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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고혈압 환자에서 고혈압 조절 및 치료에 관련된 요인

이 연구는 한 시점에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었던 대상자 중에서 일정 시간

이 경과한 후 혈압이 조절되는 대상자와 조절되지 않는 대상자의 차이를 구명하

여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고 동시에 고혈압 조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구명된 요인이 고혈압 치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명하기 위해 시행한 연구

이다.

1999년에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002년에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추적 가능한 대

상자 중에서 기초조사에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

완기 혈압 90mmHg 이상)이었던 대상자 107명을 대상자로 하 다. 대상자를 고혈압 

조절군 42명과 비조절군 65명으로 나누어 두 군 사이의 특성을 비교하 다. 두 군 

사이의 비교에 사용한 주요변수는 1999년 인구학적 특성, 생활습관, 고혈압의 인

지․치료 여부, 심혈관 질환의 과거력 및 가족력, 건강 및 고혈압에 대한 태도 등

이다. 분석은 Cochran-Mantel-Haenszel 검정과 경향성 χ
2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다변량분석은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시행하 다.

고혈압 조절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변량분석에서 1999년 조사 당시 6개월 

이내에 혈압을 측정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고혈압 조절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40대와 1999년에 체중조절을 실천했던 사

람이 고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변량분석에서는 1999년 고혈압 치

료 여부가 2002년 고혈압 조절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교차비 : 

3.40).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1999년에 체중조절을 실천했던 대상자가 고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경향이 있었다(교차비 : 2.89). 



2002년 고혈압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이변량분석 결과 학력이 높

은 사람, 1999년에 고혈압을 인지했던 사람과 고혈압을 치료하고 있었던 사람, 6

개월 이내 혈압 측정 경험이 있는 사람,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 고

혈압 치료를 잘 하고 있었고, 1999년에 비만한 사람들이 고혈압 치료를 잘 하지 

않았다. 다변량분석 결과 2002년에 항고혈압제 복용여부와 가장 큰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 고(교차비 : 32.33), 1999년에 연령이 많은 대상

자(1세 증가 시 교차비 0.09 증가), 교육수준이 높은 대상자(교육기간 1년 증가 시 

교차비 0.20 증가), 3도 고혈압인 대상자(교차비 : 10.54(1도 고혈압에 비해))가 

2002년에 고혈압 치료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잘 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항고혈압제를 복용했던 사람과 과거 6개월 이내 혈압 측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고혈압 조절이 잘 되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생활습관의 

경우 과거 고혈압 치료 여부를 통제할 경우 고혈압 조절에 향을 미치지는 못하

다. 교육수준이 높은 대상자와 제3기 고혈압인 대상자가 항고혈압제 복용을 잘 

하고 있었으나, 40대에서는 항고혈압제를 잘 복용하고 있지 않았다.

고혈압 환자를 관리할 때 고혈압 환자가 앞으로 고혈압이 조절될 수 있는지 

여부를 예측하고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집중적인 환자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평소에 혈압을 측정하지 않았던 고혈압 환

자, 40대 환자,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환자의 고혈압 관리에 있어서 특

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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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고혈압은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및 기타 순환기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

다. 국가에 따라서는 전체 사망원인 중 고혈압이 50% 이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abarthe, 1998). 우리나라에서는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

이 44.6%(남자 47.6%, 여자 41.4%)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1999).

혈압을 낮추면 뇌졸중, 심근경색증, 심부전 및 신부전과 같은 순환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이환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항고혈압제의 복용과 생활습관 개

선의 병행을 통해 혈압을 조절해야 한다(NIH, 1997; Labarthe, 1998; Izzo 등, 

1999). 그러나 고혈압의 조기발견과 장기적인 관리는 쉽지 않다(Labarthe, 1998). 

고혈압 환자 중에서 고혈압이 조절되는 사람의 비율은 미국에서도 24%이었고

(Burt 등, 1995(a)), 우리나라에서는 12.9%이었다(하 등, 2000).

고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고혈압 관리를 

위해 과학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고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집중적

으로 고혈압을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고혈압 치료 및 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Hill 등, 1999; Hyman 등, 2001; He 등, 2002).

기존의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지역사회 연구(Kotchen 등, 1998; Hyman 등, 

2001; He 등, 2002)는 한 시점에서 고혈압이 조절되는 사람과 조절되지 않은 사람

의 특성을 비교한 단면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Kotchen 등(1998)이 583명의 흑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고혈압 조

절이 잘 된 반면 의료공급자가 민간인지 공공인지의 여부는 고혈압 조절 여부와 

관련성이 없었다. Hyman 등(2001)이 National Health and Nutriton Examination 

Survey(NHNES)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남자, 12개월 이내에 의료를 이용하

지 않은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이 고혈압 조절이 안 된 반면에 의료보장이 있는

지 유무나 주치의가 있는지 여부는 고혈압 조절과 관련이 없었다. He 등(2002)이 

NHNES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결혼을 하거나 했던 사람, 민간의료보험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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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람, 주치의가 있는 사람, 1년 이내 혈압 측정 경험이 있는 사람, 생활습관을 

개선한 사람들이 고혈압 조절이 잘 된 반면에 교육수준이나 수입은 고혈압 조절

과 관계가 없었다. 반면에 코호트 연구는 Lloyd-Jones 등(2002)이 Framingham 

Heart Study에서 4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55세 이상인 사

람과 기초조사에서 혈압이 높은 사람이 고혈압 조절이 안 되었고 추적조사 기간

에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사람이 고혈압 조절이 잘 된 반면 흡연, 당뇨병 

과거력, 관상동맥질환 과거력 등은 고혈압 조절과 관련성이 없었다.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특히 코호트 연구를 통해 과거의 요인이 고혈압 조절에 미치는 향을 밝

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한 시점에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을 가진 사

람 중에서 일정시간이 지난 뒤 고혈압이 조절되는 사람과 조절되지 않는 사람으

로 나누어 두 군의 특징을 비교하여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을 구명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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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일정시점에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을 가진 대상자를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혈압이 140/90mmHg 이하로 조절되는 군(조절군)과 조절되지 않는 군(비조절군)으로 

나누었을 때 이 두 군 사이의 인구학적 특성, 과거 혈압과 비만도, 과거 생활습관, 

과거 고혈압의 인지․치료 여부, 당뇨 등의 과거력, 고혈압 등의 가족력 및 과거 

건강과 고혈압에 대한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명하여 고혈압 조절과 관련

된 요인을 밝힌다. 또한 고혈압 조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구명된 요인이 고혈압 

치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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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헌고찰

가. 사회경제적 수준과 고혈압 조절

Daniels 등(1988)의 5년간의 추적조사연구에서는 백인 여성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향상될 경우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이 감소하 으나 흑인이나 

백인 남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Kotchen 등(1998)의 연구에서

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고혈압 조절율이 높았다.

교육수준과 고혈압 조절과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가 많았다(Pavlik 등, 1997; 

van Rossum 등, 2000; Hyman 등, 2001; Knight 등, 2001; He 등, 2002). 

소득 수준과 고혈압 조절 및 혈압의 변화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연구 결과가 

있었다. Shah 등(2001)의 연구에서는 자동차를 가진 남자에서 고혈압 조절이 잘 

되었으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고혈압 조절과는 관련이 없었다. 반면에, 

Hyman 등(2001)의 연구에서는 가계소득과 혈압 조절은 관련이 없었다.

의료보장의 유무와 고혈압 조절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마다 서로 다른 결과

를 보고하 다. 또한 의료보장의 종류와 고혈압 조절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확립된 

결과가 없었다.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서 고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Ahluwalia 등, 1997; Pavlik 등, 1997; He 등, 2002).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

람과 공공 의료보장에 가입된 사람 사이에는 고혈압 조절율의 차이가 없었다

(Pavlik 등, 1997). van Rossum 등(2000)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의료

보장에 가입한 남자가 민간보험에 가입한 남자에 비해 항고혈압제를 잘 복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Hyman 등(2001)의 연구에서 의료보장의 유무는 고혈압 조절과 

관계가 없었다.

의료기관을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고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

(Ahluwalia 등, 1997).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

는 지 여부는 고혈압 조절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tchen 

등). 주치의가 있는 지 여부와 고혈압 조절과의 관계는 Hyman 등(2001)은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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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한 반면 Shea 등(1992(a))과 He(2002)은 주치의가 없는 사람들이 고혈압 조

절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 다.

또한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고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고혈압 치료율이 낮기 때문이다(van Rossum 등, 

2000; Shah 등, 2001).

나. 생활습관과 고혈압 조절

(1) 흡연

고혈압 환자 중에서 고혈압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이 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

에 비해서 흡연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Gnasso 등, 1997; Shah 등, 2001). 

Greene 등(1977)은 담배를 끊는 것이 혈압의 변화와 관련이 없다고 한 반면, 

Gerace 등(1991)은 금연이 체중을 증가시켜 고혈압 발생이 증가한다고 하 다. 반

면에 Hyman 등(2001)과 He 등(2002)이 NHNES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바에 따르

면 고혈압 조절과 흡연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었다. Lloyd-Jones 등(2002)의 추적조

사에서는 등록 당시 흡연하는지 여부나 추적조사 중 흡연을 시작하는지 여부는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았던 사람이 일정시간이 지난 후 고혈압이 조절되는지 여부

에 향을 미치지 못하 다.

(2) 음주

전향적 관찰연구에 의하면 술을 끊으면 혈압이 감소한다고 하 다(Izzo, 1999). 

이를 설명하는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음주가 항고혈압제의 작용을 방해하여 고

혈압 조절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Shea 등(1992(a))의 연구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고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 Prevention and Treatment of Hypertension Study 

(PATHS)에서 15-24개월간 절주에 대한 교육을 시킬 경우 혈압이 정상인에서는 

1.2/0.7mmHg가 감소하고, 고혈압 환자에서는 0.9/0.7mmHg가 감소하 다(Cushman, 

1998). 반면에 He 등(2002)이 NHNES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혈압 

조절과 과음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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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

운동은 고혈압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항고혈압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Papademetriou 등, 1996; Izzo, 1999). 운동을 하게 되면 심폐기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혈청지질과 체중이 감소하고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하여 관상동맥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Izzo, 1999). 고혈압은 조직에서의 혈액공급과 관련이 있는 데 운

동을 하게 되면 근육으로의 혈액 순환이 좋아져서 말초 순환의 저항성을 줄일 수 

있다(O'Sullivan, 2000). 또한 혈장의 양을 줄일 수 있으며, 기저 내피가 nitric 

oxide를 생산하는 것을 돕는다.

Kelley(1999)는 메타분석을 통해 유산소운동을 하면 수축기혈압이 2mmHg (99% 

C.I. : 1-3), 이완기혈압이 1mmHg (99% C.I. : 1-2) 감소한다고 하 다. He 등(2002)이 

NHNES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백인과 흑인 모두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고혈압 조절이 잘 되었다.

(4) 소금 섭취

Cutler 등(1997)과 Midgley 등(1996)의 메타분석에 의하면 고혈압 환자에서 소

금 섭취를 제한할 경우 소변을 통한 일일 소금 배출량이 100mmol 감소하면서 수축

기혈압이 2.3-3.7mmHg, 이완기혈압이 0.9-1.4mmHg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

금에 민감한 사람에서 소금 섭취를 제한할 경우 혈압의 감소 정도는 더 커진다고 

보고하 다. He 등(2000)이나 Cappuccio 등(1997)의 연구에서도 환자 교육을 통해 

소금 섭취를 제한할 경우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이 제한하지 않은 군에 비해 

각각 5.8-7.2mmHg, 3.2mmHg 더 많이 감소하 다. He 등(2002)이 NHNES 자료를 이용

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흑인 백인 모두에서 저염식을 실천하는 사람이 고혈압 조

절이 잘 되었다.

The Trial of Nonpharmacologic Interventions in the Elderly(TONE)에 의하면 

고혈압 환자에서 30개월간 소금 섭취를 제한하여 하루 소금 배설량을 40mmol 이

하로 줄이면 수축기혈압이 4.3mmHg, 이완기혈압이 2.0mmHg 감소하고, 소금섭취를 줄

인 군의 36%가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었다(소금섭취를 줄이지 않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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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21%가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됨)(Whelton 등, 1998; Appel 등, 

2001).

(5) 비만

Gnasso 등(1997)의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 중에서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이 

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체질량지수가 낮았다. 반면에 He 등(2002)의 연

구에서는 과체중인 사람에서 고혈압 조절이 더 잘 되는 것으로 보고하 다.

TONE에서 고혈압 환자들에게 항고혈압제를 중단시키고 체중조절을 시킨 결과 

3.5-4.5㎏ 체중이 감소하면서 39%가 30개월간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었

다(대조군은 26%가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됨)(Whelton, 1998). Stamler 등

(1987)의 연구에서도 체중감소를 시킨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지 않고 혈압을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았다. He 등(2002)이 NHNES 자

료를 이용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체중조절을 실천하는 사람이 고혈압 조절이 잘 

되었다.

기초조사에서 체질량지수가 높았거나 체질량지수가 증가하면 혈압이 증가하고, 

반대로 체질량지수가 감소하면 혈압이 감소하 다(Vertes 1987; Daniels 등, 1988; 

Bao 등, 1998; Curtis 등, 1998; Huang 등 1998; He 등, 2000).

다. 초기혈압과 고혈압 조절

초기혈압과 고혈압 조절에 대해서도 상반된 결과가 있다. Sparrow 등(1982)과 

Lloyd-Jones 등(2002)의 연구에 의하면 추적조사에서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은 

각각 처음 수축기혈압, 처음 이완기혈압의 향을 받는다고 한다. 초기 수축기혈

압이 높은 사람들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혈압이 더 빨리 증가한다고 하 다

(Svardsudd 등, 1980; Daniels 등, 1988). 반면에 배 등(1999)은 등록 당시 수축기

혈압이 높을수록 치료 경험률이 높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많았다.



- 8 -

라. 순환기 질환 과거력 및 가족력과 고혈압 조절

순환기 질환 과거력이 있는 사람들이 고혈압 조절을 잘 한다는 연구결과가 많

다. Lloyd-Jones 등(2002)의 추적조사에서 좌심실비대나 관상동맥질환 과거력이 있

는 사람들이 고혈압 조절이 잘 되었다. Knight(2001) 등의 연구에서도 협심증이 있

는 사람들이 고혈압 조절이 잘 되었다.

순환기 질환 가족력과 고혈압 조절에 대해서도 상반된 결과가 있다. van der 

Sande 등(2001)의 연구에서는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이완기혈압이 더 높았

다. 그러나 비만, 당뇨 및 뇌졸중의 가족력을 가진 사람과 가족력이 없는 사람사

이의 혈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Shah 등(2001)의 연구에서는 순

환기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서 고혈압 조절이 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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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가. 연구의 틀

과천시는 1999년에 고혈압 기초자료조사를 실시한 후, 3년간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을 시행하 고, 2002년에 추적조사를 실시하 다. 2002년에 추적조사가 

가능했던 대상자 403명 중에서 1999년에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았던 107명을 2002

년에 고혈압이 조절되는 42명과 조절되지 않는 65명으로 나누었다. 두 군간의 

1999년 인구학적 특성, 생활습관, 고혈압의 인지․치료 여부, 심혈관질환과 당뇨의 

과거력 및 가족력, 건강 및 고혈압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두 군간 차이를 알아보

았다. 동시에 고혈압 치료군과 비치료군의 특성을 비교하여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특성이 고혈압 치료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본다.

나. 연구 대상자

1999년 7월 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한 40세 이상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시행하 다. 과천시 인구구조에 따라 연령별, 성별, 동별로 

층화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2002년 9월 1176명에게 우편 및 전화 등으로 2002년 과천건강축제에 참여를 

요청하여 축제에 참여한 211명을 추적조사하 고, 추가로 전화연락을 통해 192명

에 대한 가정방문조사를 실시하 다.

2002년 추적조사가 가능했던 403명 중 130명은 1999년에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았다. 1999년 조사에서만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게 측정된 대상자를 제외시키기 

위해 1999년 조사에서만 제1기 고혈압(NIH, 1997)이고 2002년 조사에서 혈압이 정

상이면서 고혈압으로 진단받거나 항고혈압제를 복용한 적이 없는 23명을 제외하

다. 최종적으로 107명을 연구대상자(고혈압 조절 42명, 고혈압 비조절 65명)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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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대상자 선정과정

1999년 조사대상자

1176명

일시적 고혈압

 23명

1999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130명

2002년 추적조사 참여

403명

최종연구대상자

107명

건강축제참여 : 211명

가정방문조사 : 192명

고혈압 조절   : 42명

고혈압 비조절 : 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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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변수 및 측정방법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표 1). 두차례에 걸쳐 혈압 및 생활

습관 고혈압의 인지․치료 여부 및 혈압측정여부, 당뇨와 심혈관질환의 과거력 및 

가족력을 조사하 다. 1999년에 고혈압의 치료행태 및 건강 및 고혈압에 대한 태

도를 조사하 고 2002년에 고혈압 예방 및 관리사업의 참여여부와 유익성을 조사

하 다.

표 1. 주요 변수

요인 변수
1999년 
조사

2002년 
조사

인구학적 특성

연령 v v

성별 v v

학력 v v

수입 v v

결혼상태 v v

혈압 및 비만도

수축기혈압 v v

이완기혈압 v v

체질량지수 v v

생활습관

흡연 v v

음주여부 v v

음주빈도 v v

규칙적인 운동 v v

저염식 실천 v v

체중조절 실천 v v

고혈압의 
인지․치료

고혈압의 인지 v v

고혈압의 치료 v v

6개월 이내 혈압측정 여부 v v

고혈압의 치료행태

항고혈압제 복용 빈도 v

고혈압 치료장소 v

의료기관 방문 회수 v

의료기관 방문시 고혈압 교육 실시 v

심혈관질환 과거력 당뇨, 뇌졸중, 심장질환 v v

심혈관질환 가족력 고혈압, 당뇨, 뇌졸중, 및 심장질환 v v

건강 및 고혈압에 
대한 태도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여부 v

주관적 건강 v v

고혈압 치료법에 대한 지식 v

고혈압 치료의 필요성 v

고혈압 치료 결과에 대한 확신 v

고혈압 예방 및 
관리 사업

고혈압 사업의 인지 v

고혈압 사업의 유익성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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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압 및 신체 측정

혈압은 5분 이상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훈련된 조사원이 수은혈압계로 2회 측

정하여 그 평균으로 구하 다. 수축기혈압은 Korotokoff phase I sound가, 이완기

혈압은 Korotokoff phase V sound가 들리는 순간의 혈압으로 정의하 다. 신장과 

체중은 신장계와 아날로그 체중계로 측정하 다. 

(2) 고혈압의 정의 및 분류

고혈압은 1999년 조사 당시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 또는 조사 당시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로 

정의하 다(NIH, 1997). 혈압은 Joint National Committee 제6차 보고서(JNC-6 보

고서)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정상’, ‘높은 정상’, ‘제1기 고혈압’, '제2기 고혈압', ‘제

3기 고혈압’으로 분류하 다(NIH, 1997).

(3) 비만도의 분류

체중과 신장으로 구한 체질량지수가 20㎏/㎡ 미만인 경우를 ‘정상’, 20㎏/㎡ 

이상이고 25㎏/㎡ 미만인 경우를 ‘과체중’, 25㎏/㎡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분

류하 다(대한비만학회, 1995).

(4) 고혈압의 인지․치료․조절

고혈압 인지는 과거에 고혈압으로 진단 받은 것으로 정의하 고, 고혈압 치료

는 최소 한가지 이상의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정의하 으며, 고혈압 조절

은 고혈압이었던 사람이 수축기혈압이 140mmHg 미만이고 이완기혈압이 90mmHg 미만

인 경우로 정의하 다(Burt 등, 1995(b)).

(5)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 성별, 직업, 학력, 가족의 수입 및 결혼상태 등을 설문조사하

다.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세 군으로 나누어 조절군과 비조절군에서의 

고혈압 조절율을 비교하 다. 결혼상태는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경우를 ‘배우자 있

음’으로, 별거, 이혼, 사별 및 미혼 등을 ‘배우자 없음’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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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활습관

대상자의 흡연, 음주, 운동, 식이 및 체중조절 등을 설문조사하 다. 흡연은 흡

연과 비흡연으로 나누고 금연자를 비흡연으로 분류하 다. 음주도 술을 끊은 사람

은 비음주로 분류하 다. 운동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 다.

(7) 당뇨 등의 과거력과 고혈압 등의 가족력

당뇨, 뇌졸중 및 심장질환 등의 과거력과 고혈압, 당뇨, 뇌졸중 및 심장질환 등

의 가족력을 설문조사하 다.

(8) 건강 및 고혈압에 대한 태도

건강에 대한 태도는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주관적인 건강상

태를 설문조사하 고, 고혈압에 대한 태도는 고혈압 치료법을 아는지의 여부, 고

혈압 치료의 필요성 인식 여부 및 고혈압 치료 효과의 확신 등을 설문조사하여 

측정하 다.

라. 분석방법

1999년에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았던 107명을 분석대상자로 하 고, 혈압이 조

절되는 42명(고혈압 조절군)과 조절되지 않는 65명(고혈압 비조절군)으로 나누어 

두 군간 차이를 비교하 다.

t-검증을 이용하여 두 군간의 혈압과 체질량지수를 비교하고, ANCOVA를 이

용하여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혈압과 체질량지수를 비교하

다. 이산형 변수는 Cochran-Mantel-Haenszel 검정을 이용하여 두 군간의 비율을 

비교하 다.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에 따라 층화하여 Cochran-Mantel-Haenszel 

검정을 실시하여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가 통제된 상태에서의 두 군간의 차이

를 비교하 다. 세 개 이상의 범주를 가지는 순위변수인 경우 Mantel-Haenszel  

χ
2
-검정을 이용하여 경향성 분석을 하 다. 단 한 범주라도 표본수가 5개가 되지 

않는 변수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 고, 한 범주라도 표본수가 10

개가 되지 않는 변수는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에 따른 층화분석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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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량분석은 2002년 고혈압 조절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1999년의 연령, 성

별, 학력, 고혈압의 중증도, 흡연, 음주빈도, 규칙적 운동 실천, 저염식 실천, 체중

조절 실천, 고혈압 치료 여부, 고혈압 가족력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을 구성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2002년 고혈압 치료 여부에 따라서 고혈압 치료군과 고혈압 비치료군으로 나

누어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  Cochran-Mantel-Haenszel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

다.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에 따라 층화하여 Cochran-Mantel-Haenszel 검정을 

실시하여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가 통제된 상태에서의 두 군간의 차이를 비교

하 다. 또한 2002년 고혈압 치료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1999년의 연령, 성별, 

학력, 고혈압의 중증도, 비만도, 흡연, 음주빈도, 규칙적 운동 실천, 저염식 실천, 

고혈압 치료 여부, 고혈압 가족력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을 

구성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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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결과

가.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이변량분석

(1) 인구학적 특성

1999년 조사대상자 1172명과 2002년 조사에서 추적 조사한 403명의 인구구조

는 표 2와 같다. 남녀 모두 1999년 조사와 2002년 조사에서 연령분포에 있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2. 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1999년 
연령
(세)

남 여

1999 2002 χ
2
-값

† 

(p-값)
1999 2002 χ

2
-값

† 

(p-값)

40-49 134(34.1) 38(29.0)

1.78
(0.181)

213(27.2) 67(24.7)

0.24
(0.621)

50-59 94(23.9) 26(19.9) 179(22.9) 61(22.4)

60-69 93(23.7) 42(32.0) 219(28.0) 89(32.7)

70세 이상 72(18.3) 25(19.1) 172(22.0) 55(20.2)

계 393(100.0) 131(100.0) 783(100.0) 272(100.0)

†경향성 χ2-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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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고혈압 조절 여부에 따른 연령군 및 성별 분포는 표 3과 같다. 

남녀 모두에서 연령에 따른 고혈압 조절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여자에서 40대의 조절율이 70대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

다(O.R. : 0.16 (95% C.I.:0.03-0.96)).

표 3. 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별 고혈압 조절 여부

단위 : 명(%)

1999년 
연령

남 여

조절군 비조절군 χ2-값† 

(p-값)
조절군 비조절군 χ

2
-값

† 

(p-값)

40-49  3(30.0)  7(70.0)

<0.01
(0.950)

 2(18.2)  9(81.8)

3.32
(0.068)

50-59  3(75.0)  1(25.0)  8(44.4) 10(55.6)

60-69  3(21.4) 11(78.6)  8(38.1) 13(61.9)

70세 이상  4(40.0)  6(60.0) 11(57.9)  8(42.1)

계 13(34.2) 25(65.8) 29(42.0) 40(58.0)

†경향성 χ2-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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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연구 대상자 140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고혈압 조절군과 비

조절군의 연령, 성별, 결혼상태 및 가계수입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40대 대상자가 70대 대상자보다 고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었다. 고혈압 조절군과 비조절군 사이에 학력 및 가계 수

입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4.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변수 구분 조절군 비조절군 교차비
(95%신뢰구간)

통제된 교차비†

(95%신뢰구간)

1999년 

연령
‡

40-49  5(23.8) 16(76.2) 0.29(0.08-1.01)

(-)
¶

50-59 11(50.0) 11(50.0) 0.93(0.31-2.83)

60-69 11(31.4) 24(68.6) 0.43(0.15-1.87)

70세 이상 15(51.7) 14(48.3) 1

성별
남 13(34.2) 25(65.8) 0.72(0.31-1.63)

(-)
¶

여 29(42.0) 40(58.0) 1

학력
§

중졸이하 17(33.3) 34(66.7) 1

(-)
¶고졸 16(45.7) 19(54.3) 1.68(0.70-4.08)

대졸이상 8(40.0) 12(60.0) 1.33(0.46-3.88)

1999년 

수입∥ 

99만원 이하 22(40.0) 33(60.0) 1

(-)
¶100-199만원 10(35.7) 18(64.3) 0.83(0.32-2.14)

200만원 이상 10(41.7) 14(58.3) 1.07(0.40-2.84)

1999년 

결혼

배우자 없음 13(44.8) 16(55.2) 1 1

배우자 있음 29(37.2) 49(62.8) 0.73(0.31-1.73) 1.06(0.42-2.62)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 통제
경향성 χ2-검정값(p-값) ‡2.01(0.156) §0.60(0.437) ∥<0.01(0.967)
¶표본수 부족으로 층화분석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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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압 및 비만도와 고혈압 조절

2002년 고혈압 조절군과 비조절군 사이에 1999년 혈압 및 체질량지수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5). JNC-6 보고서(NIH, 1997)에 따라 1999년 혈

압을 분류하여도 두 군간 고혈압 중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999년의 비만도를 세 범주로 나누어 비교해도 두 군간 비만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 비만한 사람은 정상인 사람에 비해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6).

표 5. 혈압 및 체질량지수와 고혈압 조절과의 관계

단위 : 명(%)

변수 조절군 비조절군 t-값
(p-값)

F-값
†

(p-값)

수축기혈압(mmHg) 153.7±14.6
‡ 151.8±15.1 0.66 (0.509) 0.31 (0.582)

이완기혈압(mmHg) 88.7±12.9 91.3±12.0 -1.07 (0.286) 1.01 (0.318)

체질량지수(㎏/㎡) 25.1±3.0 25.8±3.2 -1.02 (0.309) 1.58 (0.212)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 통제
‡평균±표준편차 

표 6. 고혈압 중증도 및 비만도와 고혈압 조절과의 관계

단위 : 명(%)

변수 구분 조절군 비조절군 통제된 교차비†

(95%신뢰구간)

혈압
§

제1기 고혈압 30(42.9) 40(57.1) 1

제2기 고혈압  7(28.0) 18(72.0) 0.52(0.19-1.40)

제3기 고혈압 5(41.7)  7(58.3) 0.95(0.28-3.30)

비만도∥

정상 21(42.0) 29(58.0) 1

과체중 18(40.0) 27(60.0) 0.92(0.41-2.09)

비만  3(25.0)  9(75.0)   0.46(0.07-2.17)
‡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 통제
‡Fisher's Exact Test
경향성 χ2-검정값(p-값) §0.41(0.522) ∥0.81(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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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습관과 고혈압 조절

생활습관에서는 고혈압 조절군과 비조절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를 통제한 경우에도 차이가 없었다. 다만 고혈압 

조절군에서 1999년에 체중조절을 실천했던 비율은 비조절군보다 높았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비조절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흡연했던 사

람과 주 3회 이상 술을 마셨던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표 7).

표 7. 생활습관과 고혈압 조절과의 관계

단위 : 명(%)

변수 구분 조절군 비조절군
교차비

(95%신뢰구간)
통제된 교차비†

(95%신뢰구간)

흡연
흡연  4(23.5) 13(76.5)   0.43(0.10-1.56)

‡ 

(-)§
비흡연 37(41.6) 52(58.4) 1

음주
음주 17(45.9) 20(54.1) 1.66(0.73-3.77) 1.89(0.20-4.46)

비음주 23(33.8) 45(66.2) 1 1

음주빈도
주 3회 이상  3(23.1) 10(76.9)   0.42(0.07-1.80)

‡ 

(-)§
주 2회 이하 39(41.5) 55(58.5) 1

운동
규칙적 18(40.9) 26(59.1) 1.17(0.53-2.59) 1.04(0.46-2.36)

불규칙적 23(37.1) 39(62.9) 1 1

저염식
실천 18(37.5) 30(62.5) 0.89(0.40-1.95) 0.63(0.27-1.51)

실천안함 23(40.4) 34(59.6) 1 1

체중조절
실천 19(51.3) 18(48.7) 2.21(0.97-5.02) 2.11(0.91-4.96)

실천안함 22(32.4) 46(67.6) 1 1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 통제
‡Fisher's Exact Test 
§표본수 부족으로 층화분석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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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혈압의 인지와 고혈압 조절

고혈압 조절군에서 1999년에 고혈압을 인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두 군 사

이에 차이가 없었다. 1999년 조사 당시 최근 6개월 이내에 혈압 측정 비율이 조절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8).

표 8. 고혈압의 인지 및 혈압 측정과 고혈압 조절과의 관계

단위 : 명(%)

변수 구분 조절군 비조절군 교차비
(95%신뢰구간)

통제된 교차비
†

(95%신뢰구간)

고혈압 인지
인지 26(48.2) 28(51.8) 2.15(0.97-4.75) 1.06(0.35-3.21)

비인지 16(30.2) 37(69.8) 1 1

혈압측정
6개월 이내 38(45.8) 45(54.2) 4.22(1.25-18.25)‡*

(-)§
6개월 이전  4(16.7) 20(83.3) 1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 통제
‡Fisher's Exact Test
§표본수 부족으로 층화분석을 하지 않음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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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혈압 등의 과거력 및 가족력과 고혈압 조절

당뇨, 뇌졸중 및 심장질환 등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두 군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9).

표 9. 과거력과 고혈압 조절과의 관계

단위 : 명(%)

변수 구분 조절군 비조절군 교차비
(95%신뢰구간)

당뇨 과거력
있음  3(60.0)  2(40.0) 2.42(0.26-29.96)‡

없음 39(38.2) 63(61.8) 1

뇌졸중 과거력
있음  2(33.3)  4(66.7) 0.76(0.07-5.62)

‡

없음 40(39.6) 61(60.4) 1

심장질환 과거력
있음  3(42.9)  4(57.1) 1.17(0.16-7.33)

‡

없음 39(39.0) 61(61.0) 1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 통제
‡Fisher's Exact Test

고혈압, 당뇨, 뇌졸중 및 심장질환 등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두 군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 고혈압이나 당뇨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

서 조절이 잘 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0).

표 10. 가족력과 고혈압 조절과의 관계

단위 : 명(%)

변수 구분 조절군 비조절군 교차비
(95%신뢰구간)

통제된 교차비†

(95%신뢰구간)

고혈압 가족력
있음 21(45.7) 25(54.3) 1.60(0.73-3.51) 1.50(0.67-3.35)

없음 21(34.4) 40(65.6) 1 1

당뇨 가족력
있음  6(50.0)  6(50.0) 1.64(0.49-5.47)

(-)§
없음 36(37.9) 59(62.1) 1

뇌졸중 가족력
있음  8(40.0) 12(60.0) 1.04(0.39-2.80)

(-)§
없음 34(39.1) 53(60.9) 1

심장질환 가족력
있음  4(44.4)  5(55.6) 1.26(0.23-6.27)

‡ 

(-)
§

없음 38(38.8) 60(61.2) 1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 통제
‡Fisher's Exact Test
§표본수 부족으로 층화분석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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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강 및 고혈압에 대한 태도와 고혈압 조절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나 고혈압 치료법을 아는지 여부, 고혈압 치

료의 필요성을 인식하는지 여부, 고혈압 치료 효과를 확신하는지 여부 등은 두 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혈압 비조절군이 주관적으로 더 건강하

다고 느끼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1).

표 11. 건강 및 고혈압에 대한 태도와 고혈압 조절과의 관계

단위 : 명(%)

변수 구분 조절군 비조절군
교차비

(95%신뢰구간)
통제된 교차비

†

(95%신뢰구간)

건강검진
받은적 있다 36(39.6) 55(60.4) 1.09(0.36-3.26)

(-)
§

받은적 없다  6(37.5) 10(62.5) 1

주관적 건강‡

건강하다 14(31.8) 30(68.2) 0.52(0.21-1.25)

(-)§보통이다  8(38.1) 13(61.9) 0.68(0.23-2.00)

건강하지 않다 19(47.5) 21(52.5) 1

고혈압치료법
안다 19(43.2) 25(56.8) 1.35(0.61-2.98) 1.06(0.46-2.44)

모른다 22(36.1) 39(63.9) 1 1

고혈압 치료의 
필요성

필요하다 35(37.6) 58(62.4) 0.50(0.14-1.77)
(-)§

필요하지 않다  6(54.5)  5(45.5) 1

고혈압 치료의 
확신

확신한다 26(40.0) 39(60.0) 1.11(0.49-2.50) 1.01(0.43-2.35)

확신하지 않는다 15(37.5) 25(62.5) 1 1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 통제
경향성 χ

2
-검정값(p-값) ‡2.14(0.144)

§표본수 부족으로 층화분석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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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혈압 조절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변량분석

고혈압 조절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

는 표 12와 같다.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혈압 조절이 잘 되었으

며, 고혈압 비조절군에서는 저염식 실천비율이 높았다. 체중조절을 실천하는 사람

에서 고혈압 조절이 잘 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12. 고혈압 조절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변수 교차비
95%

신뢰구간

연령(1세 증가시) 1.03 0.98-1.09

남자(여자에 비해) 1.09 0.28-4.16

교육기간(1년 증가시) 1.06 0.93-1.20

2도 고혈압(1도에 비해) 0.74 0.24-2.30

3도 고혈압(1도에 비해) 0.86 0.19-3.84

흡연(비흡연자에 비해) 0.37 0.08-1.71

주 3회 이상 음주(2회 이하에 비해) 0.73 0.12-4.26

규칙적 운동(실천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0.83 0.31-2.27

저염식(실천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0.30* 0.09-0.96

체중조절(실천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2.89 0.97-8.63

고혈압 치료(비치료에 비해) 3.40* 1.29-8.97

고혈압가족력(없는 사람에 비해) 1.56 0.61-4.02

건강하다(건강하지 않음에 비해) 0.49 0.17-1.44

보통이다(건강하지 않음에 비해) 0.83 0.23-2.97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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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혈압 치료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변량분석

2002년 고혈압 치료군과 비치료군의 특징을 비교하 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

혈압 치료율이 높았고 40대와 70대간에는 고혈압 조절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대졸이상인 사람이 중졸 이하인 사람에 비해 고혈압 치료율이 높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χ
2
=3.14, p=0.076), 학력이 높아질수록 고혈압 

치료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 다.

1999년에 제3기 고혈압인 사람이 제1기 고혈압인 사람보다 고혈압 치료를 더 

잘 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1999년에 비만한 사람들의 

고혈압 치료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1999년이나 2002년 자료에서 과체

중이거나 비만한 사람들은 정상인 사람에 비해 고혈압 치료율이 낮았다.

흡연이나 음주 및 운동은 고혈압 치료 여부와 관련이 없었다. 고혈압 치료군이 

체중조절이나 저염식을 더 잘 실천하고 있었으나 2002년에 저염식을 실천하는 사

람의 비율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혈압 치료군이 1999년의 6개월 내 혈압 측정률이 높았고, 고혈압 인지율도 

높았다. 또한 고혈압 치료군은 1999년 고혈압 치료율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

고혈압 치료군이 과거에 건강진단을 받은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

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고혈압 치료율이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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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고혈압 치료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변량분석

단위 : 명(%)

변수 구분 치료군 비치료군 교차비
(95%신뢰구간)

통제된 교차비
†

(95%신뢰구간)

연령∥

40대  6(28.6) 15(71.4) 0.24(0.07-0.82)*

(-)¶¶50대 13(59.1)  9(40.9) 0.88(0.28-2.74)

60대 19(54.3) 16(45.7) 0.73(0.27-1.98)

70대 이상 18(62.1) 11(37.9) 1

성별
남 20(52.6) 18(47.7) 1.02(0.46-2.25)

(-)¶¶

여 36(52.2) 33(47.8) 1

학력§

중졸이하 22(43.1) 29(56.9) 1

(-)¶¶고졸 20(57.1) 15(42.9) 1.75(0.74-4.19)

대졸이상 14(70.0)  6(30.0) 3.08(1.02-9.29)

1999년

혈압¶

제1기 고혈압 37(52.9) 33(47.1) 1

(-)
¶¶제2기 고혈압 10(40.0) 15(60.0) 0.59(0.24-1.50)

제3기 고혈압  9(75.0)  3(25.0) 2.68(0.59-16.47)‡

1999년 
비만도++

정상 31(62.0) 19(38.0) 1

(-)
¶¶과체중 23(51.1) 22(48.9) 0.64(0.28-1.45)

비만   2(16.7) 10(83.3) 0.12(0.01-0.69)
‡**

2002년 
비만도

††

정상 32(61.5) 20(38.5) 1

(-)¶¶과체중 22(45.8) 26(54.2) 0.53(0.24-1.17)

비만  2(28.6)  5(71.4) 0.25(0.02-1.75)
‡

1999년
흡연

흡연  8(47.1)  9(52.9) 0.76(0.27-2.15) 0.85(0.26-2.85)

비흡연 48(53.9) 41(46.1) 1 1

2002년
흡연

흡연  6(50.0)  6(50.0) 0.90(0.27-2.99) 1.25(0.30-5.28)

비흡연 50(52.6) 45(47.4) 1 1

1999년
음주

음주 19(51.3) 18(48.7) 0.94(0.42-2.09) 1.17(0.44-3.14)

비음주 36(52.9) 32(47.1) 1 1

2002년
음주

음주 14(48.3) 15(51.7) 0.80(0.34-1.88) 1.04(0.35-2.91)

비음주 42(53.8) 36(46.2) 1 1

1999년
음주빈도

주 3회 이상  9(69.2)  4(30.8) 2.25(0.57-10.63)
(-)¶¶

주 2회 이하 47(50.0) 47(50.0) 1

2002년
음주빈도

주 3회 이상  4(36.4)  7(63.6) 0.48(0.10-2.06)
(-)¶¶

주 2회 이하 52(54.2) 44(45.8) 1

1999년
운동

실천 25(56.8) 19(43.2) 1.32(0.61-2.86) 1.04(0.40-2.70)

실천안함 31(50.0) 31(50.0) 1 1

2002년
운동

실천 26(51.0) 25(49.0) 0.90(0.42-1.93) 1.23(0.48-3.16)

실천안함 30(53.6) 26(46.4) 1 1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 통제

‡Fisher's Exact Test
경향성χ2-검정값(p-값) ∥4.12(0.042) §4.50(0.034) ¶0.44(0.509) ++6.80(0.009) ††4.12(0.042)
¶¶표본수 부족으로 층화분석을 하지 않음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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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고혈압 치료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변량분석(계속)
단위 : 명(%)

변수 구분 치료군 비치료군 교차비
(95%신뢰구간)

통제된 교차비†

(95%신뢰구간)

1999년 
저염식

실천 30(62.5) 18(37.5) 1.99(0.91-4.35) 1.20(0.46-3.12)

실천안함 26(45.6) 31(54.4) 1 1

2002년 
저염식

실천 23(71.9)  9(28.1) 3.25(1.33-7.96)** 5.02(1.67-15.07)**

실천안함 33(44.0) 42(56.0) 1 1

1999년 
체중조절

실천 23(62.2) 14(37.8) 1.74(0.77-3.94) 1.73(0.76-3.92)

실천안함 33(48.5) 35(51.5) 1 1

2002년 
체중조절

실천 18(64.3) 10(35.7) 1.94(0.80-4.73) 2.01(0.79-5.13)

실천안함 38(48.1) 41(51.9) 1 1

1999년
고혈압 인지

인지 41(75.9) 13(24.1) 7.99(3.37-18.96)
**

7.56(3.16-18.05)
**

비인지 15(28.3) 38(71.7) 1 1

1999년
고혈압 치료

치료 34(91.9)   3(8.1) 24.73(6.49-134.62)§**
(-)

¶¶

비치료 22(31.4) 48(68.6) 1

1999년 
혈압측정

6개월 이내 53(63.9) 30(36.1) 12.37(3.22-68.43)§**
(-)

¶¶

6개월 이전  3(12.5) 21(87.5) 1

건강진단
받은 적 있음 52(57.1) 39(42.9) 4.00(1.09-18.10)

§*

(-)¶¶

받은 적 없음  4(25.0) 12(75.0) 1

1999년

주관적 
건강

‡‡

건강하다 20(45.5) 24(54.5) 0.50(0.21-1.20)

(-)¶¶보통이다 11(52.4) 10(47.6) 0.66(0.23-1.92)

건강하지않음 25(62.5) 15(37.5) 1

2002년

주관적 
건강

∥∥

건강하다 22(55.0) 18(45.0) 0.78(0.31-1.94)

(-)¶¶보통이다 11(37.9) 18(62.1) 0.39(0.14-1.06)

건강하지않음 22(61.1) 14(38.9) 1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 통제
‡Fisher's Exact Test
경향성χ2-검정값(p-값) ‡‡2.41(0.120) ∥∥0.23(0.632)
¶¶표본수 부족으로 층화분석을 하지 않음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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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혈압 치료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변량분석

2002년에 고혈압 치료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변량분석 결과는 표 14

와 같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혈압 치료를 더 잘 하고 있

었다. 또한, 1999년에 3도 고혈압인 사람과 1999년에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2002년에 고혈압 치료를 더 잘 받고 있었다. 반면에 1999년 생활습관과 

2002년 고혈압 치료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었다.

표 14. 고혈압 치료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변수 교차비
95%

신뢰구간

연령(1세 증가시) 1.09
* 1.01-1.17

남자(여자에 비해) 0.72 0.13-4.17

교육기간(1년 증가시) 1.20
* 1.01-1.42

1999년 2도 고혈압(1도에 비해) 0.78 0.21-2.88

1999년 3도 고혈압(1도에 비해) 10.54
* 1.61-68.91

1999년 과체중 또는 비만(정상체중에 비해) 1.23 0.36-4.20

1999년 흡연(비흡연자에 비해) 0.48 0.08-2.88

1999년 주 3회 이상 음주(2회 이하에 비해) 2.22 0.30-16.18

1999년 규칙적 운동(실천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0.66 0.20-2.22

1999년 저염식(실천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0.75 0.22-2.56

1999년 고혈압 치료(비치료에 비해) 32.33
** 7.46-140.01

고혈압가족력(없는 사람에 비해) 1.01 0.30-3.44

1999년 건강하다(건강하지 않음에 비해) 0.48 0.13-1.83

1999년 보통이다(건강하지 않음에 비해) 0.85 0.17-4.33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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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찰

가.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고혈압 조절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한 시점에서 

혈압을 측정하여 고혈압 조절률을 계산하 다. 고혈압은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

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 또는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NIH, 1997), 고혈압 조절은 수축기혈압이 140mmHg 미만이고 이완기혈압이 

90mmHg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Burt 등, 1995(b)). 따라서 고혈압 조절률은 혈

압이 140/90mmHg 이상인 사람과 혈압이 140/90mmHg 미만으로 유지되면서 항고혈압

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을 분모로 하고 혈압이 140/90mmHg 미만으로 유지되면서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을 분자로 하는 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고혈압조절률= B
A+B

※ A=혈압이 140/90mmHg 이상인 사람

   B=혈압이 140/90mmHg 미만으로 유지되면서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

이 식에 의하면 단면조사에서 고혈압 조절률은 현재 혈압이 140/90mmHg 미만으

로 유지되면서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수에 의해 결정되고, 과거에 혈압이 

높았다가 항고혈압제 복용 없이 생활습관의 개선만으로 고혈압이 조절되는 사람

은 고혈압 조절률 계산 과정에서 누락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혈압 조절 여부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을 가진 사람이 일

정 기간이 지난 뒤 고혈압이 조절되는 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게 하 다. 그러므로 

고혈압 조절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고혈압이 조절되는 

경우도 고혈압의 조절률 계산에 포함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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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기존연구에서는 고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의 연령이 높았다(Pavlik 

등, 1997; van Rossum 등, 2000; Knight 등, 2001; Lloyd-Jones 등, 2002). 이번 

연구에서는 40대에서 고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 40대가 70대 이상에 비해 고

혈압 치료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표 13), 다른 변수를 통제해도 젊은 사

람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혈압 치료율이 낮았다(표 14). 이는 나이가 젊을수

록 고혈압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적어 항고혈압제를 잘 복용하지 않아 고혈압 조

절률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고, 이는 Shea 등(1992(b))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젊

은 사람에서 생기는 고혈압을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고

혈압 합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나이가 젊은 사람에 대한 고혈

압 조기 발견 및 치료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연구에서는 혼자 사

는 사람들이 고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van Rossum 등, 2000; Shah 등, 2001)

고 하 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존의 많은 연구가 사회경제적 수준이 고혈압 조절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

다(Daniels 등, 1988; Kotchen 등, 1998). 이번 연구에서 가계수입이나 학력에 따른 

고혈압 조절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표가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교육수준은 대답하는 데 어렵지 않고 성인이 된 뒤 건강상태가 변해도 교육수준

은 바뀌지 않아서 교육수준과 건강상태와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다(Kaplan 등, 

1993). 특히 순환기 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해 교육수준의 향을 많이 받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Davey Smith 등, 1998). 반면 출생 cohort에 따라서 교육수준의 차

이가 많으므로 교육수준은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고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이번 연구에서는 연령이 학력과 고혈압 조

절 사이에서 음의 혼란변수(negative confounding)로 작용하여 학력과 고혈압 조

절과의 관련성을 약화시킨다. 연령을 통제하지 않은 이변량분석 모형에서 학력과 

고혈압 치료와는 관계가 없었다(표 13). 그러나 다변량분석 모형에서 다른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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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면 교육기간이 길수록 고혈압 치료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이는 

연령이 음의 혼란변수로 작용하여 학력과 고혈압 치료와의 관련성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수준의 경우 가족의 수에 향을 많이 받고, 연

령에 따라서도 수입이 변화한다. 동시에 소득에 관한 질문의 경우 응답자가 거부

감을 가지기 때문에 대답을 거부하거나 실제 소득과 다르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Liberatos 등, 1988; Kaplan 등, 1993). 앞으로, 더 정확하게 사회경제적 수준

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초기혈압이 높을수록 고혈압 조절이 되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하 다(Svardsudd 등, 1980; Sparrow 등, 1982; 

Daniels 등, 1988; Lloyd-Jones 등, 2002).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초기혈압과 고혈

압 조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 제3기 고혈압인 사람이 제1

기 고혈압인 사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치료율이 높았다(표 13). 이는 

배 등(1999)의 연구에서처럼 초기 혈압이 높을수록 치료를 더 잘 받게 되어 3년 

후에는 초기혈압과 고혈압 조절과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외국 연구에서는 의료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주치의가 있는지 여부를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하 다(Shea 등, 1992(a); 

Ahluwalia 등, 1997; Pavlik 등, 1997; Hyman 등, 2001; He 등, 2002).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의료보장이 제공되고 있

으므로 의료보장의 유무가 고혈압 조절에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또한, 우리나

라와 같이 전문의 중심의 의료제도에서는 주치의가 있는지 여부를 사회경제적 수

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비만한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고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

향성을 보 다. 또한 비조절군에서 조절군보다 체질량지수가 더 높은 경향을 보

다. 이번 연구에서는 비만한 사람들이 고혈압 치료를 잘 받지 않았고(표 13), 이는 

Stockwell 등(1994)의 연구와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만은 혈압의 조절과 

관계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비만 그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만한 사람이 

고혈압 치료를 잘 받지 않는 것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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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의 개선과 고혈압 조절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연구는 많다(He 등, 

2002). 이번 연구에서는 고혈압 조절군과 비조절군 사이에 생활습관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변량분석에서는 체중조절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고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경향이 있었고, 고혈압 비조절군에서 저염식을 실천했던 사

람이 많았다. 그러나 이변량분석이나 다변량분석 모두에서 흡연을 했거나 술을 자

주 마셨던 사람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고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 

이는 담배나 술 자체에 의한 효과만이 아니라 흡연을 하거나 과음을 하는 사람은 

고혈압 치료율이 낮기 때문인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Shea 등, 1992(b); 김 등, 

2000(a)).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1999년의 흡연 여부나 주 3회 이상 술을 마시는

지 여부는 고혈압 치료와 관련성이 없었다(표 13). 이변량분석에서 1999년에 규칙

적으로 운동하거나 저염식을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은 고혈압 조절군과 비조절군

에서 거의 비슷하 고, 다변량분석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거나 저염식을 실천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변량분석에서 고혈

압 조절군은 체중조절을 잘 실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다변량분석에서도 마찬가

지의 결과를 보 다. 고혈압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 실천과의 관계를 보면 고혈압 

치료군이 저염식이나 체중조절을 실천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13). 이는 고혈압 비

조절군이 고혈압 조절을 위해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면서 저염식이나 체중조절 등

을 실천한다고 생각된다. 생활습관이 지속되는 것과 고혈압 조절과의 관련성을 부

록 표 3에 나타내고 있다. 1999년과 2002년 조사에서 두 번 다 흡연이나 음주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안 한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고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비율이 높았고, 두 차례 조

사에서 모두 저염식이나 체중조절을 실천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지만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실천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고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었다. 또한, 생활습관을 측정할 때 자기기입식 설문을 이용해서 

연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응답자에 의한 정보편견

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zklo, 등, 2000). 특히 규칙적 운동, 저염식 실천 및 

체중조절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정보편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Lloyd-Jones 등(2002)의 추적조사에서는 흡연이 고혈압 조절



- 32 -

과 관련이 없었다. 단면연구에서는 고혈압의 조절에 흡연이 관계할 수 있지만 추

적조사에서 조절되지 않았던 고혈압이 일정 시간 후 조절되는지 여부와 흡연과는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다. Lloyd-Jones 등(2002)은 생활습관을 나타내는 변수로 흡

연만을 사용하 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었던 사람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고

혈압이 조절되는지 여부와 흡연, 음주 및 운동 등과 같은 각 생활습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1999년에 자기 자신이 고혈압임을 인지하고 있던 사람과 1999년에 6개월 이내

에 혈압을 측정했던 사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혈압 조절이 더 잘 되었다. 그

러나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를 통제할 경우 고혈압 인지는 고혈압 조절과 관련

성이 없었다. 고혈압 치료와의 관련성을 보면(표 13) 2002년에 항고혈압제를 복용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혈압 인지율이나 6개월 이내 혈압측정률 및 1999년 고혈압 

치료율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여 자

기 자신이 고혈압임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고혈압이 발생할 경우 치료를 더 잘 

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NIH, 1997).

Knight 등(2001)과 Lloyd-Jones 등(2002)의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과거력이 있

는 사람이 고혈압 조절이 더 잘 된다고 하 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van der Sande 등(2001)의 연구에서는 비만, 당뇨 및 뇌졸중의 가

족력을 가진 사람과 가족력이 없는 사람과는 혈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Shah 등(2001)의 연구에서는 순환기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고혈압 조절이 잘 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가족력이 있는 사람

은 고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의사들이 순환기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진단 및 치료를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Shah 등, 2001).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

다. 이는 자기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항고혈압제 복용을 더 잘 하게 

된다고 한 김 등(2000(a))의 연구와 일치하 다. 이번 연구에서도 주관적으로 건강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항고혈압제를 잘 복용하는 경향이 있었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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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군에서 한 가지 이상의 고혈압 사업을 인지하거나 한 가지 이상의 고혈압 

사업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은 경향을 보 다(부록 표 2). 

이는 고혈압 사업이 개인의 고혈압 조절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

로 고혈압 사업이 개인에게 미치는 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

다고 하겠다.

다. 연구의 제한점 및 장점

이번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표본수가 107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나 성별에 따라 층화하여 분석할 수 없었고 이변량분석에서 연령군이나 

성별을 통제하지 못하 다. 또한 변수에 따라서는 고혈압 조절여부에 따라 층화하

기에는 표본수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제2종 

오류의 가능성이 커진다.

추적조사에서 추적률이 34%로 외국 연구에서 추적률이 80% 이상인 점(Curtis, 

1998; Daniels 등, 1988)을 감안하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천시의 특성상 인

구 전출률이 1년에 15-20%로(과천시청 기획실, 2001), 3년 동안 반 이상의 인구가 

과천시 밖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추적조사 거부율이 높았던 것도 원

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도시와 같이 인구이동이 많은 곳에서 추적조사를 실시할 

때 추적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추적조사 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과 고혈압 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 추적조사에 더 잘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선택편견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Szklo 등, 2000).

셋째, 단 두 차례의 혈압 측정이라는 점이다. 즉, 1999년과 2002년 한 차례씩의 

혈압을 측정하여 1999년 자료로 고혈압인 사람을 나누고, 2002년 자료로 고혈압 

조절여부를 판단하 다. 그러므로 측정한 두 시점 사이의 혈압의 변화를 알 수 없

다. 이런 문제 때문에 1999년 조사에서만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게 측정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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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기 위해 1999년 조사에서 제1기 고혈압이고 2002년 조사에서 혈압이 정상

이면서 고혈압으로 진단 받거나 항고혈압제를 복용한 적이 없는 23명을 분석에서 

제외하 다.

넷째, 위에서도 밝혔듯이, 사회경제적 수준, 생활습관 및 고혈압의 인지․치

료․조절은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로 측정하 다.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대답이 

정확하지 않거나 설문이 연구설계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묻지 못할 경우 정보편

견이 생길 위험이 있다(Szklo 등, 2000). 이번 연구에서도 규칙적 운동, 저염식 실

천, 체중조절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대상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 설

문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지 제작 시 우리나라 국민건강 양조사와 외국

의 MONICA project,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등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참조하 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다른 점이 있다. 먼저 이번 연구는 과거 요

인이 일정한 시간 후의 고혈압 조절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코호트 연구

이다. 기존의 연구가 한 시점에서 고혈압 조절에 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 단면

조사하거나 지역사회 인구집단의 평균 혈압과 생활습관의 유병률, 고혈압의 인

지․치료․조절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데 비해 이번 연구는 과거의 어떤 요

인과 일정 시간 후의  각 개인의 고혈압 조절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연구는 도시 주민을 연구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연구이다. 우리나라

에서 지역사회 고혈압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졌고(김 등, 

2000(b); 배 등, 2001; 천 등, 2002), 도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서울시 

공무원 국민건강보험 검진자료를 이용한 배(1999)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들

도 대부분이 고혈압 조절에 관련된 요인에 대한 조사는 아니었다. 도시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한 추적연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지만 도시지역은 농촌지역과 달

리 인구 이동이 많기 때문에 추적조사가 어려워 도시지역에서의 추적조사는 드물

다. 그러므로 도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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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과거에 항고혈압제를 복용했던 사람과 과거 6개월 이내 혈압 측정 경험이 있

는 사람이 고혈압 조절이 잘 되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생활습관의 경우 과거 

고혈압 치료 여부를 통제할 경우 고혈압 조절에 향을 미치지는 못하 다. 교육

수준이 높은 대상자와 제3기 고혈압인 대상자가 항고혈압제 복용을 잘 하고 있었

으나, 40대에서는 항고혈압제를 잘 복용하고 있지 않았다.

고혈압 환자를 관리할 때 고혈압 환자가 앞으로 고혈압이 조절될 수 있는지 

여부를 예측하고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집중적인 환자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평소에 혈압을 측정하지 않았던 고혈압 환

자, 40대와 같이 젊은 환자,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환자의 고혈압 관리

에 있어서는 그들이 항고혈압제를 잘 복용할 수 있도록 고혈압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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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록  2002년 생활습관 및 고혈압 치료와 고혈압 조절

2002년 생활습관 중에서는 고혈압 조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없었다. 다만,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이 담배를 많이 피고, 술을 더 자

주 마시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002년에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것과 

2002년에 고혈압이 조절되는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부록 표 1. 2002년 생활습관 및 고혈압의 치료와 고혈압 조절

단위 : 명(%)

변수 구분 조절군 비조절군 교차비
(95%신뢰구간)

통제된 교차비†

(95%신뢰구간)

비만도§

정상 22(52.4) 30(46.2) 1

과체중 18(42.8) 30(46.2) 0.82(0.37-1.83)

비만  2(4.8)   5(7.6) 0.55(0.05-3.76)

흡연
흡연  3(7.1)  9(13.8) 0.48(0.08-2.09)‡

비흡연 39(92.9) 56(86.2) 1

음주
음주  9(21.4) 20(30.8) 0.61(0.25-1.52)

비음주 33(78.6) 45(69.2) 1

음주빈도
주 3회 이상   2(4.8)  9(13.9) 0.31(0.03-1.64)‡

주 2회 이하 40(95.2) 56(86.1) 1

운동
규칙적 18(42.9) 33(50.8) 0.72(0.33-1.59) 0.81(0.36-1.79)

불규칙적 24(57.1) 32(49.2) 1 1

저염식
실천 15(35.7) 17(26.2) 1.57(0.68-3.63) 1.48(0.65-3.37)

실천안함 27(64.3) 48(73.8) 1 1

체중조절
실천 12(28.6) 16(24.6) 1.23(0.51-2.94) 1.27(0.53-3.08)

실천안함 30(71.4) 49(75.4) 1 1

고혈압 치료
치료 32(76.2) 24(36.9) 5.47(2.29-13.06)** 4.32(1.62-11.51)**

비치료 10(23.8) 41(63.1) 1 1

2002년
주관적 
건강∥

건강함 12(30.0) 28(43.1) 0.48(0.19-1.23)

보통임 11(27.5) 18(27.7) 0.68(0.25-1.85)

건강하지않음 17(42.5) 19(29.2) 1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 통제
‡Fisher's Exact Test
경향성 χ2-검정값(p-값) §0.57(0.452) ∥2.36(0.125)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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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록  고혈압 사업의 인지도 및 유익성과 고혈압 조절

한가지 이상의 고혈압 사업을 인지하거나 한가지 이상의 고혈압사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한 비율은 조절군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록 표 2. 고혈압사업 인지 및 참가 여부와 고혈압 조절과의 관계

단위 : 명(%)

변수 구분 조절군 비조절군 통제된 교차비
(95%신뢰구간)

인지도†
인지 36(85.7) 49(75.4) 1.96(0.70-5.50)

비인지  6(14.3) 16(24.6) 1

유익성‡
유익 35(83.3) 46(70.8) 2.07(0.78-5.46)

무익  7(16.7) 19(29.2) 1
†이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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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록  지속적인 생활습관 및 고혈압 치료와 고혈압 조절

생활 습관이 지속되는 것과 고혈압 조절과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과 2002년 모두에서 정상체중인 사람은 지속적으로 과체중

이거나 비만인 사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고혈압 조절이 잘 되었다. 

1999년과 2002년 모두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흡연하지 않는 사람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고혈압이 조절되는 비율이 적었다. 마찬가지로 

1999년과 2002년 모두에서 주 3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주 2회 이하

로 음주하는 사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

다. 1999년과 2002년 모두에서 저염식을 실천하거나 체중조절을 실천하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고혈압 조절이 잘 되었다. 

1999년과 2002년 모두에서 항고혈압제를 복용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두 번 모

두에서 복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고혈압 조

절이 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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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 지속적인 생활습관 및 고혈압 치료와 고혈압 조절

단위 : 명(%)

변수 구분 조절군 비조절군 교차비
(95%신뢰구간)

통제된 교차비
†

(95%신뢰구간)

비만도
정상 20(41.7) 28(58.3) 1.28(0.57-2.85) 1.04(0.46-2.34)

과체중 또는 비만 19(35.9) 34(64.1) 1 1

흡연
흡연  3(27.3)  8(72.7) 0.52(0.08-2.36)‡ 

비흡연 37(42.1) 51(57.9) 1

음주
음주  8(34.8) 15(65.2) 0.97(0.36-2.65)

비음주 22(35.5) 40(64.5) 1

음주빈도
주 3회 이상  1(16.7)  5(83.3) 0.27(0.01-2.57)‡ 

주 2회 이하 38(42.7) 51(57.3) 1

운동
규칙적 11(34.4) 21(65.6) 0.88(0.34-2.30) 0.89(0.34-2.32)

불규칙적 16(37.2) 27(62.8) 1 1

저염식
실천 10(45.5) 12(54.5) 1.34(0.48-3.74) 1.05(0.37-2.97)

실천안함 18(38.3) 29(61.7) 1 1

체중조절
실천  8(53.3)  7(46.7) 2.35(0.74-7.50)

실천안함 18(32.7) 37(67.3) 1

고혈압 
치료

치료 19(55.9) 15(44.1) 6.33(2.29-17.51)
**

1비치료  8(16.7) 40(83.3) 1
†1999년 고혈압 치료 여부 통제
‡Fisher's Exact Test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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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hypertension contro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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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jor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control and to determine the influencing factors associated with 

antihypertensive therapy. This study was designed to differentiate between 

those who showed uncontrollable hypertension at a certain point from 

controllable hypertension after a certain time period.

The study was conducted on a sample of 107 subjects selected from the 

Gwacheon Study examined in 1999 and 2002. The subjects showed uncontrolled 

hypertension (systolic≥140 or diastolic≥90mmHg) at baseline examination in 1999 

and had follow-up examination three years later. Among 107 participants who 

were uncontrolled at baseline, 42 were controlled at the follow up examination. 

Therefore, the subjects classified into two groups, 42 controlled and 65 

uncontrolled,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The variables used in the 

comparison wer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status, life style, 

awareness and treatment of hypertension, past history and family history of 

cardiovascular disease and diabetes mellitus, and the attitude on health and 



hypertension. Bivariate associations were tested with Cochran-Mantel-Haenszel 

test and Fishers exact test or χ
2
-test for tre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he multivariate predictors of control to goal levels and 

antihypertensive therapy.

The participants who had their blood pressure checked during the 

proceeding 6 months showed better controlled hypertension at the follow-up 

and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result of the multivariate analysis 

showed that the treatment history in 1999 wa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factor of hypertension control in 2000 (OR, 3.40). The subject at the age of 

forty and who tried weight-control in 1999 tended to control hypertension well 

but showe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As the result of the multivariate analysis, independent predictors of 

antihypertensive therapy at follow up were baseline antihypertensive therapy 

(OR, 32.33), old age (OR increased 0.09 by 1 year increment), high level of 

education (OR increased 0.20 by 1 year increment of education), stage 3 

hypertensive subjects (OR, 10.54 to stage 1 hypertension).

In conclusion, those who had antihypertensive therapy and those who 

checked blood pressure during the past 6 months controlled hypertension well. 

Socioeconomic level and life style did not affect hypertension control when 

controlled by the treatment variable. The subjects with high level of education 

and stage 3 hypertension complied well with antihypertensive regimen, but the 

age group of 40 did not. Greater emphasis is needed on achieving 

hypertension control in all patients, especially, young patients, those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 and those not having their blood pressure checke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Hypertension, control, treatment, followup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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