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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treatment status and its related factors of the rural

hypertensives.

Methods : A questionnaire survey was performed to 618 rural hypertensives during September, 2002.

Results : The proportion of those who were compliant to the antihypertensive medication was 68.9%. The

compliance rate to the antihypertensive medica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sex and economic

status(p<0.05). That is, if they were female, higher economic level, the regular antihypertensive medication rate

was higher.

The regular antihypertensive medication rate was higher when they had higher knowledge for hypertension,

higher severity for hypertension of him or her(p<0.01). And the compliance rate to the antihypertensive

medica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hypertensives' own explanatory model for hypertension(p<0.01).

The rate of drug use except antihypertensives was 12.5%. The rate of drug use except antihypertensives

was higher when they experienced side effects of antihypertensive drug and when they had irregular

medication for antihypertensive drug(p<0.01).

The rate of medical equipment use was 18.9%. The utilization rate of medical equipment such as jade mat,

germanium material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age, experience of side effects of antihypertensive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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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만성퇴행성 질환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질환에 대한 예

방, 조기발견및치료, 재활에이르기까지 포괄적인의료서비스가절실히요구되고있다.

경제 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증가와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질병양상이 과거 전염성 질환 위주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인 성인병으로 이행되어가고있는실정이며 성인병이 증가하는원인은 각종 산업폐기물로 인한 환경오

염, 과다한영양섭취 및 사회환경구조가복잡다양해지면서 받게되는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은 노령인구에서 특히 높은 유병률을 보이므로[1-5] 인구의 노령화가 극심한 우리 나

라 농촌지역에서의 고혈압 관리 사업은 보건학적으로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6].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돌입하였고 2022년에는 14%

를넘어고령사회(Aged society)에진입될것으로전망하고 있다[7].

WHO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약 20%로 가장 흔한 심혈관계 질환이며[8], 우리

나라 농촌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고혈압 유병률은 25-35%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5,

6, 9].

고혈압은 심각한 순환기 계통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써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유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10]. 뿐만 아니라 고혈압은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다른심혈관계질환의주요위험요인으로사망률을높이기때문에국민건강에서차지하는비중이 매우크다.

고혈압은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약물요법을 포함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스트레스관리, 금연, 체중

조절과 같은 치료적 섭생을 통한 환자관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11]. 또한 고혈압 치료는 혈

압조절자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불어서 여러 관련된 생활습관을 좋은 방향으로 교정함으로써 더욱 더 큰

효과를얻을수있고, 순환기질환의위험요인을 줄일수있다[12].

medication status for antihypertensive drug(p<0.05).

The rate of folk therapy use was 16.2%. The rate of folk therapy use was higher when they had no family,

when they had knowledge about hypertension on the average, when they had hypertension over 10

years(p<0.05), and when they experienced side effects of antihypertensive drug and when they had irregular

medication for antihypertensive drug(p<0.01).

The rates of drug use except antihypertensives, medical equipment use, and folk therapy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hypertensives' own explanatory model for hypertension(p<0.05).

Conclusions : On consideration of above findings, it would be essential to provide knowledge about

hypertension and its treatment, and severity of hypertension complications through heal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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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핀란드 등 세계 많은 나라에서 범국가적인 지역사회 고혈압관리 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효과를 보

았고[12]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공공보건기관을 통한 고혈압관리를 비롯한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고혈압 관리 사업은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일차 예방사업 중에서 가

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사업이라 할 것이다.

고혈압은 현대의학의 발달로 잘 관리될 수 있는 질환으로 증명되어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약물복용, 건강생활실천 등 치료순응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농촌지역 고혈압 환자들이

그들의 고혈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거나 인식하고 있으며, 혈압강하 약물복용과 건강생활실천 외에 고혈압 치료

를위하여 어떤행위를하는지에대한구체적인조사는 별로없는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 관련 지식과 고혈압에 대한 설명모형, 고혈압에 대한

관리행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농촌지역 고혈압환자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

다.

대상 및 방법

경상남도 거창군 관내 17개 보건진료소에서 지역사회진단을 통해 고혈압으로 확인된 618명을 대상으로 2002년 9

월에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대상 지역이 인구구조가 노령화한 농촌지역 주민인 점을 감안하여 17명의 보건진료원이 내소환

자 또는 가정방문(거동불편환자)을 통해 직접 대상자를 면담하면서 설문지를 작성토록하였으며, 조사 요원은사전

에본연구자로부터설문지작성요령을 사전숙지후설문조사에임하였다.

설문지는 기존의 참고문헌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여 개발하였다. 설문내용에는 일반적인 특

성(성별, 연령, 혼인여부, 가족구성원, 교육수준, 직업, 경제상태, 의료보장 종류 등), 고혈압 관련 특성, 고혈압 환자

가 알고 있는 고혈압에 대한 지식, 고혈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지에 대한 문항과 관리 행태에 관한 문항

을포함하였다.

고혈압에 대한 지식은 지나친 소금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킨다, 뚱뚱한 사람이 고혈압에 더 잘 걸린다, 고혈압

이 있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고혈압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중풍 등의 합병증

이 생긴다, 고혈압을 치료하면 정상 혈압으로 조절될 수 있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고혈압이 더 많다, 복용하던 혈압 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상승한다, 고혈압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

다의 8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 그리고 모름을 제시하여 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8문항 중 7문항 이상을 옳

게 알고 있는 경우 고혈압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하였고, 4-6문항을 옳게 알고 있는 경우 보통, 3문항

이하에 대해 옳게 알고 있는 경우 고혈압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하였다.

설명모형(explanatory model)의 구조는 Kleinman[13]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건강상태에 대한 해석과 행동을 이해

하는데 사용되는 문화적인 지식과 개인 특유의 경험 두 가지에 근거한 건강과정에 대한 인지적 모델이다. 설명

모형은 병인(etiology), 증상의 발현 시기(timing of the onset of symptoms), 병태생리학(pathophysiology), 질병

의경과(course of sickness), 그리고치료(treatment)의 차원으로구성된다.

자신의 고혈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모형에 해당하는 문항으로는 위의 차원을 고려하여 사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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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통해자체적으로개발하였는데, 고혈압이 왜생겼다고생각하십니까? , 본인이앓고 있는고혈압은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혈압의 치료는?의 문항에 대해 답하도록 하였다. 고혈압이 생긴 원인에 대해 유전적

으로, 음식을 짜게 먹어서, 살이 쪄서 등으로 응답한 경우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였고, 고생을 많이 해

서, 어떤 손해 등으로 충격을 받아서, 잘 못 먹어서, 약을 잘못 먹어서 등으로 답한 경우 비의학적으로 설명하

는것으로 하였다.

고혈압 관리행태로는 고혈압약 복용실태, 고혈압약 이외의 한약재나 조약 등의 기타 약 복용 실태, 고혈압 치료

를 위해 의료기기 상사에서 판매하는 게르마늄이나 옥매트 등의 사용 경험, 고혈압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을 사용

한경험등에대해질문하였다.

분석은 고혈압환자의일반적 특성, 고혈압에 대한지식, 고혈압 관련특성, 고혈압설명모형에따른약물요법순

응도와약물요법외의치료를위한행위를분석하였다.

설문을 통하여 조사된 자료들은 SPSS/PC for Windows 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의 내용을 분석하

였으며 통계적 검증은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결 과

대상자 618명 중 고혈압 약을 처방대로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는 68.9%, 고혈압 약을 복용은 하

나 처방전대로 복용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는 23.5%였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는 7.6%

였다. 고혈압약 복용실태는여자가처방전대로 복용한다는 응답이 71.4%로 남자의 62.2%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p<0.05), 경제상태에서 잘산다라고응답한경우 처방전대로복용하는율이유의하게높았다(p<0.01)(표 1).

고혈압관련 특성과 고혈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는 고혈압에 대한 지식수준과 고혈압이 생긴

원인, 자신이 인지하는 본인의 고혈압의 심각성, 그리고 고혈압의 치료효과에 대한 설명방법에 따라 고혈압 약 복

용실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처방전대로 고혈압 약을 복용한다가 고혈압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군

에서 79.7%, 보통인 군에서 64.3%,낮은 군에서 34.3%로 고혈압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처방전대로 고혈압

약을복용하고있었고, 고혈압이 생긴 원인을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경우와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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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적특성에따른고혈압약복용실태

단위: %

대상

자수

고혈압약복용군
비복용군

처방전
대로

불규칙적
으로

성별*

남 164 62.2 25.6 12.2

여 454 71.4 22.7 5.9

연령(세)

50미만 102 74.5 22.5 2.9

50-59 204 70.6 22.1 7.4

60-69 214 65.0 24.8 10.3

70이상 98 68.4 24.5 7.1

배우자

유 390 69.2 22.6 8.2

무 228 68.4 25.0 6.6

가족

유 431 68.9 22.3 8.8

무 187 69.0 26.2 4.8

학력

무학 418 67.7 24.2 8.1

초졸 156 69.2 24.4 6.4

중졸이상 44 79.5 13.6 6.8

직업

유 393 70.2 22.4 7.4

무 225 66.7 25.3 8.0

경제상태**

잘산다 98 74.5 21.4 4.1

보통이다 371 68.2 23.2 8.6

못산다 149 67.1 25.5 7.4

의료보장

의료급여 79 74.7 19.0 6.3

건강보험 539 68.1 24.1 7.8

계 618 68.9 23.5 7.6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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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을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고혈압은 평생 치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고혈압 약을 처방전대로 복용

하고있었다(표 2).

지난 1년간 고혈압 치료를 위해 한약재, 조약 등 고혈압 약 이외의 다른 약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고혈압환자

는 12.5%였는데, 일반적특성에따라 사용률에

표 2. 고혈압관련 특성과 설명모형에 따른 고혈압약
복용실태

단위: %

대상자

수

고혈압약복용군 비복용

군처방전
대로

불규칙
적으로

고혈압에대한지식**

높다 316 79.7 15.2 5.1

보통이다 235 64.3 30.2 5.5

낮다 67 34.3 38.8 26.9

고혈압이환기간

1년미만 37 64.9 24.3 10.8

1-3년 149 68.5 22.8 8.7

4-5년 183 72.1 20.2 7.7

6-10년 181 65.7 27.1 7.2

10년이상 68 72.1 23.5 4.4

고혈압이생긴원인**

의학적원인 171 77.1 17.1 5.9

비의학적원인 172 70.9 25.6 3.5

모르겠다 275 62.5 26.5 10.9

본인고혈압의정도**

심함 306 78.1 20.6 1.3

보통 224 61.6 30.4 8.0

심하지않음 88 55.7 15.9 28.4

고혈압치료에대한생각**

평생치료해야한다 506 77.9 16.8 5.3

완치될수있다 40 42.5 57.5 0.0

치료해도소용없다 72 20.8 51.4 27.8

* p<0.05, ** p<0.01.

차이는 없었다(표 3).

고혈압관련 특성과 고혈압에 대한 설명모형에 따른 기타 약 복용 실태는 표 4와 같다. 고혈압치료의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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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경우(p<0.01), 고혈압약을 불규칙적으로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타 약(한약재, 조약 등)
복용실태

단위: %
대상자수 있 다 없 다

성별

남 164 8.5 91.5
여 454 13.9 86.1

연령(세)
50미만 102 16.7 83.3
50-59 204 10.3 89.7
60-69 214 13.6 86.4
70이상 98 10.2 89.8

배우자

유 390 12.8 87.2
무 228 11.8 88.2

가족

유 431 11.1 88.9
무 187 15.5 84.5

학력

무학 418 12.7 87.3
초졸 156 12.2 87.8
중졸이상 44 11.4 88.6

직업

유 393 10.7 89.3
무 225 15.6 84.4

경제상태

잘산다 98 13.3 86.7
보통이다 371 13.5 86.5
못산다 149 13.4 86.6

의료보장

의료급여 79 8.9 91.1
건강보험 539 13.0 87.0

계 618 12.5 87.5

복용하는 경우(p<0.01), 본인의고혈압이심하다고느낄수록(p<0.05), 고혈압은일정기간치료하면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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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혈압관련 특성과 고혈압에 대한 설명모형에
따른기타약복용실태

단위: %

대상자수 있 다 없 다

고혈압에대한지식

높다 316 12.0 88.0

보통이다 235 13.2 86.8

낮다 67 11.9 88.1

고혈압이환기간

1년미만 37 5.4 94.6

1-3년전 149 9.4 90.6

4-5년전 183 13.1 86.9

6-10년전 181 12.2 87.8

10년이상 68 22.1 77.9

고혈압치료의부작용경험**

있다 115 28.7 71.3

없다 503 8.7 91.3

고혈압약복용실태**

처방전대로복용 426 10.1 89.9

불규칙적복용 146 21.9 78.1

비복용 46 4.3 95.7

고혈압이생긴원인

의학적원인 171 15.2 84.8

비의학적원인 172 14.0 86.0

모르겠다 275 9.8 90.2

본인고혈압의정도*

심함 306 14.7 85.3

보통 224 12.5 87.5

심하지않음 88 4.5 95.5

고혈압치료에대한생각*

평생치료해야한다 506 10.9 89.1

완치될수있다 40 17.5 82.5

치료해도소용없다 72 20.8 79.2
* p<0.05, ** p<0.01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고혈압 약으로 치료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p<0.05) 기타 약 복용률이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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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약 이외의 약을 사용한 이유로는 신약보다 부작용이 적을 것 같아서가 36.4%로 가장 높았고, 신약만으로

는 효과가 없어서(19.5%), 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14.3%) 등이었다. 기타약을 복용한 방법은 고혈압 약을 잠시 중

단하고복용한 경우가 53.2%로 가장 높았고, 고혈압 약과 시차를 두고먹은 경우가 33.8%였다. 기타 약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주위의 권유가 49.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자식이 사주어서(26.0%) 였다. 기타 약의 효과에 대해서

는 16.9%가효과가있었다고하였다(표 5).

일반의료기기판매점에서판매하는게르마늄, 옥매트등의의료기기를사용한경험이있는대상자는 18.9%였는데, 연

령에따라사용률에차이가있었다(p<0.05)(표6).

표 5. 최근 1년 동안 혈압약 이외의 기타약 복용 이
유, 방법, 동기및효과

대상자수 %
고혈압약이외의약을사용한이유

신약만으로효과가없어서 15 19.5
체력을보강하기위하여 11 14.3
신약보다부작용이적을것같아서 28 36.4
그외 23 29.9

기타약을복용한방법
고혈압약과동시에먹는다 10 13.0
시차를두고먹는다 26 33.8
고혈압약을잠시중단한다 41 53.2

기타약을구입하게된동기
대중매체 4 5.2
주위권유 38 49.4
자식이사줘서 20 26.0
그외 15 19.4

기타약의효과
효과있었다 13 16.9
효과없었다 10 13.0
잘모르겠다 54 70.1

계 75 100.0

의료기기 사용률은 고혈압치료의 부작용 경험이 없는 경우(p<0.01),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p<0.01), 고

혈압이왜 생겼는지모르겠다고답한경우(p<0.01), 본인의 고혈압이심하지않다고생각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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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게르마늄, 옥매트 등의 의
료기기사용실태

단위: %

대상자수 있 다 없 다
성별

남 164 14.0 86.0
여 454 20.7 79.3

연령(세)*

50미만 102 16.7 83.3
50-59 204 25.0 75.0
60-69 214 16.8 83.2
70이상 98 13.3 86.7

배우자

유 390 17.4 82.6
무 228 21.5 78.5

가족

유 431 18.8 81.2
무 187 19.3 80.7

학력

무학 418 18.7 81.3
초졸 156 17.9 82.1
중졸이상 44 25.0 75.0

직업

유 393 17.0 83.0
무 225 22.2 77.8

의료보장

의료급여 79 13.9 86.1
건강보험 539 19.7 80.3

경제상태

잘산다 98 17.3 82.7
보통이다 371 21.0 79.0
못산다 149 14.8 85.2

계 618 18.9 81.1
* p<0.05.

낮았다(p<0.05)(표 7).

게르마늄, 옥매트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이유로는 단기간의 치료로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가 50.4%로 가장

높았다. 구입하게된동기는 자식이사주어서가 53.8%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이 주위사람의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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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고혈압관련특성과고혈압에대한설명모형에따
른게르마늄, 옥매트등의의료기기사용실태

단위: %

대상자

수
있다 없다

고혈압에대한 지식
높다 316 17.1 82.9
보통이다 235 20.0 80.0
낮다 67 23.9 76.1

고혈압이환기간
1년미만 37 8.1 91.9
1-3년전 149 16.1 83.9
4-5년전 183 23.5 76.5
6-10년전 181 18.8 81.2
10년이상 68 19.1 80.9

고혈압치료의 부작용경험**

있다 115 37.4 62.6
없다 503 14.7 85.3

고혈압약복용 실태**

처방전대로복용 426 19.5 80.5
불규칙적복용 146 22.6 77.4
비복용 46 2.2 97.8

고혈압이생긴 원인**

의학적원인 171 25.1 74.9
비의학적원인 172 20.9 79.1
모르겠다 275 13.8 86.2

본인고혈압의 정도*

심함 306 21.9 78.1
보통 224 18.3 81.7
심하지않음 88 10.2 89.8

고혈압치료에 대한생각
평생치료해야 한다 506 17.8 82.2
완치될수있다 40 30.0 70.0
치료해도소용없다 72 20.8 79.2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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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였다. 효과에 대해서는 12.0%가 효과가 있었다

고하였다(표 8).

표 8. 게르마늄, 옥매트등의의료기기사용동기, 이유
및효과

대상자

수
%

사용한동기

본인이원해서 20 17.1

주위사람의권유로 24 20.5

자식이사주어서 63 53.8

대중매체나광고지 10 8.5

사용한이유

단기간의 치료로 나을 수 있을
것같아서 59 50.4

고혈압약의효과를믿지못해

서
5 4.3

고혈압 약의 부작용을 우려해

서
12 10.3

기 타 41 35.0

효 과

효과있었다 14 12.0

효과없었다 29 24.8

잘모르겠다 74 63.2

계 117 100.0

고혈압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6.2%였는데, 가족이 없는 경우에 민간요법 사용

률이높았다(p<0.05)(표 9).

민간요법 사용률은 고혈압에 대한 지식과 고혈압 이환기간(p<0.05), 고혈압치료의 부작용 경험여부, 고혈압

약 복용실태, 본인의 고혈압이 심각 정도, 고혈압 치료에 대한 생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표

10).

민간요법을 사용한 동기는 주위 사람의 권유로가 70.0%로 가장 높았다. 사용한 이유는 단기간의 치료로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34.0%), 고혈압 약의 부작용을 우려해서(32.0%) 등이었고, 사용자의 22.0%가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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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일반적특성에따른민간요법사용실태
단위: %

대상자

수
있 다 없 다

성 별
남 164 12.2 87.8
여 454 17.6 82.4

연령(세)
50미만 102 15.7 84.3
50-59 204 15.7 84.3
60-69 214 16.4 83.6
70이상 98 17.3 82.7

배우자
유 390 14.6 85.4
무 228 18.9 81.1

가족*

유 431 13.7 86.3

무 187 21.9 78.1
학력

무학 418 16.0 84.0
초졸 156 16.7 83.3
중졸이상 44 15.9 84.1

직업
유 393 15.3 84.7
무 225 17.8 82.2

의료보장
의료급여 79 11.4 88.6
건강보험 539 16.9 83.1

경제상태

잘산다 98 18.4 81.6
보통이다 371 15.6 84.4

못산다 149 16.1 83.9

계 618 16.2 83.8

* p<0.05.

사용한 민간요법에 대해 중복 응답한 89명의 자료를 내용분석 한 결과, 89명 중 11명(12.4%)이 돌미나리즙을 사

용한 적이 있다고 하여 가장 많았고, 여러 민간한약재와 감잎차가 각각 10명(11.2%), 감식초와 솔잎가루가 각각 8

명(9.0%), 곡우물(고로쇠물) 6명(6.7%)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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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고혈압관련 특성과 고혈압 설명모형에 따른
민간요법사용실태

단위: %
대상자수 있다 없 다

고혈압에대한

지식*

높다 316 12.7 87.3
보통이다 235 21.3 78.7
낮다 67 14.9 85.1

고혈압이환기간*

1년미만 37 10.8 89.2
1-3년 149 16.1 83.9

4-5년 183 13.1 86.9

6-9년 181 15.5 84.5
10년이상 68 29.4 70.6

고혈압치료의부작용경험**

있다 115 34.8 65.2
없다 503 11.9 88.1

고혈압약복용

실태**

처방전대로복용 426 12.7 87.3
불규칙적복용 146 30.8 69.2
비복용 46 2.2 97.8

고혈압이생긴원인
의학적 원인 171 13.5 86.5
비의학적원인 172 19.8 80.2
모르겠다 275 15.6 84.4

본인고혈압의

정도**

심함 306 20.9 79.1
보통 224 14.7 85.3

심하지 않음 88 3.4 96.6
고혈압의치료에대한생각**

평생치료해야

한다
506 14.0 86.0

완치될 수있다 40 27.5 72.5
치료해도

소용없다
72 25.0 75.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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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89명중 4명이상이사용한적이있다고응답한민간요법은 표 12와같다.

표 11. 민간요법사용동기, 이유및효과

대상자수 %

사용한동기

본인이원해서 8 8.0

주위사람의권유로 70 70.0

자식이사주어서 9 9.0

대중매체나광고지 9 9.0

기타 4 4.0

사용한이유

단기간의치료로나을수
있을것같아서

34 34.0

고혈압약의효과를믿지못해서 3 3.0

고혈압약의부작용을우려해서 32 32.0

기타 31 31.0

효과

효과있었다 22 22.0

효과없었다 15 15.0

잘모르겠다 63 63.0

계 1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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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사용한민간요법내용

사용자수
(N=89)

%

돌미나리즙 11 12.4

여러민간한약재 10 11.2

감잎차 10 11.2

감식초 8 9.0

솔잎가루 8 9.0

곡우물(고로쇠물) 6 6.7

양파즙 5 5.6

느릅나무즙 4 4.5

오가피 4 4.5

고 찰

대상자 618명 중 고혈압 약을 처방대로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는 68.9%, 고혈압 약을 복용은 하

나 불규칙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는 23.5%였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는 7.6%였다. 그간의 농촌지역을 대

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혈압으로 진단 받은 후 고혈압 치료를 대체로 잘 받고 있는 환자는 20-45% 정도

였는데[6, 14-21] 이와 비교하면 본 연구의 치료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연구대상 지역이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으로보건진료원들이고혈압관리를하고있는지역이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혈압 약 복용실태는 성과 경제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가 처방전대로 복용한다

는 응답이 71.4%로 남자의 62.2%에 비해 높았고, 경제상태에서 잘산다라고 응답한 경우 처방전대로 복용하는 율

이 높았다.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Kam 등[21]과 Kim 등[22]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치료순응도가높아 본연구와는차이가있었다.

고혈압관련 특성과 고혈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는 처방전대로 고혈압 약을 복용한다가 고

혈압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군에서 79.7%, 보통인 군에서 64.3%, 낮은 군에서 34.3%로 고혈압에 대한 지식수준

이 높을수록 처방전대로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고혈압이 생긴 원인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경우와 본인의

고혈압을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고혈압은 평생 치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고혈압 약을 처방전대로 복용

하고 있었다. Lee 등[20]의 연구에서도 고혈압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고혈압을 심각하게 생각할수록 치료순

응도가 높았고, 건강신념모형을 이용한 Kim 등[4]의 연구와 Bae 등[16]의 연구에서도 고혈압에 대한 심각성이 치

료순응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Kleinman[13]의 설명모형에 의하면 본인의 질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고혈압이 생긴 원인에 대해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와고혈압 치료에대해평생치료해야하는것으로설명하는경우치료순응도가높아 부합되고있었다.

지난 1년간 고혈압 치료를 위해 한약재, 조약 등 고혈압 약 이외의 다른 약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고혈압환자

는 12.5%였는데, 고혈압치료의 부작용을 경험 한 경우, 고혈압약을 불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본인의 고혈압이

심하다고 느낄수록, 고혈압은 일정 기간 치료하면 완전히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고혈압 약으로 치료해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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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타 약복용률이높았다. Kim 등[4] 연구와 Bae 등[16]의연구에서 심각성, 장애도 등

이 치료순응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건강신념모형과 KAP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을 이용하고자 태도 변

수를 매개로 두 모형의 구성요소를 복합한 이론적 틀을 고안하여 사용한 Lee 등[20]의 연구에서도 심각성이 태도

를 통하여 치료순응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장애도가 치료순응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들 연구로 미루어 고혈압약을 복용하다가 부작용을 느낀 경우 즉, 장애도가

높은 경우 치료순응도가 떨어지고 대신 다른 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연구 결과 고혈압 약 이외의

약을 사용한 이유로 신약보다 부작용이 적을 것 같아서가 36.4%로 가장 높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자신의 고혈

압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 다른 치료도 병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혈압약을 불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다

른 약 사용률이 높은 것은 고혈압약 대신으로 다른 약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일정기간만 치료하면

고혈압이 완전히낫는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완치를 위해다른약을 사용하는것으로생각된다.

기타 약을 복용하는 방법은 고혈압 약을 잠시 중단하고 복용한 경우가 53.2%로 가장 높았고, 고혈압 약과 시차

를 두고 먹은 경우가 33.8%로 대부분 다른 약을 사용하는 경우 고혈압약의 복용을 중단하였고, 기타 약을 구입하

게된 동기는 주위의 권유가 49.4%로 가장 높아, 고혈압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인보건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생각된다.

일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게르마늄, 옥매트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8.9%였는

데, 고혈압치료의 부작용 경험이 있는 경우, 고혈압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고혈압이 왜 생겼는지를 의학

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본인의 고혈압이 심하다고 생각할수록 높았다. 고혈압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고혈

압이 왜 생겼는지를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본인의 고혈압이 심하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이유는 게르마늄이나

옥매트를 하나의 치료방법으로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군에서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게르마늄,

옥매트 등의의료기기를 사용한이유로는 단기간의 치료로 나을수 있을것 같아서가 50.4%로 가장 높은것이 이

를 뒷받침하고 있다. Kleinman[13]의 설명모형으로 해석하면 고혈압이 생긴 원인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군에서

이들의료기기들을하나의의학적인치료방법으로생각하여사용률이높은것으로 생각된다.

고혈압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을사용한경험이있는 대상자는 16.2%였는데, 고혈압에 대한 지식이 보통인 군, 고

혈압 이환기간이 긴 군, 고혈압치료의 부작용 경험이 있는 군, 고혈압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군, 본인의 고혈

압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군, 고혈압은 약으로 치료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일정기간만의 치료로 완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군에서 사용률이 높았다. 고혈압에 대한 지식이 높지 않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과 고

혈압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민간요법을 많이 사용하므로이에 대한 보건교육이필요한것으로생각

되며, 고혈압은 약으로 치료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일정기간만의 치료로 완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이 민간요법 사용률이 높아 Kleinman[13]의 설명모형과 일치하고 있는데, 고혈압에 대한 정확한 지식습득을 위

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제대로 고혈압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민간요법을 사용한 동기는 주위 사람의 권유

로가 70.0%로 가장 높아 근거없이 주위의 권유에 의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건교육 등을 통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것으로생각된다.

고혈압 약 이외의 다른 약, 의료기기, 민간요법에 대해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16.9%, 12.0%,

22.0%로낮은 편이었다.

행동의 공변화성(covariance)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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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ott와 유사하게, 질병에 이환된 사람의 병인과 질병의 경과, 심각성, 치료방법의 유효성 등에 대한 인식이

실제 치료행태나 질병을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질병관리를 위한 행

위들이 단독으로 행하여지기 보다는 어느 정도 동시적으로 행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약복

용의 순응도와 게르마늄, 옥매트 등의 의료기기 구입행위를 비교해 보면 고혈압이 생긴 원인이나 심각성의 경우는

약물복용 순응도와 의료기기의 구입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고혈압약 복용 여부와 의료기기의 구입여부 간

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질병의 치료행위들 간의 공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질병치료나

건강관리를위한행위의 공변화에대한 연구는추가적으로시행되어야할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 번째로 치료경험 정도를 설문조사로 파악하여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문조사시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의 정보는 신뢰성이 있고, 치료를 지속적

으로 받는 사람이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5, 26] 설문조사는 비

용이 저렴하고 조사가 쉽다는 이점이 있어, 지역사회 조사에 있어서 설문조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

다. 둘째, 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농촌지역을 대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런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농촌지역 고혈압 환자의 관리행태를 알아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고혈압관리사업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혈압 발생을 예방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치료순응도를 높이는 등 제대로 고혈압을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

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본 연구 결과 고혈압에 대한 지

식수준을 높이고고혈압을과학적으로 설명하는것이 중요하므로보건교육이매우 중요하다하겠다[18, 20].

이상의 결과, 고혈압 환자의 고혈압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보건교육을 통해 고혈압에 대한

정확한지식을습득하도록하고고혈압을정확하게설명할수있도록 하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요 약

경상남도 거창군 관내 17개 보건진료소에서 지역사회진단을 통해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618명을 대상으

로 2002년 9월에 고혈압관리행태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한 결과는다음과 같다.

대상자 618명 중 고혈압 약을 처방대로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는 68.9%, 고혈압 약을 복용은 하

나 불규칙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는 23.5%였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는 7.6%였다. 여자가 처방전대로 복

용한다는 응답이 71.4%로 남자의 62.2%에 비해 높았고(p<0.05), 경제상태에서 잘산다라고 응답한 경우 처방전대

로복용하는율이높았다(p<0.01).

고혈압관련 특성과 고혈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는 고혈압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처방

전대로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고혈압이 생긴 원인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경우와 본인의 고혈압을 심각하

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고혈압은 평생 치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고혈압 약을 처방전대로 복용하고 있었다

(p<0.01).

지난 1년간 고혈압 치료를 위해 한약재, 조약 등 고혈압 약 이외의 다른 약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고혈압환자

는 12.5%였다. 고혈압치료의 부작용을 경험 한경우(p<0.01), 고혈압약을불규칙적으로 복용하는경우(p<0.01),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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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혈압이 심하다고 느낄수록(p<0.05), 고혈압은 일정 기간 치료하면 완전히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고혈압

약으로치료해도소용이 없다고생각하는경우(p<0.05) 기타약복용률이높았다.

고혈압 약 이외의 약을 사용한 이유로는 신약보다 부작용이 적을 것 같아서가 36.4%로 가장 높았고, 신약만으로

는 효과가 없어서(19.5%), 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14.3%) 등이었다. 기타 약을 복용한 방법은 고혈압 약을 잠시

중단하고 복용한 경우가 53.2%로 가장 높았고, 고혈압 약과 시차를 두고 먹은 경우가 33.8%였다. 기타 약을 구입

하게된 동기는 주위의 권유가 49.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자식이 사주어서(26.0%) 였다. 기타 약의 효과에 대

해서는 16.9%가효과가있었다고하였다.

일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게르마늄, 옥매트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8.9%였는

데, 연령에 따라 사용률에 차이가 있었고(p<0.05), 고혈압치료의 부작용 경험이 없는 경우(p<0.01), 고혈압약을 복

용하지 않는 경우(p<0.01), 고혈압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p<0.01), 본인의 고혈압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낮았다(p<0.05).

게르마늄, 옥매트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이유로는 단기간의 치료로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가 50.4%로 가장

높았다. 구입하게 된 동기는 자식이 사 주어서가 5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주위 사람의 권유로 20.5%였

다. 효과에대해서는 12.0%가효과가있었다고하였다.

고혈압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6.2%였는데, 가족이 없는 경우에 민간요법 사용

률이 높았고(p<0.05), 고혈압에 대한 지식이 보통이거나 고혈압 이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p<0.05), 고혈압치료

의 부작용 경험이 있는 경우, 고혈압 약을 불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본인의 고혈압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고

혈압 치료에 대한 생각이 단기간의 치료로 완치될 수있다고생각하거나 고혈압약으로치료해도소용이없다고생

각하는경우민간요법사용률이높았다(p<0.01).

민간요법을 사용한 동기는 주위 사람의 권유로가 70.0%로 가장 높았다. 사용한 이유는 단기간의 치료로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34.0%), 고혈압 약의 부작용을 우려해서(32.0%) 등이었고, 사용자의 22.0%가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사용한 민간요법으로는 사용자의 12.4%가 돌미나리즙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여 가장 높았고, 여러 민간한약재

(11.2%)와감잎차(11.2%), 감식초(9.0%)와솔잎가루(9.0%)의순이었다.

이상의 결과, 고혈압 환자의 고혈압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평소에 보건교육을 통해 고혈압에 대한

정확한지식을습득하도록하고고혈압을정확하게설명할수있도록 하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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