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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and to assess the risk factors as-
sociated with hypertension in elderly (over 65 years old) Koreans, using data from the 4th Korean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4th KNHANES), 2007∼2009. A total of 1,887 participants were 
analyzed for assessing the risk factors after excluding those who took hypertension medicines or underwent 
diet therapy (hypertension perceivers). On the other hand, in analyzing prevalence, a total of 3,526 people 
were analyzed, including hypertension perceivers. Hypertension was more frequently found in female (64.1%) 
and urban (62.0%) groups compared to male (55.6%) and rural (57.4%) groups. The mean age of the hyper-
tensive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normal group. The mean values of total cholesterol levels 
were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ypertensive group, while body weight, waist circumference, fasting blood 
glucose, hemoglobin, hematocrit, LDL-cholesterol, and HDL-cholesterol were not.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smoking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but alcohol drinking, stress, 
obesity, hypercholesterolemia, hypertriglyceridemia, diabetes, anemia, and nutrient intakes were not. The results 
of this study does not support clear relations of hypertension with chronic diseases including obesity, hyper-
lipidemia, anemia, and diabetes as well as nutrient intakes among a Korean elderly population. A prospective 
long-term research study is needed to establish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on hyper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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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급증하

고 있는 추세로서 2000년 7.2%, 2005년 9.1%, 2010
년 11.0%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14.3%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어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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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8년으로 예측되었다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이는 미국 73
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에 비해 매우 짧다고 할 

수 있으며, 노인 인구 급증이 노인의료비 증가와 관

련이 있는 바(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절반 이상

이 고혈압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고혈압은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특히 2007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이며,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유병률 증가폭이 컸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65
세 이상 노인의 사망원인으로 뇌혈관질환과 심장질

환이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고혈압이 뇌혈관질환과 허혈

성 심장질환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각각 35%와 

21%라고 하며(Jee  등 1999), 고혈압이 뇌혈관질환

의 위험도를 4.1배 증가시켰다고 하는 1980년∼1997
년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도 있다(Park 등 

2001). 한편 2005년 현재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고려

한 고혈압 총 진료비는 1조 3,165억원인데, 이는 당

뇨병 8,684억원이나 이상지질혈증 849억원에 비해 

훨씬 높다(Kang 등 2010). 따라서 고혈압을 예방하

기 위한 프로그램이 노인의 사망위험을 줄이고 가

계 또는 국가재정의 측면에서도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혈압을 저감화 하기 위해서는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데, 고혈압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비만, 흡연, 음주, 운동 및 식

습관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Lydakis 등 1997; Jee 등 1999; Moon & Joung 
1999; Park 등 2001; Cho & Kwon 2002; Kim 2006; 
Dauchet 등 2007; Lee 등 2007; Moon & Park 2007; 
Gelber 등 2007; Eom 등 2008; Ahn 등 2009; Lee 등 

2009).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만과 고혈압은 관련성

이 높은 것으로 일관된 보고를 하고 있다(Lydakis 

등 1997; Moon & Joung 1999; Gelber 등 2007; Eom 
등 2008; Ahn 등 2009; Lee 등 2009). 하지만 흡연, 
음주, 운동 등의 생활습관, 식습관, 식품 및 영양소 

섭취와 고혈압의 관련성은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

가 제시되고 있다(Lydakis 등 1997; Jee 등 1999; 
Moon & Joung 1999; Bae & Ahn 2002; Kim 2006; 
Dauchet 등 2007; Lee 등 2007; Moon & Park 2007; 
Eom 등 2008; Ahn 등 2009; Lee 등 2009). 특히 영

양소 섭취와 고혈압의 관련성을 입증한 연구결과는 

많지 않으며, 연구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Moon & Joung(1999)은 칼슘, 인, 나트

륨, 니아신, 엽산의 섭취가 많을수록 고혈압위험이 

높다고 하였지만, Bae & Ahn(2002)의 환자대조군 연

구에서는 총에너지, 단백질, 지방, 섬유소, 나트륨, 
칼륨, 인 등 모든 영양소의 고혈압과의 관련성을 입

증하지 못했으며, Lee 등(2009)의 연구에서도 영양소 

섭취와 고혈압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고 보고

하였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지역에 국한된 자료로 일반

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Moon & Joung 1999; Yim 
등 2000; Cho & Kwon 2002; Eom 등 2008; Lee 등 

2009). 그런데 최근에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이들 자료를 활용한 고혈압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Kim(2006)은 2001 국민건

강영양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알코올 섭취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Moon & Park(2007)은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고혈압 유무

에 따른 식생활을 비교하였으며, Ahn 등(2009)은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사용하여 50세 이상 

고소득층 성인 및 노인의 고혈압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Koo 등(2012)이 2007
∼2008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성인의 고

혈압 유병 관련 영양소 섭취 및 생활습관 위험 요

인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2012년 공개된 2009
년 고혈압자료를 포함하여 제4기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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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ormal Hypertension1) P value

Total 1,441 (39.4)2) 2,085 (60.6)

Perception for hypertension

0.000***  No 1,402 (73.0)  485 (27.0)

  Yes   39 ( 2.3) 1,600 (97.7)

Gender 

0.000***  Male  660 (44.4)  779 (55.6)

  Female  781 (35.9)  1,306 (64.1)

Region

0.036*  Urban area  742 (38.0) 1,179 (62.0)

  Rural area  699 (42.6)  906 (57.4)

Educational level

0.525

  ≤Elementary school  1,059 (38.9)  1,574 (61.1)

  Middle school  163 (43.2)  191 (56.8)

  High school  137 (41.0)  194 (59.0)

  ≥College   74 (37.4)  106 (62.6)

Income level3)

0.018*

  Low  372 (43.7)  475 (56.3)

  Mid-low  349 (39.4)  513 (60.6)

  Mid-high  348 (40.1)  480 (59.9)

  High  312 (34.9)  532 (65.1)

Age (years) 71.92±0.204) 73.16±0.17 0.000***
1) Systolic blood pressure≥140 mmHg or diastolic blood pressure≥

90 mmHg or drug
2) n(%)
3) Adjusted per capita income (monthly household income/√number 

of household members) grouped by gender and ages (5 years 
span) 

4) Mean±Standard Error, *P＜0.05, ***P＜0.001 

Table 1. Prevalence of hypertension in over-65-years aged 
Korea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2009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고혈압 유병률을 측정하고, 건강관련 생활습관, 신

체특성 및 생화학적 지표, 영양소 섭취상태와 고혈

압 발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노인의 

고혈압 예방을 위한 영양 사업의 기초 자료로 제공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연구를 위

해 2011∼2012년 공개된 2007∼2009년도 국민건강영

양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2007
∼2009년 조사에 참여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고혈압 측정자료에 결측치가 있는 사람을 제외

하고, 열량 섭취가 500 kcal~ 5000 kcal인 경우를 대

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자

료에서 고혈압으로 분류한 경우(수축기혈압≥140 
mmHg or 이완기혈압≥90 mmHg or 고혈압약 복용)
를 고혈압군(2,085명)으로, 정상과 고혈압 전단계로 

분류한 경우를 정상군(1,441명)으로 구분하였다. 그

런데 이 중 고혈압약을 먹거나 식사요법을 하는 등 

고혈압으로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병률과 관련된 자료를 

제외하고는 고혈압으로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를 제

외한 고혈압군 485명, 정상군 1,402명에 대해 분석하

였다(Table 1).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일반특성에 따른 고혈압 유병률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고혈압 여부에 따른 

신체계측, 생화학적 지표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흡

연, 스트레스, 음주, 비만, 고지혈증, 빈혈, 당뇨, 영

양부족에 대한 고혈압의 교차비를 측정하였다.

1) 일반특성 및 건강행태 관련 요인

일반특성과 건강행태 관련요인은 건강설문조사에

서 수집된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흡연여

부, 스트레스의 많고 적음, 음주여부를 포함하였다. 
거주지역은 동과 읍면으로 구분한 데이터를 사용하

였고,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으로 구분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소득수준은 월

평균가구균등화소득(=가구월소득/√가구원수)에 따라 

하, 중하, 중상, 상으로 구분한 개인 소득 사분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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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흡연여부는 피운 적이 없는 경우, 
피움,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 3가지 

경우로 구분하였고, 스트레스는 대단히 많이 느끼거

나 많이 느끼는 경우와 조금 느끼거나 거의 느끼지 

않는 2가지 경우로 구분하였으며, 음주여부는 월 1
잔 미만의 경우와 그 이상 마시는 2가지 경우로 구

분하였다.

2) 신체계측 및 생화학적 지표

신체계측은 검진조사 자료를 통해서 수집된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를 포함하였고, 생화학적 

지표는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공복혈당, 총 콜

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

방을 포함하였는데, LDL-콜레스테롤은 Friedwald 식

(Friedwald 등 1972)으로 산출한 값을 이용하였다. 신
체계측이나 생화학적 지표에 따른 질환 구분은 국

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

하였다. 비만은 저체중(BMI＜18.5), 정상(18.5≤BMI
＜25), 비만(25≤BMI)의 3가지 경우로 구분하였고, 
당뇨병은 정상(공복시 혈당＜100 mg/dl), 공복혈당장

애(100≤공복시혈당≤125 mg/dl), 당뇨병(공복시혈당

≥126 mg/dl or 당뇨병약복용 or 인슐린주사투여 or 
의사진단)의 3가지로, 고콜레스테롤혈증(공복시 총콜

레스테롤≥240 mg/dl or 콜레스테롤약 복용), 저 

HDL-콜레스테롤혈증(공복시 HDL-콜레스테롤＜40 
mg/dl), 고중성지방혈증(공복시중성지방≥200 mg/dl), 
빈혈(헤모글로빈 농도 남자: 13 g/dl 미만, 여자 12 
g/dl 미만)은 정상, 질환의 2가지로 구분하였다. 복부

비만 여부는 허리둘레 남자 90 cm, 여자 85 cm 이
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3) 영양소 섭취량

영양소 섭취량은 개인별 24시간 회상 조사를 통

해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영양부족 여부는 

에너지는 75% 에너지필요추정량을 기준으로, 칼슘, 
철, 비타민 A, thiamin, riboflavin, niacin, 비타민 C는 

평균필요량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Na는 충분섭취

량과 목표섭취량을 기준으로 충분섭취량보다 적게 

섭취한 경우, 충분섭취량∼목표섭취량, 목표섭취량보

다 많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전체 에너지에 대한 다

량 영양소 분배는 탄수화물 55∼70%, 지방 15∼25%
의 AMDR(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
ge)을 기준으로 각각 낮은 기준보다 적게 섭취한 경

우, 기준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기준보다 더 

많이 섭취한 경우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 

3. 통계처리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은 SPSS 20.0 for 
Windows 프로그램(SPSS Inc. 2011)을 이용하여 남녀

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집락추출변수, 분산추정층을 활용한 각 개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표본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고혈압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특성에 대한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고, 신체특성인 신체계측결

과와 생화학적 지표는 평균과 표준오차에 대한 t-검
정을 하였다. 또한 고혈압 관련요인 분석을 위해 고

혈압을 종속변수로 하고, 성별, 지역, 소득, 나이를 

공변량으로 보정한 후 건강관련습관, 신체적 특성, 
생화학적 지표에 의한 질병 및 영양섭취상태에 대

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교차비(odds 
ratio, OR)와 교차비의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
val, CI)을 구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사항(유병률)

대상자 3,526명 중 고혈압군은 남자 779명, 여자 

1,306명, 정상군은 남자 660명, 여자 781명이었다

(Table 1). 그런데 고혈압으로 인지하지 않은 대상자 

중의 유병률도 27.0%에 해당되었다. 고혈압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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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Male Female

Normal 
(n=640)

Hp at exam1) 

(n=204) P value Normal 
(n=762)

Hp at exam
 (n=281) P value

Anthropometric measurements

  Height (cm) 164.4±0.32) 163.7±0.5 0.153 150.4±0.3 149.0±0.5 0.010*

  Body weight (kg)  60.6±0.5  61.6±0.7 0.243  53.1±0.3  51.8±0.6 0.066

  BMI (kg/m2)  22.4±0.1  22.9±0.2 0.037*  23.4±0.1  23.3±0.2 0.601

  Waist circumference (cm)  82.4±0.4  83.7±0.8 0.134  81.4±0.4  80.7±0.8 0.371

Biochemical measurements

  Hemoglobin (g/dl) 14.40±0.07 14.55±0.12 0.227 12.87±0.05 12.91±0.11 0.672

  Hematocrit (%)  42.8±0.2  43.2±0.3 0.366  38.6±0.1  38.9±0.3 0.274

  Fasting blood glucose (mg/dl) 100.8±1.2 103.3±2.2 0.335 101.6±1.2 105.9±3.2 0.205

  Total cholesterol (mg/dl) 180.7±1.6 190.6±3.7 0.016* 198.4±1.6 205.5±3.1 0.039*

  HDL-cholesterol (mg/dl)  45.5±0.6  46.7±1.0 0.312  46.2±0.5  46.9±0.8 0.438

  LDL-cholesterol (mg/dl)3) 108.6±1.5 114.8±3.3 0.091 124.5±1.5 127.7±3.5 0.404

  Triglyceride (mg/dl) 132.4±4.6 144.9±8.6 0.198 138.5±3.3 154.5±10.9 0.170
1) HP at exam: Hypertension diagnosed at the health exam for the first time. Hypertensive adults (n=1,600) diagnosed before exam, were 

excluded in statistical analysis. *P＜0.05 by t-test
2) Mean±SE
3) Total cholesterol-(HDL-cholesterol+Triglyceride/5)

Table 2. Anthropometric and biochemical measurements of normal and hypertensive subjects.

은 남자 55.6%, 여자 64.1%로 성별과 고혈압유무와

는 유의한(P＜0.001) 관계를 나타냈으며, 동지역 

62.0%, 읍면지역 57.4%로 지역과 고혈압유무와도 유

의한(P＜0.05) 관계를 나타냈다. 교육수준과 고혈압

유무와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소득

수준은 고혈압유무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P
＜0.05). 고혈압군의 평균 연령이 정상혈압군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P＜0.001). 

2. 신체계측 및 생화학적 지표

대상자의 신체계측 및 혈액의 생화학적 측정 결

과를 고혈압여부에 따라 성별로 제시하였다(Table 
2). 체중, 허리둘레는 남녀 모두 고혈압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남자의 경우 고혈압군의 

BMI가 정상혈압군에 비해 유의하게(P＜0.05) 높았고

(정상군 22.4±0.1 kg/m2; 고혈압군 22.9±0.2 kg/m2), 여
자의 경우 신장에서 고혈압군이 정상혈압군에 비해 

유의하게(P＜0.05) 낮았다(정상군 150.4±0.3 cm; 고혈압

군 149.0±0.5 cm).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공복혈당 농도는 남녀 

모두 고혈압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총 콜레스테롤은 남녀 모두 고혈압군이 정상혈압군

에 비해 유의하게(P＜0.05) 높았다(남자：정상군 

180.7±1.6 mg/dl; 고혈압군 190.6±3.7 mg/dl, 여자：정

상군 198.4±1.6 mg/dl; 고혈압군 205.5±3.1 mg/dl).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남녀 

모두 고혈압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고혈압발생 위험요인의 교차비

1) 건강행태

대상자의 성별, 지역, 소득, 나이를 보정한 후 흡

연, 스트레스, 음주의 건강행태가 고혈압 유병률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제시하였다(Table 3). 스트레스, 
알코올 섭취는 고혈압 유병률과 관련이 없었으나, 
흡연자의 고혈압 유병률은 낮았다(P＜0.05). 흡연자

는 비흡연자에 비해 0.51배 교차비를 나타냈다.



J Korean Diet Assoc 19(1):14-24, 2013 | 19

 Characteristics
Hp at exam1) Adjusted OR 

 n (%) (95% CI)2)

Obesity

 Underweight3)  29 (21.6) 0.72 (0.37∼1.40)

 Normal 321 (26.3) 1.00

 Obese4) 129 (30.0) 1.36 (0.99∼1.85)

Abdominal obesity

 Normal 331 (26.3) 1.00

 Abnormal5) 148 (28.5) 1.21 (0.91∼1.61)

Hypercholesterolemia

 Normal 378 (26.7) 1.00

 Abnormal6)  55 (28.8) 1.30 (0.89∼1.89)

HypoHDL

 Normal 311 (27.8) 1.00

 Abnormal7) 123 (25.2) 0.86 (0.63∼1.18)

Hypertriglyceridemia

 Normal 331 (26.4) 1.00

 Abnormal8)  66 (31.9) 1.37 (0.93∼2.02)

Anemia

 Normal 382 (27.4) 1.00

 Abnormal9)  62 (24.4) 0.80 (0.53∼1.21)

Diabetes

 Normal 279 (25.8) 1.00

 Prediabetes10)  97 (30.1) 1.30 (0.90∼1.86)

 Diabetes11)  58 (26.9) 1.10 (0.71∼1.69)
1) HP at exam: Hypertension diagnosed at the health exam for the 

first time. Hypertensive adults (n=1,600) diagnosed before exam, 
were excluded in statistical analysis

2) Gender, region, income, age-adjusted odds ratio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3) BMI＜18.5
4) BMI≥25
5) Waist circumference≥90 cm (M); 85 cm (F)
6) Total cholesterol≥240 mg/dl or drug
7) HDL cholesterol＜40 mg/dl
8) TG≥200 mg/dl
9) Hemoglobin＜13 g/dl (M); 12 g/dl (F)
10) 100 mg/dl≤Fasting blood glucose≤125 mg/dl
11) Fasting blood glucose≥126 mg/dl or drug or insulin

Table 4. Odds ratios for hypertension according to major 
chronic diseases.

 Characteristics
Hp at exam1) Adjusted OR 

 n (%) (95% CI)2)

 Smoking

  No 297 (29.3) 1.00

  Ex-smoking 128 (27.9) 0.75 (0.48∼1.16)

  Yes  59 (19.7)  0.51 (0.30∼0.84)*

 Stress

  Less 361 (27.3) 1.00

  More 114 (25.4) 0.89 (0.65∼1.23)

 Alcohol drinking

  No3) 158 (28.6) 1.00

  Yes 319 (26.2) 0.92 (0.70∼1.23)
1) HP at exam: Hypertension diagnosed at the health exam for the 

first time. Hypertensive adults (n=1,600) diagnosed before exam, 
were excluded in statistical analysis.

2) Gender, region, income, age-adjusted odds ratio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3) ＜1glass/month, *P＜0.05

Table 3. Odds ratios for hypertension according to health 
habits.

2) 체격과 혈액의 생화학적 지표에 의한 질병

대상자의 성별, 지역, 소득, 나이를 보정한 후, 신
체 계측치 및 혈액의 생화학적 측정치 지표에 의한 

질병 여부가 고혈압 발생에 미치는 위험도를 나타

내었다(Table 4). 그런데 비만, 복부비만, 고콜레스테

롤혈증, 저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빈

혈, 당뇨병 발생은 고혈압 발생율과 유의한 관련성

을 나타내지 않았다.

3) 영양소 섭취수준

대상자의 성별, 지역, 소득, 나이를 보정한 후, 영
양소 섭취 부족 여부가 고혈압 발생에 미치는 위험

도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영양소 

섭취 부족 여부가 고혈압 발생에 미치는 위험도에 

있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고 찰

이 연구는 첫째로 65세 이상의 고혈압 유병률을 

살펴보고, 둘째로 고혈압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알

려진 여러 요인에 대해 고혈압과의 관련성을 보고

자 하였다. 유병률은 고혈압 환자의 비율이므로 모

든 고혈압 환자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고혈압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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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s
Hp at exam1) Adjusted OR 

 n (%) (95% CI)2)

Energy   
 ≥75% EER 180 (27.8) 1.00
 ＜75% EER 305 (26.6) 0.92 (0.69∼1.22)
Carbohydrate (% energy)
 ＜55  15 (35.2) 1.04 (1.45∼2.40)
 55∼70  86 (28.3) 1.00
 ＞70 384 (26.4) 0.85 (0.62∼1.17)
Fat (% energy)
  ＜15 381 (26.4) 0.84 (0.59∼1.19)
  15∼25  80 (28.5) 1.00
  ＞25  24 (32.0) 0.99 (0.48∼2.01)
Protein
  ≥EAR 169 (26.9) 1.00
  ＜EAR 316 (27.1) 0.91 (0.68∼1.22)
Calcium
  ≥EAR 400 (27.5) 1.00
  ＜EAR  85 (25.3) 1.06 (0.74∼1.52)
Iron
  ≥EAR 149 (27.6) 1.00
  ＜EAR  336 (26.8) 0.94 (0.70∼1.28)
Sodium
  ＞AI  46 (35.3) 1.39 (0.77∼2.51)
  AI-Goal  84 (26.4) 1.00
  ＞Goal 355 (26.3) 1.16 (0.81∼1.65)
Vitamin A
  ≥EAR 302 (28.3) 1.00
  ＜EAR 183 (25.3) 1.07 (0.80∼1.43)
Thiamin
  ≥EAR 314 (27.3) 1.00
  ＜EAR 171 (26.6) 0.95 (0.72∼1.24)
Riboflavin
  ≥EAR 395 (26.9) 1.00
  ＜EAR  90 (27.7) 0.88 (0.62∼1.24)
Niacin
  ≥EAR 299 (28.1) 1.00
  ＜EAR 186 (25.5) 1.03 (0.78∼1.36)
Vitamin C
  ≥EAR 308 (26.5) 1.00
  ＜EAR 177 (27.9) 0.89 (0.68∼1.16)
1) HP at exam: Hypertension diagnosed at the health exam for the 

first time. Hypertensive adults (n=1,600) diagnosed before exam, 
were excluded in statistical analysis

2) Gender, region, income, age-adjusted odds ratio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able 5. Odds ratios for hypertension according to nutrients 
intakes. 

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분석에서는 고혈압약을 복

용하는 등 고혈압을 인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고혈압에 대한 인지가 식생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고혈압 약이 다른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도

(Lee 등 2007; Moon & Park 2007; Eom 등 2008; 
Ahn 등 2009; Lee 등 2009) 고혈압 연구에서 고혈압

약 복용자 등 고혈압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 분석하였다.
고혈압으로 인지하지 않은 대상자 중의 유병률은 

27.0%에 해당되었다(Table 1). 고혈압 환자 중에 고

혈압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77%에 해당하는 것

으로,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09)의 23%,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Koo 등(2012)의 24%
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비율이었다. 이는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건강검진의 기회가 많고, 고혈압에 대

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 55.6%, 여자 64.1%로 남자

에 비해 여자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2010년 국

민건강영양조사 발표에서도 60대 이전에는 남자의 

고혈압 유병률이 높으나 60대 이후에는 남자에 비

해 여자의 유병률이 높다고 하였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한편, 고혈압군

의 나이가 많은 것은 안동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

로 한 연구(Lee 등 2009), 서울시 보건소에서의 연구

(Son & Moon 2002),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를 이용한 연구(Lee 등 2007; Moon & Park 200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만도와 고혈압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Lydakis 등 1997; 
Moon & Joung 1999; Gelber 등 2007; Eom 등 2008; 
Ahn 등 2009; Lee 등 2009), 이 연구에서는 체중, 허
리둘레는 고혈압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남자

의 BMI의 경우만 정상혈압군보다 고혈압군에서 높

게 나타났다(P＜0.05). Kang 등(2010)은 고혈압 전체 

진료비의 34.6%인 4,561억원이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인하여 지출된다고 하여 비만 예방이 고혈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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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진료비 비용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높음을 제

시하였다. 
총 콜레스테롤은 남녀 모두 고혈압군이 정상혈압

군에 비해 높았으나(P＜0.05), 혈당, HDL-콜레스테

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고혈압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경북의 농촌지역 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09)의 연구에서는 혈

액의 생화학적 특성 중 여자의 중성지방 수치에서

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50세 이상 고소득층을 대

상으로 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근거한 

연구(Ahn 등 2009)와 충남 농촌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Eom 등 2008)에서는 중성지방과 공복혈당

이 정상혈압군에 비해 고혈압군에서 높았다고 보고

한 반면 총콜레스테롤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여 이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흡연자의 고혈압 유병률은 낮았으며(P＜0.05), 스

트레스나 음주는 고혈압 유병률과 관련이 없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흡연자 또는 피우다가 끊은 

사람의 고혈압 유병률이 비흡연자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Moon & 
Joung 1999; Lee 등 2007; Lee 등 2009), 이 연구에서

는 흡연자의 고혈압 유병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유

의하게(P＜0.05) 낮아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그
런데 Lydakis 등(1997)에 의하면 흡연자가 비흡연자

에 비해 혈압이 낮은 연구결과도 있다고 한다. 이는 

흡연자가 대부분 체중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며, 
Niskanen 등(2004)의 연구에서도 흡연중단이 고혈압

발생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흡연중단

으로 인해 체중이나 허리둘레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Table 4에 의하면 비만은 고혈압 유병률과 유의한(P
＜0.05)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비만의 고혈압 

교차비가 1.36(0.99∼1.85; P=0.067)로 비만의 고혈압 

유병률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흡연을 종속 변

수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한 아래 내용은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비만은 정상체중에 비해 흡연 

교차비가 0.42(0.25∼0.71)로 나타나 흡연자는 비만인 

사람이 0.42배 적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
편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인 사람의 흡연자 비율(교
차비 2.07)과 중성지방혈증인 사람의 흡연자 비율(교
차비 1.98)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질환은 흡연자 

비율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비흡연자와 흡연

자 사이에 유의한 연령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
라서 흡연자의 고혈압 유병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 
비만도 차이에 의한 영향일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연구만으로는 흡연과 고혈압과의 

관련성의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며, 
추후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

Moon & Joung(1999)은 음주가 고혈압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Lee 등(2007)은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때 남자 2잔 이상, 여자 1잔 이상에

서 고혈압발생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Kim(2006)의 연구에서도 알코올 섭취 증가가 혈압상

승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으며, Koo 등(2012)의 연

구에서는 비음주자 혹은 1달에 1번 미만의 빈도로 

음주를 하는 성인의 고혈압 유병위험이 1달에 1번 

이상 빈도로 음주를 하는 사람보다 약 38% 더 낮았

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음주여부는 고혈압

과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알코올 섭취량이나 

섭취빈도를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도 고혈압군과 정

상군 사이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체질량지수에 의해 비만으로 분류된 사람이나 복

부비만의 경우 고혈압 위험도에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Moon & Joung 1999; Lee 등 2007; Ahn 등 2009; 
Lee 등 2009). 그런데 Eom 등(2008)의 연구에서는 

복부비만의 경우는 고혈압 위험도가 1.96배 높았으

나,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인 경우 정상체중과 고

혈압 위험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고콜레스테롤혈증이나 당뇨병의 

경우에 남녀 모두에서 고혈압 발생 위험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고콜레스테롤혈

증이나 당뇨병과의 관련성을 제시한 선행연구도 있

다. Eom 등(2008)의 연구에서는 당뇨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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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발생도가 5배 증가되는 반면 고중성지방혈

증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은 고혈압 발생도를 유의하

게 높이지 않았다고 하였고, Ahn 등(2009)은 고중성

지방혈증의 경우 정상에 비해 고혈압 발생도가 2.51
배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 섭취요인에 대해서

는 나트륨의 과잉섭취와 칼슘, 칼륨, 마그네슘 및 

섬유소의 섭취 부족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심이 집

중되고 있는데, 많은 역학연구에서는 나트륨의 섭취 

과잉과 칼륨의 섭취부족이 고혈압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나 칼슘과 마그네슘의 

섭취와 혈압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들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Lydakis 등 1997; Song 
등 2006). 국내의 연구에서는 1998년과 2001년 국민

건강ㆍ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한 Lee 등(2007)의 연구

에서 에너지와 단백질의 과잉섭취가 고혈압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Moon & Park(2007)은 고혈

압군에 비해 정상군이 지방, 칼륨, 티아민, 비타민C
를 많이 섭취하고 철분, 나트륨은 적게 섭취한다고 

하였으며, Ahn 등(2009)은 고혈압군에 비해 정상군

이 철분, 티아민, 니아신을 많이 섭취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영양소 

섭취와 고혈압 발생의 관련성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Bae & Ahn 2002), 
안동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09)의 

연구에서도 영양소 섭취가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도 영양소 섭취가 고혈

압 발생에 미치는 위험도에 있어서 통계적인 유의

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연구는 고혈압의 유병여부를 비교한 단면연구

이므로 단순히 고혈압과의 관련성 유무만을 제시하

며, 고혈압 발생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영양소 부족 여부에 대한 자료

는 1일 24시간 회상법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영

양소 섭취량을 분석함으로써 대상자의 일상적인 영

양소 섭취량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이 연구 결과에서는 체격과 혈액의 생화학적 

지표에 의한 질병이나 영양소 섭취 부족이 고혈압 

발생율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

서 고혈압 발생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입증하기 위

해서는 전향적인 코호트 연구 등을 이용한 보다 장

기적인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

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고혈압 예방을 위한 영양 사업

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2007∼2009년도 국민건

강영양조사의 65세 이상 노인자료를 사용하여 고혈

압 유병률과 건강관련 생활습관, 신체특성 및 생화

학적 지표, 영양소 섭취상태와 고혈압 발생과의 관

련성을 복합표본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유병률을 제외한 모든 분석에 사용된 고혈압군은 

고혈압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3,526명 중 고혈압군은 남자 779명, 여자 

1,306명, 정상군은 남자 660명, 여자 781명으로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 55.6%, 여자 64.1%로 나타

났다. 고혈압 유병률은 성별, 지역, 소득수준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으나, 교육수준에 따른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고혈압군의 평

균 연령은 정상혈압군보다 높았다. 
2. 유병률을 제외한 나머지 분석의 대상자는 1,887명 

중 고혈압군은 남자 204명, 여자 281명, 정상군은 

남자 640명, 여자 762명이었다. 체중, 허리둘레,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공복혈당, HDL-콜레스

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남녀 모두 고

혈압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총콜

레스테롤은 남녀 모두 고혈압군이 정상혈압군에 

비해 높았다. 고혈압군이 정상혈압군에 비해 남

자는 BMI가 높았고, 여자는 신장이 작았다. 
3. 스트레스나 음주는 고혈압 유병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흡연자의 고혈압 유병률은 비흡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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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배로 낮게 나타났다. 
4.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만, 허리둘레에 따른 복부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저HDL콜레스테

롤혈증, 빈혈의 경우에 고혈압 유병률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5. 영양소 섭취 부족 여부는 고혈압 발생에 대한 교

차비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2007∼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특성 및 생화학적 

지표, 건강관련 생활습관 및 영양소 섭취상태와 고

혈압 발생과의 관련성을 복합표본분석방법을 활용

하여 분석한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건강행태, 
체격과 혈액의 생화학적 지표에 의한 질병, 영양소 

섭취 수준은 고혈압 유병률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

타내지 않았다. 흡연은 오히려 고혈압 유병률을 낮

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혈압 발생과 관련

된 위험요인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코호트 

연구 등을 이용한 보다 장기적인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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