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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우리나라 청년 중년 노년 인구에서, ,

고혈압 인지 및 치료 관련요인

배경 및 목적

최근 젊은 연령에서 고혈압 증가와 이들의 비치료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고.

혈압 인지 및 치료 관련요인에 대해 보고되어 왔으나 젊은 연령층 대상 연구,

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중년 노년으로 연령층을 층화. , ,

하여 고혈압 인지 및 치료 관련요인을 알아보았다.

연구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 년 년 제 기 차년도 년 자료로 만7 (2016 -2018 ), 8 1 (2019 )

세 이상 고혈압 유병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혈압 유병자는20 . 수

축기혈압이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이상 또는 현재 고혈압 약140mmHg 90mmHg

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고혈압 유병자 명을 최종 분석7,420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청년군 세 명 중년군 세 명 노. (20-39 ) 463 , (40-59 ) 2,296 ,

년군 세 이상 명으로 층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고혈압 인지율 및 치료(60 ) 4,661 ,

율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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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고혈압 유병률은 청년군 중년군 노년군 고혈압 인지7.5%, 26.5%, 58.4%,

율은 청년군 중년군 노년군 이었다 고혈압 치료율은 청19.2%, 60.1%, 84.5% .

년군 중년군 노년군 이었다15.3%, 55.3%, 81.6% .

고혈압 인지 여부 관련요인을 보면 연령이 세 증가할수록 고혈압 인지율, 1

은 청년군 배 중년군 배1.07 (OR 1.07, 95% CI 1.01-1.14), 1.10 (OR 1.10, 95%

노년군 배 높았다 주관적CI 1.08-1.12), 1.07 (OR 1.07, 95% CI 1.05-1.09) .

건강인지가 매우나쁨 나쁨 인 경우 청년군 배‘ / ’ 6.01 (OR 6.01, 95% CI

중년군 배 노년군 배2.39-15.10), 1.46 (OR 1.46, 95% CI 1.08-1.99), 1.86 (OR

이었으며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경우 청년군1.86, 95% CI 1.43-2.42) ,

배 중년군 배18.14 (OR 18.14, 95% CI 7.16-45.92), 4.47 (OR 4.47, 95% CI

노년군 배 고혈압 인지율이 높3.51-5.69), 3.16 (OR 3.16, 95% CI 2.56-3.91)

았다.

고혈압 치료 여부 관련요인을 보면 연령이 세 증가할수록 고혈압 치료율, 1

은 청년군 배 중년군 배1.14 (OR 1.14, 95% CI 1.05-1.24), 1.10 (OR 1.10, 95%

노년군 배 이었다 주관적 건CI 1.08-1.12), 1.07 (OR 1.07, 95% CI 1.05-1.08) .

강인지가 매우 나쁨 나쁨 인 경우 청년군 배‘ / ’ 6.23 (OR 6.23, 95% CI

노년군 배 이었으며 중년군에2.12-18.31), 1.74 (OR 1.74, 95% CI 1.37-2.22) ,

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지질혈증을 진단 받은 경우 고혈압.

치료율이 청년군 배 중년군 배28.55 (OR 28.55, 95% CI 10.63-76.70), 3.82 (OR

노년군 배 높았으3.82, 95% CI 3.06-4.78), 2.97 (OR 2.97, 95% CI 2.45-3.60)

며 당뇨병을 진단 받은 경우 청년군 배, 6.12 (OR 6.12, 95% CI 1.19-31.49),

중년군 배 노년군 배3.79 (OR 3.79, 95% CI 2.62-5.49), 2.48 (OR 2.48, 95% CI

높았다1.96-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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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수검 시 청년군에서 배 중년군1.75 (OR 1.75, 95% CI 0.94-3.24),

에서 배 노년군에서 배1.30 (OR 1.30, 95% CI 1.04-1.63), 1.23 (OR 1.23, 95%

로 고혈압 인지율이 높았는데 청년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CI 1.02-3.66) , .

결론

대 젊은 연령군은 고혈압 인지율과 치료율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 낮았20-30

다 이들은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와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질환이.

있어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고혈압을 인지 치료하게 되나 동반 질환이 없, ,

는 경우 오히려 치료 기회가 제한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 젊은 연령군에. 20-30

대한 적극적인 고혈압 관리 전략이 필요하며 국가건강검진 혈압 측정에서 고,

혈압 의심 시 사후관리와 치료 연계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고혈압 인지율 치료율 연령군별 젊은 연령 청년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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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

고혈압은 전 세계적으로 조기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혈압 상승은 전 세계.

세 성인 억 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혈압이 있는 성인 명30-70 12 8000 , 5

중 약 명 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성인의 가 자1 (21%) . 46%

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고혈압이 있는 성인의 절반 이하 만, (42%)

이 진단 치료를 받는다, (WHO, 2021).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년 간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성10 , ,

질환이 순위권 안에 들었으며 년에는 악성 신생물 다음으로 심장질환이, 2019

로 위 뇌혈관질환이 로 위 고혈압성 질환이 로 위를 차60.4% 2 , 42.0% 4 , 11.0% 10

지하였다 통계청( , 2019).

한국 남성인구에서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을 설명하는 기여 위험요

인을 보면 뇌혈관질환에서는 고혈압이 로 위를 차지하였으며 심장질환, 35% 1 ,

에서는 흡연 다음으로 고혈압이 로 위를 차지하였다 질병관리청21% 2 ( , 2020).

이렇듯 고혈압은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박준희 등( , 2019).

고혈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성 질환이다 년 분기 진. 2020 3

료비통계에서 본태성 고혈압은 외래를 기준으로 진료 인원이 세 번째로 많으

며 요양급여 비용이 년이 년 분기보다 증가하여 증가율도 가장, ‘20 ‘19 3 7.6%

높았다 세 이상에서 고혈압은 외래 진료환자 만 명으로 다발생. 65 , 280 2,312

질병 순위를 차지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1 ( , 2020).

우리나라의 성인 만 명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유병률은 약1,100 ,

로 추정된다 질병관리청 대 이상 국내 고혈압 환자는 명 중29% ( , 2020). 3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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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꼴 인 것이다 대한고혈압학회( , 2019).

우리나라 고혈압 관리 지표를 보면 년에는 인지율 치료율 이었1988 25%, 22%

고 년에는 인지율 치료율 년에는 인지율 치료, 2007-2009 65%, 29%, 2016 65%,

율 로 개선되어 왔다 년에서 년까지는 인지 및 치료율이 급격히61% . 1998 2007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년 이후로는 정체되어 왔는데 이는 젊은 연, 2007

령층의 고혈압 관리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 2020).

고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압 측정 전까지는 알 수 없으며 무증상 고,

혈압 진단을 받더라도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질병관리청 연( , 2020).

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와 질환 이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기

관 접촉 기회 즉 혈압 측정의 기회가 많다 최연희 등 따라서 고혈, ( , 2003). ,

압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율 및 치료율이 높아진다 최연희 등 장동( , 2003;

민 등 김지온 장동민 등 천희란 김일호, 2008; , 2013; , 2013; , ,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고혈압 관리지표 조사 결과 세 이상의1998-2018 65

고혈압 인지율은 치료율 고혈압 지속 치료율은 이었으며85.8%, 83.1%, 76.5% ,

대 고혈압의 인지율은 치료율 고혈압 지속 치료율은20-30 17.4%, 13.7%,

로 젊은 연령대에서 고혈압 관리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27.4% (Kim et al.,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낮고 건강검진2021). ,

및 의료이용이 적으므로 고혈압 진단 받을 기회도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

다 천희란 김일호( , , 2016).

그러나 고혈압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심혈관을 손상시키며 대 이하에서, 40

발병한 젊은 층에서도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합병증으로,

조기사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질병관리청( , 2008).

젊은 성인에서 대부분 자신의 고혈압 상태를 알지 못해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의학적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방치하게 되면 고,

혈압 및 순환기질환에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였다(Everett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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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도 향후 년 이내에 고혈압 관련 질병 및 순Battistoni(2015) 10-20

환기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고혈압 및 심혈. ,

관 질환의 위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젊은 성인의 고혈압

인식 개선과 고혈압 치료는 중요하다고 하였다(Everett et al., 2016).

고혈압 환자에 대한 절반의 법칙 은 고혈압 환자의 절‘ (rule of halves)’

반은 진단되지 않고 진단된 환자의 절반은 치료를 받으며 치료를 받는 환자, ,

의 절반만이 혈압이 조절된다는 것이다 김창엽 등 연구와 최연희 등. (2000)

의 연구에서도 절반의 법칙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고혈압을(2003)

개인 스스로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고혈압 관련요인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인지,

와 치료가 주된 영향을 미치며 연령층별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되었,

다 장동민 등 김지온 천희란 김일호 김가영( , 2008; , 2013; , , 2016; , 2019).

하지만 대 젊은 연령층에 대한 고혈압 인지 및 치료 관련요인에 관한20-30

연구 특히 연령층별로 층화하여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

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조사 제 기 제 기 차년도7 (2016-2018), 8 1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세 연령대를 청년 세 연령대를 중년(2019) 20-39 , 40-59 ,

세 이상 연령대를 노년으로 나누어 연령층을 층화하여 고혈압 인지 및 치료60

관련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생애주기별로 각 연령층에 특화된 고혈압 예방 및

관리 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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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2.

본 연구에서는 세 이상 성인을 청년군 세 중년군 세 노년20 (20-39 ), (40-59 ),

군 세 이상 으로 나누어 고혈압 인지 및 치료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고혈압(60 )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군 중년군 노년군의 일반 건강관련 특성과 고혈압 양상을 기, , , ,

술한다.

둘째 청년군 중년군 노년군의 고혈압 인지율 및 치료율을 파악한다, , , .

셋째 각 연령군에서 고혈압의 인지율 및 치료율과 관련 있는 일반 건강관, ,

련 특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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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Ⅱ

고혈압 유병률 및 발생 위험요인1.

년 인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만 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자는 약2019 19

만 명이며 유병률은 로 추정된다 고혈압 유병률을 연령별로 보면1,210 , 28.1% .

청년군 만 세 중년군 만 세 노년군 만 세 이( 19-39 ) 7.4%, ( 40-59 ) 25.7%, ( 60 상)

로 연령이 높을수록 고혈압 유병률이 높았다 질병관리청58.8% , ( , 2020).

허명륜과 김희동 은 만 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혈압 위험요인을(2018) 19-35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 가구원수 직업유무 소득수준 비만 음주 신체활. , , , , , , ,

동 하루 중 외식 빈도가 고혈압 전단계 및 고혈압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소득이 높은 대상자에,

비해 낮은 대상자가 정상 대상자에 비해 비만 대상자가 고혈압 유병률이 유,

의하게 높았다 허명륜 김희동( , , 2018).

김가영 의 연구에서는 세 미만 성인과 세 이상 노인 양쪽에서 주(2019) 65 65

관적 건강상태 당뇨병 유무 심장질환 유무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만 정도가, , ,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세 미만에서는 음주가 세 이상에서는 거주 지. 65 , 65

역 흡연 정도가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세 이, . 65

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고혈압 유병률은 성별 지역 소득수준, ,

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총콜레스테롤은 남녀 모두 고혈압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흡연자의 고혈압 유병률은 비흡연자의 배로. 0.51

낮았다 이혜상(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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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고혈압 인지율 및 치료율 경향2.

우리나라 고혈압 인지 및 치료율은 꾸준히 개선되었으나 최근 년간은 정, 10

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 젊은 연령층의 고혈압 인지 및 치료 수준, 30-40

이 낮기 때문으로 설명되었다 질병관리청( , 2020).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년부터 년까지 고혈압에 대한 인식 및, 1998 2018

치료율은 노인에서는 증가했으나 젊은 성인에게서는 개선되지 않았다 년. 2018

세 이상 성인 인지율은 치료율은 인 반면 세의 젊은 성인의20 67%, 63% , 20-39

인지 및 치료율은 각각 로 낮았다 질병관리청17%, 14% ( , 2020).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에서도 세 젊은 성인 세(1999-2014) 18-39 ( ), 40-59

중년 세 이상 고령 에서의 고혈압 인지 및 치료율에 대한 보고에서 인( ), 60 ( ) ,

지율은 각각 이며 치료율은 로 젊은74.7%, 81.9%, 88.4% , 50.0%, 70.3% 83.0%

성인의 고혈압에 대한 인지율 및 치료율은 중년 고령보다 낮아 유사한 경향, ,

을 보였다(Zhang, Moran, et al., 2017).

고혈압 인지 관련요인3.

고혈압 인지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이는 여러 연구에서 공통된

결과이다 장동민 등(Agyemang et al., 2006; , 2008; Muli et al., 2020).

성별 고혈압 인지율은 연령층에 따라 다르다 세 연령층과 세 이상. 30-44 60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고혈압 인지가 높았다 천희라 김일호( , , 2016).

등 의 연구에서도 세 사이의 고혈압 환자 중 여성이 남성Ostchega (2008) 18-59

에 비해 자신의 상태 인지가 높았으나 세 이상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대, 60 . 20

미국의 젊은 성인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고혈압 상태를 인지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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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 높았다 그 외 다수의 선행논문에서도 남자의(Everett et al., 2016).

고혈압 인지가 여자에 비해 낮았다 하용찬 등( , 2000; Muntner et al., 2004;

Agyemang et al., 2006; Muli et al., 2020).

소득의 경우 여자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고혈압 인지할 확률이 유

의하게 높았다 장동민 박일수 양종현 중국의 연구에서도 소득이 높( , , , 2013).

은 사람이 고혈압 인지가 높았다(Muntner et al., 2004).

천희란 김일호 연구에서 교육수준은 세 이상 고령층에서 학력에 유, (2016) 60

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대졸 이상 그룹에 비하여 고등학교 그룹은, , OR 0.64

중학교는 초등학교 이하(95%CI: 0.39-1.06), OR 0.52 (95% CI: 0.31-0.86),

는 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고혈압 인지율이 현저OR 0.40 (95% CI: 0.25-0.54)

하게 낮았다 외국 논문에서도 고령에서 교육수준은 고혈압 인지 상태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고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은 교육수준이 낮은 개인에 비,

해 혈압 상태를 인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Muntner et al., 2004; Muli et

al., 2020).

장동민 등 은 남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대상자가 고(2008)

혈압을 인지할 가능성이 배 높다고 하였다 최연희 등 의 연구에서는3.2 . (2003)

배우자가 있을 경우 고혈압 인지 확률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직업에 있어서는 단순 서비스 기능직 종사자가 무직에 비해 고혈압 인지가/ /

유의하게 낮았다 장동민 등 세에서는 직업이 있는 경우에 비하여( 2008). 45-59

무직인 경우 고혈압 인지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천희란 김일호 하용찬( , 2016).

등 의 연구에서는 농업 외의 직업을 가진 경우 농업을 하는 경우보다 인(2000)

지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관련 특성에서 비만인 경우 정상보다 남녀 모두 인지확률이 높았다

장(Muntner et al., 2004; Agyemang et al,, 2006; Ostchega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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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민 정진영 등 에서는 여자에서만 체질량지2013; Muli et al., 2020). (2007)

수(body mass index, BMI) 23kg/m
2
이하에 비해 27kg/m

2
이상인 경우 고혈압

인지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수준이 좋은 그룹에 비해 건강수준이 나쁠수록

고혈압 인지율이 높았으며 이는 여러 연구에서 공통된 결과이다 장동민 등( ,

장동민 박일수 양종현 등 오명은 김지온 천희2008; , , , 2013; , 2013; , 2013;

란 김일호, , 2016).

건강검진 여부에서 년 동안 혈압을 측정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측정한 사, 2

람이 고혈압 인지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정진영 등 장동민 등( , 2003; , 2008;

오명은 김지온, 2013; , 2013).

고혈압 인지는 당뇨병과 같은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더 높았다(Ostchega et

오명은 등 의 연구에서도 정상인 사람al., 2008; Muli et al., 2020). (2013)

에 비해 당뇨병 환자가 고혈압을 인지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인지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여러 연구,

에서 공통된 결과이다 최연희 등 장동민 등 정진영 등( , 2003; , 2008; , 2007).

장동민 등 연구에서는 규칙적 운동을 하는 경우에 고혈압 인지율이(2008)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등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이 많은 참가. , Muntner (2004)

자는 고혈압 진단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았다.

음주에서는 여자에서만 평소 음주자가 비음주자에 비해 자신의 고혈압을 인

지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고 장동민 등 장동민 박일수 양종현( 2008; , , ,

김지온2013; , 2013), 흡연에서는 정진영 등 연구에서 남자의 경우 흡연(2007)

경험이 있는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고혈압 인지가 유의하게 낮았다. Muntner

에서는 과거흡연자 대비 비흡연자에서 고혈압 인지가 높았으며et al.(2004) ,

현재흡연자에서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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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치료 관련요인4.

연령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혈압을 치료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으며,

이는 여러 연구에서 공통된 결과이다 장동민 등(Agyemang et al., 2006; ,

장동민 박일수 양종현 김지온2008; Ostchega et al., 2008; , , , 2013; ,

최연희 등 연구에서는 여자의 경우에만 연령이 높을수록 치료할2013). (2003)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고혈압 치료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오명은 등(Agyemang et al., 2006; Ostchega et al., 2008; , 2013).

최연희 등 연구에서는 남자에서만 가계수입과 치료 여부와는 음의 관(2003)

련성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을 가졌으며 여자에서는 치료 확률,

은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장동민 박일수 양종현 연구에서는 여. , , (2013)

자에서만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고혈압을 치료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

으며 장동민 등 연구에서는 중졸이하에 비해 고졸이상에서 고혈압 치료, (2008)

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비해 치료를 받지 않을 확률

이 더 높았다(Ostchega et al., 2008).

직업에서는 남자에서만 사무직에 비해 무직 및 기타인 경우 고혈압을 치료

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김지온 장동민 박일수 양종현( , 2013; , , , 2013).

건강관련 특성에서는 여자에게서만 체질량지수가 정상 이하에 비해 과체중

인 경우가 고혈압을 치료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장동민 박일수 양종현( , , ,

김지온 이와 유사한 결과로 외국선행논문에서도 과체중 또는2013; , 2013).

비만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Muntner et al., 2004;

반면 체질량지수가 정상에 비해 저체중인 경우에서Agyemang et al.,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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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을 치료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장동민 박일수 양종현( , , , 2013).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은 사람에 비해 나쁜 경우가 고혈압 치료할 확률이 유

의하게 높았으며 여러 연구에서 공통된 결과이다 장동민 등 장동민( , 2008; ,

박일수 양종현 김지온 오명은 등, , 2013; , 2013; , 2013;).

지난 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받은 경우가 고혈압을 치2

료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장동민 등 장동민 박일수 양종현( , 2008; , , ,

김지온 오명은 등2013; , 2013; , 2013;).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고혈압 치료할 가능성이 유

의하게 높았다 오명은 등( , 2013).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고혈압 치료할 확률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장동민 등( , 2008; Ostchega et al., 2008)

규칙적으로 주 회 운동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 치1-5

료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여성에서만 해당됐다 장동민 등, ( ,

반면 에서는 신체활동이 많은 남자는 고혈압 치2008). Muntner et al.(2004)

료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김지온 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평소 음주자는 비음주자에 비해(2013)

자신의 고혈압을 치료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장동민 박일수 양종현, , ,

에서는 여자의 경우에서만 고혈압 치료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2013)

나타냈다.

현재흡연자에 비해 과거흡연자는 고혈압을 치료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

다 오명은 등(Muntner et al., 2004; Ostchega et al., 2008;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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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Ⅲ

연구모형 틀1. (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만 세 이상 성인 중 고혈압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다20 .

연령층별로 청년군 중년군 노년군으로 층화하여 고혈압 인지 및 치료와 관, ,

련된 일반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연구이다

그림< 1>.

그림 연구모형 틀1. ( ).

일반적 특성
- 연령
성별-
소득 분위 수 가구- 4 ( )
교육수준-
건강보험종류-
직업-

건강관련 특성
주관적 건강 인지-
이상지질혈증 의사 진단 여부-
당뇨병 의사 진단 여부-
건강검진수진 여부-
월간음주 여부-
스트레스 인지 여부-
흡연 여부-
유산소신체활동 실천 여부-
체질량지수-
고혈압 가족력-

고혈압 인지 및 치료

만 세 청년20-39 :
만 세 중년40-59 :
만 세 이상 노년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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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2.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조에 근거하여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16

료 제 기 년 년 제 기 차년도 년 를 통합한 자료를 이용하였7 (2016 -2018 ), 8 1 (2019 )

으며 만 세 이상 고혈압 유병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 .

고혈압 유병자는 수축기혈압이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이상140mmHg 90mmHg

또는 현재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제 기 제 기 참여자 수는 명이며 만 세 이하7 (2016-2018), 8 (2019) 32,379 , 19

명을 제외한 명 중 결측치 명 및 고혈압 비 해당자 명6,640 25,739 2,915 15,404

총 명을 제외한 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림24,959 7,420 < 2>.

그림 연구대상자 선정 과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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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선정 및 정의3.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제 기 제 기 차년도 국민건강영7 (2016-2018), 8 1 (2019)

양조사를 통해 조사 되었으며 설문문항으로는 크게 일반적 특성 변수 및 건,

강관련 특성 변수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특성의 변수로는 연령 성별 소득 분위수 가구 교육수준 건강, , 4 ( ), ,

보험종류 직업으로 분석하였다, .

건강관련 변수로는 주관적 건강인지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의사 진단 여,

부 건강검진 수진 여부 월간 음주 여부 흡연 여부 유산소신체활동 실천, , , ,

여부 체질량 지수 혈압 가족력으로 분석하였다, , .

또한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고혈압 인지율 및 치료율의 정의는, , 고혈압

인지율은 고혈압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고“ .”

응답한 사람들의 분율이며 고혈압 치료율은 고혈압 유병자 중 현재 고혈압, “

약을 한 달 일 이상 복용한다 고 응답한 사람들의 분율을 말한다 이러한20 .” .

조작적 정의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의 고혈압 지표정의를

따랐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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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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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4.

자료 분석은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청년SAS version 9.4 ,

군 만 세 중년군 만 세 노년군 만 세 이상 으로 층화하여 분( 20-39 ), ( 40-59 ), ( 60 )

석하였다.

첫째 각 연령군별 고혈압 유병률 인지율 치료율을 파악한다, , , .

둘째 고혈압 유병자의 연령군별 일반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고혈압 인지, ,

율 및 치료율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한다.

셋째 각 연령군에서 고혈압 유병자의 인지율과 치료율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로 하였다p<0.05 .



- 16 -

연구결과.Ⅳ

고혈압 유병 인지 치료의 분포1. · ·

연령군별 고혈압 유병률 인지율 치료율의 분포는 표 와 같다 고혈압, , < 2> .

유병률은 청년군 명 중년군 명 노년군 명463 (7.5%), 2,296 (26.5%), 4,661

이다 고혈압 인지율은 청년군 명 중년군 명(58.4%) . 89 (19.2%), 1,379 (60.1%),

노년군 명 이었다 고혈압 치료율은 청년군 명 중년군3,937 (84.5%) . 71 (15.3%),

명 노년군 명 이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혈압1,270 (55.3%), 3,804 (81.6%) .

유병률 인지율 치료율이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그림, , ,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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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령군별 고혈압 유병 인지 치료 대상자 수3. , ,

표 연령군별 고혈압 유병률 인지율 치료율 분포2. , ,

　 　 청년군 중년군 노년군
p value

　 　 명(%) 명(%) 명(%)

고혈압 유병률 유병 463(7.5) 2,296(26.5) 4,661(58.4) <.0001

무병 5,718(92.5) 6,367(73.5) 3,319(41.6)

고혈압 인지율 인지 89(19.2) 1,379(60.1) 3,937(84.5) <.0001

비인지 374(80.8) 917(39.9) 724(15.5)

고혈압 치료율 치료 71(15.3) 1,270(55.3) 3,804(81.6) <.0001

　 비치료 392(84.7) 1,026(44.7) 8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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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령군별 고혈압 유병률 인지율 치료율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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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혈압 인지율2.

고혈압 유병자의 연령군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혈압 인지율은 표 과 같다< 3> .

성별의 경우 청년군과 중년군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았으며 노년군에,

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았지만 모든 군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소득의 경우 청년군에서는 소득분위 상 에서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였으‘ ’

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년군과 노년군에서는 소득분위 하 에, . ‘ ’

서 각각 로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65.9%, 87.4% (p=0.0110, p<.0001).

교육 수준에서는 청년군 중년군 노년군 모두에서 중졸 이하 인 경우 각, , ‘ ’

각 로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46.2%, 67.5%, 85.4% (p=0.0438, p<.0001,

p=0.0221).

건강보험 종류에 따라 청년군과 중년군에서 의료수급자가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고혈압 인지율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노년군에서는 의료수, .

급자가 로 건강보험가입자보다 고혈압 인지율이 높았다92.4% (<.0001).

직업의 경우 중년군과 노년군에서 무직 인 경우에 각각 로, ‘ ’ 65.0%, 85.7%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p=0.0035, p=0.0103).

연령의 경우 청년군 중년군 노년군 모두에서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고혈압, ,

인지율이 높았으며 모든 군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251, p<.0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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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고혈압 유병자의 연령군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혈압 인지율3.

변수 분류

청년군 세(20-39 ) 중년군 세(40-59 ) 노년군 세(60 +)

인지
명(%)

비인지
명(%)

p value 인지
명(%)

비인지
명(%)

p value 인지
명(%)

비인지
명(%)

p value

　 전체 89(19.2) 374(80.8) 1,379(60.1) 917(39.9) 3,937(84.5) 724(15.5)

성별 남성 63(18.1) 286(82.0) 0.2633 735(58.6) 519(41.4) 0.1200 1,671(84.8) 300(15.2) 0.6142

여성 26(22.8) 88(77.2) 644(61.8) 398(38.2) 2,266(84.2) 424(15.8)

소득 하 8(19.1) 34(81.0) 0.9756 170(65.9) 88(34.1) 0.0110 1,762(87.4) 255(12.6) <.0001

중하 22(18.5) 97(81.5) 317(62.0) 194(38.0) 1,089(83.8) 210(16.2)

중상 27(18.6) 118(81.4) 361(55.2) 293(44.8) 647(81.4) 148(18.6)

상 32(20.4) 125(79.6) 531(60.8) 342(39.2) 439(79.8) 111(20.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46.2) 7(53.9) 0.0438 339(67.5) 163(32.5) <.0001 2,847(85.4) 488(14.6) 0.0221

고졸 31(18.2) 139(81.8) 587(61.3) 370(38.7) 710(82.7) 149(17.4)

대졸 이상 52(18.6) 228(81.4) 453(54.1) 384(45.9) 380(81.4) 87(18.6)

건 강보험
종류 국민건강보험 86(18.9) 369(81.1) 0.1857 1,320(59.7) 891(40.3) 0.0729 3,633(83.9) 699(16.1) <.0001

의료수급자 3(37.5) 5(62.5) 59(69.4) 26(30.6) 304(92.4) 25(7.6)

직업 무직 27(24.8) 82(75.2) 0.2307 317(65.0) 171(35.0) 0.0035 2,468(85.7) 411(14.3) 0.0103

사무 전문 관리직/ / 37(17.0) 181(83.0) 361(55.3) 292(44.7) 157(81.8) 35(18.2)

단순 서비스 기능/ /
직 25(18.4) 111(81.6) 701(60.7) 454(39.3) 1,312(85.5) 278(17.5)

변수 Mean±SD p value Mean±SD p value Mean±SD p value

연령 세( ) 34.1±5.2 32.7±5.1 0.0251 52.7±5.1 49.9±5.7 <.0001 71.2±6.4 69.6±6.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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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고혈압 인지율

고혈압 유병자의 연령군별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고혈압 인지율은 표 와 같< 4> 다.

주관적 건강인지는 청년군 중년군 노년군 모두에서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

고혈압 인지율이 높았다(34.8%, 69.8%, 89.8%; p<.0001).

이상지질혈증 진단 여부와 당뇨병 진단 여부에서는 청년군 중년군 노년군, ,

모두에서 있음 에 해당하는 경우가 고혈압 인지율이 높았다‘ ’ (p<.0001).

건강검진 수검 여부에서는 청년군 중년군 노년군에서 모두에서 건강검진, ,

을 검사받은 경우가 검사받지 않았을 때 비해 높은 인지율을 나타냈으나 중,

년군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35).

월간 음주 여부에서는 청년군 중년군에서는 음주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로 음주를 할 때 비해 고혈압 인지율이 높았으며26.5%, 64.1% (p=0.0190,

흡연 여부에서는 모든 연령군에서 고혈압 인지율에 유의한 차이를p=0.0031),

보이지 않았다.

유산소운동 여부에서는 청년군 중년군 노년군에서 실천하였을 때 고혈압, ,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보였으나 노년군에서만 유산소운동실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7).

고혈압 가족력의 경우 중년군 노년군에서 가족력이 있음 에서 고혈압, ‘ ’

인지율이 유의하게 높았다(65.6%, 90.1%; p<.0001).

체질량지수에서는 모든 연령군에서 평균 체질량지수가 높은 경우 고혈압 인

지율이 높았으며 중년군 노년군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p=0.0007,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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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고혈압 유병자의 연령군별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고혈압 인지율4.

변수 분류
청년군 세(20-39 ) 중년군 세(40-59 ) 노년군 세(60 +)

인지
명(%)

비인지
명(%) p value 인지

명(%)
비인지
명(%) p value 인지

명(%)
비인지
명(%) p value

전체 89(19.2) 374(80.8) 1,379(60.1) 917(39.9) 3,937(84.5) 724(15.5)

주관적
건강인지

매우 좋음
좋음/

10(8.6) 106(91.4) <.0001 259(52.6) 233(47.4) <.0001 722(79.2) 190(20.8) <.0001

보통 47(18.4) 208(81.6) 768(59.1) 532(40.9) 1,920(83.2) 389(16.9)

매우 나쁨
나쁨/

32(34.8) 60(65.2) 352(69.8) 152(30.2) 48.77(89.9) 145(10.1)

이상지질혈증
진단 여부 있음 31(77.5) 9(22.5) <.0001 619(85.3) 107(14.7) <.0001 1,759(93.1) 131(6.9) <.0001

없음 58(13.7) 365(86.3) 760(48.4) 810(51.6) 2,178(78.6) 593(21.4)

당뇨병
진단 여부

있음 11(73.3) 4(26.7) <.0001 263(88.6) 34(11.5) <.0001 1,096(94.2) 68(5.8) <.0001

없음 78(17.4) 370(82.6) 1,116(55.8) 883(44.2) 2,841(81.2) 656(18.8)

건강검진
수검 여부 수검 58(21.8) 208(78.2) 0.1013 1,069(61.4) 673(38.6) 0.0235 2,819(85.1) 494(14.9) 0.0660

미수검 31(15.7) 166(84.3) 310(56.0) 244(44.0) 1,118(82.9) 230(17.1)

월간 음주
여부

마심 57(16.7) 285(83.3) 0.0190 849(57.8) 620(42.2) 0.0031 1,530(84.5) 280(15.5) 0.9240

안 마심 32(26.5) 89(73.5) 530(64.1) 297(35.9) 2,407(84.4) 444(15.6)

흡연 여부 현재 흡연 24(15.4) 132(84.6) 0.3264 351(59.6) 238(40.4) 0.4159 400(82.6) 84(17.4) 0.1330

과거 흡연 24(21.4) 88(78.6) 350(58.1) 252(41.9) 1093(86.1) 177(13.9)

비흡연 41(21.0) 154(79.0) 678(61.4) 427(38.6) 2444(84.1) 46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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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고혈압 유병자의 연령군별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고혈압 인지율 계속4. ( )

유산소
운동 여부

실천 52(19.5) 215(80.5) 0.8718 539(57.9) 392(42.1) 0.0801 1,188(82.3) 255(17.7) 0.0070

비 실천 37(18.9) 159(81.1) 840(61.5) 525(38.5) 2,749(85.4) 469(14.6)

고혈압
가족력

있음 58(21.7) 209(78.3) 0.1110 943(65.6) 494(34.4) <.0001 1,652(90.1) 181(9.9) <.0001

없음 31(15.8) 165(84.2) 436(50.8) 423(49.2) 2,285(80.8) 543(19.2)

변수 Mean±SD p value Mean±SD p value Mean±SD p value

체질량지수( / )㎏ ㎡ 28.0±5.2 27.5±4.8 0.3826 25.8±3.7 25.3±3.8 0.0007 25.0±3.2 23.7±3.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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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혈압 치료율4.

고혈압 유병자의 연령군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혈압 치료율은 표 와< 5>

같다.

성별의 경우 청년군과 노년군에서는 고혈압 치료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며 중년군에서만 여자 남자 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고혈압, 57.7%, 53.4%

치료율이 높았다(p=0.0378).

소득에서는 청년군 중년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노년군에서만, ,

소득분위 하 에서 로 고혈압 치료율이 높았다‘ ’ 84.2% (p=0.0002).

교육 수준의 경우 중년군과 노년군에서 중졸 이하 에서 각각‘ ’ 62.8%,

로 고혈압 치료율이 높았고 건강보험 종류에서는82.7% (p<.0001, p=0.0038),

모든 연령군에서 의료수급자가 국민건강보험자보다 고혈압 치료율이 높았으

나 노년군에서만 높았다, (p<.0001).

직업에서는 중년군 노년군에서는 무직일 때 각각 로 고혈압, 59.0%, 82.7%

치료율이 높았고 연령에서는 청년군 중년군 노년군(p=0.0044, p=0.0383), , ,

모두에서 치료군이 비치료군과 비교해 평균연령이 높았다(p=0.0009, p<.0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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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고혈압 유병자의 연령군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혈압 치료율5.

변수 분류

청년군 세(20-39 ) 중년군 세(40-59 ) 노년군 세(60 +)

치료
명(%)

비치료
명(%)

p value 치료
명(%)

비치료
명(%)

p value 치료
명(%)

비치료
명(%)

p value

전체 71(15.3) 392(84.8) 1,270(55.3) 1,026(44.7) 3,804(81.6) 857(18.4)

성별 남성 47(13.5) 302(86.5) 0.0510 669(53.4) 585(46.7) 0.0378 1,609(81.6) 362(18.4) 0.9756

여성 24(21.1) 90(79.0) 601(57.7) 441(42.3) 2,195(81.6) 495(18.4)

소득 하 5(11.9) 37(88.1) 0.8727 149(57.8) 109(42.3) 0.1442 1699(84.2) 318(15.8) 0.0002

중하 20(16.8) 99(83.2) 289(56.6) 222(43.4) 1050(80.8) 249(19.2)

중상 21(14.5) 124(85.5) 337(51.5) 317(48.5) 630(79.3) 165(20.8)

상 25(15.9) 132(84.1) 495(56.7) 378(43.3) 425(77.3) 125(22.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23.1) 10(76.9) 0.6619 315(62.8) 187(37.3) <.0001 2759(82.7) 576(17.3) 0.0038

고졸 24(14.1) 146(85.9) 544(56.8) 413(43.2) 685(79.7) 174(20.2)

대졸 이상 44(15.7) 236(84.3) 411(49.1) 426(50.9) 360(77.1) 107(22.9)

건강보험
종류

국민건강보험 68(15.0) 387(85.1) 0.0792 1,217(55.0) 994(45.0) 0.1834 3,506(80.9) 826(19.1) <.0001

의료수급자 3(37.5) 5(62.5) 53(62.4) 32(37.7) 298(90.6) 31(9.4)

직업 무직 18(16.5) 91(83.5) 0.9093 288(59.0) 200(41.0) 0.0044 2,382(82.7) 497(17.3) 0.0383

사무 전문 관리직/ / 32(14.7) 186(85.3) 327(50.1) 326(49.9) 151(78.7) 41(21.4)

단순 서비스 기능/ /
직

21(15.4) 115(84.6) 　 655(56.7) 500(43.3) 　 1,271(79.9) 319(20.1) 　

변수 Mean±SD p value Mean±SD p value Mean±SD p value

연령 세( ) 34.9±4.6 32.7±5.1 0.0009 52.8±5.0 50.0±5.7 <.0001 71.2±6.4 69.9±6.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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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고혈압 치료율

고혈압 유병자의 연령군별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고혈압 치료율은 표 과< 6>

같다.

주관적 건강인지에 따른 치료율은 모든 연령군에서 나쁨 매우 나쁨 에서‘ / ’

각각 로 높았다28.3%, 62.3%, 86.9% (p=0.0001, p<.0001, p<.0001).

이상지질혈증 진단 여부에 따른 치료율은 모든 연령군에서 있음 에서‘ ’

높았고 당뇨병 진단 여부에서도 있음 에(77.5%, 80.3%, 91.9%; p<.0001), ‘ ’

해당하는 경우 모든 연령군에서 고혈압 치료율이 높았다(73.3%, 86.2%,

92.1%; p<.0001).

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따른 고혈압 치료율은 모든 연령군에서 검사받은 경

우에서 각각 로 높았다18.4%, 56.8%, 82.5% (p=0.0322. p=0.0095, p=0.0189).

월간 음주 여부의 경우 청년군 중년군 은 음(22.3%, p=0.0132), (p=0.0125) ‘

주를 하지 않는 군에서 치료율이 높았지만 노년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 .

흡연 여부에서 모든 연령군이 비흡연 에서 고혈압 치료율이 높은 것으로‘ ’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유산소운동실천에 따른 고혈압 치료율은, ,

청년군 중년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노년군에서만 실천하, , ‘

지 않은 군에서 로 고혈압 치료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82.6% (p=0096).

고혈압 가족력 유 무에 따른 고혈압 치료율의 경우 모든 연령군에서 있/ ‘

음 의 경우 치료율이 높았지만 중년군과 노년군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 ,

고 체질량지수에서는 모든 연령군에서 평균 체질량(61.2%, 87.2%; p<.0001),

지수가 높은 경우 고혈압 치료율이 높았으며 중년군 노년군에서만 유의한, ,

차이를 보였다(p=0.0002,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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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고혈압 유병자의 연령군별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고혈압 치료율6.

변수 분류

청년군 세(20-39 ) 중년군 세(40-59 ) 노년군 세(60 +)

치료
명(%)

비치료
명(%) p value 치료

명(%)
비치료
명(%) p value 치료

명(%)
비치료
명(%) p value

　 전체 71(15.3) 392(84.7) 1,270(55.3) 1,026(44.7) 3,804(81.6) 857(18.4)

주관적 건강
인지

매우 좋음/
좋음

8(6.9) 108(93.1) 0.0001 239(48.6) 253(51.4) <.0001 687(75.3) 225(24.7) <.0001

보통 37(14.5) 218(85.5) 717(55.2) 583(44.9) 1,866(80.8) 443(19.2)

매우 나쁨/
나쁨

26(28.3) 66(71.7) 314(62.3) 190(37.7) 1,251(86.9) 189(13.1)

이상지질혈증
진단 여부

있음 31(77.5) 9(22.5) <.0001 583(80.3) 143(19.7) <.0001 1,724(91.2) 166(8.8) <.0001

없음 40(9.5) 383(90.5) 687(43.8) 883(56.2) 2,080(75.1) 691(24.9)

당뇨병
진단 여부 있음 11(73.3) 4(26.7) <.0001 256(86.2) 41(13.8) <.0001 1,072(92.1) 92(7.9) <.0001

없음 60(13.4) 388(86.6) 1,014(50.7) 985(49.3) 2,732(78.1) 765(21.9)

건강검진
수검 여부 예 49(18.4) 217(81.6) 0.0322 990(56.8) 752(43.2) 0.0095 2,732(82.5) 581(17.5) 0.0189

아니요 22(11.2) 175(88.8) 280(50.5) 274(49.5) 1,072(79.5) 276(20.5)

월간 음주 여
부

예 44(12.9) 298(87.1) 0.0132 784(53.4) 685(46.6) 0.0125 1,482(81.9) 328(18.1) 0.7097

아니요 27(22.3) 94(77.7) 486(58.8) 341(41.2) 2,322(81.5) 52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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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고혈압 유병자의 연령군별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고혈압 치료율 계속6. ( )

흡연 여부 현재 흡연 19(12.2) 137(87.8) 0.2516 314(53.3) 275(46.7) 0.2758 387(80.0) 97(20.0) 0.1783

과거 흡연 16(14.3) 96(85.7) 326(54.2) 276(45.9) 1057(83.2) 213(16.8)

비흡연 36(18.5) 159(81.5) 630(57.0) 475(43.0) 2360(81.2) 547(18.8)

유산소운동
여부 실천 45(16.9) 222(83.2) 0.2897 498(53.5) 433(46.5) 0.1468 1,146(79.4) 297(20.6) 0.0096

비 실천 26(13.3) 170(86.7) 772(56.6) 593(43.4) 2,658(82.6) 560(17.4)

고혈압 가족력 있음 48(18.0) 219(82.0) 0.0655 879(61.2) 558(38.8) <.0001 1,599(87.2) 234(12.8) <.0001

　 없음 23(11.7) 173(88.3) 　 391(45.5) 468(54.5) 　 2,205(78.0) 623(22.0) 　

변수 Mean±SD p value Mean±SD p value Mean±SD p value

체질량지수( / )㎏ ㎡ 28.2±5.4 27.5±4.8 0.3296 25.9±3.6 25.3±3.9 0.0002 25.0±3.2 23.8±3.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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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환자의 인지 관련요인6.

고혈압 환자의 인지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Model , Model , ModelⅠ Ⅱ Ⅲ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표 표 와 같다< 7>, < 8>, < 9> .

는 연령군별로 연령과 성별만을 모형에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ModelⅠ

을 시행하였다 청년군에서 연령 증가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이 세 증가할. . 1

수록 중년군에서는 고혈압 인지율이 배 노1.10 (OR 1.10, 95% CI 1.08-1.12),

년군에서는 배 높았다 성별은 모든 연령군1.04 (OR 1.04, 95% CI 1.03-1.05) .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7>.

에서는 연령군별로 연령 성별 소득 건강보험 종류 직업을 모형Model , , , ,Ⅱ

에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령에서는 세 증가할수록 청. 1

년군에서는 고혈압 인지율이 배1.07 (OR 1.07, 95% CI 1.02-1.13 중년군에서),

는 배 노년군에서는 배1.10 (OR 1.10, 95% CI 1.08-1.12), 1.03 (OR 1.03, 95%

로 높았다 성별은 모든 연령군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의CI 1.02-1.05) . .

경우에는 노년군에서만 소득분위 상 에 비해 하 에서 고혈압 인지율이‘ ’ ‘ ’

배 유의하게 높았으며 청년군과 중년군에서1.39 (OR 1.39, 95% CI 1.07-1.82) ,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건강보험 종류의 경우 노년군에서 국민건강보험가.

입자와 비교해 의료수급자가 고혈압 인지율이 배1.93 (OR 1.93, 95% CI

높았고 청년군과 중년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1.26-2.97) , < 8>.

에서는 연령군별로 연령 성별 소득 건강보험 종류 직업 주관적Model , , , , ,Ⅲ

인지 이상지질혈증 진단 여부 당뇨병 진단 여부 건강검진 수검 여부 월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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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여부 흡연 여부 유산소운동 여부 체질량지수 고혈압 가족력을 포함, , , ,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투입된 변수에 대한 다중공선성을 확.

인한 결과 가 모두 미만으로 나타나 분석을 진행하였다VIF 5 .

연령에서는 세 증가할수록 고혈압 인지율이 청년군에서 배1 1.07 (OR 1.07,

중년군 배 노년군95% CI 1.01-1.14), 1.10 (OR 1.10, 95% CI 1.08-1.12), 1.07

배 높았다 성별에서는 청년군과 중년군에서는(OR 1.07, 95% CI 1.05-1.09) .

유의하지 않았으나 노년군에서는 남성과 비교해 여성이 배, 0.69 (OR 0.69, 95%

낮았다 소득의 경우 중년군에서 소득분위 상 에 비해 중CI 0.52-0.92) . ‘ ’ ‘

하 에서 고혈압 인지율이 배 로 유의하게 낮’ 0.76 (OR 0.76, 95% CI 0.60-0.96)

았다 노년군에서는 소득분위 상 에 비해 하 에서 고혈압 인지율이. ‘ ’ ‘ ’

배 높았다 건강보험 종류와 직업 경우에 모1.42 (OR 1.42, 95% CI 1.07-1.90) .

든 연령군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인지의 경우 청년군에서는 매우좋음 좋음 에 비해 보통 에‘ / ’ ‘ ’

서 고혈압 인지율이 배 매우나쁨 나쁨2.54 (OR 2.54, 95% CI 1.13-5.70), ‘ / ’

이 배 높았다 중년군에서는 매우 좋음 좋6.01 (OR 6.01, 95% CI 2.39-15.10) . /

음 에 비해 매우나쁨 나쁨 에서 고혈압 인지율이 배’ ‘ / ’ 1.46 (OR 1.46, 95% CI

높았으며 노년군에서는 매우 좋음 좋음 에 비해 매우 나쁨1.08-1.99) , ‘ / ’ ‘ /

나쁨 에서 고혈압 인지율이 배 높았다’ 1.86 (OR 1.86, 95% CI 1.43-2.42) .

이상지질혈증 진단 여부에서 청년군은 진단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진단받은

사람에게서 고혈압 인지율이 배 높았으18.14 (OR 18.14, 95% CI 7.16-45.92)

며 중년군은 배 노년군에서는 배, 4.47 (OR 4.47, 95% CI 3.51-5.69), 3.16 (OR

높았다3.16, 95% CI 2.56-3.91) .

당뇨병 진단 여부의 경우는 진단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진단받은 사람이 중

년군에서 배 노년군에서 배3.48 (OR 3.48, 95% CI 2.34-5.19), 2.79 (OR 2.79,

높았다95% CI 2.13-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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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수검 여부의 경우 청년군은 차이가 없었으나 중년군에서는 수검,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받은 사람에게서 고혈압 인지율이 배1.30 (OR 1.30,

노년군에서는 배 높았95% CI 1.04-1.63), 1.23 (OR 1.23, 95% CI 1.02-3.66) 다.

월간 음주 여부 흡연 여부 유산소운동 여부는 모든 연령군에서 유의하지, ,

않았다 체질량지수에서 청년군은 차이가 없었으나 중년군에서는 체질량지수. ,

가 증가할수록 고혈압 인지율이 배 노년군1.04 (OR 1.04, 95% CI 1.02-1.07),

에서는 배 높았다1.13 (OR 1.13, 95% CI 1.09-1.16) .

고혈압 가족력에서 청년군은 차이가 없었으나 고혈압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에 중년군 배 노년군 배2.14 (OR 2.14, 95% CI 1.75-2.60), 2.74

유의하게 높았다 표(OR 2.74, 95% CI 2.24-3.35) < 9>.

표 고혈압 환자의 인지 여부 관련요인7. , ModelⅠ

청년군 세(20-39 ) 중년군 세(40-59 ) 노년군 세(60 +)

변수 분류 OR (95% CI) OR (95% CI) OR (95% CI)

연령 1.06(1.00, 1.11) 1.10(1.08, 1.12) 1.04(1.03, 1.05)

성별 남성 1.00 1.00 1.00

　 여성 1.35(0.80, 2.27) 0.96(0.80, 1.14) 0.93(0.7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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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고혈압 환자의 인지 여부 관련요인8. , ModelⅡ

청년군 세(20-39 ) 중년군 세(40-59 ) 노년군 세(60 +)

변수 분류 OR (95% CI) OR (95% CI) OR (95% CI)

연령 1.07(1.02 1.13) 1.10(1.08, 1.12) 1.03(1.02, 1.05)

성별 남성 1.00 1.00 1.00

여성 1.16(0.67, 2.03) 0.94(0.78, 1.13) 0.88(0.75, 1.05)

소득 상 1.00 1.00 1.00

중상 0.82(0.46, 1.47) 0.84(0.68, 1.04) 1.09(0.82, 1.44)

중하 0.75(0.40, 1.40) 1.11(0.88, 1.41) 1.25(0.97, 1.63)

하 0.62(0.23, 1.65) 1.08(0.77, 1.52) 1.39(1.07, 1.82)

건강보험종
류

국민건강보험 1.00 1.00 1.00

의료수급자 2.04(0.40, 10.47) 1.25(0.72, 2.15) 1.93(1.26, 2.97)

직업
단순 서비스 기능/ /
직 1.00 1.00 1.00

사무 전문 관리직/ / 0.85(0.48, 1.50) 1.05(0.85, 1.30) 1.10(0.74, 1.64)

1.71(0.86, 3.42) 1.14(0.89, 1.45) 1.09(0.91, 1.30)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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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고혈압 환자의 인지 여부 관련요인9. , Model Ⅲ

청년군 세(20-39 ) 중년군 세(40-59 ) 노년군 세(60 +)

변수 분류 OR (95% CI) OR (95% CI) OR (95% CI)

연령 1.07(1.01, 1.14) 1.10(1.08, 1.12) 1.07(1.05, 1.09)

성별 남성 1.00 1.00 1.00

여성 0.83(0.42, 1.66) 0.94(0.71, 1.26) 0.69(0.52, 0.92)

소득 상 1.00 1.00 1.00

중상 0.98(0.50, 1.92) 0.76(0.60, 0.96) 1.07(0.80, 1.44)

중하 0.69(0.33, 1.48) 0.98(0.75, 1.28) 1.20(0.91, 1.59)

하 0.46(0.13, 1.58) 0.97(0.66, 1.41) 1.42(1.07, 1.90)

건강보험종류 국민건강보험 1.00 1.00 1.00

의료수급자 0.48(0.04, 5.91) 0.97(0.53, 1.77) 1.56(1.00, 2.45)

직업
단순 서비스/ /
기능직 1.00 1.00 1.00

사무 전문 관/ /
리직

0.76(0.39, 1.51) 0.98(0.78, 1.24) 1.03(0.67, 1.59)

무직 2.17(0.96, 4.88) 1.05(0.80, 1.37) 1.01(0.84, 1.23)

주관적
건강인지

매우 좋음 좋/
음 1.00 1.00 1.00

보통 2.54(1.13, 5.70) 1.14(0.90, 1.45) 1.20(0.97, 1.48)

매우 나삠 나/
쁨 6.01(2.39, 15.10) 1.46(1.08, 1.99) 1.86(1.43, 2.42)

이상지질혈증
진단 여부 없음 1.00 1.00 1.00

있음 18.14(7.16, 45.92) 4.47(3.51, 5.69) 3.16(2.56, 3.91)

당뇨병
진단 여부

없음 1.00 1.00 1.00

있음 3.87(0.86, 17.38) 3.48(2.34, 5.19) 2.79(2.13, 3.66)

건강검진 수검
여부 아니요 1.00 1.00 1.00

예 1.75(0.94, 3.24) 1.30(1.04, 1.63) 1.23(1.02, 1.49)

월간 음주 여
부

아니요 1.00 1.00 1.00

예 0.61(0.33, 1.14) 0.91(0.73, 1.13) 1.21(0.99, 1.49)

흡연 여부 비흡연 1.00 1.00 1.00

과거 흡연 1.04(0.52, 2.09) 1.02(0.75, 1.38) 1.05(0.79, 1.41)

현재 흡연 0.56(0.27, 1.19) 1.21(0.88, 1.66) 1.00(0.71, 1.41)

유산소운동
여부 실천 1.00 1.00 1.00

비 실천 0.95(0.54, 1.68) 1.08(0.89, 1.32) 1.09(0.91, 1.31)

체질량지수 0.96(0.90, 1.02) 1.04(1.02, 1.07) 1.13(1.09, 1.16)

고혈압 가족력 아니요 1.00 1.00 1.00

　 예 1.21(0.67, 2.17) 2.14(1.75, 2.60) 2.74(2.24,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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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환자의 치료 관련요인7.

고혈압 환자의 치료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Model , Model , ModelⅠ Ⅱ Ⅲ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표 표 와 같다< 10>, < 11>, < 12> .

는 연령군별로 연령과 성별만을 모형에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ModelⅠ

을 시행하였다 연령이 세 증가할수록 고혈압 치료율이 청년군 배. 1 1.11 (OR

중년군 배 노년1.11, 95% CI 1.04-1.17), 1.10 (OR 1.10, 95% CI 1.08-1.12),

군 배 높게 나왔다 성별은 모든 연령군에서1.04 (OR 1.04, 95% CI 1.02-1.05) .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0>.

에서는 연령군별로 연령 성별 소득 건강보험 종류 직업을 모형Model , , , ,Ⅱ

에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령이 세 증가할수록 고혈압. 1

치료율이 청년군 배 중년군 배1.11 (OR 1.11, 95% CI 1.04-1.18), 1.10 (OR

노년군 배 높게1.10, 95% CI 1.08-1.12), 1.03 (OR 1.03, 95% CI 1.02-1.04)

나왔다 성별과 소득에서는 모든 연령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건강보험. .

종류의 경우 청년군에서는 국민건가보험 가입자보다 의료수급자가 배 중4.09 ,

년군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수급자가 배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1.32 ,

는 없었고 노년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의료수급자가 배, 1.99 (OR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직업에서는 모든 연령군에서1.99, 95% CI 1.35-2.93) .

단순 서비스 기능직에 비해 무직 인 경우에 고혈압 치료율이 높게 나왔으/ / ‘ ’

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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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연령군별로 연령 성별 소득 건강보험 종류 직업 주관적Model , , , , ,Ⅲ

인지 이상지질혈증 진단 여부 당뇨병 진단 여부 건강검진 수검 여부 월간, , , ,

음주 여부 흡연 여부 유산소운동 여부 체질량지수 고혈압 가족력을 모형, , , ,

에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투입된 변수에 대한 다중공선.

성을 확인한 결과 가 모두 미만으로 나타나 분석을 진행하였다VIF 5 .

연령이 세 증가할수록 고혈압 치료율이 청년군 배1 1.14 (OR 1.14, 95% CI

중년군 배 노년군 배1.05-1.24), 1.10 (OR 1.10, 95% CI 1.08-1.12), 1.07 (OR

고혈압 치료율이 높았다 성별과 소득에서는 모든1.07, 95% CI 1.05-1.08) .

연령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건강보험 종류에서는 청년군과 중년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노년군에서만 국민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의,

료수급자에서 고혈압 치료율이 배 높았다1.65 (OR 1.65, 95% CI 1.10-2.48) .

직업에서는 모든 연령군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인지의 경우 청년군에서는 매우 좋음 좋음 군에 비해 매우‘ / ’ ‘

나쁨 나쁨 군에서 배 중년군에서는 유의/ ’ 6.23 (OR 6.23, 95% CI 2.12-18.31),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노년군에서는 매우 좋음 좋음 군에 비해, ‘ / ’

보통 에서 고혈압 치료율이 배 매우‘ ’ 2.96 (OR 2.96, 95% CI 2.45-3.60), ‘

나쁨 나쁨 에서 배 고혈압 치료율이 높았/ ’ 1.74 (OR 1.74, 95% CI 1.37-2.22) 다.

이상지질혈증 진단 여부에서 청년군은 진단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진단받은

사람에게서 고혈압 치료율이 배 중년군28.55 (OR 28.55, 95% CI 10.63-76.70),

배 노년군에서는 배3.82 (OR 3.82, 95% CI 3.06-4.78), 2.97 (OR 2.97, 95% CI

높았다2.45-3.60) .

당뇨병 진단 여부의 경우 진단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진단받은 사람이 청년

군에서 배 중년군에서 배6.12 (OR 6.12, 95% CI 1.19-31.49), 3.79 (OR 3.79,

노년군에서 배 높았다95% CI 2.62-5.49), 2.48 (OR 2.48, 95% CI 1.96-3.15) .

건강검진 수검 여부의 경우 청년군은 차이가 없었으나 중년군에서는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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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받은 사람에게서 고혈압 치료율이 배1.31 (OR 1.31,

노년군에서는 배 높았95% CI 1.05-1.64), 1.27 (OR 1.27, 95% CI 1.06-1.51) 다.

월간 음주 여부의 경우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에게서 고혈압 치료율이 청년

군에서는 배 낮았으나 노년군에서는 음주하0.46 (OR 0.46, 95% CI 0.22-0.95) ,

는 사람에게서 배 높았다 흡연 여부에서는1.25 (OR 1.25, 95% CI 1.03-1.51) .

청년군 중년군은 차이가 없었으나 노년군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흡연자, ,

가 고혈압 치료율이 배 높았다 유산소운동1.25 (OR 1.25, 95% CI 1.03-1.51) .

여부에서는 모든 연령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체질량지수에서 청년군은 차이가.

없었으나 중년군에서는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고혈압 치료율이 배, 1.05 (OR

노년군에서는 배1.05, 95% CI 1.02-1.08), 1.12 (OR 1.12, 95% CI 1.10-1.16)

높았다.

고혈압 가족력의 경우 청년군은 차이가 없었으나 고혈압 가족력이 없는 경,

우에 비해 있는 경우에 중년군 배 노년군에2.18 (OR 2.18, 95% CI 1.79-2.65),

서는 배 높았다 표2.30 (OR 2.30, 95% CI 1.91-2.79) < 12>.

표 고혈압 환자의 치료 여부 관련요인10. , Model Ⅰ

청년군 세(20-39 ) 중년군 세(40-59 ) 노년군 세(60 +)

변수 분류 OR (95% CI) OR (95% CI) OR (95% CI)

연령 1.11(1.04, 1.17) 1.10(1.08, 1.12) 1.04(1.02, 1.05)

성별 남성 1.00 1.00 1.00

　 여성 1.75(1.00, 3.04) 1.00(0.84, 1.19) 0.97(0.8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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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고혈압 환자의 치료 여부 관련요인11. , Model Ⅱ

청년군 세(20-39 ) 중년군 세(40-59 ) 노년군 세(60 +)

변수 분류 OR (95% CI) OR (95% CI) OR (95% CI)

연령 1.11(1.04, 1.18) 1.10(1.08, 1.12) 1.03(1.02, 1.04)

성별 남성 1.00 1.00 1.00

여성 1.62(0.89, 2.93) 1.00(0.83, 1.20) 0.94(0.80, 1.10)

소득 상 1.00 1.00 1.00

중상 0.78(0.41, 1.48) 0.85(0.69, 1.05) 1.10(0.84, 1.44)

중하 0.89(0.45, 1.74) 1.03(0.81, 1.30) 1.18(0.92, 1.51)

하 0.44(0.13, 1.56) 0.88(0.63. 1.22) 1.25(0.97, 1.61)

건강보험
종류 국민건강보험 1.00 1.00 1.00

의료수급자 4.09(0.70, 23.78) 1.32(0.78, 2.22) 1.99(1.35, 2.93)

직업
단순 서비스/ /
기능직 1.00 1.00 1.00

사무 전문 관/ /
리직

0.86(0.47, 1.59) 0.99(0.80, 1.22) 1.05(0.72, 1.53)

　 무직 1.15(0.52, 2.53) 1.04(0.82, 1.32) 1.04(0.8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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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고혈압 환자의 치료 여부 관련요인12. , Model Ⅲ

청년군 세(20-39 ) 중년군 세(40-59 ) 노년군 세(60 +)

변수 분류 OR (95% CI) OR (95% CI) OR (95% CI)

연령 1.14(1.05, 1.24) 1.10(1.08, 1.12) 1.07(1.05, 1.08)

성별 남성 1.00 1.00 1.00

여성 1.19(0.54, 2.61) 1.05(0.79, 1.40) 0.81(0.62, 1.05)

소득 상 1.00 1.00 1.00

중상 0.98(0.44, 2.18) 0.78(0.62, 0.99) 1.08(0.82, 1.44)

중하 0.89(0.38, 2.10) 0.91(0.70, 1.18) 1.11(0.85, 1.45)

하 0.17(0.03, 1.11) 0.79(0.54, 1.13) 1.25(0.96, 1.64)

건강보험종류
국민건강
보험 1.00 1.00 1.00

의료수급
자

1.01(0.06, 16.94) 1.05(0.59, 1.88) 1.65(1.10, 2.48)

직업
단순 서비/
스 기능직/ 1.00 1.00 1.00

사무 전문/
관리직/ 0.81(0.37, 1.75) 0.91(0.72, 1.15) 1.00(0.67, 1.50)

무직 1.48(0.55, 4.00) 0.96(0.74, 1.25) 0.97(0.81, 1.15)

주관적
건강 인지

매우좋음/
좋음

1.00 1.00 1.00

보통 2.50(0.98, 6.35) 1.16(0.91, 1.46) 2.97(2.45, 3.60)

매우나쁨/
나쁨

6.23(2.12, 18.30) 1.21(0.89, 1.63) 1.74(1.37, 2.22)

이상지질혈증
여부 없음 1.00 1.00 1.00

있음 28.55(10.63, 76.70) 3.82(3.06, 4.78) 2.97(2.45, 3.60)

당뇨병진단
여부 없음 1.00 1.00 1.00

있음 6.12(1.19, 31.49) 3.79(2.62, 5.49) 2.48(1.96, 3.15)

건강검진수검
여부 아니요 1.00 1.00 1.00

예 2.01(0.95, 4.21) 1.31(1.05, 1.64) 1.27(1.06, 1.51)

월간음주 여부 아니요 1.00 1.00 1.00

예 0.46(0.22, 0.95) 0.97(0.79, 1.21) 1.25(1.03, 1.51)

현재흡연 여부 비흡연 1.00 1.00 1.00

과거 흡연 0.67(0.29, 1.57) 0.08(0.80, 1.46) 1.12(0.86, 1.47)

현재 흡연 0.49(0.20, 1.17) 1.16(0.85, 1.60) 1.25(1.03, 1.51)

유산소 운동
여부

실천 1.00 1.00 1.00

비 실천 0.61(0.31, 1.19) 1.05(0.87, 1.28) 1.08(0.91, 1.29)

체질량지수 0.95(0.88, 1.02) 1.05(1.02, 1.08) 1.12(1.10, 1.16)

고혈압 가족력 아니요 1.00 1.00 1.00

　 예 1.33(0.67, 2.65) 2.18(1.79, 2.65) 2.30(1.91,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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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인지율 및 치료율 관련요인을20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혈압 유병 환자4

총 명을 대상으로 하여7,420 , 연령군별로 청년군 세 중년군 세(20-39 ), (40-59 ),

노년군 세 이상 으로 층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혈압 유병자는 청년군(60 ) .

명 중년군은 명 노년군은 명 이었으며463 (7.5%), 2,206 (26.5%), 4,661 (58.4%) ,

고혈압 유병자 중 인지율은 청년군 중년군 노년군 였고19.2%, 60.1%, 84.5% ,

고혈압 유병자 중 치료율은 청년군 명 중년군 명 노71 (15.3%), 1,270 (55.3%),

년군 명 이었다3,804 (81.6%) .

전 세계 고혈압 유병자의 성인 가 자신의 고혈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46%

으며 고혈압 치료율도 로 고혈압이 있는 성인의 절반 이하만이 진단 치, 42% ,

료를 받는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우리나라 세 성인에서 고혈압(WHO, 2021). 30

인지율 및 치료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년부터 년까지는 향상되는 것, 1998 2007

을 확인할 수 있으나 최근 년 동안은 정체됨을 볼 수 있다 이는 젊은 연, 10 .

령층의 고혈압 관리 지표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 2021).

고혈압 인지 여부 관련요인을 보면 청년군에서는 연령이 높고 주관적 건, ,

강이 나쁘다고 인지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경우이며 중년군에서는 연령이 높, ,

고 소득이 낮으며 주관적 건강이 나쁘다고 인지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건, , , , ,

강검진 수검 체질량지수가 높고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노년군, , ,

에서는 연령이 높고 성별이 남성인 경우 소득이 낮고 의료수급자인경우, , , ,

주관적 건강이 나쁘다고 인지하는 경우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건강검진 수, , ,

검 체질량지수가 높고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을 인지하고 있는, ,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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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환자의 인지 여부와 관련요인을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온

다는 다수의 선행논문과 일치하였다 최연희 등( , 2003; C Agyemang et al,

장동민 등 김지온 젊은 연령2006; , 2008; , 2013; Samuel Muli et al. 2020).

군은 학업과 바쁜 사회생활 그리고 증상이 없고 젊다는 이유로 자신의 혈압에

대한 인식부족과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로 다른 연령군에 비하여 고혈압 인지

율이 낮다 손일석 편욱범 연령이 낮을수록 만성 질환 관리에 대한( , , 2019).

관심이 낮고 의료 이용이 적으므로 혈압측정의 기회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

다 정진영 등 천희란 김일호( , 2007; , , 2016).

소득의 경우와 건강 보험 종류는 노년군에서 소득분위 하 건강 보험 종‘ ’,

류 의료수급자인 경우에서만 고혈압 인지율이 높았다 이는 선행논문에서 고.

소득일수록 고혈압을 인지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나(Paul

장동민 박일수 양종현 다른 이유로는 사회적 경제et al., 2004; , , , 2013), ,

적 수준과 관계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과 레드써클 캠페인

같은 정부 서비스 제공 결과로 전 국민 혈압측정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기 때

문으로 보인다 김예림 또한 의료수급자인 경우 치료비 부담이 낮아( , 2016).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 인지 치료율도 높아지며 소득분위 하 인 경우는, , ‘ ’

의료수급자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체질량 지수 증가 고혈압 가족력 주관적 건강인지는 의료 이용 증가와 관, ,

련된 요인들로 보인다 체질량 지수가 증가할 때마다 중년군 배. 1.04 (OR 1.04,

노년군 배 로 고혈압 인95% CI 1.02-1.07), 1.13 (OR 1.13, 95% CI 1.09-1.16)

지율이 높아 선행논문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정진, (Muntner et al., 2004;

영 등 장동민 박일수 양종현 비만자도 비만이 없는 사람보, 2007; , , , 2013).

다 의료 이용 확률이 배 높았으며 비만자는 본인의 위험요인을 인지하여1.3 ,

적극적인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로 혈압 측정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 서영숙 박종호 임지혜( , ,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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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청년군 배1.21 (OR 1.21, 95% CI 0.67-2.17),

중년군 배 노년군 배2.14 (OR 2.14, 95% CI 1.75-2.60), 2.74 (OR 2.74, 95% CI

로 고혈압 인지율이 높았다 선행논문에서도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2.24-3.35) .

경우에 고혈압 유병률뿐만 아니라 인지율도 높았는데 고혈압 가족력이 개인,

이 의료 개입을 찾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되었다 최리지 등( ,

2019).

주관적 건강인지에서도 건강 수준이 좋은 그룹에 비해 건강 수준이 나쁘다

고 인지할수록 고혈압 인지율이 높았다 특히 청년군에서 좋은 군에 비해 보. ,

통이 배 나쁜 군이 배로 고혈압 인지율이 높아졌다 이는 선행연구2.54 , 6.01 .

에서도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할수록 건강을 염려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혈압 측정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된 바 있다

장동민 등 오명은( , 2008; , 2013).

그러므로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고혈압 인지율이

유의하게 증가되는 현상도 이와 같은 의료 이용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상지질혈증을 진단 받은 경우 고혈압 인지는 청년군에서 배, 18.14 (OR 18.14,

중년군에서 배 노년군95% CI 7.16-45.92), 4.47 (OR 4.47, 95% CI 3.51-5.69),

에서 배 높았으며 당뇨병을 진단 받은 경우3.16 (OR 3.16, 95% CI 2.56-3.91) ,

에는 청년군에서는 고혈압 인지율이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중년군, 3.48

배 노년군 배(OR 3.48, 95% CI 2.34-5.19), 2.79 (OR 2.79, 95% CI 2.13-3.66)

로 고혈압 인지율이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도 역시 합병증을 비롯한 동반 질병.

이 있는 경우 위험요인을 더 많이 인지하여 병원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서영숙 박종호 임지혜( , , , 2014).

특히 건강검진을 수검할 경우 청년군에서 배1.75 (OR 1.75, 95% CI

중년군에서 배 노년군에서0.94-3.24), 1.30 (OR 1.30, 95% CI 1.04-1.63),

배 로 고혈압 인지율이 높았다 국민건강보험1.23 (OR 1.23, 95% CI 1.02-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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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기본 년에 회 이2 1

상 혈압 측정을 포함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수검자가 증상이 없어.

모르고 있었더라도 측정 혈압을 인지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정책적.

개입을 위한 유용한 접점으로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청년군에서.

인지 치료와의 관련성이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청년군 고혈압 환자가 비교적, ,

적었으며 현재 관련성이 낮더라도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만한 주요한,

대규모 환자 접점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진 사후관리 연계.

라는 기회 활용과 그 효과 확인이 필요하며 그 외 다른 전략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에서 성별 연령별 격차가 존재함도 지적되어 왔는데, ,

년 노동패널 자료에 의하면 세 남성의 고용보험 가입이 인 반2017 30-39 94.3%

면 여성은 로 남녀 간 차이가 있다 이는 여성이 대부터 결혼 출산, 86.4% . 30 , ,

육아로 경력 단절이 있고 전 연령대에서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기 때문,

으로 설명되었다 김혜연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 2019). ,

고용보험 가입자는 건강검진을 수진할 동기가 강하므로 이러한 결과는 여성,

의 건강검진 수진에 불형평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심층 분,

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고혈압 치료 여부와 관련요인을 보면 청년군에서는 연령이 높고, ,

주관적 건강이 나쁘다고 인지하는 경우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경우 당뇨병이, ,

있는 경우 중년군에서는 연령이 높고 소득이 낮고 주관적 건강이 나쁘다고, , ,

인지하는 경우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경우 당뇨병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 수, , ,

검 체질량지수가 높고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 노년군에서는 연령이 높, , ,

고 의료수급자인 경우 주관적 건강이 나쁘다고 인지하는 경우 이상지질혈, , ,

증이 있는 경우 당뇨병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 수검 체질량지수가 높고 고, , , ,

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혈압 치료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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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고혈압 인지 관련요인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선행논문과 유사,

한 이유라고 판단된다 장동민 등 장동민 박일수 양종현 김지( , 2008; , , , 2016;

온, 2013).

연령이 세 증가할수록 청년군 배 중년군1 1.14 (OR 1.14, 95% CI 1.05-1.24),

배 노년군 배1.10 (OR 1.10, 95% CI 1.08-1.12), 1.07 (OR 1.07, 95% CI

로 고혈압 치료율이 높았다 이는 선행논문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1.05-1.08) .

인다 장동민 등 장동(Agyemang et al. 2006; , 2008; Ostchega et al. 2008;

민 박일수 양종현 김지온 젊은 연령군은 학업과 바쁜 사회, , , 2013; , 2013).

생활 그리고 증상이 없고 젊다는 이유로 자신의 혈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로 다른 연령군에 비하여 고혈압 치료율이 낮다

손일석 편욱범( , , 2019).

건강 보험 종류는 의료수급자일 경우 노년군에서 배1.65 (OR 1.65, 95% CI

로 고혈압 치료율이 높았다 이는 의료수급자의 경우 건강 생활 유1.10-2.48) .

지비 지원을 통한 소액 본인 부담제로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의 지원이 있으므

로 의료비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관적 건강 인지가 나쁠수록 고혈압 치료율이 높은 점은 선행논문과 일치

하였으며 장동민 등 장동민 박일수 양종현 김지온 오( , 2008; , , , 2013; , 2013;

명은 등 이는 고혈압 인지율이 높아 병원 이용이 증가함에 따른 현상, 2013),

으로 생각된다.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에 청년군 배28.55 (OR 28.55, 95% CI

중년군 배 노년군10.63-76.70), 3.82 (OR 3.82, 95% CI 3.06-4.78), 2.97(OR

배 고혈압 치료율이 높았다 당뇨병 진단 받은 경우2.97, 95% CI 2.45-3.60) .

청년군 배 중년군 배6.12 (OR 6.12, 95% CI 1.19-31.49), 3.79 (OR 3.79, 95% CI

노년군 배 로 고혈압 치료율이2.62-5.49), 2.48 (OR 2.48, 95% CI 1.96-3.15)

높았다 체질량지수는 중년군 배 노년군. 1.05 (OR 1.05, 95% CI 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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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로 고혈압 치료율이 높았다 이는 동반 질1.12 (OR 1.12, 95% CI 1.10-1.16) .

환이 있을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으로 병원 이용을 하게 되어 혈압을 측

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며 서영숙 박종호 임지혜 고( , , , 2014),

지혈증이나 당뇨병은 주기적으로 병원 방문을 통한 의료 이용 횟수가 많아져

서 고혈압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Ostchega et al.,

2008).

건강검진을 수검하는 경우 청년군 배 중2.01 (OR 2.01, 95% CI 0.95-4.21),

년군 배 노년군 배1.31 (OR 1.31, 95% CI 1.05-1.64), 1.27 (OR 1.27, 95% CI

로 고혈압 치료율이 높았으며 이는 고혈압 인지와 같은 이유로 설1.06-1.51) ,

명될 것이다.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청년군 배1.33 (OR 1.33, 95% CI 0.67-2.65),

중년군 배 노년군 배2.18 (OR 2.18, 95% CI 1.79-2.65), 2.30 (OR 2.30, 95% CI

고혈압 치료율이 높았다 이는 다수의 선행논문과 일치하였다 최1.91-2.79) . (

연희 등 장동민 등 최리지 등 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고, 2003; , 2008; , 2019) .

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인지율이 높아지며 이에 따른 고혈압 치료율

도 같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최근 대 젊은 연령에서 고혈압 증가와 이들20-30

의 비치료가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연령군별로 고혈압 인지 및 치료 관련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기존 선행논문과 다르게 대 젊은 연령군을 포함하, 20-30

여 고혈압 인지와 치료 관련요인에 대하여 연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고혈압 인지 및 치료 관련요인을 보면 중년군과 노년군과는 다르게 청년군에,

서는 주관적 건강인지가 나쁜 경우나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에서 고혈압 관리

수준이 높은 점으로 보아 오히려 건강하고 동반질환이 없는 청년군에서 고혈

압을 인지 치료할 기회가 부족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 고혈압 유병자 수가 중년 노년에 비해 적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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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이차적 자료를 이용한 단면연구로 인과성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본 표본 추출틀로 사용하.

여 전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나 이 분석에서는 사례 수 확보를 위해 개, 4

년도 자료를 통합하면서 가중치 적용 분석을 시행하지 않아 가중치 적용을,

통한 대표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청년군의 인지 치료 영향요인으로 고혈압의 위험성에 대한 지식 태, , ,

도와 같은 개인적 특성 병원 방문 시 고혈압 치료 권유를 받았는지 여부와,

같은 의료서비스 특성 치료비 부담을 포함한 접근성 특성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다양한 항목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그, .

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대 젊은 연령군의 고혈압 유병자 수를 확20-30

보하여 연령군별 관련요인을 비교할 수 있었다는 강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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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Ⅵ

본 연구의 연령군별 고혈압 유병자의 인지율 및 치료율의 결과를 보면 인,

지율은 청년군 중년군 노년군 였으며 치료율은 청년군19.2%, 60.1%, 84.5% ,

중년군 노년군 이었다 다른 중년군 노년군에 비하여 젊15.3%, 55.3%, 81.6% . ,

은 연령군의 고혈압 인지율 및 치료율이 현저히 낮았다.

고혈압 인지율 및 치료율 관련요인의 청년군을 포함한 주요 결과를 보면,

고혈압 인지 관련요인은 모든 연령군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인,

지가 나쁠수록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은 경우에서 고혈압 인지율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고혈압 치료 여부와 관련요인은 고혈압 인지율과 유사.

한 결과로 모든 연령군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인지가 나쁠수록, ,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경우 고혈압 치료율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본인의 혈압 상태를 알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

에 병원 이용이 적은 청년군에서는 다른 연령군보다 고혈압 인지가 낮다 또.

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자신이 있거나 동반 질환이 없다면 병원 이용 횟수가,

적기 때문에 혈압 측정의 기회가 없어 고혈압 인지의 가능성이 작다 이에 인.

지율에 비례하여 치료율도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대 젊은 연령군은 고혈압 인지율과 치료율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 낮았20-30

다 이들은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와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질환이.

있어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고혈압을 인지 치료하게 되나 동반질환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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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오히려 치료 기회가 제한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 젊은 연령군에. 20-30

대한 적극적인 고혈압 관리 전략이 필요하며 국가건강검진 혈압 측정에서 고,

혈압 의심 시 사후관리와 치료 연계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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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

Recently, the increase in high blood pressure and their untreatment

have emerged as problems at young ages. Although factors related to the

awareness and treatment of hypertension have been reported, studies on

young age groups are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factors

related to the awareness and treatment of hypertension were

investigated by stratifying the age group into youth, middle-aged, and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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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7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2016-2018) and the 8th 1st year (2019). A study

was conducted on patients with hypertension over the age of 20.

Patients with hypertension were defined as those with systolic blood

pressure of 140 mmHg or more, diastolic blood pressure of 90 mmHg or

more, or currently taking hypertensive drugs. 7,420 people with

hypertension were selected as the final analysis subjects. The analysis

was stratified into 463 young people (20-39 years old), 2,296

middle-aged people (40-59 years old), and 4,661 elderly people (60

years old or older), and chi-squar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factors related to hypertension

awareness and treatment rate.

Result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is 7.5% in the youth group, 26.5% in

the middle-aged group, and 58.4% in the elderly group. The awareness

rate of hypertension was 19.2% in the youth group, 60.1% in the

middle-aged group, and 84.5% in the elderly group. The treatment rate

for hypertension was 15.3% in the youth group, 55.3% in the middle-aged

group, and 81.6% in the elderly group.

First, looking at the awareness of hypertension and related factors

in all age groups, as the age increased by 1 year, the awarenes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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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ypertension was 1.07 times higher in the youth group(OR 1.07, 95%

CI 1.01-1.14), 1.10 times higher in the middle-aged group(OR 1.10, 95%

CI 1.08-1.12), 1.07 times higher in the elderly group(OR 1.07, 95% CI

1.05-1.09). When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was ‘very bad/bad’, it

was 6.01 times for the youth group(OR 6.01, 95% CI 2.39-15.10), 1.46

times for the middle-aged group(OR 1.46, 95% CI 1.08-1.99), and 1.86

times for the elderly group(OR 1.86, 95% CI 1.43-2.42), When

dyslipidemia was diagnosed, the awareness rate of hypertension was

18.14 times higher in the youth group(OR 18.14, 95% CI 7.16-45.92),

4.47 times higher in the middle-aged group(OR 4.47, 95% CI 3.51-5.69),

and 3.16 times higher in the elderly group(OR 3.16, 95% CI 2.56-3.91).

Second, looking at the treated of hypertension and related factors in

all age groups, as the age increased by 1 year, the treatment rate of

hypertension was 1.14 times for the youth group(OR 1.14, 95% CI

1.05-1.24), 1.10 times for the middle-aged group(OR 1.10, 95% CI

1.08-1.12), and 1.07 times for the elderly group(OR 1.07, 95% CI

1.05-1.08). When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was ‘very bad/bad’, it

was 6.23 times for the youth group(OR 6.23, 95% CI 2.12-18.31) and 1.74

times for the elderly group(OR 1.74, 95% CI 1.37-2.22), and when

dyslipidemia was diagnosed, the youth group 28.55 times(OR 28.55, 95%

CI 10.63-76.70), the middle-aged group 3.82 times(OR 3.82, 95% CI

3.06-4.78), It was 2.97 times for the elderly group(OR 2.87, 95% CI

2.45-3.60). In the case of diabetes diagnosis, the treatment rate for

hypertension was 6.12 times higher in the youth group(OR 6.12, 95% CI

1.19-31.49), 3.79 times higher in the middle-aged group(OR 3.79, 95% CI



- 55 -

2.62-5.49), and 2.48 times higher in the elderly group(OR 2.48, 95% CI

1.96-3.15).

Conclusion

The young age group in their 20s and 30s had lower hypertension

awareness and treatment rates than other age groups. They recognize and

treat high blood pressure when they are in poor subjective health and

have diseases such as dyslipidemia, but if they do not have

accompanying diseases, they are considered to have limited treatment

opportunities. Active hypertension management strategies are needed for

young age groups in their 20s and 30s, and when high blood pressure is

suspected in the national health examination blood pressure

measurement, follow-up management and treatment linkage systems will be

needed.

Key word: hypertension, awareness rate, treatment rate, young age, age

group, young age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