와 월수입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서 치료순응도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

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건강증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거나 성인으로서

노출될 수 있는 건강교육메세지에 대하여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등 건강한 생활

환경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재인용 김정아, 1997).

건강인지(health aw aren ess)는 고혈압 조절(control of hyp erten sion)의 가장

중심적인 논제이다. Th aku r (1999)등은 30세 이상의 여성 1727명을 대상으로 한

단면연구조사를 통해 건강인지(health aw aren ess)와 고혈압 치료의 순응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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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파악하여 건강인지가 고혈압을 조절하는데 있어 가장 중심적인 논제임을 밝

혔다. 또한 고혈압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정기적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간과(33.3%),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19.44 %), 병원까지 환

자를 데려가 줄 가족이 없는 경우(9.72 %)등이 있었고 고혈압 조절을 위한 체중감

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26명(36.1%)이나 되었으며 고혈압 환자 중

23(31.9 %)명은 여전히 흡연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관리전문가(health

care p rofession al), 환자 일반인구집단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내의 고혈압 환자 치

료를 위한 포괄적인 보건교육적 접근방법의 향상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독일의 Baberg(2000)등에 의한 연구를 살펴보면, 심장병동에 입원한 환자 510

명을 대상으로 관상동맥성 질병의 위험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

들의 지식수준이 낮아 관련질병 환자에 대한 보다 나은 건강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입원기간동안의 반복적인 건강정보는 환자들의

지식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다른 방식의 보건교육

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O sw ald (1980)등은 중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수준을 검사한 결과 특히 고혈압의 혈압영역에서 그 지식수준이 현저하게 낮

아 고혈압과 혈압에 대한 위험요인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박옥규

(1980)는 고혈압 환자들은 알코올의 과다섭취와 식염의 장기과잉섭취 등 식생활습

관이 저조하며 고혈압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지식의 결여로 그 지식수준이 낮다

고 보고하여 고혈압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습득 및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

도록 유도하는 보건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Kir scht (1983)

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 고혈압에 대한 건강정보를 환경으로부터 쉽게 얻지 못하

여 상대적으로 지식수준이 낮으며 자신이 질병에 걸렸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으로

느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Stam ler와

Farin o(1980)는 115명의 고혈압 환자들에게 흡연을 중지시키고 건강식품을 섭취토

록 하며 운동을 규칙적으로 행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생활습관의 변화

를 통해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Mu ller (1998)등에 의하면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생활양식(life style)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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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상적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며 혈압을 낮추는 부가효과(side effect)와 관

상동맥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양식은 첫 번째로 모든 과체중 고혈압환자들의 체중을 감

소시키는 것인데 이상적인 체중까지의 체중감소는 할 수 없더라도 영속적인 혈

압 감소효과는 볼 수 있다고 한다. 알콜섭취와 관련해서는 남자의 경우 일일 알

콜섭취가 30m g(맥주 3잔, 와인 2잔), 여자의 경우 일일당 20m g을 넘어서면, 알콜

섭취로 인해 혈압이 증가하므로 절주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고, 저식염 섭취는

일부의 고혈압환자들에게만 필수적으로 이행시켜야 하지만 고혈압환자들은 모두

소금섭취를 일일 5 - 6g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인내심을 기르

는 것도 생활양식 변화에 있어서 중점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이것이 관련 연구결

과에서 확증된 것은 아니지만 건강정보, 인내심, 건강한 식이습관, 알콜섭취 감소

등과 같은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건강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확증된 바 있다고 강조하였다.

Jeffrey (1991)등은 실험적 연구를 통해 정상혈압인에서나 고혈압인에서 모두

식염섭취 제한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혈압 강하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

고하였다.

Kirscht(1988)는 건강검진 행위를 건강행위와 관련한 행위로서 건강실천행위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 또는 신념을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로 제

시하였다. 물론 건강검진을 직장에서 단체로 한 경우와 개인이 스스로 건강검진을

한 경우는 그 행위가 같은 비중으로 건강의 관심도를 표현하지 않는다.(재인용, 이

순영 1995)

2. 우리 나라의 주요 연구

고혈압과 같이 평소에 증상이 없는 질환이나 체중감소는 뚜렷한 위험요인으로

인식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김중언(1996)등은 고혈압과 체중감소에 대한 치료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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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 있어서 고혈압 증상, 징후에 대한 교육과 각 증상의 발생 원인, 자기 치료

및 관찰시 유의할 점, 의사를 반드시 방문해야 할 경우로 구분한 의사결정 표준화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체력을 떨어뜨리는 생활양

식이나 운동 부족과 같은 요인들이 만성퇴행성 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에서는 한국인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

석 을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중 개선 가

능한 주요 위험요인으로 스트레스와 운동부족이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상태에 가

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라고 하였으며 만성질환에는 흡연, 과다체중,

운동부족, 수면부족, 스트레스가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적당한 운동

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고혈압, 소화성 궤양, 만성폐색성 폐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비록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상태가 의료인이 평가한 객관적인 측정과 일치하

지는 않지만 건강행위나 의료수요를 측정하는 데는 가장 좋은 지표라고 지적하였

다.

김재훈(1999)등이 주관적 건강인식에 따른 건강관련 체력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건강한 군과 보통인 군에서 상관의 정도와 방향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강하지 않은 군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고 건강

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의 경우 건강관련 체력 요소들을 측정할 때, 조사자에 순

응하는 정도가 낮았을 가능성도 있으며, 진단 받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실질적으

로 낮은 측정값을 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한다.

고혈압 환자의 건강행태에 대해서는 황정희(2000)등이 병원에 내원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들의 건강관련행태를 연구한 바 있다. 연구 결과 학력과 고

혈압 지식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으며 건강관련행태의 개선정도도 고혈압 지식이

높은 환자일수록 높다는 다른 여러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내었다. 고혈압

관련 지식점수와 건강관련행위 실천점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고혈압

에 대한 발병기전, 원인 및 대처 방법 등에 대해 환자가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

보를 가지고 있을수록 혈압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식습관의 개선, 규칙적인

운동, 금연 및 보다 적극적인 건강관련 정보 획득의 의지 등과 같은 건강관련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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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선의지가 더 높아 고혈압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들

의 고혈압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건교육이 가

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고혈압 환자가 아닌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노원환 등(1998)의 건강관련 행

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고연령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고학력군, 사무·관리직,

경제상태가 좋은 사람에게서 더욱 긍정적인 건강행태를 가진다고 한다.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고혈압을 조절하여 정상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들에 주안점을 두고 남녀 고혈압 환자들에게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록지

와 교육을 실시한 김중언등(1996)은 연구를 통해 건강생활습관점수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없었으나 처치기간에는 차이가 있어 처치기간이 경과할수록 건강생활점수

는 높아지고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얻어 고혈

압환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혈압 조절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자기통

제 의지력의 향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순영(1995)등이 건강행위 자체와 건강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건강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고자 시행한 연구를 통해 건강실천행위가 건

강수준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또 건강

수준이 나쁠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건강실천행위를 많이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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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고 혈 압 조절 군 : 이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고 현재 약을 복용중이

며 수축기 혈압 140m m H g 미만이며 이완기 혈압 90m m H g 미만인 자

고 혈 압 비 조 절 군 : 이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고 현재 약을 복용중

이며 수축기 혈압 140m m H 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90m m H g 이상인 자

건 강 관 심 도 : 자신의 건강에 대해 갖는 관심도로 본 연구에서는 건강검진 여

부, 건강검진 결과, 자가 건강인지도 등을 건강관심도로 정의하였다.

고 혈 압 치 료 에 대 한 태도 : 고혈압 치료법에 대한 자가 인지도, 고혈압 치료

필요성 인지도, 고혈압 치료에 대한 신념등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여 고혈압

치료에 대한 태도로 보았다.

건 강 생 활 습 관 : 고혈압 치료 지침에서 혈압을 떨어뜨린다고 광범위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 생활습관으로 본 연구에서는 운동, 체중 조절, 저식염섭취, 금연,

절주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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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건강도시과천 21 고혈압 기초조사

대상분류

·고혈압 비조절군

·고혈압 조절군

인구사회학적 특성

: 연령, 성, 교육정도, 소득정도, 결혼상

태,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주요 이용 의

료기관

건강관심도

: 건강검진 여부, 건강검진 결과, 자가건

강인지도

건강생활습관

: 운동, 체중조절, 저식염섭취, 금연, 절주

고혈압치료에 대한 태도

: 고혈압 치료법 인지도, 고혈압 치료 필

요성, 고혈압 치료에 대한 신념

그림 1. 연구의 틀

- 11 -



본 연구에서는 약물치료 중에도 건강생활습관이 혈압 강하와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고 현재 약을 복용중인 사람

들에 대해 혈압 측정 결과에 따라 수축기 혈압이 140m m H 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 m H g이상인 사람들을 고혈압 비조절군(환자군)으로 정의하고 수축기

혈압이 140m m H g 미만이고 이완기 혈압이 90m m H g 미만인 사람들을 고혈압 조

절군(대조군)으로 정의하여 환자 - 대조군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혈압군(442명)

·이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적 있음

·현재 약을 복용 중임

혈압측정

고혈압 비조절군(209명)

수축기 혈압 140m m H g 이상

혹은

이완기 혈압 90m m H g 이상

고혈압 조절군(233명)

수축기 혈압 140m m H g 미만

그리고

이완기 혈압 90m m H g 미만

그림 2. 고혈압 조절군, 고혈압 비조절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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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대상자

본 연구는 건강도시 과천21 사업 의 일환으로 고혈압 관리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과천시 고혈압 관리사업의 기초자료조사이다. 조사는 1999년 7월 4일부터

1999년 7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과천시 거주 40세 이상 성인을 대

상으로 동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로 단순 층화 추출법에 의해 조사 실시하였

고 조사 방법은 위기간 내에 주민등록 갱신을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에

게 신체계측과 혈압측정, 24시간 소변에서의 N a 배설량 검사, 일대일 면접법에 의

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혈압 측정은 훈련된 조사원이 2회 측정하여 평균을 내었으

며 국민영양조사의 조사원을 훈련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훈련하였다. 위험요인에서

음주, 흡연, 신체활동 등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대일 면접법으로 조사

하였다.

과천시 고혈압 기초조사에서 조사한 연구 대상자는 1224명이었으며 이 중 자

료가 충실하지 못한 33명을 제외한 1190명 중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고혈압 비조절

군과 고혈압 조절군 총 442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 약을 복용중인 사람들 중 고혈압 비조절군은 수축기 혈압

140m m H 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m m H g 이상인 사람들(209명)이며 고혈압 조

절군은 수축기 혈압 140m m H g 미만이며 이완기 혈압 90m m H g 미만인 사람들

(2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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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가설

첫째, 고혈압 비조절군과 고혈압 조절군의 건강관심도에 차이가 있다.

둘째, 고혈압 비조절군과 고혈압 조절군의 고혈압 치료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다.

셋째, 고혈압 비조절군과 고혈압 조절군의 건강생활습관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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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가. 고혈압 비조절군과 고혈압 조절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기술통계량

을 살펴보고 x 2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고혈압 비조절군과 고혈압 조절군의 혈압 및 신체질량지수(BMI)와 고혈압

치료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 고혈압 비조절군과 고혈압 조절군의 건강관심도와 건강생활습관실천 여부

를 비교하기 위해 x 2
분석을 실시하였다.

라. 고혈압 비조절군과 고혈압 조절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에

대해 보정한 후 건강생활습관의 실천여부와 고혈압 비조절군과 고혈압 조절군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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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 결과

1.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의 고혈압 비조절군, 고혈압 조절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연령, 직업, 주요 이용 의료기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군에서의 연령 평균은 고혈압 비조절군이 62.2±12.5세, 고혈압 조절군

이 63.8±10.6세로 고혈압 조절군의 연령이 약 1.5세 가량 높았고 이는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였다.

수축기 혈압평균은 고혈압 비조절군이 155.8±16.2m m H g이고 고혈압 조절군은

140.9±19.9m m H g이며 이완기 혈압평균은 각각 89.0±11.5m m H g, 81.6±

13.1m m H g이었고 고혈압 비조절군과 고혈압 조절군의 혈압평균은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두 군간 성별차이는 없었으며 대상자들의 65.7%가 여성이기 때문에 대상자들

의 직업은 주부가 고혈압 비조절군, 고혈압 조절군에서 각각 41.3 %, 45.9 %를 차지

했으며 고혈압 비조절군에서는 일반직이 14.4 %로 고혈압 조절군(9.4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p <0.05).

몸이 아플 때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는 고혈압 조절군이 종합병원을 이

용하는 비율(18.0%)이 고혈압 비조절군(4 .8%)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p <0.05) 고

혈압 비조절군의 경우는 몸이 아플 때 약국이나 한의원 또는 기타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40.3 %로 가장 높았으며 고혈압 조절군은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

하는 비율이 33.8 %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고혈압

조절군의 경우 24.1%로 고혈압 비조절군(17.5 %)보다는 보건소를 보다 많이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고혈압 비조절군에서는 초졸 이하가 43.5 %로 가장 많았

고 고혈압 조절군에서는 초졸이하가 29.6%로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였다.

결혼상태를 살펴본 결과 같이 살고 있는 비율이나 사별·미혼·기타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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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조절군에서 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구당 소

득정도에 있어서도 두 군간 차이는 없었다.

음주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고혈압 비조절군이 56.3 %, 고혈압 조절군이

49.6%로 고혈압 조절군의 음주율이 보다 낮았고 음주 경험이 없는 경우가 각각

34.3 %, 44.0%로 고혈압 비조절군에 비해 고혈압 조절군의 비음주 경험율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흡연여부에 있어서는 고

혈압 비조절군의 흡연율이 19.7%, 고혈압 조절군이 13.7%로 고혈압 비조절군의 흡

연율이 다소 높았으며 피우다가 끊은 경우는 고혈압 조절군(18.0%)이 고혈압 비조

절군(13.0)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신체질량지수

(BMI)는 고혈압 비조절군과 고혈압 조절군에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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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1. Baseline charact er istics of uncontrolled hyperten sion group an d
controlled hypert en sion group

Variables

Uncontrolled
hyperten sion

(n=208)

Controlled

hypertension
(n=233)

x 2 valu e p value

n % n %
Age(Year) 62.2±15.5* 63.8±10.6 17.419 0.001†

Gen der
Men

Women
73

136
34.9
62.1

83
150

35.6
64.4

0.023 0.879

Blood pressure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155.8±16.2*
89.0±11.5

140.9±19.9
81.6±13.1

435.9
439.9

0.001†

0.001†

Married statu s
Live together

Seperated & divorced

Death·single·others

129
14
65

62.0
6.7

31.3

154
7

70

66.1
3.0

30.9

3.493 0.174

Education
Elementary sch ool

H igh sch ool
Graduate sch ool

90
77
40

43.5
37.2
19.3

91
90
52

39.1
38.6
22.3

1.050 0.592

Occupation
H ou sehold

General
Professional

Bu siness
Out of w ork

86
30
6
16
70

41.3
14.4
2.9
7.7

33.7

107
22
9

12
83

45.9
9.4
3.9
5.1

35.6

45.643 0.001

Income(1 m onth)
Less than 1,000,000 w on

1,000,000 - 3,000,000 w on
3,000,000w on or m ore

112
57
13

61.6
31.3
7.1

120
70
11

59.7
34.8
5.5

0.833 0.659

Sm okin g statu s
Sm oking

Qu it sm oking
N on-sm oking

41
27

140

19.7
13.0
67.3

32
42
159

13.7
18.0
68.3

4.174 0.124

Drinkin g statu s
Drinking

Quit drinking
N on-drinking

114
16
77

55.1
7.7

37.2

118
20
94

50.9
8.6

40.5

0.782 0.676

Body Mass In dex(kg/ m 2) 24.9±3.1* 25.3±2.8 440.0 0.1854†

Prefered medical facilities
General hospitals

H ospitals & clinics
Pu blic health center
Pharm acy & others

10
77
36
83

4.8
37.4
17.5
40.3

41
77
55
55

18.0
33.8
24.1
24.1

27.447 0.001

* Mean±Standard deviation
† p-value w as obtained from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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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강관심도

고혈압 비조절군과 고혈압 조절군의 건강관심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건강검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혈압 조절군의 건강검진율이 87.5 %로 가장

높아 대부분 건강검진을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혈압 비조절군은 75.2 %로

건강검진율이 보다 낮았다(p <0.05). 건강검진 검사결과를 보면 이상이 있었다고 응

답한 경우가 고혈압 조절군에서 56.2 %로 고혈압 비조절군(32.0%)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p <0.05). 자가건강인지도의 경우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건강한 편이다 , 보통이다 , 나쁜 편이다 로 나누어 본 결과 고혈압 비조절군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건강하다(48.3 %)고 답한 비율이 반수 정도를 차지한 반면

고혈압 조절군의 경우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40%에 못

미쳤다(p <0.05). 자신의 건강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혈압 비조절군의

경우 29.3 %, 고혈압 조절군의 경우 44.6%로 고혈압 비조절군이 자신의 건강에 대

해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Table 2. Difference in health concern betw een u n controlled an d controlled
hyp erten sion grou p

Uncontrolled
hyperten sion

Controlled
hyperten sion x 2 value p valu e

n % n %

H ealth examintion

Yes

N o

155

51

75.2

24.8

204

29

87.5

12.5

11.119 0.001

Result of health exam ination

Abn orm al

N orm al

66

88

32.0

42.7

131

72

56.2

30.9

93.874 0.001

H ealth awareness

H ealthy

N orm al

N ot w ell

99

46

60

48.3

22.4

29.3

84

44

103

36.4

19.0

44.6

11.10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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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혈압 치료에 대한 태도

고혈압과 관련하여 고혈압 치료법 인지도와 고혈압 치료 필요성, 고혈압 치료

에 대한 신념이 고혈압 비조절군, 고혈압 조절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

다. 고혈압 치료법에 대해서는 고혈압의 치료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잘 안다 , 조금 안다 , 그저 그렇다 , 잘 모른다 , 전혀 모른다 라고 응답하도

록 하였으며 고혈압 치료 필요성의 경우는 고혈압은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고 매우 필요하다 , 필요하다 , 그저 그렇다 , 필요없

다 , 아주 필요없다 로 응답하게 하였다. 고혈압 치료에 대한 신념은 고혈압은 꾸

준히 치료받으면 정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으며 매우 그

렇다 , 그렇다 ,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모든 응

답은 부정적인 응답에 1점, 긍정적인 응답에 5점을 주는 5점 척도 방식으로 점수

화하였다.

고혈압의 치료법에 대해서는 고혈압 비조절군이 고혈압 조절군에 비해 고혈압

치료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0.001)

고혈압 치료 필요성 인지도에 있어서도 고혈압 군이 고혈압 치료 필요성에 대해

고혈압 조절군에 비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p <0.05). 고혈압 치료에 대

한 신념은 고혈압 조절군이 고혈압 비조절군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내었다

(p <0.05).

Table 3. Difference in beh avior tow ard hyp erten sion treatm en t betw een

u ncontrolled an d controlled hyp erten sion grou p

Uncontrolled
hyperten sion

Controlled
hypertension t value p value

Mean±SD Mean±SD
Self aw areness of

hyperten sion treatm ent
3.7±1.3 3.1±1.3 434.0 0.0001

Necessary of hypertension

treatment
1.8±0.9 1.6±0.8 387.3 0.0392

Belief of hypertension

control
2.4±0.9 2.6±0.9 434.0 0.0484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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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건강생활습관

평소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운동, 체중조절, 저식염섭취, 금연, 절주

등의 건강생활습관이 고혈압 비조절군과 고혈압 조절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본 결과, 운동실천율이 고혈압 조절군에서 51.1%, 고혈압 비조절군이 44.0%이었

으며(p <0.05), 체중조절 실천율 또한 고혈압 조절군 34.9 %, 고혈압 비조절군 26.1%

로 나타났고(p <0.05) 저식염섭취가 고혈압 비조절군 32.4 %, 고혈압 조절군 45.3 %

로(p <0.05) 운동과 체중조절, 저식염 섭취 등의 건강생활습관을 고혈압 조절군에서

월등히 많이 실천하고 있었다. 이외에 금연이나 절주실천율에 있어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4 . Difference in healthy lifestyles betw een u n controlled an d controlled
hyp erten sion grou p

Uncontrolled
hypertension

Controlled
hypertension x 2 value p value

n % n %

Exercise

Yes

No

91

116

44.0

56.0

119

114

51.1

48.9

2.222 0.014

Weight control

Yes

No
54

153

26.1

73.9

81

151

34.9

65.1

4.002 0.045

Dietary salt intake

Yes

No

67

140

32.4

67.6

105

127

45.3

54.7

7.629 0.006

N o sm oking

Yes

No

138

69

66.7

33.3

162

69

70.1

29.9

0.607 0.436

Temperance

Yes

No

142

64

68.9

31.1

163

69

70.3

29.7

0.091 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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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혈압 비조절군과 고혈압 조절군의 건강생활습관

대상자들의 연령과 연령, 성, 결혼 상태, 가구당 수입, 교육정도, 직업, 주요 이

용 의료기관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보정하여 고혈압 비조절군, 고혈압 조절군

간의 건강생활습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령에 대해서만 보정한 경우에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에 비해 고혈압 조절군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약 1.4배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0.05). 체중조절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체중조절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고혈압

조절군에 속할 가능성이 약 1.6배 정도이며(p <0.1) 저식염섭취를 하면 하지 않는

사람보다 고혈압 조절군에 속할 가능성이 약 1.7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p <0.05). 연령, 성, 결혼 상태, 가구당 수입, 교육정도, 직업, 주요 이용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정하였을 때는 고혈압 조절군에 속할 가능성이 운동의 경우 1.4배, 체중

조절 1.5배, 저식염섭취 1.6배였으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5. ORs(95 % CI) of h avin g healthy lifestyles associated w ith blood

p ressu re control in hyp erten sives

Univariate* Multivariate**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Exercise 1.386(1.130 to 1.671) 0.0312 1.384(1.135 to 2.048) 0.0199

Weight control 1.629(1.070 to 2.481) 0.0229 1.481(1.081 to 2.290) 0.0775

Dietary salt in take 1.717(1.162 to 2.536) 0.0066 1.566(1.046 to 2.345) 0.0295

N o sm oking 1.127(0.749 to 1.697) 0.5655 1.105(0.720 to 1.697) 0.6485

Tem perance 1.015(0.671 to 1.536) 0.9450 0.933(0.605 to 1.439) 0.7527

* Adju sted for age

** Adju sted for age, gen der, occupation, prefered m edic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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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고 찰

현대인의 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생활습관병은 생활습관변

화, 즉 건강행태를 변화함으로 인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생

활습관병 중 고혈압의 경우 심혈관 질환의 주요한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예

방하고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생활습관변화를 통한 예방이나 관리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생활행태는 개인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활습관변화를 통한 건강증진 전략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는 접근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고혈압 비조절군, 고

혈압 조절군의 건강관심도, 고혈압 치료에 대한 신념, 건강생활습관 실천 여부를

비교하여 약물치료를 하는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도 건강생활습관이 혈압 강하에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고혈압 비조절군, 고혈압 조절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연령,

직업, 주요 이용 의료기관에 있어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연령이

심혈관 질환의 주요한 위험요인이라는 점은 이제 명백히 밝혀져 있다(WH O,

1999). 본 연구에서 고혈압 비조절군과 고혈압 조절군의 연령을 살펴보면 연령평

균은 고혈압 비조절군에 비해 고혈압 조절군의 연령평균이 다소 높아 연령에 상

관없이 건강생활습관이 고혈압치료와 관련성이 있다는 주요한 근거를 마련해주었

다.

직업과 관련해서는 일반직이 고혈압 비조절군에서 보다 높았고 대상자들의

65.6%가 여성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직업은 대부분 주부였다. 주요 이용 의료기

관은 고혈압 조절군은 병원 및 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18.0%) 그 다

음으로 보건소(24 .1%)와 약국·한의원·기타 기관(24 .1%)을 이용하고 있었다. 종합

병원의 이용율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으나 고혈압 비조절군(4.8 %)에 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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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고혈압 비조절군의 경우는 약국·한의원·기

타 기관(40.3 %)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병원 및 의원

(37.4 %)을 이용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비율(17.5 %)은 3순위를 차지하였다. 고혈압

조절군에서 보건소 이용비율이 2순위를 차지하여 보건소에서의 건강증진 사업의

필요성과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관심도에 있어서는 고혈압 비조절군의 건강검진여부(75.2 %)가 고혈압 조

절군(87.5 %)보다 낮았고 건강검진 검사결과에 있어서는 이상이 있었던 경우가 고

혈압 비조절군 32.0%, 고혈압 조절군 56.2 %로 고혈압 조절군의 이상여부가 훨씬

많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고혈압 비조절군의 혈압이 여전히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비조절군의 경우 자가건강인지도에 있어서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8.3 %로 고혈압 조절군의 36.4 %에 비해 10%이상 높았다. 고혈압 비조절군

의 경우 아플 때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약국·한의원·기타 기관이 1순위였

고 건강검진 여부가 낮으며 건강검진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는 결과가 훨씬 많은

것과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

볼 때 고혈압 비조절군의 경우 실제적인 건강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건강

에 대해 과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혈압 치료에 대한 태도의 경우는 고혈압 치료법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

혈압 비조절군에서 보다 많은 인지도를 나타내었으나 고혈압 치료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는 고혈압 조절군의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조절군의 건강생활습관 실천율이 운동(51.1%)이나 체중조절(34 .9 %)은

물론 저식염섭취(45.3 %)에 있어서 고혈압 비조절군에 비해 10% 이상씩 높아 이와

같은 건강생활습관이 실제적으로 약물치료 중에도 혈압강하와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운동과 혈압강하효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En gstrom (1999) 등은 스웨덴

남성 642명을 대상으로 25년 기간동안 추적조사한 결과 고혈압이 있는 173명 중

왕성한 신체활동을 현저하게 실시한 사람들에게서 전체 사망은 물론 심혈관 질환

사망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적었으며 이런 결과는 흡연이나 항고혈압 치료에 대

해 보정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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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ffenbarger (2000)등은 하바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정도와 고혈압

발생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왕성한 운동을 한 사람들의 고혈압 발생이 적었다고

보고하였으며 Eh sani(2001)는 이전의 연구들이 운동이 경증의 1기 고혈압 환자에

게서만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연구 결과 2기나 중증의 고혈압 환자

에게서도 운동과 체중감소가 이들의 항고혈압 약물치료에 효력을 증강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H agberg (2000)등이 고혈압 환자에 있어 운동 효과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review 한 결과 해당 연구결과들은 운동을 통해 고혈압 환자의 대략 75% 가량이

혈압 감소를 가져왔다고 각기 주장하고 있으며 혈압 감소는 수축기 및 이완기 모

두 약 8-11m m H g 가량이었다고 한다. 운동을 통한 혈압감소는 남자에 비해 여자

가 더 잘 일어나고 중년층 고혈압환자들이 청년층이나 노년층 환자들보다 더 많

은 건강상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 고혈압환자의 혈압 감소에 있어 운동의 강도를

낮은 강도에서 일반적인 강도로 올리는 것이 강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이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인 운동을 하면 혈압 감소폭이 더 큰 경향이

있었고 혈압 감소는 특히 수축기 혈압의 경우 단기간에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운동을 한 직후 24시간내에 지속적인 혈압 감소의 증거가 있었다. 그러나 고혈압

환자의 운동이 병리학적 좌심실 비대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몇 증거도 있다. 이런

결과들은 운동이 경중 및 중증 고혈압 환자의 효과적이면서도 초기 부가적인 단

계의 치료법이라는 제언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격한 운동은 고혈압 환자들에게서 좌심실 비대등의 부작용을 낳

을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적당한 강도의 운동은 혈압 강하에 있어 비약리학적은

물론 약물치료 병행시에도 효과적일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도 이와 일치하였다.

저식염섭취와 체중조절의 혈압강하 효과에 대한 이전 연구도 많이 있다.

Whelton (1998)등은 단일 항고혈압 약물 치료를 받는 60-80세 남녀 975명에 대해

노년기 고혈압 환자 치료에 있어 체중감소와 저식염섭취가 효과적인지 알아보고

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 저식염섭취 및 체중조절이 고령 고혈압 환자에 있어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이며 안전한 비약물적 치료법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H e(2000)

등이 고혈압 발생환자의 저식염섭취 및 체중조절의 장기효과를 측정하고자 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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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트연구에서도 일반적인 치료를 하는 환자에 비해 저식염섭취군과 체중조절군에

서 일반적인 치료를 했던 환자들에 비해 7년 후 고혈압 발생이 적어 체중조절과

같은 생활양식의 개선이 장기적인 고혈압 일차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고혈압 관리 지침에서는 저식염섭취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논

쟁은 계속되고 있다(Im bs, 2001; Kotch en 1997). 식염섭취가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은 이미 1800년대부터 연구되었으며(Dibon a, 1983),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 소금이 높은 혈압을 유도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Freedm an, 2001; Im bs, 2001). 1904년 Am bard와 Beaujard가 처음으로

식염섭취와 고혈압간의 관계를 보고하였다(김정옥, 1983에서 재인용). 1948년에는

Kem p ner가 500명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r ice diet'연구를 실시하여 고혈압

치료에 대한 저염식의 효과를 발표하였고, 그 이래로 많은 연구에서 식염섭취와

고혈압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D ah l, 1972; Elliott, 1991; Frost et

al., 1991; In tersalt Coorp erative Research Grou p , 1988; Law et al ., 1991; 이수정,

1999에서 재인용)

N iels와 An d er (2000)는 고혈압 환자가 100m m ol정도로 소금섭취를 극단적으로

감소하면 혈압에 있어 그 효과는 항고혈압제 약물 투여의 효과의 약 3분의1 정도

라고 하는 이전의 p op u lation stu d y와 r an dim ized stu dy의 연구결과가 혈압의 단

일 측정으로 인해 24시간 혈압 측정에 비해서 과추정된 것으로 보면서 저식염 섭

취가 비약리학적 항고혈압 치료법의 기본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금섭취 감소가 오히려 심박수와 ren in , ald osterone, catech olam ines와

lip id s등의 장액수준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이에 체중감소나

과일과 채소 등을 통한 식이요법, 저지방식이등의 다른 비약리학적 개입이 소금섭

취보다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Sch lierf(1980)등이 하이델베르그(H eidelberg)의 20 - 40세 남성 8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높은 식염섭취와 높은 고혈압 유병이 있었으나 상관관계는 없었다.

Sin aiko(1999)등은 아동기의 체중감소를 통해 성인기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Moore 등(2001)은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 과일, 야채, 저지

방식이를 동시에 행하는 DASH diet를 통해 기존의 일반적인 식이를 유지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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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이나 과일과 야채만 많이 섭취하는 군에 비해서 DASH 군의 수축기 혈압이 유

의하게 강하하였으며 이러한 식이요법이 1기 수축기 고혈압 환자의 초기 치료법

으로 효과적임을 지적하였다.

Ap p el(2000)은 다양한 식이 요소가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신체적 증거가 많이 있으며 따라서 저식염섭취, 체중감소, 절주, 칼륨섭취 증가,

과일·야채·저지방식이를 통한 저지방 및 저콜레스테롤 식이를 통해 혈압을 낮

출 수 있고 더불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건강생활습관과 관련하여 연령에 대해서만 보정한 경우에는 고혈압 조절군에

속할 가능성이 운동의 경우 1.4배, 체중조절 1.6배, 저식염섭취 1.7배였으며 연령,

성, 직업, 주요 이용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정하였을 때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 조절군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약 1.4배 정도이며 체중조절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체중조절

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고혈압 조절군에 속할 가능성이 약 1.5배 정도이고 저식염

섭취를 하면 하지 않는 사람보다 고혈압 조절군에 속할 가능성이 약 1.6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고혈압 조절군에서의 운동, 체중조절, 저식

염섭취 비율이 고혈압 비조절군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러한 건강생활습관이 약물

치료 중에도 혈압 강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초점

을 두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이루어 나가며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효과적

인 고혈압 예방 및 관리 사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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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 론

과천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고 약물치

료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 혈압을 측정하여 고혈압 조절군(233명)과 고혈압비조절

군(209명)으로 나누어 이들의 건강관심도와 고혈압 치료에 대한 태도 및 건강생활

습관 실천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고혈압 조절군과 고혈압 비조절군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고혈압 비조절군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아 본 경험이 고혈압 조절군에 비해 더 적

었으며 현재 고혈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고혈압 조

절군에 비해 더 건강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 고혈압 조절군이 자신의 건강에 대

해 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고혈압 치료와 관련한 태도에 있어서는 고혈압 군이 고혈압 치료에 대해서 많

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고혈압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 필요하다고 느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혈압 치료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는 고혈압 조절

군의 신념도가 보다 높았다.

건강관심도와 고혈압 치료에 대한 태도 결과를 살펴 볼 때 고혈압 비조절군의

경우 건강검진과 같은 실제적인 행위는 보다 적으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보다 건강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고혈압 치료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혈압 조절군에 비해 높았으나 고혈압 치료에 대해서는

신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건강인지나 치료에 대한 태도등이 환자들

의 건강 행위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운동, 체중조절, 저식염섭취, 금연, 절주 등의 건강생활습관 실천이 두 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운동과 체중조절, 저식염섭취 등은 고혈압 조절군에

서 평균 10%가량 더 많이 실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연령에 대해서만 보정한 경우에는 고혈압 조절군에 속할 가능성이 운동

을 하는 군의 경우 1.4배, 체중조절을 하는 군의 경우 1.6배, 저식염섭취를 하는

군의 경우 1.7배였으며 연령, 성, 직업, 주요 이용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정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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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운동의 경우 1.4배, 체중조절 1.5배, 저식염섭취 1.6배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고혈압 조절군의 운동, 체중조절, 저식염섭취 등과 같은 건강생활 실천율

이 고혈압 비조절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약물치료 중에도 생활습관행태 변화가

혈압 강하에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사회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적절한 표본추출을 통해

실시한 조사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지녔다고 보며 이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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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u n it No . -

과천시 고혈압 예방사업 기초조사 조사표

과천 시 보건소 · 연세대 학교 국민 건강증 진 연구소

24시간 소변 □ 예 □아니 오

작성 자 및 방문시 간

작성자(조사원)
방문일 및 시각(24시간으로 기록) 월 일 시 분

이 름

연 령 만 ( )세
성 별 1.남 2. 여

전 화 번 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세 대 주 의 이 름

맥박 과 혈압을 측 정하세 요

다음 중 오늘 드신 것을 말씀하세요

술
1. 안마셨다 2 . 마셨다 .
( )시간 ( )분전

커피
1. 안마셨다. 2 .마셨다

( )시간 ( )분전

담배
1. 안피웠다. 2 . 피웠다.
( )시간 ( )분전

팔둘레 ( )c m
맥박 1차(20초 동안의 맥박수 ) ( )회/ 20초

수축기혈압 1차 ( )mmHg
이완기혈압 1차 ( )mmHg

키와 몸 무게를 측 정하세 요 .

신장(소수점 한자리까지 ) ( )c m
체중(소수점 한자리까지 ) ( )kg

체지 방을 측정 하세요

식사시간

(특히 2시간 이전/ 이후를 명확히 )
( )시간 전

Fat(%) ( )
Fat(kg) ( )

L.B.M.(kg) ( )
T.B.W(l) ( )

맥박 과 혈압을 측 정하세 요 .

맥박 2차 (20초 동안의 맥박수 ) ( )회/ 20초

수축기혈압 2차 ( )mmHg
이완기혈압 2차 ( )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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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 가족의 질 병력에 관 한 질문입 니다 .

가족 중 다음질환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

까?
다음 칸에는 가족 기

입(조부모 , 부모 , 형

제, 자녀)

고혈압 1.없다 2 .있다. 관계( )

당뇨병 1.없다 2 .있다 관계( )

뇌졸중 (중풍 ) 1.없다 2 .있다 관계( )

심장병 1.없다 2 .있다 관계( )

간질환 1.없다 2 .있다 관계( )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을 진단 받

은 적이 있습니까?

고혈압 1.없다 2 .있으나 회복되었다 3 .현재 앓고 있다

당뇨병 1.없다 2 .있으나 회복되었다 3 .현재 앓고 있다

뇌졸중(중풍 ) 1.없다 2 .있으나 회복되었다 3 .현재 앓고 있다

심장병 1.없다 2 .있으나 회복되었다 3 .현재 앓고 있다

간질환 1.없다 2 .있으나 회복되었다 3 .현재 앓고 있다

건강 관 련행위 에 관한 질문 입니다 .

건강검진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 없다 3 . 모름

- - - - - 검사결과 이상이 있었습니까? 1. 있다 2 . 없다 . 3 . 모름 4 . 해당없음

최근 (지난 1달동안 )복용중인 약은? 1. 있다. 2 . 없다.

- - - - - 어떤 종류의 약입니까?
1. 치료약 2 . 비타민제재 3 . 보약

구체적으로( )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건강은 ?
1. 아주 건강하다 . 2 . 건강한 편이다. 3 . 보통이다.

4 . 조금 나쁜 편이다. 5 . 건강이 무척 나쁘다.

평소 음식을 얼마나 짜게 드시는 편

입니까?

1. 매우 싱겁게 먹는다. 2 . 싱거운 편이다.
3 . 보통이다.

4 . 짜게 먹는다. 5 . 매우 짜게 먹는다.

현재 술을 마십니까? 1. 안 마셨다. 2 .마시다가 끊었다. 3 .마신다

술을 일주일에 평균 몇 번 정도 마
셨습니까?
(위 문제에 2, 3으로 답한 경우 )

주1회 이상인 경우 : ( ) 회/ 1주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와 한번에 마

시는 양은?

참고치 소주 2홉 3 60cc

맥주 작은 병 334cc

중간 500cc

큰 병 633

양주 큰 것 한 병 700cc

포도주 1병 700cc

1.소주 ( )cc

2.막걸리 ( )cc

3.맥주 ( )cc

4.양주 ( )cc

5.포도주 ( )cc

6.청주(정종) ( )cc

7.기타( ) ( )cc

술을 마신 기간은 전부 얼마입니까? ( )년 ( ) 개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1.피운다 2 .피우다 끊었다. 3 .안피웠다.
끊었다면 언제 끊으셨습니까? ( )년 전

담배를 피운 기간은 전부 얼마입니까? ( )년 ( ) 개월

위 기간에 하루에 평균 몇 개피 정

도 피웠습니까?
(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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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종류의

직업입니까?
1.예 2 .아니오

하루 평균 육체노동을 하는 시간은? ( )시간 ( )분

하루 평균 서있거나 걸어 다니는 시간 ( )시간 ( )분

여가시간에 건강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운

동을 하십니까?

1.예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2 . 불규칙적

3 . 가끔 4 .아니오

가장 많이 하시는 운동 세 가지를 얼마

나 자주 , 그리고 한번에 얼마나 하는지 적

으세요 .

종류 : 1주에( )번 한번에( )분

종류 : 1주에( )번 한번에( )분

종류 : 1주에( )번 한번에( )분

다음 중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생활습관은?
운동 1. 예 2 . 아니오

체중조절 1. 예 2 . 아니오

저식염섭취 1. 예 2 . 아니오

금연 1. 예 2 . 아니오

절주 1. 예 2 . 아니오

몸이 아플 때 주로 이용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1. 종합병원 2 . 병원 3 . 의원

4 . 보건소 5 . 약국 6 . 한의원

7 . 건강진단 8 . 기타

기타(구체적으로 )

( )

고혈 압 치료에 관 한 질문입 니다 .

고혈압은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그저그렇다 .

4 .필요없다 . 5 .아주 필요없다 .
고혈압이던 사람이 치료되면 삶이

어느 정도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1. 매우 나아질 것이다 . 2 . 나아질 것이다 .

3 . 변화없다 .

4 . 나빠진다 . 5 . 매우 나빠진다 .
고혈압은 꾸준히 치료받으면 정상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 2 . 그렇다 . 3 . 모르겠다 .

4 . 아니다 . 5 . 절대 아니다 .

고혈압의 치료법에 대해 아십니까?
1. 잘 안다 . 2 . 조금 안다 . 3 .그저그렇다 .

4 . 잘 모른다 . 5 . 전혀 모른다 .
고혈압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고혈 압 여부에 관 계없이 자 신이 고혈 압이라 고 생각하 고 대답해 주 세요 .

현재하고

있다.

당장

하겠다

6개월내

하겠다

언젠가는
할

생각이다
생각없다

과천시에서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을
한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1 2 3 4 5

다음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운동 1 2 3 4 5
체중조절 1 2 3 4 5

저식염섭취 1 2 3 4 5
금연 1 2 3 4 5
절주 1 2 3 4 5

약물 치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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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측 정에 관한 질 문입니 다 .

혈압을 재 본 적이 있습니까? 1.있다 . 2 .없다 3 .모름

- - - 있다면 가장 마지막 잰 시기는? 19 ( ) 년 ( ) 월

- - - 그 때의 혈압은 얼마였습니까? 수축기 / 이완기 ( / )mmHg

고혈압으로 진단 받으셨습니까? 1. 예 2 . 아니오 3 . 모름

고혈 압으로 진 단받은 사 람에만 해 당하는 질 문입니 다 .

- - - * 의사한테 진단받으셨습니까? 1. 예 2 . 아니오 3 . 모름

- - - * 가장 처음 진단받으신 곳은?

1. 종합병원 2 . 병원 3 . 의원

4 . 보건소 5 . 약국 6 . 한의원

7 . 건강진단 8 . 기타

기타 (구체적으로 )

( )

* 처음으로 고혈압 진단 받은 때는 ( ) 년 ( ) 월

*현재 고혈압 치료를 위해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어떤 종류입니까?

1. 종합병원 2 . 병원 3 . 의원 4 . 보건소 5 . 약국

6 . 한의원 7 . 기타 8 . 이용하지 않는다 .
기타( )

*현재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위치는?
1. 과천시 2 . 서울시 3 . 기타

기타 ( )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1. 돈이 많이 들어서 2 . 시간이 없어서 3 . 번거롭다 .

4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 .5 .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 6 .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7 .기타

기타 ( )
*현재 혈압강하제를 복용하십니까? 1. 예 2 . 아니오 3 . 모름

- - - *약물복용은 규칙적으로 하시나

요?
1. 규칙적 2 . 불규칙적 3 . 치료중단

*약물치료를 중단하시거나 불규칙적

으로 복용하시는 이유는?

1. 돈이 많이 들어서 2 . 부작용 때문에 3 . 귀찮아서

4 .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5 . 치료가 된 것 같아서

6 .기타

기타( )

일반 적인 사항 에 대한 질문 입니다 .

본인의 직업은?

1. 주부2 . 일반사무직 3 .판매서비스직 4 .관리직 5 . 전문

기술직 6 . 학생 7 . 생산 기능직 8 . 전문직 9 . 자영업

10 . 무직 11. 기타

본인의 최종학력은?
1.정규교육 안 받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가족의 수입은 ?(1달 )
1. 99 만원 이하 2 . 100- 199만원 3 . 200- 299만원

4 . 300- 499만원 5 . 500만원이상

현재 결혼 상태는?
1.같이 살고 있음 2 .별거 3 .이혼

4 .사별 5 . 미혼 6 .기타

결혼 당시의 나이는? 만( )세

(여자 )폐경 하셨나요?

1. 폐경했다(생리없음) . 2 . 폐경 중이다(불규칙적임)

3 . 폐경전이다.
폐경한 나이 만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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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 CT

Lifestyle m od ification an d hyperten sion control

in hypertensives

H u r, N am w ook

Dep t . of Pu blic H ealth

Th e Gradu ate sch ool

Yon sei u niversity

(su p ervised by A ssociate Professor Il Su h, M .D ., Ph .D .)

Life-related d iseases accou nt for the biggest p ortion of death cau ses in

tod ay ' s society . Thu s they can be p reven ted an d m an aged en ou gh by givin g

som e ch an ges to everyd ay h ealthy lifestyles.

There h ave been m any research es sayin g th at h yp erten sion can be p reven ted

an d m an aged throu gh n on -p h arm acologic therap ies su ch as im p rovin g h ealth y

lifestyles. Im p rovin g health y lifestyles are, in deed , th e very fir st step of

hyp erten sion treatm ent . Bu t the effects of im p rovem ent in h ealthy lifestyles on

drop p in g h igh blood p ressu re are still con troversial, an d th is kin d of

n on-p h arm acologic th erap y can often be n eglected by the p atient on ce a

p h arm acologic therap y begin s.

The su bject of the stu d y w ere d raw n from the residen ts of Gw ach oen City .

Th ose resid ents w h o h ad been d iagn osed as hyp erten sion an d w ere u n der

m edication w ere d ivid ed into tw o grou p s of the controlled hyp erten sion

grou p (233 p er son s) an d u ncontrolled hyp erten sion grou p (209 p erson s). They

w ere investigated to see if there w ere d ifferences am on g th em in term s of

health concern , attitu de tow ard h yp erten sion treatm ent, an d p ractice of h ealth y

- 41 -



lifestyles. The research efforts w ere aim ed to exam ine if h ealthy lifestyles cou ld

influ ence blood p ressu re drop p in g even d u rin g m edication .

The research resu lts w ere as follow s in term s of h ealth concern an d attitu de

tow ard hyp erten sion treatm ent; in th e asp ect of in terest in health , the

u ncontrolled hyp erten sion grou p tu rned ou t to con d u ct less h ealth -related

beh aviors su ch as gettin g a ch eck-u p bu t be in a greater ten dency to th ink

th ey w ere healthy . A s for the attitu d e tow ard h yp erten sion treatm ent, the sam e

grou p an sw ered they knew m ore of hyp erten sion treatm ent bu t h ad less faith

in it . It w as conclu d ed th at aw aren ess in one' s health an d attitu d e tow ard

treatm ent can affect a p atient' s p racticin g health beh aviors.

Practices of healthy life h abits inclu din g exercisin g, w eight control, d ietary

salt in take, n o sm okin g, an d tem p erance w ere ap p lied to both the grou p s to

fin d ou t if there w ere any differences betw een them . The controlled

hyp erten sion grou p sh ow ed abou t average 10 p ercent h igh er r ate in p racticin g

th e h ealth y lifestyles of exercisin g, w eight control, d ietary salt in take th an the

u ncontrolld h yp erten sion grou p . Th e logistic regression an aly sis w as ap p lied to

th e resu lt . A dju sted for age, th e p ossibility th at the grou p still m ad e the

con trolled hyp erten sion grou p w as 1.4 tim es higher th an th e other grou p in

term s of exercisin g, 1.6 tim es in w eight control, an d 1.7 tim es in dietary salt

in take . An d adju sted for age, sex, occu p ation , an d p refered m ed ical facility, the

grou p sh ow ed 1.4 tim es h igher p ossibility to still belon g to the controlled

hyp erten sion grou p th an the other grou p in term s of exercisin g, 1.5 tim es in

w eight con trol, an d 1.6 tim es in dietary salt in take . Resu lts w 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

In sh ort, the controlled hyp erten sion grou p h ad a higher r ate, w hich w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 racticin g h ealthy lifestyles su ch as exercisin g, w eight

con trol, d ietary salt in take, m ean in g th at ch an ges in lifestyles h ave som ethin g

to d o w ith blood p ressu re drop p in g even du rin g m ed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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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 dy extr acted p rop er sam p les from th e w h ole grou p of resid ents in a

city an d thu s can be assessed to be rep resentative . The sign ificance of the

stu d y can be fou n d in th is rep resentation .

Key w ord s : lifestyles, hyp erten sion control, h yp erten 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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