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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Subject and Method

Aim to study

연구대상 통계분석

2011년 조사 기준 국내 고혈압 인구는 총 5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정도가 고혈압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7년에 비하면 25%나 증가한 수치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은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는 위험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95%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본태성 고혈압이며, 대부분 자각증상이 없으므
로 최근 신문 기사나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방송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논문과 서적들에서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들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유전적 요인에 관한 자료들은 대부분 인용되었을 뿐, 자세한 분석
결과를 찾기 힘들어 직접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고혈압 가족력(부, 모, 형제자매)을 설명변수로 하여 고혈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원시자료는‘국민건강영양조사’의 데이터를 받았으며, 08’-10’
3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양로원, 군대, 교도소 등에
입소한 자와 외국인 등은 제외한 7,7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전적
요인을 분석할 때는 다른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체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반응변수로는‘고혈압 유병여부 보정값’
을 사용하였다.‘고혈압 유병여부 보정값’은 30세 이상이 대상이며,
검진조사로 이루어졌다. 고혈압의 기준은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고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사람이다.

고혈압에 대한 성별과 고혈압 가족력의 연관성 여부는 카이제곱
검정법을 이용하여 유의성 여부를 검정하였고, 빈도표를 토대로 막
대차트와 파이차트로 시각화하였다.

분석하고자 하는 반응변수가 범주형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통해 영향 주는 요인에 대하여 상대적 위험도인 승산비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Minitab 16을 사용하여 수행하
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정상 고혈압 모두

남자 935   808  1743
여자 1588   947  2535
모두 2523  1755  4278

카이-제곱 = 34.577, DF = 1, P-값 = 0.000

성별과 고혈압 발병여부

위의 표는 조사 대상자중 성별에 따라 정상인과 고혈압군을 비교한 표이다. 카이제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매우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막대차트
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고혈압에 걸린 확률이 높은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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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가족력과 고혈압 발병여부 (부)

정상 고혈압 모두

없음 1916  1187  3103
있음 357   278   635
모두 2273  1465  3738

카이-제곱 = 6.755, DF = 1, P-값 = 0.009

가족력과 고혈압 발병여부 (모)

정상 고혈압 모두

없음 1875  1139  3014
있음 448   356   804
모두 2323  1495  3818

카이-제곱 = 11.215, DF = 1, P-값 = 0.001

정상 고혈압 모두

없음 2159  1292  3451
있음 121   243   364
모두 2280  1535  3815

카이-제곱 = 117.712, DF = 1, P-값 = 0.000

가족력과 고혈압 발병여부 (형제자매)

고혈압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이지만 유전적 요인에 대한 언급은 논문이나 서적에서 현저히 적다. 따라서 이러한 학술적 연구
가 고혈압 발병을 미리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고혈압 가족력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어머니보다는 형제자매가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제자매
중 고혈압을 앓은 사람이 있다면 발병률이 무려 3배나 높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에는 환경적 요인 및 다른 유전적 요인이 배재되었으므로 다른 요인들이 추가 되었을 경우에는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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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조사 대상자중 성별에 따라 정상인과 고혈압군을 비교한 표이다. 카이제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매우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막대차트
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고혈압에 걸린 확률이 높은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별이 남자일 때 회귀계수는 0.370947로 성별
이 남자이면 고혈압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며 유의확률 값이 매우 작
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남자가 여자일 때보다 고혈압에 걸릴 가능
성이 높으며 그 정도는 1.45배 높다.

고혈압 가족력 중 아버지가 고혈압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 회귀계수가
0.228696으로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며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0.01보
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승산비를 보아 고혈압 유병에는 아버
지의 고혈압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26배정도 높게 영향
을 준다.

또한 어머니 고혈압력의 회귀계수는 0.268595로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며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0.01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어
머니의 고혈압력이 있으면 없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 유병이 1.31배 많다.

형제자매 고혈압력의 회귀계수는 1.21072이므로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며 유의확률 값이 매우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를 가진다.
승산비가 3.36으로 형제자매의 고혈압력이 있으면 3배 이상 유병이
높아진다.

위의 표는 가족력에 따라 정상인과 고혈압군을
비교한 표이다. 각각의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
보다 작으므로 정상인과 고혈압군 간의 가족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파
이차트에는 가족력별로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
들의 비율이 나타나 있다. 아버지에게 고혈압이 있
었다고 응답한 사람 중 43.8%가 고혈압을 앓고 있
고, 어머니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 중
44.3%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 형제자매가 고혈압
을 앓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66.8%의 발병율 보
여 큰 연관성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