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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tension is the most frequent disease of chronic circulatory diseases and major intermediate cause or

risk of the cerebrovascular disease which is a leading cause of death in Korea. Therefore, management of

hypertension is an important issue in Korean healthcare. Especially, therapeutic compliance of hypertensives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hypertensive patients should receive anti-hypertensive treatment as long as the

condition exists. However, many patients drop out of treatment, which is a major problem that needs to be

solved through a hypertension control program.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ovide basic data and counter

measule for the hypertension control program in the community which aimed to keep the patients receiving

treatment continuously.

In order to investigate compliance of hypertensive patients during three months follow-up and the rate of

control of hypertension, the data were collected during February, 2001, by reviewing medical records of 295

hypertensive patients who had been registered to Gunnam-myeon health subcenter before November, 2000. The

author also study the dropout reasons by interviewing 58 patients among 68 dropout pati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mong the 295 subjects, 108(36.6%) were male and 187(63.4%) were female. Statistically, female

hypertensives had a higher mean age than male(64.6 vs 66.3, p<0.05).

2. The 54.9% of the patients took anti-hypertensive medicine continuously for the past three months. And

19.3% had drug intermittently, and 25.8% dropped out of treatment.

3. Among several variables, such as sex, age, health insurance, the time taken from a patient 's village to the

health subcenter, only the last one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rapeutic complianc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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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혈압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높아지고 뇌

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실명, 그리고 신부전 등

의 주원인 질환으로 노령인구의 주요한 사망원인이 되

고 있으므로,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농촌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

성이크다.

또한 고혈압은 그 심각성에 비해 특별한 증상이 없

으므로 많은 환자들이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모

르거나, 알아도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원환자를대상으로 관리하는 방식

만으로는 지역사회 전체의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이

환율과사망률을감소시키기어렵다.

따라서 고혈압은 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과 지속적이

고 적극적인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서비스

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건지소는 이러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있어 농촌 지역의 중요한 의료자원으로

진료업무와 예방보건사업을담당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

합한보건의료서비스제공기관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사회 고혈압 관리사업의 경험에

의하면 고혈압 환자의 발견율이나 인지율은 사업을 통

해 쉽게 향상되는 반면, 치료율이나 관리율은 더디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환자의 조

기 발견과 더불어 진단된 고혈압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치료혈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고

혈압 관리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고하겠다(배상수, 1993; 이석구, 2001).

이러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보건지소에서의 효율적

인 환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보건지소

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고혈압 환자들의 치료지속도와

관리율을 평가하고, 진료기록을 통해 조사할 수 있는

환자의 특성, 즉 성, 연령, 의료보장, 거주지로부터 보

건지소까지 이동 소요시간이 치료지속성에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치료를중단한환자들에게 치

료중단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단 이유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들은 2000년 10월말 현재 경기도 연천군

contingency table analysis.

4. The dropout reasons by multiple response were as follows, 'no symptom or no problem' (23.9%), 'change

to other hospitals ' (19.4%), 'geographical barrier ' (17.9%), 'change to a neighborhood drugstore' (14.9%),

'immobility' (7.5%), 'economic barrier ' (6.0%), 'unsatisfactory services of the health subcenter ' (4.4%).

5. The mean blood pressure of 295 subjects was 144.9±12.9/86.88±8.6mmHg.

6. The 32.5% of the subjects were controlled below 140/90mmHg.

Conclusions: In order to improve the low rates of treatment and control of hypertension in rural

hypertensives, a more active and systematic hypertension control program, including out-reaching

follow-up management, is required in rural area. Especially, for health education of hypertensive patients,

emphasis should placed on correcting wrong attitude toward hyper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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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남면 보건지소에 등록되어 혈압강하제 처방을 받

고 있는 고혈압 환자 295명이었다. 군남면의 전체 인

구수는 4,965으로 남자 2,573명, 여자 2,392명으로 65

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8%에 달하는 농촌

형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보건지소가 유일한 의

료기관이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진료기록 조사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요원이 보건지소에 비치된 3,255

명의 진료기록을 검토하여 그중 2000년 11월 이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강압제를 처방받고 있는 환자

295명의 진료기록을 수집한 뒤 부호화하여 전산처리하

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1년 2월에 실시되었으며,

환자의 관찰기간은 2000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3

개월이었다. 수집된 자료로부터 연구대상자들의 치료순

응도를 평가하고 성, 연령, 의료보장, 거주지로부터 보

건지소까지 이동 소요시간 등의 대상자들의 특성이 치

료지속성과관련성이있는지분석하였다.

여기서 고혈압 치료지속군은 2000년 11월부터 이후

3개월의 추후 관찰 기간동안 환자가 처방된 투약일을

모두 지켜 지속적으로 내원했는지를 진료기록을 조사

하여 판단하였으며, 치료중단군은 진단이후 관찰 시점

마지막 날까지 최근의 내원일에 받은 처방일수가 지났

음에도 보건지소에 다시 내원하지 않는 환자들로 정의

하였고, 치료지속군나 치료중단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환자들은 간헐적치료군으로구분하였다.

보건지소 등록 고혈압 환자의 치료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0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보건지소 내원

시 측정한 혈압 수치들의 평균을 구해 평균 치료혈

압으로 정의하고 전체 환자들의 평균값를 구하였다.

고혈압 관리율은 전체 연구대상자수에 대하여, 평균

치료혈압이 140/90mmHg 미만인 환자수의 비율로 계

산하였다.

2) 전화연락및설문조사

진료기록조사에서 파악된 치료중단 환자들에게 공중

보건의사가 전화연락하여 치료중단 이유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3. 자료의 분석

고혈압 환자의 치료여부와 진료기록조사로부터 얻은

대상자들의 특성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

표분석을시행하였다. 연구에필요한통계분석을 위해

SPSS 10.0 for windows, MS Excel을 사용하였으며, p

값이 0.05미만일때유의한것으로판단하였다.

성 적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 295명의 연령 및 성별 분포는 남자가 108

명(36.6%), 여자가 187명(63.4%)으로 여자가 많았고

연령별 분포는 남녀 모두 60-69세의 연령대가 각각

42명(38.9%), 81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

은 남자 64.5세, 여자 66.3세로 여자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p<0.05)(표 1, 2).

대상자중 254명(86.1%)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

었고, 32명(10.8%)이 의료보호 대상자였으며 아무런

의료보장도 받지 못하는 환자는 9명(3.1%)이었다.

거주지별로는 보건지소가 위치한 동네에 살고 있

는 환자가 77명(26.1%)로 가장 많았고 다른 마을들

과는 달리 보건지소에 이르는 대중버스노선이 없는

왕림리가 10명(3.4%)으로 가장 적었다. 거주지가 군

남면이 아닌 51명의 환자들중 35명은 군남면에 인접

한 미산면 북삼리에 거주하는 환자들로 군남면 보건

지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내원하는 환자들

이었으며 그 외에는 백학면, 신서면, 전곡읍 등 먼

곳으로부터 내원하고 있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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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들의특성
n=295

특 성 구분 명(%)

성별
남

여

108 (36.6)

187 (63.4)

의료보장

의료보험

의료보호

해당없음

254 (86.1)

32 (10.8)

9 ( 3.1)

거주지

옥계리

선곡리

왕림리

삼거리

진상리

황지리

남계리

기타

71 (24.1)

34 (11.5)

10 (3.4)

77 (26.1)

26 (8.8)

11 (3.7)

15 (5.1)

51 (17.3)

표 2. 연구대상자의연령별, 성별분포
단위: 명(%)

연령(세) 남 여 계(%)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2(1.9)

12(11.1)

20(18.5)

42(38.9)

22(20.4)

10(9.1)

1(0.5)

8(4.4)

24(12.8)

81(43.3)

52(27.8)

21(11.2)

3(1.0)

20(6.8)

44(14.9)

123(41.7)

74(25.1)

31(10.5)

전체 108(36.6) 192(63.4) 295(100.0)

2. 대상자의 특성과 치료지속성

전체 대상자 295명중 혈압강압제를 지속적으로 복용

하는 치료지속군은 162명으로 고혈압 치료율이 54.9%

였으며, 간헐적 치료군은 57명(19.3%)이었다.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된 환자는 76명으로 탈락률이

25.8%였다. 치료순응도별 환자의 평균나이는 치료지속

군이 65.2세, 간헐적 치료군이 66.4세, 그리고 치료중단

군이 67.4세였으나그통계적인차이는 없었다(표 3).

표 3. 연구대상자의치료순응도

치료순응도 환자수(%) 평균연령(세)

치료속군 162(54.9) 65.2

간헐적치료군 57(19.3) 66.4

치료중단군 76(25.8) 67.4

계 295(100.0)

환자의 성, 연령, 의료보장, 거주지로부터 보건지소까

지 이동 소요시간 등의 특성이 치료지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로부터 보건지소까지 이동

소요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특성들은 조사대

상자들 간에차이가없었다. 여기서 거주지로부터 보건

지소까지 이동 소요시간은 의무기록에 기록된 환자 주

소를 근거로 보건지소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그 환

자의 거주 마을의 정류장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으로 바꾸어 분석하였고, 소요시간이 길어질수록 보건

지소로부터 지리적인 거리가 멀어져 치료순응도가 나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였다. 실제로도 소요시간

이길수록치료를중단하는환자가많았다(표 4).

3. 치료중단의 이유

치료중단군 76명중 전화 설문조사에 응한 67명을 대

상으로 치료를 중단하게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몸에

증상 또는 불편함이 없어서가 23.9%로 가장 높았고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와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각각 19.4%, 14.9%였다. 교통이 불편해서 치

료를 중단하게 된 경우는 17.9%였고 환자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7.5%, 경제적인 이유가 6.0%였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의 출타로 인한 진료공백이나 보

건지소 직원의 불친절 등으로 인한 보건지소 서비스에

불만을느껴치료를중단한경우가 4.4%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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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특성과치료순응도
단위: 명 (%)

대상자의특성 치료중단군 간헐적치료군 치료지속군 계 p값

성

남

여

22 (20.4)

54 (28.9)

20 (18.5)

37 (19.8)

66 (61.1)

96 (51.3)

108 (100.0)

187 (100.0)

0.205

연령

30∼49세

50∼69세

70세이상

4 (17.4)

39 (23.3)

33 (31.4)

2 (8.7)

30 (18.0)

25 (23.8)

17 (73.9)

98 (58.7)

47 (44.8)

23 (100.0)

167 (100.0)

105 (100.0)

0.066

의료보장

의료보험

의료보호

해당없음

63 (24.8)

12 (37.5)

1 (11.1)

49 (19.3)

7 (21.9)

1 (11.1)

142 (55.9)

13 (40.6)

7 (77.8)

254 (100.0)

32 (100.0)

9 (100.0)

0.281

거주지로부터
보건지소까지
이동소요시간

5분이내

5분∼15분

15분이상

11 (10.4)

26 (29.9)

39 (38.2)

24 (22.6)

16 (18.4)

17 (16.7)

71 (67.0)

45 (51.7)

46 (45.1)

106 (100.0)

87 (100.0)

102 (100.0)

0.001

표 5. 치료중단의이유

치료중단 이유 환자수(%)
증상또는 몸의불편함이 없어서

타의료기관이용

교통의불편

약국이용

거동불가능

경제적인 이유

보건지소 서비스에불만족

기 타

16(23.9)

13(19.4)

12(17.9)

10(14.9)

5(7.5)

4(6.0)

3(4.4)

4(6.0)

계 67(100.0)

4. 연령별 평균 치료혈압의 분포와 관리율

전체 대상자들의 평균 치료혈압은 144.9±12.9/86.9±

8.6 mmHg였으며, 연령별 분포로 평균치료혈압을 살

펴본결과, 대상자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수축기평균

치료혈압이 증가하고 확장기 평균 치료혈압이 감소하

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수축기 평균 치료혈

압의차이만의미가있었다(p<0.01)(그림 1).

그림 1. 대상자의연령별평균치료혈압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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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환자들 가운데 평균 치료혈압이 수축기 140mmHg

미만, 확장기 90mmHg 미만으로 조절되는 환자는 96

명으로 고혈압 관리율이 32.5%였다. 그들의 평균 연령

은 65.3세로 평균 치료혈압이 140/90mmHg 미만으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의 평균 연령인 67.5세보다 낮았으

나통계적인차이는없었다(표 6).

표 6. 고혈압관리율

평균치료혈압 환자수(%) 평균나이

140/90mmHg 미만으로
조절되는환자

96(32.5) 65.3세

140/90mmHg 미만으로
조절되지않는 환자

199(67.5) 67.5세

고 찰

고혈압은 아무리 좋은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다 하더

라도 환자들이 그것을 적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

용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관리가 불가능해진다. 따라

서 보다 많은 환자들이 높은 순응도를 갖게 하기 위하

여 순응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것이중요하다고하겠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치료순응도를 연구

할 때, 현실적이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설문조사라

할 수 있으나(Gordis, 1976; Haynes 등, 1982; Eraker

등, 1984), 본 연구에서는 보건지소에 등록된 전체 고

혈압 환자중 치료중단자를 모두 선별하여 추후 관리하

고자 하는 고혈압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기에

진료기록조사를 치료순응도 및 각 독립변수들의 측정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진료기록조사는 진료기록에 포함

된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전화 또는 우편연락이 가능

한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기타질병 치

료경력 등 환자를 추후관리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일괄

적으로얻을수 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그러나진

료기록을 환자 개개인별로 검토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

과 노력이 요구되며 의무기록에 있는 내원날짜와 처방

일수만을 가지고 치료순응도를 평가하는 경우, 혈압강

하제를 꾸준히 처방받는 환자라 할지라도 실제로 의사

의 지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

며, 본 연구에서 보여준 바처럼 치료중단자로 분류된

환자중에도 기타 의료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치료순응도

를평가하는데 한계가있다고 하겠다.

이번 연구결과 군남면 보건지소에 등록되어 치료받

는 고혈압 환자들이 대부분 노인이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마을별로 환자수를 비교한 결과 보건지소와의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좋은 마을에서 환자수가 가장 많은 것

으로나타났다.

치료순응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고자했던 본 연

구에서는 환자의 거주지에서 보건지소에 이르는 소요

시간이 길수록, 즉 거주지가 지리적으로멀수록치료중

단군에 속하는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환자의 성, 연령, 의

료보장 등 환자의 진료기록에서 취할 수 있는 대부분

의 특성들이 치료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의미하거

나 불명확하므로 진료기록조사만으로는 고혈압 환자의

치료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구하기가 어

렵다고하겠다.

치료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

구들의 결과에서도, 치료지속도와성, 연령, 직업 등 환

자의 일반적 특성 또는 사회경제적 특성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거나(김혜원 등, 1986; 주형규 등,

1994; 배상수 등, 1999), 일반적 특성 중 단지 연령이

높을수록 치료지속도가 높아지고 젋은 층에서 치료중

단자가 많다(서성희 등, 1998; 유원상 등, 1985, 이상원

등, 2000)고 보고하였던 바, 결국 환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 또는 일반적 특성만으로 치료중단을 설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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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유의미한 변수를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외국의 연구들에 의하면 고혈압 환자의 치료순응도에

는 환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신

념, 고혈압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치료체제의 특성, 복

용 빈도 및 기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의료제공

체계에 대한 만족도, 가족을비롯한사회적망의 지지정

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므로(Becker 등, 1980;

Counte 등, 1981; Eraker 등, 1984; Glanz 등, 1990). 치

료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점들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이

며체계적인연구가수행되어야할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처방일수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내원

하여 지속적으로 투약을 받는 환자는 54.9%였다. 농촌

지역 고혈압 환자의 치료순응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문정주 등(1986)이 농촌지역 병원등록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료지속자의 비율을 52%로 보

고한 바 있으며, 김장락 등(1997)이 의령군 주민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3-5개월간 치료순응률을 52%로

보고하였다. 또 치료순응률을 설문지로조사한기타 연

구에서는 그것이 44-55%로 보고되는데(배상수 등,

1994; 김장락 등, 1997; 이상원 등, 2000; 김창엽 등,

2000), 이번 연구에서 조사된 고혈압 치료자중 치료지

속률(치료율) 54.9%는 위의 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것

이었다.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증상 또는

몸의 불편함이 없어서가 23.9%로 가장 많아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태도를 수

정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치료중단 이유에 대한 다른 조사연구들에서도 유

사하게 지적되는 것으로, 일개 농촌 고혈압 클리닉 등

록 환자를 대상으로 최남현 등(1991)은 치료중단의 이

유로 바빠서(21.9%), 다른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사

먹기 때문(16.9%),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10.4%), 치료후 혈압이 정상으로 되어서(9.4%)의 순으

로 보고하였고, 이보다 먼저 실시된 강화지역 고혈압

환자의 치료중단에 대한 추구조사(김헤원 등, 1986)에

서는 치료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다,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 치료할 필요가 없다 등이 50%였고, 그 다음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대구시 보건

소 방문 고혈압 환자의 약물복용 실태에 관한 연구(서

성희 등, 1998)에서는 혈압이 정상으로 되어서(34.0%),

잊어버려서(28.2%), 약을 사러 가기 어려워서(15.4%),

계속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6.4%)의 순서로 그

중단이유가보고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교통의 불편 때문에 치료를 중단

한 경우가 17.9%로 비교적 높게 나왔는데, 이를 환자

의 거주지로부터 보건지소까지 이동 소요시간이 치료

순응도에 영향을 준다는 이 연구 또다른 결과와 함께

고려해보면, 여전히 의료자원과 교통수단이 부족한 농

촌에서는 의료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이 치료순응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 생각된다. 따라서 치료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컨데, 거동인 불가능하여 치료를 중단한 7.5%의 환

자들에게는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고혈압관리를 하고, 거주지가 먼환자에대해서의학적

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처방일수를 길게 하여 내원횟수

를 줄여주는 등 조사된 치료중단 이유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을마련되어야할것이다.

연구 대상자중 평균 치료혈압이 140/90mmHg 미만

으로 조절되는 사람은 96명으로 고혈압 치료자중 관리

율이 32.5%였다. 이는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 보여준

우리 나라 고혈압 치료자 중 관리율 25-40%에 유사한

결과였으나(김장락 등, 1997; 김창엽 등, 2000; 하용찬

등, 2000) 미국과 캐나다의 연구에서 보고된 관리율

42-45%에 비하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고혈압 관리

수준이 미흡하다고 하겠다(Burt 등, 1995; Joffress 등,

1992).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일개면 보건지소에 등

록된 고혈압 환자들의 치료율, 관리율 등의 지표를 구

하였고 환자들의 치료순응도에는 거주지로부터 보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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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까지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는 점과 고혈압에 대한 환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치료

중단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

서 치료지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질병에 대

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수정해주고 지속적이며

올바른 치료를 받도록하는 효과적인 보건교육과, 치료

중단한 환자들이 전화 또는 우편연락을 통해 다시 내

원하도록 하고, 거리상의 이유로 내원을 곤란해하는 환

자들에게는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추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고혈압 관리사업을 수행해야

할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일개 보건지소에 등록된 고혈압 환자의

치료율 및 관리율을 구하고 치료지속성과 관련성이 있

는 변수를 파악하고 치료중단 이유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이전에 군남면 보건지소에 등록되어 치료

받고 있는 고혈압 환자 295명을대상으로하여, 의무기

록조사와 전화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그 결

과는다음과같다.

1. 대상자 295명중 남자가 108명(36.6%), 여자가 187명

(62.7%)이었으며 평균연령은 남자 64.6세, 여자 66.3

세로여성에서더높았다(p<0.05).

2. 대상자의 54.9%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

사되었고, 간헐적 치료군이 19.3%, 치료중단군이

25.8%였다.

3. 성, 연령, 의료보장, 거주지 등 연구대상자의 특성

중 거주지로부터 보건지소까지 이동시 소요되는 시

간만이 치료지속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1).

3. 치료중단의 이유로는 증상 또는 몸의 불편함이

없어서가 23.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타의

료기관 이용(18.4%), 교통의 불편(17.9%), 약국

이용(14.9%), 거동 불가능(7.5%), 경제적인 이

유(6.0%), 보건지소 서비스에 불만족(4.4%) 순이

었다.

4. 전체 대상자 295명의 평균 치료혈압은 144.9±

12.9/86.9±8.6mmHg이었고, 이들 중 평균 치료혈압

이 140/90mmHg 미만으로 적절히 조절되는 환자는

32.5%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건지소 고혈압

환자들의 낮은 치료율, 관리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추후관리와 고혈압에 대한 환자의 잘못된 인

식을 교정해주는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포함하는 보다

체계적인고혈압관리사업이요구된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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