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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혈압환자의 생애주기별 건강행태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자료를 가지고 2차 자료를 분석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고혈압을 진단받은 총 

62,056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혈압치료

및 약물순응도는 성인기에서 중장년기, 노년기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둘째, 생애주기별 삶의 질 점수는 성인기

가 가장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건강행태에 따른 삶의 질은 생애주기 전반

에서 음주, 운동, 저염식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고려하여 고혈압환자의 평생 건강

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 보건교육이 필수적임을 시사하며, 특히 성인기의 고혈압환자의 약물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건전한 건강행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의학적 접근 등 융복합

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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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 of health behaviors and the quality 

of life by life cycle of hypertensive pati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nalyzing secondary 

data with data from the 2017 Community Health Survey. The subjects were total of 62,056 who 

were diagnosed with hypertension and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0.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hypertension treatment and drug compliance were 

significantly lower in adulthood than i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quality of life score by life cycle was the highest in adulthood and decreased as age 

increased. Third, the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health behaviors differed according to drinking, 

exercise, and low-salt diet throughout the life cycle. Considering the results presented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health education by life cycle is essential for lifelong health 

management of hypertensive patients. In particular, it is considered that a convergence approach 

such as education and medical approaches will be needed to develop measures to increase drug 

compliance in adult hypertensive patients and to have healthy health behaviors to improve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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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혈압 유

병률은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여성은 22.9% 남성은 

35%로 5명 중 1명이 고혈압인 것으로 나타났다[1]. 고

혈압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요 사망질환인 심뇌혈관

질환 발생의 주요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2]. WHO

는 전 세계 인구의 사망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요인이 

고혈압(13.0%), 흡연(9.0%), 신체활동 부족(6.0%), 과체

중과 비만(5.0%)이라고 설명하였다[3]. 고혈압은 한 번 

이환되면 꾸준한 관리가 요구되는 만성질환이지만, 뚜

렷한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지 못하므로 약을 임의중단

하거나 주기적인 관리를 하지 않아 합병증 발생이 우려

되는 질환이다. 

삶의 질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측면 등 다

양한 각도에서의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포함

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4]. 만성질환은 성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

압은 뇌졸중, 심장질환 다음으로 삶의 질이 낮으며, 당

뇨병보다도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 따

라서 고혈압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도를 통한 삶

의 질 향상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고혈압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

해 약물복용은 물론 반드시 건강한 생활습관이 병행되

어야한다는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2]. 건

강행태(health behavior)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생활습관으로 대표적인 건강행태로는 흡연, 음주, 신

체활동, 식이 등이 있다[6]. 고혈압은 연령, 성, 비만, 가

족력, 흡연, 음주,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7]. 고혈압 관리에 

있어 필요한 건강행위로는 금연, 음주관리, 체중관리,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이 있다[8]. 흡연은 고혈압 환자

에게 혈액순환장애 및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고 심할 

경우 뇌경색 및 돌연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9], 지속

적인 음주 및 음주량의 증가는 고혈압유병 위험도 증가

시켰다[10]. 비만인 사람은 고혈압의 위험이 그렇지 않

은 경우에 비해 약 5배 정도 높고, 체지방이 10% 증가

할수록 수축기혈압은 6mmHg, 이완기 혈압은 4mmH

g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반대로 운동

은 혈압,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

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2]. 

고혈압환자는 심혈관계문제나 합병증의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취약집단으로 이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11]. 만성질환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고혈압은 뇌졸중, 심장질환 다음으로 삶의 질

이 낮으며, 고혈압은 당뇨병보다도 삶의 질이 낮은 질

환으로 나타났다[12].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삶의 질 점수는 더 높게 나타났다[13,14]. 주관적 행복

감은 건강결정 요인의 하나이며, 건강, 질병, 심지어는 

사망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15,16].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로 고혈압 유병률은 지속

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여러 가지 부적절한 건강행태요

인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 고혈압환자에 대한 많은 연구들

이 다수 이루어져 왔지만 생애주기별 차이를 고려한 연

구보다는 일반적인 고혈압환자의 건강습관, 삶의 질 연

구였으며[14], 일부 고혈압 노인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도였다[17]. [18,19]의 연구에서 성·연령별 고혈

압 유병률 및 조절률의 차이를 염두해 두고 선택과 집

중의 원칙하에 국가차원에서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표성을 가진 지역사

회건강조사(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혈압 환자의 

생애주기별 건강행태와 삶의 질이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고혈압환자의 차별화된 

접근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고혈압환자의 생애주기별 건강행태와 삶

의 질을 파악함으로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혈압관리 

프로그램의 기획, 건강행태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수립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계

획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혈압환자의 생애주기별 건강행태와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고혈압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

이를 파악한다.

셋째, 고혈압환자의 건강행태에 따른 삶의 질 차이

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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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혈압환자의 생애주기별 건강행태와 삶

의 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7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총 228,381명 중에서 고혈압을 진단받은 20세 이상 성

인 62,056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하였으며 생애주기

별 자료분석을 위하여 성인기(20∼39세), 중장년기(40

∼64세), 노년기(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3 자료수집 절차 및 변수 선정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및 평

가하고, 근거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데이터이다.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2017년 8월에서 10월까지 조사를 실시하

였다. 조사방법은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

구에 방문하여 설문 프로그램이 탑재된 노트북을 사용

하여 1대1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요청 절차에 따라 연구진행을 

위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

지(http://chs.cdc.go.kr)에서 원시자료를 받아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변수의 항목과 설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2.3.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배우자 유무, 경

제활동, 교육수준, 체질량지수, 주관적 건강상태를 포함

하여 파악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하, 중학

교 졸업이하, 고등학교 졸업이하, 대학 졸업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

누어 산출하고 대한비만학회의 기준을 따라 저체중(18.

5 kg/m2미만), 정상(18.5∼23kg/m2미만), 비만 전단

계(23∼25kg/m2미만), 비만((25kg/m2이상)으로 구분

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한 문

항으로 ‘좋음’, ‘보통’, ‘나쁨’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3.2  건강행태

본 연구의 건강행태는 흡연 유무, 음주 유무, 규칙적 

신체활동 유무, 저염식이, 약물복용 순응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였다.  

규칙적 신체활동은 하루에 최소 10분 이상, 주 3회 

이상 실시한 경우 규칙적 신체 활동으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규칙적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저염식이는 평소 아주 짜게 

먹는다, 약간 짜게 먹는다, 보통으로 먹는다. 싱겁게 먹

는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3.4 삶의 질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건

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EuroQol-5 Dimension, EQ

-5D)가 사용되었다. EQ-5D index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5가지 차원과 3가지 수준의 기술 체계로 종합한 

지표이다. 삶의 질의 5가지 차원은 운동능력 차원(mob

ility), 자기 관리 차원(self-care), 일상 활동 차원(usu

al activity), 통증 및 불편감 차원(pain/discomfort), 

불안 및 우울감 차원(anxiety/depression)이다. 5가지 

차원은 ‘전혀 문제없음’(1점), ‘다소 문제있음’(2점), ‘많

이 문제 있음’(3점)의 3가지 수준(3 Level version)으

로 분류된다. EQ-5D Index는 최저 –1에서 최고 1로, 

지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4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WIN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ㆍ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삶의 질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ㆍ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t-test와 ANOV

A를 이용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ㆍ건강행태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t-test, ANOVA

를 이용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원시자료는 연구진행을 위한 공식적인 자료요청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원시 자료를 받았으

며,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

제 승인(1044342-20200514-HR-026-02)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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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Young a
dult

(20-39yr)

Middle 
aged

(40-64yr)

Elderly
(≥65yr)

n=1,560 n=23,625 n=36,871

N(%) N(%) N(%) 

Gender
male 1,245(79.8) 12,418(52.6) 14,011(38.0)

female 315(20.2) 11,207(47.4) 22,860(62.0)

Spouse
Yes 831(54.4) 19,052(81.2) 21,786(59.9)

No 696(45.6) 4,403(18.8) 14,579(40.1)

Economic

activity

Yes 1,273(82.1) 17,367(73.9) 13,570(37.1)

No 278(17.9) 6,147(26.1) 22,989(62.9)

Education 

≤Elementary   72( 4.6) 4,654(19.8) 23,478(64.3)

Middle school   23( 1.5) 4,571(19.4) 5,416(14.8)

High school 406(26.2) 8,730(37.1) 5,002(13.7)

≥College 1,049(67.7) 5,565(23.7) 2,618( 7.2)

Taking 
medication

Yes   597(38.3) 20,856(98.9) 34,995(99.6) 

No   963(61.7)    224( 1.1)   155(  0.4)

Body 

mass 

index

<18.5    23( 4.2)    390( 3.1) 5,279(19.7)

≥18.5, <23   277(50.3) 5,826(46.0) 12,333(45.9)

≥23, <25   249(45.2) 6,381(50.3) 9,091(33.9)

≥25     2( 0.4)    80(  0.6)   138( 0.5)

Subject 

health 
status

Good 508(32.6) 5,984(25.4) 5,731(15.5)

Moderate 807(51.7) 11,725(49.6) 12,514(34.0)

Poor 245(15.7) 5,914(25.0) 18,622(50.5)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고혈압 대

상자의 성인기, 중장년기, 노인기의 일반적 특성은 Tab

le1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성인기(20~39세)는 2.5%, 

중년기(40~64세) 38.1%, 노년기(65세 이상) 59.4%이

였으며 성별은 남자 44.6%, 여자 55.4%이었다. 고혈압

에 대한 치료여부는 성인기에 41.4%, 중장년기 89.2%, 

노년기 95.4%가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혈압약 복용 유

무는 성인기 38.3%, 중장년기 98.9%, 노년기 99.6%가 

복용하고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이 성인기 3

2.6%, 중장년기 25.4%, 노년기 15.5%로 나타났다. 

Table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62,056) 

3.2 대상자의 건강행태

고혈압 대상자의 성인기, 중장년기, 노인기의 건강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흡연, 음주, 규칙적운동, 저염식

이, 약물순응 등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

인기의 33.1%, 중장년기의 54.3%, 노인기의 77.1%가

현재 흡연하고 있지 않았고, 성인기 35.3%, 중장년

기 32.1%, 노년기 23.2%가 하루에 10분 이상,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 중 매일 혈압약을 복용하는지에 

대한 약물 순응도는 성인기, 중장년기. 노인기가 각각 3

7.6%, 97.4%, 98.3%로 나타났다.

Table 2. Health related behaviors of subjects (n=62,056)

Variable
Catego

ry

Young 
adult

(20-39yr)

Middle 
aged

(40-64yr)

Elderly
(≥65yr)

n=1560 n=23625 n=36871

N(%) N(%) N(%) 

Smoking
yes 602(66.9) 4,846(45.7) 2,682(22.9)

no 298(33.1) 5,765(54.3) 9,013(77.1)

Alcohol
yes 1,385(93.1) 17,003(84.1) 14,877(63.2)

no 102(6.9) 3,207(15.9) 8,668(36.8)

Exercise

(≥3/week)

yes 550(35.3) 7,574(32.1) 8,547(23.2)

no 1,009(64.7) 16,039(67.9) 28,301(76.8)

Salt diet

high 45( 2.9)   141( 0.6)   350( 0.9)

a little 567(36.3) 5,400(22.9) 9,778(26.5)

moderate 678(43.5) 12,208(51.7) 17,491(47.4)

low 270(17.3) 5,875(24.9) 9,249(25.1)

Medication 

compliance

yes 586(37.6) 20,675(97.4) 34,691(98.3) 

no 963(61.7)   547( 2.6)   585( 1.7)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차이

생애주기별 고혈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

의 질 차이는 Tabel 3과 같다. 삶의 질 점수는 성인기 

0.93점, 중장년기 0.91점, 노인기 0.82.점으로 나타났

다. 성인기 고혈압 대상자의 삶의 질은 남자(t=2.737, 

p=.007), 배우자가 있는 군(t=2.454, p=.014), 경제 활

동을 하는 군(t=3.630 p<.001)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삶의 질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F=5.707, p=.001)은 초졸 이하가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쁜 경우(F=86.711 p

<.001)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중년기는 성별(t=16.

720, p<.001), 배우자 유무(t=15.607, p<.001), 경제활

동(t=29.140, p<.001), 학력(F=362.237, p<.001), 주

관적 건강 상태(F=1825.264, p<.001)에 따라 남자보

다 여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초졸 이하,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쁜 경우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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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낮았다. 노년기는 성별(t=35.609, p<.001), 배우

자 유무(t=31.833, p<.001), 경제 활동(t=49.978, p<.0

01), 학력(F=604.412 p<.001), 체질량지수(F=287.47

9, p<.001), 주관적 건강 상태(F=3866.930,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4 대상자의 건강행태에 따른 삶의 질 차이

고혈압 대상자의 건강행태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삶의 질은 Table 4와 같다. 성인기는 음주(t=2.139, p

=.035), 저염식이(F=3.042, p=.028)가 유의한 차이가 

있어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아주 짜게 먹는 경우 삶의 

질이 낮았다. 중년기는 흡연(t=-1.999, p=.046), 음주(t

=15.955, p<.001), 규칙적 운동(t=13.058, p<.001), 혈

압약 복용(t=-5.268, p<.001)에 따라 음주를 하는 경

우, 규칙적 운동을 하는 경우, 아주 짜게 먹지 않는 경

우, 혈압약 복용하지 않는 경우 삶의 질이 높았다. 노년

기는 음주(t=29.214, p<.001), 규칙적 운동(t=35.303, 

p<.001), 저염식이(F=22.143,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논의 

고헐압은 만성질환으로 한 번 이환되면 완치되는 성

격의 질환이 아닌 약물치료 뿐 아니라 건전한 건강행태

의 변화를 통한 꾸준한 관리가 요구되는 질환이다. 본 

연구는 고혈압 관리에 있어 주요 요인인 건강행태와 만

성질환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삶의 질정도를 살펴

보기 위한 연구이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 질병

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생애주기별 주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고혈압 치료여부는 성인기 41.4%, 중장년

기 89.2%, 노년기 95.4%였고, 혈압약복용여부는 성인

기 38.3%, 중장년기 98.9%, 노년기 99.6%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62,056)

Variable Category

Young adult (20-39yr) Middle aged (40-64yr) Elderly (≥65yr)

n=1,560 n=23,625 n=36,871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Quality 
of life

EQ-5D Index 0.93±0.06 0.91±0.09 0.82±0.17

Gender
male 0.93±0.06 2.737(.007)* 0.92±0.09 16.720(<.001)** 0.86±0,15 35.609(<.001)**

female 0.92±0.08 0.90±0.10 0.80±0.17

Spouse

Yes 0.93±0.05 2.454(.014)* 0.92±0.08 15.607(<.001)** 0.85±0.16 31.833(<.001)**

No 0.92±0.07 0.88±0.13 0.79±0.17

Economic

activity

Yes 0.93±0.05 3.630(<.001)** 0.92±0.06 29.140(<.001)** 0.87±0.11 49.978(<.001)**

No 0.91±0.09 0.87±0.14 0.80±0.19

Education 

≤Elementary 0.83±0.12a 5.707(.001)** 0.87±0.13a 362.237(<.001)** 0.80±0.17a 604.412(<.001)**

Middle school 0.92±0.05b 0.90±0.10b 0.86±0.15b

High school 0.92±0.07b 0.92±0.09c 0.88±0.13c

≥College 0.93±0.06b 0.93±0.06d 0.89±0.12d

Taking 

medication

Yes 0.93±0.07 -1.338(.181) 0.91±0.06 -5.268(<.001)** 0.82±0.16 1.382(<.167) 

No 0.93±0.05 0.92±0.08 0.82±0.19

Body mass i

ndex

<18.5 0.90±0.08ab 3.449(.017)* 0.84±0.18a 64.550(<.001)** 0.76±0.19a 287.479(<.001)**

≥18.5, <23 0.93±0.06b 0.91±0.10b 0.83±0.17b

≥23, <25 0.93±0.06b 0.92±0.08b 0.85±0.15b

≥25 0.82±0.17a 0.90±0.09b 0.83±0.14b

Subject 

health 

status

Good 0.94±0.03a 86.711(<.001)** 0.94±0.05a 1825.264(<.001)** 0.91±0.08a 3866.930(<.001)**

Moderate 0.93±0.04a 0.92±0.06b 0.88±0.10b

Poor 0.88±0.12b 0.85±0.15c 0.75±0.19c

*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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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Health related behaviors                     (n=62,056)

Variable Category

Young adult

(20-39yr)

Middle aged

(40-64yr)

Elderly

(≥65yr)

n=1,560 n=23,625 n=36,871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Smoking
yes 0.93±0.06 -0.172(.863) 0.91±0.10 -1.999(.046) 0.86±0,15 .473(.662)

no 0.93±0.08 0.92±0.09 0.80±0.17

Alcohol
yes 0.93±0.05 2.139(.035)* 0.92±0.08 15.955(<.001)** 0.87±0.13 29.214(<.001)**  

no 0.90±0.13 0.88±0.14 0.80±0.19

Exercise

(≥3/week)

yes 0.93±0.06 0.074(.941) 0.92±0.07 13.058(<.001)** 0.87±0.11 35.303(<.001)**

no 0.93±0.06 0.90±0.10 0.81±0.18

salt diet

high 0.91±0.09a 3.042(.028)* 0.85±0.18a 28.474(<.001)** 0.77±0.21a 22.143(<.001)**

a little 0.93±0.07b 0.91±0.10b 0.82±0.16b

moderate 0.93±0.06b 0.91±0.09b 0.83±0.16b

low 0.93±0.06ab 0.91±0.10b 0.82±0.18b

Medication 

compliance

yes 0.93±0.07 -1.338(.181) 0.91±0.06 -5.268(<.001)** 0.82±0.16 1.382(<.167) 

no 0.93±0.05 0.92±0.08 0.82±0.19

*p <0.05,  **p <0.01

결과에서 보여지듯 성인기에서 중장년기와 노인기보

다 치료 참여 및 약물복용 정도가 훨씬 낮았다.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매일 복용하는 약물순응도를 분석한 결

과 성인기 37.6%, 중년기 97.4%, 노년기 98.3%로 나

타나 성인기의 약물 순응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약물 순응도가 낮고[20], 65세 이상에

서 약물 순응도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21].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아도 평소 뚜렷한 신체증상

을 경험하지 못하는 질병만의 특징이 있고, 성인기라는 

연령이 약물불이행으로 인해 합병증 발생 위험이나 이

상증상, 불편감 등을 바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

여진다. 

약물불이행 감소를 위해서는 약물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주므로[22], 기본적으로 질병과 약

물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보건교육적 접근이 시급하다

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건강행태 중 하루 10분 이상, 주

3회 이상 중등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 실천에 대한 결

과는 성인기 35.3%, 중년기 32.1%, 노년기 23.2%가 

규칙적 운동을 하고 있었다.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운

동실천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고, 선행연구에서도 연령

이 높을수록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17]. 고혈

압환자의 경우 질병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규칙

적인 운동요법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

년간 고혈압 대상자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6,23].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삶의 질의 점수는 성인기 0.93

점, 중장년기 0.91점, 노인기 0.82점으로 연령이 많을

수록 삶의 질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

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도 65세 이하에

서 삶의 질이 높았고, 75세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1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의 

결과로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남성, 배우자 있는 경

우, 경제활동 하는 경우, 교육수준 높은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좋을수록 동일하게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에서 삶의 질이 높았으며[14,24],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혈압환자 삶의 질 연구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

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는 

고혈압 이외의 다른 동반 질환 유무가 고혈압환자의 삶

의 질에 중요 영향을 준다고[25] 하였으므로 주관적 건

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

하여 신체적 증상 및 심리적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보여진다. 

대상자의 건강행태에 따른 삶의 질 차이의 결과로는 

성인기는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아주 짜게 먹는 경우 

삶의 질이 낮았다. 중년기는 음주를 하는 경우, 규칙적

운동을 하는 경우, 아주 짜게 먹지 않는 경우,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 삶의 질이 높았다. 노년기는 음주

를 하는 경우, 규칙적운동을 하는 경우, 저염식이를 하

는 경우에서 삶의 질이 높았다. [26]의 연구에서 건강관

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관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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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신체활동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활동제

한을 많이 경험하므로 연령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한

다고 하였다[14]. 따라서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해서라도 신체활동은 필수적이며 연령대를 구분하여 

생애주기별 구체적인 운동프로그램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행태 중 음주는 음주를 하는 경우에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

다[24,27]. 고혈압환자에게 음주는 삶의 질 저하에 영

향을 준다고 하였으나[28], [29]의 연구에서 하루 1잔 

이상의 음주를 하는 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이 하루 1잔 

이하의 음주 습관을 가진 환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25]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도 음주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삶

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대처 수단 중 

음주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

다. 또한 고혈압환자의 우울감 및 스트레스를 완화시키

기 위한 중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고혈압 환자의 생애주기별 건강행태와 

삶의 질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갖기 위해 시도되었다. 

고혈압 환자의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및 삶의 질을 구분

하여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제 본 연구는 고

혈압 환자를 생애주기별 특성을 파악하여 삶의 질을 증

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 지

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 연구로

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반복

적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2차 자료분석 연구로서 고혈

압대상자의 건강행태 항목을 세분화하여 좀 더 심도있

는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혈압환자의 생애주기별 건강행태와 삶

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

료를 이용한 2차자료 분석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첫째, 대상자의 고혈압 치료여부는 성인

기 41.4%, 중장년기 89.2%, 노년기 95.4%였고, 약물순

응도는 성인기 37.6%, 중년기 97.4%, 노년기 98.3%로 

나타나 성인기에서 고혈압 치료 및 약물 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삶의 질의 

점수는 성인기 0.93점, 중장년기 0.91점, 노인기 0.82

점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삶의 질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남

자(t=2.737, p=.007), 배우자가 있는 군(t=2.454, p=.0

14), 경제 활동을 하는 군(t=3.630 p<.001)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삶의 질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넷째, 건강행태에 따른 삶의 질은 성인기

는 음주(t=2.139, p=.035), 저염식이(F=3.042, p=.02

8)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중년기는 음주(t=15.95

5, p<.001), 규칙적 운동(t=13.058, p<.001), 혈압약 

복용(t=-5.268,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노년기는 음주(t=29.214, p<.001), 규칙적 운동(t=35.3

03, p<.001), 저염식이(F=22.143, p<.001)에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

혈압 환자 대상 중재프로그램 기획시 생애주기별 특성

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맞춤화된 고혈압관리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

이 낮아지므로 생애주기별, 삶의 질 수준별 전략을 고려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성인기의 고혈압환자의 약물순

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

을 위한 건전한 건강행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의

학적 접근 등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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