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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Related to the Outpatient Visits for Blood Pressure 

Management in Patients diagnosed with Hypertension

Hyung-Kyung Cho*, Hyun-Ji Lee*, Jin-Ju Seol*, Kwang-Soo Lee*†

*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Background: Regular doctor visits are vital for hypertension patients, especially for who have never received 
hypertension medication or non-pharmacologic therapy. This study purposed to study factors affecting 
outpatient visits for patients diagnosed with hypertension.

Methods: This study included 59,009 respondents with hypertension over 30 from 2019 Community Health Survey 
data. Outpatient visits were defined by having hypertension treatments such as medication or 
non-pharmacologic therapy.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outpatient visits using 
SAS ver. 9.3.

Results: 57,081(96.73%) patients with hypertension were identified as those having a outpatient visit for 
hypertension treatments, whereas 1,928(3.27%) patients did not have visits. Patient’s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periods of hypertension, education level, perception of the blood pressure, hypertension 
management education, place of living, body mass index, depression and diabetes were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outpatient visits.

Practical Implications: There is a need to select patients with high blood pressure who are unlikely to visit for 
hypertension treatments based on the study results. For those, establishing a personalized management plan 
such as health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will be helpful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national 
chronic disease management program.

Keywords: Hypertension management; Outpatient visits; National chronic disease management program; 
Community Health Survey

Ⅰ. 서  론

고혈압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 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및 심혈관 질환에 가장 큰 영향를 미치는 위험 

요인이다[1-2]. 2020년 발간된 고혈압 팩트시트(Korea 

Hypertension Fact Sheet 2020)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30세 이상 평균 혈압은 117/77 mmHg으며 이 중 고혈

압 유병자는 28%로 나타났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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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은 고혈압으로 인한 심뇌

혈관 질환으로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며 환자의 복합

적인 상태에 따른 지속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8년 대한고혈압학회의 진료지침에 따르면 환자의 개

별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고 고혈압에 대해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지양한다[4]. 중위험군 또는 저위험군에서

는 2기 고혈압일 경우(혈압 수치가 160/100 mmHg 이

상)를 제외하고 약물 치료 개입을 우선하기보다는 비약물 

요법(식단 조절, 운동, 건강 생활 실천 등)을 시행한 후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때 약물 치료를 권고한다[5]. 따라

서 고혈압 치료는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비약물 요법을 권

하고 주기적인 혈압을 측정하여 혈압 상태 변화를 파악하

여 그에 따른 약물 치료 개입의 고려가 필요하다.

국내외 고혈압 관련 제반 연구들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혈압 관리 지표인 

유병률과 더불어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을 국가 단위 또

는 지역사회단위로 산출하는 연구와 이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최근까지 추진되어왔다[6-9]. 하

지만 고혈압 진단자를 대상으로 혈압 관리를 위한 외래 

방문 현황과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

적으로 적었다. 더욱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약물 요법 또는 비약물 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 고혈압 

진단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고혈압 진

단자를 대상으로 관리를 위한 외래 방문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고혈압 진단자의 고혈압 치료 현황을 

통해 외래 방문 여부를 알아보고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의사로부터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성인

을 대상으로 고혈압 치료 현황을 토대로 혈압 관리를 위

한 외래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고혈압 관리 현황

고혈압 치료의 시작은 고혈압 유병자가 고혈압임을 인

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고혈압임을 진단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의

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법을 처방받은 후 해당 치료법에 대

한 실천(이행)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혈압 수치의 변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고혈압 관리의 

핵심이다.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은 모든 질병 관리의 

시작[10]이며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경우 고혈압 

진단과 더불어 상황에 맞는 치료법을 처방받기 위한 외래 

방문이 관리의 첫걸음이다. 더욱이 고혈압이라는 질환 자

체가 혈압이 상승된 상태를 의미하여 합병증으로 나타나

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11] 고혈압으로 진단받

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이행하고, 정상 혈압으로 조절되

기까지 주기적인 외래 방문과 치료법의 실천(이행)이 중

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고혈압 관리 지표에는 고혈압 인지율

(Awareness), 고혈압 치료율(Treatment) 그리고 고혈압 

조절률(Control)이 있다. 이들 지표는 고혈압 관리의 고

전적 이론인 절반의 법칙(rules of halves) 개념을 근간

으로 한다. 1970년대 초기 Wilber와 Barrow [12, 13]의 

연구 결과 고혈압 유병자의 절반만이 본인이 고혈압임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아 인지하고, 진단된 고혈압 유병자의 

절반만이 치료를 수행하고, 치료를 수행한 고혈압 환자의 

절반만이 정상 혈압 범주로 관리되어 조절되고 있음을 의

미한다. 21세기에 들어서 절반의 법칙은 선진국들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지만[14],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의 

고혈압 진단 검사와 관리 프로그램의 시행과 집중적인 환

자 교육 및 사후 관리가 결합되면 고혈압 인지율과 더불

어 치료율 그리고 조절률이 상승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8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30세 이상 기준 최근 3

년간 우리나라의 고혈압 유병률은 28%, 이들 유병자 중 

의료기관의 의사로부터 고혈압을 진단받은 비율은 

33.2%, 치료율은 61.1%, 조절률은 45.4%으로 나타났다

[15]. 우리나라 고혈압의 유병률은 지금까지 일정한 비율

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고혈압 인지율, 치료율 그리고 조

절률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다가 

현재까지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 고혈압 관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지역사회 및 국가차

원의 고혈압 관리 시범사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기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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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통합하여 ʻ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ʼ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시범사업은 일반 의원급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등록부터 

케어플랜 수립, 환자 관리, 점검 및 평가의 4단계로 운영

된다. 2019년 시범사업 결과자료에 의하면 6개월 이상 

참여 등록한 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 전후 정상혈압

(120/80 mmHg) 이내로 관리되는 비율이 1.9% 향상되

었다[16].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참여의 지속성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참여환자가 케어플랜 수

립까지 도달하는 비율은 전체의 90.6%이다. 하지만 환자 

관리 단계까지 진입하는 비율은 전체의 45.3%밖에 되지 

않으며 모든 단계까지 이행하는 경우는 전체의 11.2%밖

에 되지 않는다. 상기 수치가 고혈압 뿐만 아니라 당뇨병 

참여환자까지 포함한 수치인 점을 감안했을 때 고혈압 참

여환자만을 대상으로 사업참여의 지속성은 더 낮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의 참여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등록한 

의원으로의 정기적인 방문과 이를 위한 맞춤형 관리 계획

이 필요한 상황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고혈압 진단자의 혈압 관리를 위한 

외래 방문 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앤더슨 행동모형을 

바탕으로 고혈압 진단자의 외래 방문 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소인 요인, 가능 요인 그리고 필요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2. 자료원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원시자료를 이

용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역건강 통계를 생산하고자 표준화된 조사

체계이자 국가 승인통계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각 지

역에 거주하는 만 19세의 모든 주민을 모집단으로 전국 

255개의 보건소에서 평균 900명의 표본이 조사될 수 있

도록 표본추출하여 대표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2단계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매년 8월부터 10월까지 표본으

로 선정된 가구에 방문하여 1:1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된

다[17]. 2019년 선정된 가구의 조사 대상자는 229,099

<그림 1> 연구모형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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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었다. 

이 중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64,616명 중 연구 변수에 

대한 응답 내용이 ʻ응답 거부ʼ 혹은 ʻ모름ʼ에 해당하는 자료

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고혈압 진단자 중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는 만성질환과 다른 별개의 임상적 이슈를 가

지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8]. 또 다른 이유로 국가 차원에서 산출하는 고혈압 관

련 관리지표인 유병률,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지표의 산

출 기준이 만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고

혈압 진단자의 관리를 위한 외래 방문 여부를 보고자 본 

연구에서도 만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적으로 5,607명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59,009명의 

고혈압 진단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3. 변수 정의 및 측정

고혈압 진단자의 외래 방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알아보고자 기존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19-23] 앤더

슨 모형(Anderson model)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을 둘러싼 개인적인 요인과 외적 요인들을 바탕으로 개인

의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을 예측하는 3가지 요인에 따른 

13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으며, 고혈압 진단자가 

현재 받고 있는 치료 현황에 근거하여 고혈압 관리를 위

한 외래 방문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계하였다.

1) 고혈압 진단자의 외래 방문 여부

고혈압 치료는 약물 요법과 비약물 요법으로 구분된다. 

약물 요법이란 일반적으로 고혈압 진단자의 고혈압 관리

에 처방되는 경구 혈압강하제를 의미한다. 비약물 요법은 

고혈압 관리에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건강행동인 식사조

절, 운동, 체중감량, 절주 등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비

약물 요법이 권고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할 경우 

약물 요법을 함께 처방한다[4]. 고혈압 합병증을 유발하

는 개별 위험도는 환자의 따라 다양하고 지역사회건강조

사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내용이 없기 때문에 

외래 방문 여부를 현재 약물 요법과 비약물 요법 모두 ʻ아
니오ʼ라고 응답한 경우를 외래 미방문으로, 그 외의 경우 

혈압 관리를 위한 외래 방문으로 구분하였다. 

2) 소인 요인

소인 요인에는 성별, 연령, 고혈압 이환기간 그리고 교

육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성별은 ʻ남자ʼ, ʻ여자ʼ로 처리하였

다. 연령은 생애주기 개념을 토대로 장년기(30세-49세)

와 중년기(50세-64세), 노년기(65세-84세) 그리고 초고

령기(85세 이상)로 구분하였다. 고혈압 이환기간은 현재 

나이에서 처음 고혈압을 진단받은 시기의 나이를 뺀 값을 

토대로 ʻ5년 미만ʼ, ʻ5년 이상 10년 미만ʼ, ʻ10년 이상 15년 

미만ʼ, ʻ15년 이상 20년 미만ʼ 그리고 ʻ20년 이상ʼ으로 구

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설계된 학력 

수준과 졸업 여부 문항을 토대로 ʻ무학ʼ, ʻ중학교 졸업ʼ, ʻ고
등학교 졸업ʼ, ʻ대학교 졸업 이상ʼ으로 분류하였다.

3) 가능 요인

평소 혈압 수치 인지 여부, 고혈압 관리 교육 경험 여

부, 월 가구소득, 1인 가구 여부 그리고 지역 유형을 가능 

요인에 포함하였다. 평소 혈압 수치 인지 여부와 과거 고

혈압 관리 교육 경험은 ʻ예ʼ, ʻ아니오ʼ로 구분하였다. 월 가

구소득은 2019년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10 

분위경계값을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분류하였다[24]. 1인 

가구 여부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가구조사 내용에서 세대 

유형을 묻는 설문을 토대로 1인 가구에 해당하면 ʻ예ʼ, 그 

외 세대 유형은 ʻ아니오ʼ로 구분하였다. 지역 유형은 조사

대상자 번호를 바탕으로 시군구를 나타내는 자리를 추출

하여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도시지역(시, 구)과 비도시지

역(군)으로 구분하였다.

4) 필요 요인

의료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요 요인

에는 체질량 지수(BMI), 우울증상 유병 여부, 당뇨병 동

반 여부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포함하였다. 체질량 

지수는 ʻ저체중ʼ(18.5kg/m2 미만), ʻ정상ʼ(18.5kg/m2∼

25.0kg/m2), ʻ과체중ʼ(25.0kg/m2∼30.0kg/m2), ʻ비만ʼ
(30.0kg/m2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우울증상 유병 여부

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내 우울증 검사도구인 PHQ-9 설문

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감을 갖고 있

는 경우(10점 이상) ʻ예ʼ, 우울감이 경미하거나 없는 경우

(10점 미만) ʻ아니오ʼ로 구분하였다. 당뇨병 동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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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진단 경험 설문을 토대로 ʻ예ʼ, ʻ아니오ʼ로 분류하였

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본인이 생각하는 평소 건강수준을 

의미하며 ʻ나쁨ʼ, ʻ보통ʼ, ʻ좋음ʼ으로 구분하였다.

 4. 분석 방법

고혈압 진단자의 현재 받고 있는 치료 현황을 통해 외

래 방문 여부를 살펴보고, 연구모형에 사용된 특성별로 

외래 방문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단변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여 고혈압 진단자의 외래 방문 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검증하고 각 영향요인별 수준에 따라 외래 방문 여부

에 미치는 영향을 승산비(Odds ratio)를 통해 확인하였

다. 모든 분석은 SAS ver.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활용하였으며 모형 적합도 및 분류 

정확도는 각각 Hosmer-Lemeshow 검정과 c 통계량을 

통해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고혈압 진단자의 외래 방문 현황

전체 59,009명의 고혈압 진단자 중 1,928명(3.27%)

이 현재 받고 있는 치료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57,081명(96.73%)이 고혈압 약물 복용 또는 비약물 요

법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세부적으로 현재 받고 있

는 치료의 유형을 살펴보면, 약물 요법만 받고 있는 고혈

압 진단자가 41,7145명(70.6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

으로 14,483명(24.54%)이 약물 요법과 비약물 요법을 

받고 있었으며 884명(1.50%)이 비약물 요법만 받고 있다

고 응답하였다<표 1>.

2. 고혈압 진단자의 특성별 외래 방문 여부

고혈압 진단자의 특성별로 외래 방문 여부에 차이가 있

는지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분석 결과 본 연

구에 포함된 모든 연구변수별로 고혈압 진단자의 외래 방

문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앤더슨 모형의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인 요인에 포함된 성별, 연령, 고혈압 이환기간, 교

육수준별로 고혈압 외래 방문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고혈압 관리를 위한 외래 방문 비

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고혈압 이환기간이 길어

질수록 고혈압 외래 방문에 차이가 있었다. 한편 교육수준

은 높을수록 고혈압 외래 방문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가능 요인의 평소 혈압 수치 인지 여부, 고혈압 관리 교

육 경험 여부, 월 가구 소득분위, 1인 가구 여부, 지역 유

형별로 고혈압 외래 방문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평소 본

인의 혈압 수치를 알고 있고 고혈압 관리 교육 경험이 있

는 고혈압 진단자가 그렇지 않은 고혈압 진단자보다 고혈

압 외래 방문 비율이 높았다. 한편 세대 유형이 1인 가구

인 고혈압 진단자가 그렇지 않은 고혈압 진단자보다 고혈

압 외래 방문 비율이 낮았다. 지역 유형별로 비도시지역

(군)에 비해 도시지역(시, 구)에 거주하는 고혈압 진단자

가 외래 방문 비율이 낮았다.

필요 요인의 체질량 지수, 우울감 여부, 당뇨병 동반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별로 고혈압 진단자의 외래 방문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고혈압 

외래 방문 비율이 높아지는 분포를 보였다. 또한 우울감

이 있고 당뇨병을 동반한 고혈압 진단자가 그렇지 않은 

고혈압 진단자보다 각각 고혈압 외래 방문 비율이 유의하

게 높았다. 한편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고혈압 외

래 방문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Medication
 Non-pharmacologic therapy

No Yes Total
No 1,928(3.27)   884(1.50) 2,812(4.77)

Yes 41,714(70.69) 14,483(24.54) 56,197(95.23)

 Total 43,642(73.96) 15,367(26.04) 59,009(100.00)

<표 1> 고혈압 진단자의 현재 받고 있는 치료 현황
(Type of treatment for patients with hypertension) [N(%)]



Variables
Health care utilization for treatment
No Yes x2

Gender
 Male 1,190(4.55) 24,961(95.45) 244.68***

 Female   738(2.25) 32,120(97.75)

Age

 30-50 years    577(13.64)  1,535(86.36) 1652.31***

 50-65 years   642(3.55) 17,446(96.45)

 65-85 years   651(1.92) 33,200(98.08)

 ≥85 years    58(2.04)  2,783(97.96)

Periods of hypertension

 <5 years   995(5.86) 15,988(94.14) 545.52***

 5-10 years   386(3.00) 12,464(97.00)

 10-15 years   256(2.08) 12,066(97.92)

 15-20 years   107(1.69)  6,241(98.31)

 ≥20 years   184(1.75) 10,322(98.25)

Education level

 None   189(1.64) 11,311(98.36) 582.69***

 Elementary school   332(2.09) 15,562(97.91)

 Middle school   242(2.54)  9,297(97.46)

 High school   612(4.31) 13,596(95.69)

 ≥College   553(7.03)  7,315(92.97)

Perception of Blood 
Pressure

 No   624(3.54) 17,021(96.46) 5.77***

 Yes 1,304(3.15) 40,060(96.85)

Hypertension management
education

 No 1,738(3.37) 49,773(96.63) 14.61***

 Yes   190(2.53)  7,308(97.47)

Monthly household income 
level(won)

 <1st quintile   342(2.16) 15,465(97.84) 264.97***

 1st-2nd quintile   255(2.18) 11,450(97.82)

 2nd-3rd quintile   222(2.95)  7,311(97.05)

 3rd-4th quintile   140(3.97)  3,388(96.03)

 4th-5th quintile   276(4.37)  6,040(95.63)

 5th-6th quintile   183(4.78)  3,649(95.22)

 6th-7th quintile   228(5.24)  4,126(94.76)

 7th-8th quintile   104(5.51)  1,783(94.49)

 8th-9th quintile   95(4.23)  2,153(95.77)

 ≥9th quintile   83(4.61)  1,716(95.39)

One person household 
 No 1,631(3.48) 45,288(96.52) 31.62***

 Yes   297(2.46) 11,793(97.54)

Regional type
 Rural(Gun)   591(2.48) 23,196(97.52) 77.25***

 Urban(Si, gu) 1,337(3.80) 33,885(96.20)

Body mass index 

 Underweight    60(5.15)  1,105(94.85) 46.75***

 Normal   582(3.96) 14,110(96.04)

 Overweight   438(3.00) 14,147(97.00)

 Obese   848(2.97) 27,719(97.03)

Depression 
 No 1,809(3.19) 54,862(96.81) 25.59***

 Yes   119(5.09)  2,219(94.91)

Diabetes
 No 1,618(3.66) 42,558(96.34) 86.90***

 Yes   310(2.09) 14,523(97.91)

Perceived health status
 Bad   553(2.56) 21,077(97.44) 60.97***

 Normal   912(3.52) 24,972(96.48)

 Good   463(4.03) 11,032(95.97)

 * p<.05 ** p<.01 *** p<.001

<표 2> 연구 특성별 고혈압 진단자의 외래 방문 여부 
(Differences of study variables in outpatient visits for blood pressure management among patients with 

hypertensio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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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혈압 진단자의 외래 방문 영향요인 분석

 

고혈압 진단자의 외래 방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고자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모형의 적합도 검정인 Hosmer-Lemeshow 검증 결

과 본 연구의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2=6.41, p=0.602). 또한 로지스틱 분석 모형에 따라 설

계한 연구모형의 분류 정확도는 74.5%로서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c=0.744).

앤더슨 모형을 토대로 고혈압 진단자의 혈압 관리를 위

한 외래 방문 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표 3>

과 같다. 

1) 소인 요인

고혈압 진단자의 외래 방문 여부에 미치는 소인 요인은 

성별, 연령, 고혈압 이환기간과 교육수준이었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외래 방문 가능성이 64% 높았다. 생애주기

별 연령 구분에 따라 중년기(30세-50세)에 비해 연령구

분이 높아짐에 따라 외래 방문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

Variable
Health care utilization for treatment

(Ref.: No)
OR(95% CI) p-value

Gender(Ref.: Male)
 Female 1.64(1.48-1.82) <.001
Age(Ref.: 30-50 years)
 50-65 years 3.16(2.77-3.60) <.001
 65-85 years 5.05(4.29-5.95) <.001
 ≥85 years 5.56(4.07-7.71) <.001
Periods of hypertension(Ref.: <5 years)
 5-10 years 1.52(1.34-1.72) <.001
 10-15 years 1.91(1.66-2.22) <.001
 15-20 years 2.07(1.68-2.56) <.001
 ≥20 years 1.82(1.53-2.17) <.001
Education level(Ref.: None)
 Elementary school 0.81(0.67-0.98) 0.029
 Middle school 0.79(0.63-0.98) 0.031
 High school 0.69(0.56-0.85) <.001
 ≥College 0.54(0.43-0.68) <.001
Perception of the blood pressure(Ref.: No)
 Yes 1.73(1.55-1.93) <.001
Hypertension management education(Ref.: No)
 Yes 1.59(1.36-1.86) <.001
Monthly household income level(Ref.: ＜1st quintile)
 1st-2nd quintile 1.09(0.92-1.30) 0.323
 2nd-3rd quintile 1.00(0.83-1.21) 0.995
 3rd-4th quintile 0.87(0.70-1.09) 0.234
 4th-5th quintile 0.92(0.76-1.12) 0.395
 5th-6th quintile 1.00(0.80-1.25) 0.992
 6th-7th quintile 1.02(0.83-1.27) 0.842
 7th-8th quintile 1.02(0.79-1.33) 0.892
 8th-9th quintile 1.30(1.00-1.71) 0.053
 ≥9th quintile 1.13(0.85-1.50) 0.409
One person household(Ref.: No)
 Yes 0.94(0.82-1.09) 0.429
Regional type(Ref.: Rural(Gun))
 Urban(Si, Gu) 0.78(0.70-0.87) <.001

<표 3> 고혈압 진단자의 외래 방문 여부 영향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in the factors related to outpatient visits for blood pressure management 

among patients with hyper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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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초고령기(8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혈압 진단자의 외

래 방문 가능성이 중년기보다 456% 높았다. 고혈압 이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외래 방문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래 방문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교육수준이 무학인 고혈압 진

단자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래 방문은 단계적으

로 낮아졌다.

2) 가능 요인

평소 본인 혈압 수치 인지 여부, 고혈압 관리 교육 경험 

여부, 지역 유형이 고혈압 진단자의 외래 방문에 영향을 

미쳤다. 평소 본인의 혈압 수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고

혈압 진단자는 아닌 진단자보다 외래 방문 가능성이 73% 

높았다. 또한 고혈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

은 고혈압 진단자는 받은 적이 없는 진단자에 비해 59% 

높았다. 한편 의료자원의 접근성 수준과 관련 있는 지역 

유형에서 비도시지역(군)에 비해 도시지역(시, 구)에 거주

하는 고혈압 진단자의 외래 방문 가능성이 32% 낮았다.

3) 필요 요인

고혈압 외래 방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 요인에는 

체질량 지수, 우울증상 유병 여부, 당뇨병 동반 여부로 나

타났다. 실제 계측한 키와 몸무게를 바탕으로 산출한 체

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정상 범주에 속하는 고혈압 진단자

에 비해 저체중 범주에 속하는 진단자의 외래 방문 가능

성이 29% 낮았다. 반면 과체중 범주에 속하는 진단자의 

외래 방문 가능성은 49% 높았으며 비만 범주에 속하는 

진단자의 외래 방문 가능성이 76% 높았다. 우울감이 경

미하거나 없는 고혈압 진단자에 비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감을 갖고 있는 진단자가 외래 방문 가능성이 

47% 낮았다. 한편 고혈압과 더불어 당뇨병을 진단받은 

받은 경우가 고혈압만 진단받은 경우에 비해 외래 방문 

가능성이 41% 높았다. 

Ⅴ. 고찰 및 결론

기존 고혈압 관리 관련 제반 연구들의 주요 흐름 중 하

나는 관리 지표인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산출과 이에 영

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으로도 매년 국민건강통계로서 지표를 산출하고 여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에는 별다른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혈압 치료의 핵심이 고혈압임을 인지한 후에 혈압 관리

를 위한 지속적인 외래 방문임을 상기했을 때 본 연구는 

고혈압임을 인지한 후의 외래 방문 여부에 초점을 두어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실제 고

혈압 관련 시범사업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수행

되었다.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30세 

이상의 고혈압 진단자 59,009명을 대상으로 현재 고혈압 

Variable
Health care utilization for treatment

(Ref.: No)
OR(95% CI) p-value

Body mass index(Ref.: Normal)
 Underweight 0.71(0.54-0.95) 0.018
 Overweight 1.49(1.31-1.70) <.001
 Obese 1.76(1.57-1.97) <.001
Depression(Ref.: No)
 Yes 0.53(0.43-0.65) <.001
Diabetes(Ref.: No) 
 Yes 1.41(1.24-1.61) <.001
Perceived health status(Ref.: Normal)
 Bad 0.99(0.88-1.11) 0.803
 Good 0.92(0.81-1.03) 0.142

* -2 Log Likelihood: 15,339.67
** 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 x2=6.41 p-value: 0.602
*** c statistics: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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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토대로 혈압 관리를 위한 외

래 방문 유무를 파악하였다. 도출한 결과 대부분의 고혈

압 진단자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96.73%), 1,927명(3.27%)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관리적 차원에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지

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합병증 예방과 혈압 조절에 효

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5-26]. 본 연구는 고혈압 

진단자 중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 현황을 통해 외래 방

문 여부로 간주하여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고혈압 진단자의 혈압 관리를 위한 외래 방문에 

성별, 연령, 고혈압 이환기간과 교육수준, 평소 혈압 수치 

인지 여부, 고혈압 관리 교육 경험 여부, 지역 유형과 우

울증상 유병 여부, 체질량 지수, 당뇨병 동반여부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진단자의 소인 요인에 포함된 모든 인구사회학

적 변수들이 외래 방문에 영향을 미쳤다. 기존 선행연구

들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여자가 남자에 비해 

외래 방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29]. 

특히 연령의 경우 여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장 높

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고혈압 

이환기간의 경우 길수록 외래 방문 가능성이 높았다. 고

혈압 이환기간이 외래 방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가 매우 적어 해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는 고혈압을 

진단받은 기간과 연령과의 상관관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환기간이 길수록 연령층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교육수준 관련하여 무학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고혈압 진단자의 외래 방문 가능성이 낮았다, 이

는 기존 연구[27]와는 다른 결과로서 특정 시기 교육수준

의 비약적 상승과 관련이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 기점

으로 초·중·고등학교별 취학률 및 진학률이 급증하여

[30] 고학력일수록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군일 가능성이 

높다. 즉, 교육수준이 외래 방문에 미치는 부(-)의 영향

은 연령층이 높은 고령자일 경우 취학률 및 진학률이 낮은 

당시 사회현상이 반영되어 응답자 중 고령자일수록 무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평소 본인의 혈압 수치를 인지하고 있는 고혈압 진단자

가 그렇지 않은 진단자보다 외래 방문 가능성이 높았다. 

기존 선행연구[31]와 유사하게 고혈압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진단자가 외래 방문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만성질

환 관리교육이 동기부여를 통해 자가관리에 도움을 주고 

생활양식의 변화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어

[32] 지속적 관리를 위한 외래 방문에도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역 유형은 도시지역(시, 구)이 비

도시지역(군)에 비해 외래 방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일부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Chang 등[11]의 연구결과 성별 고혈압 환자의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모두 지역 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Youn [28]의 연구결과 1990년∼2008년까지 

제한적으로 고혈압 환자의 외래이용에 있어서 비도시지역

이 도시지역보다 외래 방문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점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외래 방

문 횟수가 아닌 여부라는 점을 상기했을 때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방문 여부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경

우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심

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체질량 지수(BMI), 우울증상 유병 여부 그리고 당뇨병 

동반여부가 여타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체질량 지수(BMI)에 있어서는 정상 

범주에 속하는 고혈압 진단자에 비해 과체중, 비만 범주

일수록 외래 방문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저체중 범주의 경

우 외래 방문 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27]

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비만 

뿐만 아니라 저체중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정상 범주에 

비해 비만일수록 외래 방문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저체중인 

경우 외래 방문 가능성이 낮은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연구[33]와는 다른 결과로서 

우울증상이 있는 고혈압 진단자가 아닌 진단자보다 외래 

방문 가능성이 높았다. 당뇨병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고혈

압 진단자가 그렇지 않은 진단자보다 외래 방문 가능성이 

높았다. 기존 선행연구[31]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

는 동반상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본인의 건강에 대한 위

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로서 

외래 방문 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데 있어 특히 고혈

압임을 진단받은 후에는 정기적인 외래 방문은 관리의 시

작점이다. 이에 본 연구결과 젊고 고혈압 이환기간이 짧

으며 남자일수록, 평소 본인의 혈압 수치를 모르는 경우, 

고혈압 관리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거주지역 유형이 도



조형경 외 : 고혈압 진단자의 혈압 관리를 위한 외래 방문 영향요인

65

시지역인 경우, 저체중이고 우울 증상이 있으며 당뇨병이 

동반될수록 고혈압 진단자의 외래 방문 가능성이 낮았다. 

이를 2020년 기준 실시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

범사업과 연계하여[34] 고혈압 관리 지속률 제고 활성화

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시범사업의 케어플랜 수립 단계 이전 포괄평가 

영역 내 문진 내용에 설문을 추가 보완하여 재방문 가능

성이 낮은 집중관리 대상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

적으로 문진 내용에 대부분의 고혈압 관련 설문들이 포함

되어있지만 본 연구결과 고혈압 진단자의 향후 외래 방문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평소 본인의 혈압 수치 인지 여

부, 과거 고혈압 관련 교육 경험 여부 문항을 추가할 필요

가 있다. 한편 우울증 선별검사 도구를 기존 PHQ-2 설

문에서 신뢰도와 정확성이 더 높은 PHQ-9 설문[35]으로 

바꾸거나 PHQ-2와 PHQ-9을 함께 실시하여 보다 정확

하게 우울증상 유병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 

보완된 설문을 토대로 문진 내용 결과를 산출하여 본 연

구결과에서 도출된 외래 방문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해당

하는 시범사업 참여자를 선별하여 관리대상의 우선순위를 

둔다. 

둘째, 선별된 집중관리 대상들을 대상으로 케어플랜 수

립 단계에서 개인별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결과 도출된 고혈압 진단자의 외래 방문을 저

해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도입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시범사업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젊은 남자

인 경우, 체질량 지수 기준 저체중일 경우 외래 방문 가능

성이 낮아 이들에 대한 진료 예약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

시하고 알림 빈도와 교육 및 상담 빈도를 늘리는 등의 방

안을 수립할 수 있다. 고혈압 진단자의 향후 외래 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기인한 시범사업 참여자 개인별 맞

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면 시범사업의 참여 지속률 제

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고혈압 환자의 지속적이고 정기

적인 혈압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도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건강

조사 설문자료의 특성상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답한 

점에서의 자료 정확성 문제이다. 둘째, 자료의 한계로 인

해 약물 요법 없이 비약물 요법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연

구대상자 중 외래 방문 없이 본인 스스로 비약물 요법을 

수행하고 있는 일부 대상자를 구별할 수는 없었다. 하지

만 약물 요법 없이 비약물 요법을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의 수가 소수(884명)에 불과하여 연구 결과의 해석에 미

치는 영향은 작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외래 방문에 다양

한 요인들이 개입되는데 특히 사회심리학적 변수들이 고

려되지 못한 점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 단위의 건강

통계를 산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통계인 점에서 응답

자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조사가 다소 부족한 제한점이 있

다.

 본 연구는 고혈압 진단자의 혈압 관리를 위한 외래 방

문 현황과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실제 관련 

시범사업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분

석 결과 고혈압 진단자의 대부분이 관리를 위한 외래 방

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자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고

혈압 이환기간이 길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평소 본인의 

혈압 수치 알고 있는 경우, 고혈압 관리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비도시지역에 거주한 경우, 비만일수록, 우울 증상

이 있는 경우, 당뇨병이 동반된 경우 외래 방문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혈압임을 진단받은 후 지속적인 관리

를 위해 필요한 외래 방문을 저해하는 요인을 바탕으로 

집중관리 대상을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

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2020년 기준 실시중인 일

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고혈압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중 케어플랜 수립 단계 이전에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영향요인들을 고려하여 케어플랜을 수립된다면 환

자 관리 단계에서 고혈압 환자의 재방문율이 향상될 것이

라 생각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년도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고혈압 진단자의 외래 방문에 

미치는 영향을 풍부하게 해석하고 하위 수준별로 정교하

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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