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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Management of hypertension has been performed mainly in primary care institutions, but hypertension
control in population is still unsatisfactory. This study was aimed at finding a strategy to improve health promotion
activities in patients with hypertension by e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health behaviors and quality of primary
care.
Methods: April to June in 2007, a questionnaire survey of the patients who has a family physician as a usual source of care
was conduc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rimary Care Assessment Tool (KPCAT). In this study, a usual source
of care was defined as a physician of the persons who had visited their primary care clinic on six or more occasions over
a period of more than 6 months. Of the data collected from 9 private clinics (3 in Seoul and 6 at small cities), cases of
the patients who marked on having hypertension were selected. The associations between levels of quality of primary
care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r health behaviors were analysed by Student t-test and chi-square test.
Controlling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e association between quality of primary care and health behaviors was
examined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mong the patients (n = 602) of 9 private clinics who has a family physician as a usual source of care, those who
marked on having hypertension were 134. Among 5 domains of the KPCAT, the highest domain in score was personalized
care (71.7/100), and the lowest domain in score was coordination function (49.7/100). In patients who gave total average
(69.2/100) or more in total primary care score, after adjustment with age, sex, income, education, and duration, odds
ratio to have a normal BMI (<25 kg/m2) was 2.53 (P = 0.02), and odds ratio to have a habit drinking an adequate amount
of alcohol was 4.32 (P = 0.02).
Conclusion: The fact that high-quality primary care was associated with good health behaviors in this study suggests that
improving quality of primary care by health care reform can make health behaviors more desirable in patients with
essential hyper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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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은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및 신부전 발
생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1) 고혈압의 성공적인
관리는 뇌졸중을 40%, 심근경색을 15% 감소시켜,2) 심뇌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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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예방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증진시고 수명을 연장시킨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다. 그렇지만 지구상 많은 곳에서 고혈압에 대한 관리는 불충
분한 상태로 남아 있다. 게다가 고혈압은 다른 심혈관질환 위
험요인들, 가령 흡연,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과 함께 존재하여

방법

고혈압에 기인하는 심혈관질환을 심화시킨다. 전 세계적으
로 이와 같이 고혈압 환자에게 함께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을

본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방법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

충분하게 다루지는 못하고 있어서 고혈압의 이환율과 사망률

병원 기관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

3,4)

았다.

증가를 초래시켜 왔다.

고혈압은 그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성인의 약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유병률 또한 30세 이상에서 26.9%에 이
5,6)

1. 연구대상자 선정 및 자료 수집 과정

하지만 이러한 높은 유병률

한국 일차의료 평가도구(Korean Primary Care Assessment

과 더불어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잘 알려져 있고 비교적 진단

Tool, KPCAT) 개발과 타당도 연구를 위해 2007년 4월부터

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고혈압 환자들 중에서 의

2007년 6월에 걸쳐 수도권과 지방에 위치한 의료기관 15곳에

사로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은 분율(인지율)은 66.1%, 혈압강

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13) 자료 수집은 일정한 교육을 받

르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다.

하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분율(치료율)은 59.4%, 그리

은 면접원의 안내에 따라 의원의 대기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고 수축기혈압 140 mmHg 미만이면서 이완기혈압 90 mmHg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방문

미만인 분율(조절률)은 42.4%수준이다.6) 순환기계 질환(뇌혈

경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참가 대상

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고혈압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은 18세 이상의 성인이었지만, 환자가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7)

이 암 다음으로 높은 현실 과 점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행

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그

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고혈

중에서 가정의학과 의원 9곳(서울 3곳, 중소 도시 6곳)을 방문

8)

압 및 관련 질환으로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추고 불필요한

한 고혈압 환자 134명이 작성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의료비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혈압 관리에
있어 약물의 투약 뿐 아니라 체중조절, 저염식 등의 식이조절,

2. 설문내용

신체활동 증가, 절주 등의 생활습관 개선은 고혈압 관리에 상

KPCAT는 우리나라 일차의료 개념 정의14)를 바탕으로 문

당한 효과가 있으며 고혈압 환자의 치료에 반드시 포함시켜

항 수집과 개발, 전문가 자문, 요인 분석, 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9)

야 할 사항으로 권고되고 있어 의사는 환자의 건강행태를 파

개발되었다.13) 이것은 환자 등 서비스 이용자가 일차의료를

악하고 필요하다면 적합한 권고를 주어야 하며 향후 진료 계

평가하는 설문 도구이다. 최초접촉(first contact, 5문항), 포괄성

획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고혈압 환자의 관리에 있어서도

(comprehensiveness, 4문항), 조정기능(coordination function, 3문

매우 중요하다.

항), 전인적 돌봄(personalized care, 5문항), 가족/지역사회 지

국내에서 고혈압의 경우 주요 치료 기관으로서 의원이

향성(family/community orientation, 4문항) 등 5개 영역, 21개 문

52.5%, 보건소가 14.0%, 대학병원이 10.3% 등으로 조사된 바 있

항으로 구성된다. 최초접촉의 경우 5개의 독립적인 하부척도

10)

고혈압 관리에는 일차의료 단계에서의 포괄적 접근이

(최초접촉 이용성, 물리적 접근성, 비용 적절성, 인구학적 접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동안 고혈압 환자들

근성, 기본처치와 시술)를 가지며, 각 문항의 평균점수로 계산

다.

11)

의 건강 행태 및 고혈압 환자들의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순
12)

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최종 점수는 100

응도 를 주제로 하는 연구 자료들이 있었지만, 개원 가정의

점 척도로 환산하여 제시된다. 설문의 내용에는 인구사회학

를 상용 치료원(usual source of care)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환자

적 질문(연령,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음주, 운동, 월평균

들의 일차의료 서비스 질과 건강행태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가구 총소득 수준, 학력 수준, 현재 앓고 있는 질환 개수, 방문

는 발표된 바가 없었다.

기간) 10개 문항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개원 가정의를 상용 치료원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환자들이 경험하는 일차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

3. 통계분석

결과와 그들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상호 연관성을 알아봄으

설문지답변에 대한 통계는 통계소프트웨어 SAS ver. 8.11

로써 향후 일차의료 영역에서 고혈압 환자의 건강증진 활동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였다. 인구학적 변수들,

가정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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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태 항목들, 그리고 KPCAT 각 영역별 점수의 성별 분포

가 많았으며,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1.4세로, 65세 이상 연령

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과

층이 57명(42.5%)이었다. 가구당 평균 소득은 204.4만원, 평균

t-검정을 이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교육기간은 8.9년, 그리고 첫 방문 후 경과기간은 평균 4.2년이

일차의료 서비스 질과 건강행태와의 연관성을 분석을 위해서

었다. 남성은 여성보다 가구당 소득이 많은 것으로(287 vs. 147

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일차의료 서비스 질은

만원), 교육기간이 긴 것으로(11.8 vs. 6.9년), 그리고 첫 방문 후

KPCAT 5영역의 총괄 평균 점수 이상인 군을 ‘양질의 일차의

경과기간이 짧은 것(3.8 vs. 4.6년)으로 응답하였다(P<0.05).

료 서비스를 경험하는 군’으로, 평균 점수 미만일 경우를 ‘그렇

개원 가정의를 상용치료원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남성 중

지 않은 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비만도는 체질량지수

30.9% (17/55)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주당 평균 소주

2

(body mass index, BMI) 25 kg/m 을 기준으로 비만군과 정상군

2.3병을 마시고 있어서, 고혈압 여성들의 건강행태(현재 흡연

으로 구분하였다. 운동습관에 관하여 미국 보건부의 성인을

율 8.9%, 주당 평균 음주량 소주 0.1병)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

위한 지침에서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 이상, 매회 최

였다. 주당 2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빈도에 있어서는 고혈압

소 10분 이상 할 것15)을 권하는 등 다양한 지침들이 존재하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주당 3.1 vs. 2.6회, P=0.291).

데, 본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매회 20분 이

비만도에 있어서는 고혈압 남녀 모두 과체중(BMI≥23 kg/m2)

상 실천하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구분하였다. 음주습관

에 해당되었지만, 고혈압 남성이 고혈압 여성보다 체질량지

에 관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3기 자료에 의하면, 남녀 모두

수가 더 높았다(24.5 vs. 23.4 kg/m2, P=0.049) (Table 1).

에서 15 g/d 미만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군은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이 유의하게 낮았고, 1주일에 4회 이상 알코올을 섭취할

2. KPCAT를 이용한 일차의료 서비스 질 평가

시 고혈압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16) 보고를 참고

개원 가정의를 상용 치료원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환자들

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1주당 소주 1병 이하 음주군(적정 음주

은 자신이 경험한 일차의료 서비스 질에 대해서 KPCAT 일차

군)과 그 이상의 음주군으로 구분하였다.

의료 총괄평균 점수로 69.2점을 부여했다. 이들은 KPCAT 5영
역 중, 전인적 돌봄(91.7점)과 최초접촉(88.1점) 영역에 대해
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그리고 조정기능(49.7점)과 포

결과

괄성(52.7점) 영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
했다. 고혈압 여성은 고혈압 남성보다 포괄성(57.5 vs. 49.3점),
가족/지역사회 지향성(67.5 vs. 61.5점), 그리고 최초접촉 영역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분포와 건강행태
성별로는 여자가 79명(59%), 남자는 55명(41%)으로 여자

의 하부척도인 물리적 접근성(95.0 vs. 88.6점)에 대해서 유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d patients with essential hypertension who visit a family physician as a usual source of care.
Total (n = 134)

Male (n = 55)

Female (n = 79)

P-value

Age (y)

61.4 ± 12.5

57.4 ± 11.9

61.5 ± 10.6

0.002

Income (KRW/household)

204 ± 231

287 ± 299

147 ± 146

0.001

Education (y)

8.9 ± 5.5

11.8 ± 4.7

6.9 ± 5.1

<0.0001

Duration since first visit (y)

4.2 ± 2.2

3.8 ± 2.1

4.6 ± 2.2

0.036

23.9 ± 3.2

24.5 ± 3.1

23.4 ± 3.1

0.049

Exercise (aerobic, ≥20 min/wk)

2.8 ± 2.7

3.1 ± 2.6

2.6 ± 2.8

0.291

Alcohol (bottle/wk, by Sojoo)

1.0 ± 2.2

2.3 ± 2.9

0.1 ± 0.5

<0.0001

Never

79 (59.0)

8 (14.5)

71 (89.9)

<0.001

Past

31 (23.1)

30 (54.5)

1 (1.3)

Present

24 (17.9)

17 (30.9)

7 (8.9)

2

BMI (kg/m )

Smoking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or number (%). Student t-test or chi-square test.
KRW: Korea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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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낮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최초접촉 영역의 하부척도인

(71.7점)은 고혈압 여성(67.5점)보다 유의하게 높은(P=0.048)

인구학적 접근성(93.6 vs. 98.7점)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Table 2).

점수를 부여했다. 일차의료 총괄평균에 대해서 고혈압 남성

Table 2. Five domains of primary care assessed by the Korean Primary Care Assessment Tool (KPCAT), in patients with essential
hypertension who visit a family physician as a usual source of care.
Five domains of the KPCAT

No. of item

Total (n = 134)

Male (n = 55)

Female (n = 79)

P-value

Personalized care

5

91.7 ± 10.1

92.6 ± 7.7

91.1 ± 11.4

0.347

Coordination function

3

49.7 ± 32.2

52.0 ± 34.5

48.0 ± 30.6

0.481

Comprehensiveness

4

52.7 ± 21.8

57.5 ± 19.9

49.3 ± 22.5

0.032

Family/community orientation

4

64.0 ± 16.9

67.5 ± 18.3

61.5 ± 15.5

0.043

(5)

88.1 ± 11.0

88.9 ± 11.3

87.5 ± 10.8

0.457

First contact-utilization

1

91.0 ± 16.9

90.5 ± 20.1

91.5 ± 17.4

0.737

Facility accessibility

1

91.2 ± 17.9

95.0 ± 15.0

88.6 ± 20.7

0.027

Cost appropriateness

1

83.2 ± 22.7

86.4 ± 22.0

81.0 ± 23.1

0.180

Demographic accessibility

1

96.6 ± 11.4

93.6 ± 16.1

98.7 ± 5.5

0.028

Basic health care

1

78.2 ± 31.6

79.1 ± 31.5

77.5 ± 31.9

0.780

21

69.2 ± 12.2

71.7 ± 13.2

67.5 ± 11.3

0.048

First contact*

†

Total primary care scor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Student t-test.
*One composite domain, first contact, consists of score average of 5 independent subscales. †Score average of 5 domains.
Table 3. Demographic features and health behaviors by the quality* of primary care in patients with essential hypertension who visit a
family physician as a usual source of care.

Total (n = 134)

Quality of primary care
†

High (n = 68)

Low‡ (n = 66)

P-value

Age (y)

61.4 ± 12.5

60.9 ± 12.5

62.0 ± 12.6

0.626

Income (KRW/household)

204 ± 231

234 ± 272

175 ± 180

0.150

Education (y)

8.9 ± 5.5

9.6 ± 5.8

8.2 ± 5.2

0.158

Duration since first visit (y)

4.2 ± 2.2

4.6 ± 2.2

3.8 ± 2.1

0.035

23.9 ± 3.2

23.4 ± 3.2

24.4 ± 3.1

0.064

Exercise (aerobic, ≥20 min/wk)

2.8 ± 2.7

2.7 ± 2.6

2.9 ± 2.8

0.654

Alcohol (bottle/wk, by Sojoo)

1.0 ± 2.2

0.7 ± 1.7

1.3 ± 2.7

0.130

Male

55 (41.0)

32 (47.1)

23 (34.8)

0.151

Female

79 (59.0)

36 (52.9)

43 (65.2)

Never

79 (59.0)

39 (57.4)

40 (60.6)

Past

31 (23.1)

19 (27.9)

12 (18.2)

Present

24 (17.9)

10 (14.7)

14 (21.2)

BMI (kg/m2)

Sex

Smoking

0.32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Student t-test or chi-square test.
*Assessed by the Korean Primary Care Assessment Tool (KPCAT). †Average (69.2/100) or more, ‡less than average in total primary care score
of the KP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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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경험하는 군과 그렇
지 않은 군의 특징 비교
일차의료 총괄 점수에 대해서 평균 점수(69.2점) 이상을
부여한 군을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경험하는 군(n=68)으

에 속할 교차비는 4.32배 높았다(95% CI, 1.27-14.76; P=0.020).
비흡연자에 속할 교차비(1.98배)와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
동을 하는 군에 속할 교차비(1.43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Table 4).

로 구분하고, 그렇지 않은 군(n=66)과 인구학적 특징 및 건강
행태를 비교하였다.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경험하는 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의원(상용 치료원)을 처음 방문한 후

고찰

경과기간이 유의하게 길었다(4.6년 vs. 3.8년, P=0.035). 그 밖에
성, 연령, 소득, 교육기간, 체질량지수, 운동 빈도, 음주량, 흡연
력에 있어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고혈압 관리에서 환자의 건강행태 파악 및 적절한 생활
습관 개선 권고 및 확인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
다.17,18) 예를 들면, 제 1기 고혈압 환자와 적정수준 이상의 혈압

4.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 경험 여부와 건강행태
사이의 연관성

법군, 조언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6개월간 시행된 PREMIER

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행동요법군, 행동요법과 식사요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교란 변수들(성, 연

임상시험에서, 체중 감량, 주당 최소 180분 이상의 신체 활동

령, 가구소득, 교육기간, 첫 방문 후 경과기간)을 통제한 상태

(중등도 이상 강도), 저염식(100 mEq/day 이하), 음주 제한 등

에서,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경험하는 군은 그렇지 않은

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혈압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

군의 건강행태를 비교하였다.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경험

었으며, 적정 수준 이상의 혈압을 가진 군에서 고혈압 발생률

하는 고혈압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체중이 정상인

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냈다.19) 그렇지만 고혈압 환자의

2

군(BMI<25 kg/m )에 속할 교차비(odds ratio)는 2.53배 높았고

50% 이상이 이용하는 우리나라 일차의료 기관에서10) 건강증

(95% CI, 1.13-5.66; P=0.024), 적정 음주(소주 1병/주 이하) 군

진 활동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또한 환자들은 생활습관 개선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는지 파악할 수 있는 국

Table 4. Influence of high-quality primary care on health behaviors

내 자료는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개원 가정의를 상용 치

and body mass index, in patients with essential hypertension who

료원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환자의 건강행태와 스스로 평가한

visit a family physician as a usual source of care.

일차의료 서비스 질(점수),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제
시하고 있다.

Odds ratio
estimates

95%
Confidence P-value
interval

KPCAT 5영역 중에서, 고혈압 환자들은 개원 가정의(상
용 치료원)의 전인적 돌봄 영역에 가장 높은 점수(91.7/100)

Non-smoker

1.98

0.67-5.82

0.215

를, 그리고 조정기능에 가장 낮은 점수(49.7/100)를 부여하였

Normal body mass index
(<25 kg/m2)

2.53

1.13-5.66

0.024

다. 이는 조정기능이 부실한 한국 일차의료의 현실을 드러내

Regular aerobic exercise
(≥3 times/wk, over 20 min)

1.43

0.65-3.15

0.374

Moderate alcohol drinking*
(≤1 bottle of Sojoo/wk)

4.32

1.27-14.7

0.020

는 것으로, 만성질환 관리에서 서비스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다. 포괄성 영역에서 고혈압 여성은 고혈압 남성에 비해서 낮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age, sex,
household income, education years, and duration since first visit
(n = 134). High- vs. low-(reference) quality primary care by the
primary care total average (69.2) of the Korean Primary Care
Assessment Tool (KPCAT).
*By data from the 2005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blood pressure was significantly lower in
people who drank moderate amount of alcohol (<15 g/d) than the
other groups, and frequent alcohol intake (≥ 4 times/wk) increased
the risk for hypertension, in both sex.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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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능이 중요함20,21)을 감안할 때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
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산부인과 개원의가 여성의 최초접촉
진료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는 의료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 고혈압 환자들이 가족/지역사회 지
향성 영역에서 남성 고혈압 환자보다 서비스 질을 낮게 평가
한 것은, 개원 가정의들이 이 영역에서 여성 환자들의 기대수
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차의료 서비스
질을 평균(69.2/100) 이상으로 높게 평가한 환자들은 낮게 평
가한 환자들보다 개원 가정의를 첫 방문 후 경과기간이 유의
하게 길었는데(4.6년 vs. 3.8년, P=0.035), 이는 일차의료 의사와
의 관계가 5년을 초과한 환자들은 5년 이하의 환자들보다 일
Korean J Fam Med

박진하 외 : 개원 가정의를 상용 치료원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환자의 건강행태와 일차의료 서비스 질

차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다고 보고할 가능

주)는 2.8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질의 일차의료를

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노르웨이 연구22)와 유사한 결과이

경험하는 군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은 군보다 운동 빈도가 유

다.

의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는 적정 음주하기 같이 환자 본
정해 놓고 방문하는 의사나 의료기관(상용 치료원)의 부

인의 의지에 따라 교정이 가능한 생활습관과는 다르게, 운동

재는 진료의 지속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치료를 받

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과 공간 또는 시설을 필요로 하

23)

기 때문에 진료실 내에서의 짧은 의학적 교육이나 권고만으

25)

로 건강행태에 변화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는 데 있어 현저한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상용 치료원 보
24)

유는 접근성 증대, 의료 이용 만족도 향상, 약의 적정성 증
26)

27)

28)

가, 응급실 방문빈도 및 입원률 감소 와 관련이 있다. 미

추정된다.

국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는 상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단면연구이므로 상용 치료

용 치료원이 있는 군에서 고혈압이 목표혈압 이하로 조절된

원의 일차의료 서비스 질과 환자의 건강행태 사이의 인과관

경우가 2.5배 많았다고 보고하였다.29) 그렇지만 국내 연구에

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연구 참여 의원 선정에서

서 상용 치료원 보유 군에서 예방 서비스의 수검률은 높았으

도시 규모를 고려하여 9개의 의원들을 참여시켰으나, 전국적

나 상용 치료원의 보유와 고혈압 및 당뇨병의 관리 사이에 연

인 가정의학과 의원 분포를 반영시키지는 못하였다는 점이

관성은 없다고 하였다.30) 본 연구에서 상용 치료원 보유 고혈

다. 셋째, 상용 치료원의 표준화 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본 연

압 환자들 중 일차의료 서비스 질이 높은 군에서 낮은 군보다

구에서 사용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사용한 연구의 결과들과

건강행태가 우수하며 특히 비만도와 알코올 섭취에서 유의

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일차

한 차이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에서

의료 서비스 질 평가에 이용한 설문도구 KPCAT는 상용 치료

는 고혈압 관리에 있어서 상용 치료원 보유여부만이 아니라

원을 가진 환자들(이용자)이 평가한 것이므로 서비스 제공자

상용치료원이 제공하는 일차의료 서비스 질을 동시에 고려해

나 제 3자가 평가한 일차의료 서비스 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야 함을 알 수 있다. 선진국 보건의료체계와는 다르게 모든 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에게 최초접촉 진료가 허용되고 환자들도 스스로 판단하여

결론적으로 개원 가정의를 상용 치료원으로 이용하는 고

특정 전문의를 찾아가는 경우가 매우 흔한 한국적 상황에서

혈압 환자들의 건강행태가 일차의료 서비스 질 수준과 연관

는 상용치료원이라고 해도 양질의 일차의료를 기대하는 것이

성이 있다는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제도 개혁을 통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차의료 서비스 질 향상은 고혈압 환자의 혈압 관리에 기여

국내 연구에서 개원 가정의의 고혈압 환자 진료시 저염식,

할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운동, 금연 교육의 경우 고혈압 환자의 75% 이상에게 권고하
는 비율이 각각 80%, 79.6%, 74%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적
정량의 알코올 섭취 등을 교육하는 정도는 50-60% 정도로 낮

감사의 글

31)

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일차의료에서 고혈압의 치료
행태와 진료지침의 유용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생활습관 교육

이번 연구의 자료의 수집 및 원고 검토 단계에서 큰 도움

의 실시 수준은 저염식(77.1%), 운동(81.3%), 금연(77.6%), 적

을 주시고 아낌없는 고견 나눠주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

정 알코올 섭취(69.8%)로 나타나 음주에 관한 교육 수준이 낮

회의학교실의 김재용-최용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32)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다.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원 가정의는 음주에
관한 교육 실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가정의학과에 방문한 고혈압 환자 1,181명을 대상으

요약

로 한 연구에서는 남자 환자의 2/3에서, 여자환자의 1/2에서
운동을 한다고 답하였으나 운동 빈도와 시간이 적절한 경우

연구배경: 일차의료에서 고혈압 환자의 관리가 많이 이루어

는 운동을 하는 환자 중에서 1/3만이 해당하였다고 보고하며

지나 그 관리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개원 가정의를 상용

이는 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환자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치료원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환자들의 건강 행태와 일차의료

과 환자들의 운동에 대한 순응도가 낮기 때문이라 추정하였

서비스 질을 살펴봄으로써 건강증진 활동의 향상 방안을 찾

다.33) 본 연구에서는 2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빈도(/

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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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한국 일차의료 평가도구(Korean Primary Care Assess-

1990;335:827-38.

ment Tool, KPCAT) 개발과 타당도검증을 위한 조사(2007년

3. Godley P, Pham H, Rohack J, Woodward B, Yokoyama K, Maue

4-6월) 기간 동안, 가정의학과 의원(총 9곳: 서울 3곳, 경기 3

SK. Opportunit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hypertension

곳, 경주-포항 3곳)에서 수집된 602명의 자료 중, 고혈압 환자

care in a managed care setting. Am J Health Syst Pharm

(134명)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가 자격은 해당 의료기관을 상

2001;58:1728-33.

용 치료원(처음 방문하고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방문 경
험이 있는 의료 제공자)으로 이용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4. Trilling JS, Froom J. The urgent need to improve hypertension
care. Arch Fam Med 2000;9:794-801.

한정되었다. 환자의 연령, 성, 소득, 교육연한, 첫 방문 후 경과

5.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third

기간 등 인구사회학적 정보와, 흡연력, 음주력, 운동습관, 비만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도, 그리고 KPCAT 5영역 평가점수를 분석하였다. 통계처리는

(KNHANES III), 2005. Seoul: Korea Centers for Disease

SAS ver. 8.1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정, 카이제곱 검정, 다중

Control and Prevention; 2006.
6.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fourth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 개원 가정의를 상용 치료원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환자들은 KPCAT 5영역 중에서, 전인적 돌봄을 가장 높게

(KNHANES IV-2), 2008. Seoul: Korea Centers for Disease

(71.7/100), 그리고 조정기능을 가장 낮게(49.7/100) 평가하였

Control and Prevention; 2009.

다. 일차의료 서비스 질을 평균(69.2/100) 이상으로 높게 평가

7.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nual report on the cause of

한 환자들은 환자-의사 관계의 지속기간이 유의하게 길었다

death statistics 2007. Daejeon: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0.035).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일차의

2008.

료 서비스 질을 높게 평가한 환자들은 낮게 평가한 환자들에
2

8. Heneghan C, Perera R, Mant D, Glasziou P. Hypertension

비하여 체질량 지수가 정상(BMI<25 kg/m )일 경우의 교차비

guideline recommendations in general practice: awareness,

가 2.53배(P=0.02), 건강한 음주 습관을 가질 경우의 교차비는

agreement, adoption, and adherence. Br J Gen Pract 2007;57:

4.32배(P=0.02)로 나타나 건강행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948-52.
9.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seventh

다.
결론: 고혈압 환자의 일차의료 서비스 질이 건강행태와 연관

report of the Joint National Committee on Prevention, Detec-

성이 있다는 사실은, 제도 개혁을 통한 일차의료 서비스 질 향

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Pressure. Wa-

상이 고혈압 환자의 혈압관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shingt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3.
10.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ort on Korea

중심단어: 상용 치료원; 고혈압; 생활습관; 일차의료; 한국 일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1. Seoul:

차의료 평가도구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
11. Lee GE, Kim YS. Health behaviors related hypertension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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