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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1. 국문요약 

 

배경: 음주는 많은 질환을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OECD 국가의 2012년 일인당 평균 알코올 소비량이 

2000년 대비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 국민의 알코올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음주가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는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로 인해, 고혈압 환자를 비롯한 

만성질환자들이 사회 생활의 일환인 음주 활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음주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고혈압 유병 단계(정상, 고혈압 전단계,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 패턴을 선별하고, 선별된 음주 패턴들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3개년(2010~2012) 자료를 중심으로 고혈압 유병 단계와 

음주 패턴 등에 응답한 8,189명의 조사대상자를 얻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과 고혈압 

유병 단계로 나눠 기술통계를 이용해 제시했다. 독립변수인 

7개의 음주 패턴이 종속변수인 고혈압 유병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행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 그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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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그룹, 여성 그룹으로 통계 대상을 설정했고, 인구통계적 

요소를 통제하기 전과 후의 모델을 각각 제시했다. 또한 

분석의 단순화를 시도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했으며, 도출된 2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해 같은 

방법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다시 실행했다. 통계 

분석에는 SPSS v22.0를 사용하였다. 

결과: 조사 대상자는 남성 49.2%, 여성 50.8%로 구성되며, 

7 개의 음주 패턴 중 음주 시작 연령을 제외한 음주 빈도 점수, 

한번에 마시는 음주량 점수, 고위험음주 빈도 점수, Audit 점수, 

1주간 음주량, 평생 음주량의 평균값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혈압측정치는 56%가 정상, 23.6%는 고혈압 전단계, 

20.4%는 고혈압에 해당했다. 고혈압 유병 단계에 따라 평균 

연령이 높아졌고, 각 단계별 남성은 정상 대상자 중 37.8%, 

고혈압 전단계 63.7%, 고혈압 63.4%를 차지했다. 7개의 음주 

패턴 항목의 평균값은 모두 고혈압 유병 단계에 따라 증가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성별, 가족력, 

비만, 트리글리세리드 수치, 음주 시작 연령이 모든 그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고혈압 

전단계에서는 1주간 음주량이 여성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다. 정상인 대상자와 고혈압 대상자를 비교한 

분석에서는 남성의 경우 음주 빈도, 한번에 마시는 음주량, 

고위험음주 빈도가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경우 음주 빈도와 

평생 음주량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해 두 개의 요인(일상적 음주, 위험한 음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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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혈압 

전단계에서는 일상적 음주가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만 유의했다. 

고혈압 대상자를 비교한 분석에서는 일상적 음주가 여전히 

남성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위험한 음주는 전 그룹에 

영향을 미쳤다.  

결론: 음주 패턴은 정상 단계에서 고혈압 전단계로 넘어갈 때, 

고혈압 전단계에서 고혈압 유병 단계로 넘어갈 때보다 더 

변화가 크게 나타나, 앞으로 음주 패턴과 고혈압과의 상관성을 

확인할 때에는 고혈압 전단계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따라 일상적 음주는 남성에게, 위험한 음주는 

고혈압 대상자 전 그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고혈압 

환자 음주지도에 1회 알코올 소비량뿐만 아니라 음주 빈도와 

고위험음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고혈압 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 장려를 위해 잔(盞) 단위의 권장량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이 요청된다.  

 

주요어: 음주 패턴, 고혈압, 유병률, 국민건강영양조사 

학 번: 2008-2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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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Lee, 2004). 

자발적으로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었고, 이들은 특히 음주, 

흡연, 운동 등 생활 습관을 개선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중 음주는 많은 질환과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4). 우리나라의 2012년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연 

9.1리터로 8.9리터였던 2000년도보다 증가했다. 2000년 

당시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 평균 알코올 

소비량(9.5리터)보다 적었으나, OECD 평균 소비량은 

9.0리터로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소비량은 증가해 

2012년에는 OECD 평균 소비량보다 더 높았다(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4). 또한 우리나라의 1회의 술자리에서 폭음을 즐기는 

고위험음주율은 단연 높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정한 고위험음주율(월 1회 이상 

알코올 60g 이상 섭취)의 세계평균이 남자 12.3%, 여자 

2.9%에 비해(WHO, 2014),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고위험음주율은 남성 21.8%, 여성 6.0%로 



2 

 

상대적으로 높다(Korea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2014).  

특히 해로운 음주는 세계질병부담의 요인 중 하나로써 

조기사망과 장애의 주요요인이다(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2012). WHO는 2012년 한해 동안 알코올 관련 

사망자수가 약 330만명에 달하며, 전체 사망의 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WHO, 2014). 이는 HIV(2.7%)나 

결핵(1.7%) 등 질환에 의한 사망보다 더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주가 주요사망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한해 동안 

전년 대비 12% 증가한 4,549명이 알코올과 관련해 사망했다. 

남성의 알코올 관련 사망률이 여성의 1.9배(남성 7.6%, 여성 

4.0%)인 세계 트렌드에 비해 우리나라는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보다 약 8.6배 높았고, 40대부터 급증해 50대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Statistics Korea, 2012). 

음주는 만성질환1 발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만성질환의 결정요인 중 60%를 차지하는 흡연, 신체활동, 

                                      

1 만성질환의 정의: 미국교정건강관리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Correctional Health Care[NCCHC])는 “6개월 이상 

개인의 삶(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며, 치료가 되지 않으나 관리에 

의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국어원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잘 낫지 않는 

병”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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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습관 등의 생활방식 중 하나이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KIHASA], 2013). 우리나라의 한 

의료기관 연구에서 간경변의 알코올 위험도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었으며(Han et al., 2000) 이는 알코올 소비량 

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고혈압 역시 음주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국내외에 보고되고 있고(Joo & Jung, 

1997; Klatsky, 1999) 경증 고혈압은 음주 등의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Elmer et al., 

1995). 

이런 음주와 만성질환 발병 관계가 일반적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만성질환 유병 인지 여부가 음주 등 생활 습관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고혈압, 당뇨 유병을 인지하고 

치료하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음주확률이 

낮았다(Choi, 2007). 

하지만 만성질환은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한 반면, 우리나라 

월간 음주율은 2012년 기준 남자 73.5%, 여자 42.9%(만 

19세 이상, 표준화)로 높아 음주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된다(KNHANES, 2014). 이는 음주 관련 교육률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위해 음주 활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도 있다. 우리나라의 

음주행위는 한 공동체가 친목을 도모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자 인간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했다(Chun, 2012). 음주 행위의 자발적인 동참 

여부가 공동체 내에서의 신분 유지와 자립에 영향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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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알코올에 대한 사회적 의존 상태2에 놓이게 된다. 

자발적인 동참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음주하위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상황에 따른 음주량이 통상적으로 규정된 

음주규범이 존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질서에 따라 음주 

행위를 요구받는다. 이런 사회적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관련된 교육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Kweon, 2005), 

직장인들의 음주 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 방안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Kim, 2001). 또한 2014년 8월 기준 

우리나라 노동인구 25,885명 중 약 73%인 

18,776명(남성 10,635명, 여성 8,141명)이 임금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KOSIS], 2014), 질환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만성질환자들이 임금근로자로 활동함에 있어 자발적으로 음주 

행위를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음주 행위는 독특한 음주 패턴을 갖는다. 

단순히 음주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권주(勸酒)가 미덕이고, 

돌림주, 폭탄주 등이 서로를 공동체로 인정해주는 수단으로 

자리 잡혀있다(Chun, 2012). 적절한 음주 권장량도 마련돼 

있지 않아(Chun & Park, 2000) 대부분의 술자리에서 스스로 

                                      

2 알코올에 대한 사회적 의존 상태(social dependence on alcohol): 

음주를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이라고 판단해 자신의 적정량보다 많이 

마시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생기는 문제(as cited in Chu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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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해로운 음주, 고위험음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한 사회가 독특한 음주 패턴을 갖듯이, 개개인도 

독특한 음주 패턴을 갖는다. 1회에 섭취하는 양이 많은 

고위험음주는 평균적인 알코올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해로운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WHO, 2014) 반면, 가벼운 

음주 습관은 뇌졸증의 질환 관리에 도움을 줘 J모양의 관계를 

갖게 해(Reynold, 2003), 특정 음주 습관은 비음주군에 비해 

더 좋은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고혈압 역시 가벼운 음주자와 

비음주자 간 유병에 차이가 없는 특징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Klatsky, 1997).  

고혈압의 2012년 우리나라 유병률은 29%로 

2007년(24.6%) 대비 4.4% 증가했고(KNHANES, 2014), 

음주의 기여위험도를 반영한 질병부담크기가 남성에게 

771인년, 여성에게 198인년으로 높은 만성질환이다(Lee, 

2003).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고혈압 환자들의 

음주 활동은 중요한 보건학적 요소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음주 활동 등 건강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KCDCP], 2012). 이들이 질환관리를 하며, 건강한 

음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음주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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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고혈압 유병 단계(정상, 고혈압 전단계,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 패턴을 선별하기 위해 각 음주 패턴들의 

영향력을 알아본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혈압 유병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 패턴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법(제 16조)에 따라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제 1기(1998년), 제 2기(2002년), 

제 3기(2005년), 제 4기(2007-2009년), 제 5기(2010-

2012년)에 실시된 조사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영양 상태 평가를 위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며, 

특히 음주, 흡연, 신체활동, 비만 등의 건강행태 통계는 

WHO 와 OECD 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국가간 비교에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인 

1~3차년도(2010~2012) 조사자료 중 건강설문조사자료, 

검진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제 5기 1차년도 조사는 전국 

3,278가구, 2차년도 조사는 전국 3,289가구, 3차년도 조사는 

전국 3,254가구, 만 1세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3개년도 조사 응답자인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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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3명 중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고 최근 1년동안 

음주 경험이 있으며 통계에 필요한 모든 독립/종속변수 문항에 

응답한 8,189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3. 변수의 선정 

본 연구는 제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건강설문조사는 

이동검진센터에서 실시하였다. 건강설문조사 중 음주 등 

건강행태영역은 자기기입식이며, 그 외 항목은 면접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검진조사 자료 중 혈압 측정은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만 1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 

전문조사수행팀 혈압측정 담당 간호사가 진행했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고혈압 유병 단계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매년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성질환 발병률은 비만 32.8%(만 19세 이상), 고혈압 

29%(만 30세 이상), 이상지혈증 15.4%(만 30세 이상), 

폐쇄성폐질환 14.6%(만 40세 이상), 당뇨 9.9%(만 30세 

이상) 등이다. 선행 연구에서 Lee et al(2003)은 음주 관련 

질환 중 음주의 기여위험도를 반영한 질병부담크기가 상위 

5위에 드는 질환을 알아본 결과, 남성은 간경변증, 

고혈압성질환, 간암, 뇌경색증, 뇌내출혈 순이었으며, 여성은 

뇌경색증, 뇌내출혈, 고혈압성질환, 간경변증, 간암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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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생률이 29%이며 

질병부담크기가 남/여에게 각각 2, 3번째로 높은 고혈압을 

다루기로 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고혈압 유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앓은 적 있음”이란 질문에 응답하게 했다. 

하지만 고혈압 유병 인지가 음주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을 

야기할 수 있으며(Choi, 2007) 약 40% 이상의 환자가 

증상이 없어 자신이 고혈압을 앓고 있음을 모르고 있고(Kim, 

1995) 독립변수가 최근 1년의 음주 패턴을 반영했기 

때문에, 인지된 고혈압 유병여부는 종속변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건강검진 자료 수치 중 혈압측정치를 

종속변수로 활용했다. 검진 당일 총 3회에 걸쳐 측정된 

혈압 중 2, 3번째 결과치의 평균값을 최종 혈압측정치로 

설정했다. 2010년의 혈압측정치는 미국심장협회의 

권고사항(Kirkendall, 1967)에 따라 혈압측정 팔높이로 

인한 계통오차를 가감한 보정치를 활용했다. 이 최종 

혈압측정치가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과 확장기 혈압 

80mmHg 미만을 모두 충족할 때를 ‘정상혈압’, 수축기 

혈압이 120~140mmHg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80~89mmHg일 때를 ‘고혈압 전단계’, 수축기 혈압이 

140mmHg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이상일 때를 

‘고혈압’으로 정의했다(The Korean Society of 

Hypertension, 2013). 또한 이미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군은 혈압측정치와 상관없이 ‘고혈압’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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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음주 패턴이며, 알코올 소비량 뿐만 

아니라 음주 패턴도 알코올에 의한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WHO, 2014)으로 알려져 있다. 음주 패턴은 대부분 

연구별로 설정한 자체 항목에 맞춰 다양하게 정의가 되지만, 

Jellinek(1960)이 말하는 고정적(daily, continuous), 

비고정적(binge, episodic, bout, intermittent) 패턴이 가장 

영향력 있게 사용된다(as cited in Epstein, 1995, p. 23). 

최근까지 다양한 음주 패턴을 정리하고자 하는 연구는 

계속됐다 (Epstein, 1995). 

WHO는 위험한 음주 패턴을 지닌 음주자를 빠르고 쉽게 

찾기 위해 1989년 AUDIT(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을 개발∙발표했다(WHO, AUDIT 2nd 

ed.). 음주 빈도, 1일 음주량, 고위험음주 빈도, 음주 자제력 

등에 대한 답변을 점수로 매겨 4개의 음주 의존 단계로 

나눴다. 0~7점은 Zone I으로 알코올 의존 위험이 낮고, 

Zone II는 8~15점으로 간단한 주의와 환자 교육용 자료 

교부가 권고된다. 16~19점은 Zone III으로 주의와 간단한 

상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단계이다. Zone IV는 

20~40점으로 해당 환자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 평가와 

알코올 의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표를 통해 AUDIT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건강설문조사 

건강행태영역 중 음주 패턴을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해,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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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연령, 최근 1년간의 음주 빈도, 한번에 마시는 음주량, 

고위험음주 빈도, AUDIT 점수 등을 제공한다. 이 중 

고위험음주 빈도 기준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1회 7잔 이상, 

5잔 이상으로 상이하나, 그 외 질문은 공통적이었다.  

고위험음주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 기관별로 상이하나, 

WHO에서는 알코올 60g 이상을 월 1회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한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여성은 5잔)의 술을 섭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채택해 남자 61g(소주 1병, 7잔) 이상, 여자 

42g(소주 5잔) 이상을 적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AUDIT 점수를 포함한 건강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해, 독립변수인 음주 패턴을 아래와 같이 

정의했다. 음주 시작 연령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최근 

1년간의 음주 활동을 기준으로 한다. 

① 음주 시작 연령 : 처음으로 술 1잔을 모두 마셔본 

만연령 (만 □세) 

② 음주 빈도: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여부(②한 

달에 1번 미만 ③한 달에 1번 정도 ④한 달에 

2~4번 ⑤일주일에 2~5번 정도 ⑥일주일에 4번 

이상) 

③ 한번에 마시는 음주량: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한 한번에 마시는 술의 양,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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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잔은 소주 1.6잔과 같음 (①1-2잔 ②3-4잔 

③5-6잔 ④7-9잔 ⑤10잔 이상) 

④ 고위험음주 빈도: 한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이 7잔 

이상, 여성이 5잔 이상을 마시는 횟수(①전혀 없음 

②한 달에 1번 미만 ③한 달에 1번 정도 

④일주일에 1번 정도 ⑤거의 매일) 

⑤ AUDIT 점수: WHO가 지정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10개 항목의 점수 합 

⑥ 1주간 음주량: 음주 빈도와 한번에 마시는 

음주량으로 계산한 일주일간 마시는 술의 양 (평균 

□잔) 

⑦ 평생 음주량: 음주 시작 연령과 1주간 음주량으로 

계산한 현재까지의 누적 음주량 (약 □잔)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자료는 SPSS 22.0 을 이용해 분석했다. 

조사 대상자들을 성별, 고혈압 유병 단계로 각각 나눠 

기술통계를 이용해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독립변수인 

7개의 음주 패턴이 종속변수인 고혈압 유병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행했다.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각기 보고자 전체 조사 대상자 그룹과 남성 그룹, 여성 

그룹으로 통계 대상을 설정했고, 인구통계적 요소를 통제하기 

전과 후의 모델을 각각 제시했다. 또한 분석의 단순화를 

시도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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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의 적절성을 KMO(Kaiser-Meyer-Olkin) 검증으로 

확인했다. 도출된 2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해 같은 

방법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다시 실행했다.  

III. 연구결과 

총 8189명 조사 대상자는 남성 49.2%, 여성 50.8%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 연령은 만 42.1세였다.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33.7%, 비만한 사람은 31.2%였으며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는 평균 133.2mg/dl이었다. 음주 패턴 항목 

중 음주를 시작한 연령은 전체 평균 21.1세, 남성 18.7세, 여성 

23.3세였다. 음주 빈도 점수, 한번에 마시는 음주량 점수, 

고위험음주 빈도 점수, Audit 점수, 1주간 음주량, 평생 음주량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혈압측정치를 확인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56%는 정상범주에 있었으며, 23.6%는 고혈압 

전단계, 20.4%는 고혈압에 해당했다. 남성은 고혈압 전단계와 

고혈압에 해당하는 비율이 56.9%였으나, 여성은 68.5%가 

정상범주에 있었다<Table 1>. 

혈압측정치가 정상인 대상자와 고혈압 전단계인 대상자, 

고혈압인 대상자를 비교해 보았다. 정상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9세, 고혈압 전단계 대상자는 44.2세, 고혈압 대상자는 

51.1세로, 고혈압 유병 단계에 따라 평균 연령이 높아졌다. 정상 

대상자는 여성이 62.2%로 많았으나, 고혈압 전단계과 고혈압 

대상자는 남성이 각 63.7%, 63.4%로 많았다. 가족력이 있는 

비율과 비만한 비율도 고혈압 유병 단계에 따라 점차 높아졌으며,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도 높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7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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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패턴 항목의 평균값은 모두 고혈압 유병 단계에 따라 

증가했다<Table 2>. 

음주 패턴이 고혈압 유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상인 대상자와 고혈압 

전단계의 대상자를 비교한 분석에서 연령이 높을 수록, 

비만할수록, 트리글리세리드 수치가 높을수록 고혈압 전단계일 

확률이 높았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이, 부모에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고혈압 전단계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음주 빈도를 

제외한 음주 시작 연령, 한번에 마시는 음주량, 고위험음주 빈도, 

Audit점수, 1주간 음주량, 평생 음주량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왔으나, 인구통계적 요소를 보정한 상태에서는 음주 시작 

연령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확인해 보았다. 인구통계적 요소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조사한 경우에도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음주 시작 연령과 

1주간 음주량, 평생 음주량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 또한 

인구통계적 요소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음주 시작 연령만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경우 음주 시작 연령과 음주 빈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인구통계적 요소를 보정한 상태에서는 

1주간 음주량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정상인 대상자와 고혈압 유병자를 비교한 분석에서 연령이 

높을 수록, 비만할수록, 트리글리세리드 수치가 높을수록 고혈압 

유병 확률이 높았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이, 부모에게 고혈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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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by sex 

Variables Categories 
Sex Groups 

Total(n=8,189) Male(n=4,025) Female(n=4,164) 

General characteristics 

Age(years) 42.1(±12.3) 42.9(±12.3) 41.4(±12.2) 

Family history(%)a 
No 5,432(66.3%) 2,732(67.9%) 2,700(64.8%) 

Yes 2,756(33.7%) 1,292(32.1%) 1,464(35.2%) 

Obesity(%)b 
No 5,591(68.3%) 2,493(61.9%) 3,089(74.4)% 

Yes 2,552(31.2%) 1,552(37.8%) 1,030(24.7%) 

Triglyceride (mg/dl) 133.2(±116.1) 163.5(±143.5) 103.4(±68.5) 

Drinking Pattern 

Age. First drinking (years)c 21.1(±7.3) 18.7(±4.0) 23.3(±8.8) 

Frequency of drinking (score)d 3.7(±1.3) 4.2(±1.2) 3.2(±1.1) 

Typical drinking quantity (score)e 2.5(±1.4) 3.2(±1.4) 1.9(±1.2) 

Frequency of heavy drinking (score)f 2.5(±1.3) 3.0(±1.3) 2.0(±1.1) 

Audit score 7.7(±6.8) 10.8(±7.1) 4.7(±4.9) 

Drinking quantity weekly (glass)g 7.1(±9.8) 11.1(±11.2) 3.1(±6.0) 

Accumulated alcohol (glass)h 9,032.5(±15188.5) 15,372.3(±18,726.6) 2,904±6,191.2) 

Hypertension(%)i 

Normal 4,587(56.0%) 1,736(43.1%) 2,851(68.5%) 

Prehypertension 1,932(23.6%) 1,231(30.6%) 701(16.8%) 

Hypertension 1,670(20.4%) 1,058(26.3%) 612(14.7%) 
a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parents' hypertension prevalence: yes) both parents or one of them have hypertension, no) both parents don't have hypertension 

b 
Categorized 

according to Body mass index(BMI, weight(kg)/height2(m2)): yes)BMI<25, no)25<BMI c When did you drink containing alcohol for the first time? d How often do you have a drink 

containing alcohol? ②less than monthly ③Monthly ④2 to 4 times a month ⑤2 to 3 times a week ⑥4 or more times a week e How many drinks containing alcohol do you have on a typical 

day when you are drinking?(regardless of alcohol type soju or yangju, 1 beer=1.6 soju)①1 or 2 ②3 or 4 ③5 or 6 ④7, 8, or 9 ⑤10 or more f How often do you have seven(five for 

female) or more drinks on one occasion?①Never ②Less than monthly ③Monthly ④Weekly ⑤Daily or almost daily g Calculated from typical drinking quantity and frequency of drinking: 

typical drinking quantity) median point of range, 10 or more=10, frequency of drinking) 1 month=4 weeks, median point of range, less than monthly=0.5times a month, 4 or more times 

a week=4 times a week h Calculated (age-age of first drinking+1)*52week/year*alcohol consumption weekly i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heir blood pressure: normal) 

systolic pressure<120mmHg and diastolic pressure<80mmHg, Prehypertension)120mmHg<=systolic pressure<140mmHg or 80mmHg<=diastolic pressure<90mmHg, 

Hypertension)systolic pressure<=90mmHg or diastolic pressure<=140mmHg or those who take a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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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by hypertension 

Variables Categories 

Hypertensioni 

Normal 

(n=4,587) 

Prehypertension 

(n=1,932) 

Hypertension 

(n=1670 

General 

characteristics 

Age(years) 37.9(±11.3) 44.2(±11.7) 51.1(±9.84) 

Sex(%) 
Male 1,736(37.8%) 1,231(63.7%) 1,058(63.4%) 

Female 2,851(62.2%) 701(36.3%) 612(36.6%) 

Family history(%)a 
No 3,227(70.4%) 1,264(65.4%) 941(56.3%) 

Yes 1,359(29.6%) 668(34.6%) 729(43.7%) 

Obesity(%)b 
No 3,574(77.9%) 1,189(61.5%) 828(49.6%) 

Yes 975(21.3%) 736(38.1%) 841(50.4%) 

Triglyceride (mg/dl) 110.3(±93.9) 152.1(±131.9) 173.5(±134.7) 

Drinking Pattern 

Age. First drinking (years)c 20.3(±6.2) 21.3(±7.5) 23(±9.2) 

Frequency of drinking (score)d 3.5(±1.2) 3.9(±1.3) 4(±1.4) 

Typical drinking quantity (score)e 2.3(±1.4) 2.7(±1.5) 2.7(±1.4) 

Frequency of heavy drinking (score)f 2.3(±1.2) 2.6(±1.3) 2.8(±1.4) 

Audit score 6.6(±6.1) 8.7(±7.2) 9.5(±7.5) 

Drinking quantity weekly (glass)g 5.4(±8.3) 8.6(±10.8) 9.8(±11.5) 

Accumulated alcohol (glass)h 5,575(±1,0681.3) 11,368.1(±16,519.7) 15,827.3(±20,424.2) 
a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parents' hypertension prevalence: yes) both parents or one of them have hypertension, no) both parents don't have hypertension b Categorized 

according to Body mass index(BMI, weight(kg)/height2(m2)): yes)BMI<25, no)25<BMI c When did you drink containing alcohol for the first time? d How often do you have a drink 

containing alcohol? ②less than monthly ③Monthly ④2 to 4 times a month ⑤2 to 3 times a week ⑥4 or more times a week 
e 
How many drinks containing alcohol do you have on a typical 

day when you are drinking?(regardless of alcohol type soju or yangju, 1 beer=1.6 soju)①1 or 2 ②3 or 4 ③5 or 6 ④7, 8, or 9 ⑤10 or more f How often do you have seven(five for 

female) or more drinks on one occasion?①Never ②Less than monthly ③Monthly ④Weekly ⑤Daily or almost daily g Calculated from typical drinking quantity and frequency of drinking: 

typical drinking quantity) median point of range, 10 or more=10, frequency of drinking) 1 month=4 weeks, median point of range, less than monthly=0.5times a month, 4 or more times 

a week=4 times a week h Calculated (age-age of first drinking+1)*52week/year*alcohol consumption weekly i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heir blood pressure: normal) 

systolic pressure<120mmHg and diastolic pressure<80mmHg, Prehypertension)120mmHg<=systolic pressure<140mmHg or 80mmHg<=diastolic pressure<90mmHg, 

Hypertension)systolic pressure<=90mmHg or diastolic pressure<=140mmHg or those who take a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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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drinking patterns 

Variables 

Total Male Fema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OR(95% CI) 
OR(95% 

CI) 
OR(95% CI) OR(95% CI) OR(95% CI) OR(95% CI) OR(95% CI) OR(95% CI) 

OR(95% 

CI) 

P
re

h
y
p
e
rt

e
n
s
io

n
i  

G
e
n
e
ra

l 
c
h
a
ra

c
te

ri
s
ti

c
s
 

Age(years) 
1.049 

(1.043-1.054)** 
  

1.048 

(1.041-1,056)** 

1.032 

(1.025-1.039)** 
  

1.001 

(1-1.002)** 

1.07 

(1.061-1.079)** 
  

1.073 

(1.06-1.085)** 

Gender 

Male 1   1 

    
Female 

.382 

(.338-.431)** 
  

.388 

(.336-.448)** 

Family historya 

No 1 
 

1 1 
 

1 1 
 

1 

Yes 
1.470 

(1.301-1.662)** 
  

1.505 

(1.330-1.703)** 

1.406 

(1.191-1.66)** 
  

1.429 

(1.209-1.690)** 

1.586 
(1.318-1.907)** 

  
1.611 

(1.338-1.941)** 

Obesityb 

No 1 
 

1 1 
 

1 1 
 

1 

Yes 
1.836 

(1.619-2.082)** 
  

1.809 

(1.594-2.053)** 

1.696 

(1.442-1.994)** 
  

1.700 

(1.443-2.003)** 

1.904 
(1.559-2.326)** 

  
1.889 

(1.545-2.309)** 

Triglyceride 
1.002 

(1.001-1.002)** 
  

1.002 

(1.001-1.002)** 

1.001 

(1.001-1.002)** 
  

1.001 

(1.000-1.002)** 

1.003 

(1.002-1.004)** 
  

1.003 

(1.001-1.004)** 

D
ri

n
k
in

g
 P

a
tt

e
rn

 

Age. First drinkingc    
1.041 

(1.032-1.049)** 

1.020 

(1.010-1.030)** 
  

1.049 

(1.027-1.071)** 

1.030 

(1.007-1.053)** 
  

1.061 

(1.051-1.072)** 

1.005 

(0.993-1.018) 

Frequency of 

drinkingd 

2 
 

1 1 
 

1 1 
 

1 1 

3 
 

1.051 

(.870-1.269) 

.976 

(.799-1.194)  

.896 
(.653-1.229) 

.921 
(.664-1.278)  

1.051 
(.824-1.342) 

1.027 
(.793-1.330) 

4 
 

1.142 

(.957-1.361) 

.959 

(.794-1.160)  

1.068 
(.804-1.419) 

1.012 
(.754-1.359)  

.871 
(.678-1.118) 

.945 
(.726-1.230) 

5 
 

1.315 

(.964-1.793) 

1.005 

(.722-1.398)  

1.481 
(.942-2.33) 

1.400 
(.877-2.234)  

.578 
(.346-0.967)* 

.733 
(.43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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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97 

(.838-2.269) 

1.219 

(.721-2.062) 
  

1.852 
(.939-3.652) 

2.001 
(.996-4.020) 

  
.408 

(.159-1.049) 
.627 

(.237-1.656) 

Typical drinking 

quantity
e
  

1 
 

1 1 
 

1 1 
 

1 1 

2 
 

1.013 

(.848-1.212) 

.950 

(.784-1.151)  

.899 
(.673-1.200) 

.990 
(.733-1.336)  

.804 
(.627-1.032) 

.909 
(.699-1.183) 

3 
 

1.160 

(.924-1.457) 

1.028 

(.801-1.320)  

.907 
(.648-1.270) 

1.063 
(.748-1.513)  

.684 
(.468-1.001) 

.959 
(.639-1.440) 

4 
 

1.396 

(1.053-1.850)* 

1.117 

(.818-1.526)  

.975 
(.656-1.448) 

1.151 
(.76-1.745)  

.755 
(.442-1.29) 

1.204 
(.675-2.148) 

5   
1.530 

(1.087-2.155)* 

1.20 

3(.826-1.751) 
  

1.144 
(.718-1.822) 

1.334 
(.819-2.172) 

  
.665 

(.334-1.324) 
.984 

(.470-2.061) 

Frequency of 

heavy drinkingf 

1 
 

1 1 
 

1 1 
 

1 1 

2 
 

.838 

(.702-1.000) 

.955 

(.791-1.153)  

.896 
(.672-1.195) 

.947 
(.704-1.273)  

.953 
(0.749-1.212) 

.987 
(.766-1.272) 

3 
 

.757 

(.602-.951)* 

.927 

(.728-1.181)  

.774 
(.553-1.085) 

.843 
(.595-1.194)  

1.007 
(.710-1.428) 

1.034 
(.718-1.489) 

4 
 

.756 

(.576-.993)* 

.942 

(.706-1.257)  

.873 
(.595-1.281) 

.915 
(.616-1.359)  

.976 
(.609-1.564) 

.945 
(.580-1.539) 

5   
.683 

(.456-1.024)* 

.919 

(.601-1.404) 
  

1.039 
(.627-1.721) 

1.063 
(.631-1.79) 

  
.428 

(.162-1.131) 
.392 

(.143-1.071) 

Audit score   
1.024 

(1.005-1.042)* 

1.006 

(.988-1.025) 
  

1.019 
(.998-1.040) 

1.012 
(.991-1.034) 

  
1.002 

(.960-1.046) 
.994 

(.951-1.040) 

Drinking quantity 

weeklyg 
  

.953 

(.932-.974)** 

1.020 

(.996-1.046) 
  

.953 
(.927-.979)** 

.982 
(.953-1.012) 

  
.968 

(.918-1.020) 
1.072 

(1.018-1.129)** 

Accumulated alcoholh   
1.000 

(1.000-1000)** 

1.000 

(1.000-1.000) 
  

1.000 
(1.000-1.000)** 

1.000 
(1.000-1.000) 

  
1.000 

(1.000-1.000)** 
1.000 

(1.0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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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y
p
e
rt

e
n
s
io

n
j  

G
e
n
e
ra

l 
c
h
a
ra

c
te

ri
s
ti

c
s
 

Age 
1.119 

(1.112-1.127)** 
  

1.123 

(1.11201.134)** 

1.094 

(1.086-1.103)** 
  

1.097 
(1.083-1.11)** 

1.159 

(1.145-1.174)** 
  

1.153 

(1.135-1.171)** 

Gender 

Male 1 
 

1 

  
Femal

e 

.363 

(.315-.418)** 
  

.421 

(.353-.503)** 

Family history
a
 

No 1 
 

1 1 
 

1 1 
 

1 

Yes 
2.663 

(2.315-3.065)** 
  

2.776 

(2.407-3.200)** 

2.58 

(2.146-3.101)** 
  

2.693 
(2.232-3.249)** 

2.844 
(2.277-3.552)** 

  
2.893 

(2.311-3.623)** 

Obesity
b
 

No 1 
 

1 1 
 

1 1 
 

1 

Yes 
3.166 

(2.751-3.642)** 
  

3.105 

(2.694-3.579)** 

2.907 

(2.427-3.482)** 
  

2.902 
(2.415-3.488)** 

3.176 
(2.533-3.982)** 

  
3.143 

(2.501-3.949)** 

Triglyceride 
1.003 

(1.002-1.003)** 
  

1.002 

(1.001-1.003)** 

1.002 

(1.001-1.003)** 
  

1.001 
(1.001-1.002)** 

1.004 

(1.003-1.006)** 
  

1.004 

(1.003-1.006)** 

D
ri

n
k
in

g
 P

a
tt

e
rn

 

Age. First drinkingc   
1.706 

(1.067-1.085)** 

1.023 

(1.012-1.033)** 
  

1.081 

(1.058-1.104)** 

1.025 

(1.001-1.050)* 
  

1.102 

(1.091-1.113** 

1.014 

(1.001-1.027)* 

Frequency of 

drinkingd 

2 
 

1 1 
  

1 
 

1 1 

3 
 

.932 

(.752-1.156) 

.810 

(.634-1.034)  

1.041 
(.715-1.516) 

.930 
(.613-1.41)  

.836 
(0.634-1.102) 

.788 
(.577-1.076) 

4 
 

1.142 

(.938-1.390) 

.816 

(.649-1.026)  

1.387 
(.995-1.932) 

1.044 
(0.722-1.508)  

.784 
(0.590-1.043) 

.732 
(.530-1.011) 

5 
 

1.484 

(1.064-2.071)* 

.869 

(.597-1.265)  

2.334 
(1.428-3.814)** 

1.604 
(0.941-2.733)  

.438 
(0.234-0.819)* 

.424 
(.219-.820)* 

6   
1.492 

(.884-2.518) 

1.135 

(.632-2.039) 
  

2.85 
(1.398-5.813)** 

2.554 
(1.181-5.523)* 

  
.221 

(0.068-0.715)* 
.417 

(.128-1.360) 

Typical drinking 

quantitye 

1 
 

1 1 
  

1 
 

1 1 

2 
 

1.116 

(.918-1.358) 

1.156 

(.923-1.447)  

.989 
(0.717-1.364) 

1.3 
(0.911-1.854)  

.887 
(.672-1.171) 

1.033 
(.755-1.413) 

3 
 

1.164 1.287 
 

.869 
(0.598-1.261) 

1.399 
(0.924-2.118)  

.765 
(.491-1.192) 

1.101 
(.66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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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1.498) (.958-1.729) 

4 
 

1.265 

(920-1.740) 

1.405 

(.968-2.041)  

.876 
(0.562-1.365) 

1.572 
(0.959-2.577)  

.710 
(.364-1.386) 

1.128 
(.525-2.423) 

5   
1.295 

(.874-1.916) 

1.449 

(.917-2.289) 
  

1.013 
(0.599-1.714) 

1.836 
(1.023-3.296)* 

  
.339 

(.127-.899)* 
.470 

(.158-1.402) 

Frequency of 

heavy drinkingf 

1   1 1     1   1 1 

2 
 

.877 

(.720-1.068) 

1.051 

(.841-1.314)  

1.039 
(.753-1.434) 

1.139 
(.800-1.622)  

.883 
(.673-1.159) 

.978 
(0.722-1.324) 

3 
 

.913 

(.712-1.171) 

1.191 

(.900-1.577)  

.984 
(.680-1.424) 

1.151 
(.767-1.727)  

1.100 
(.748-1.618) 

1.137 
(.739-1.75) 

4 
 

1.110 

(.830-1.483) 

1.484 

(1.073-2.052)*  

1.363 
(.902-2.060) 

1.529 
(.977-2.392)  

1.277 
(.761-2.14) 

1.298 
(.740-2.279) 

5   
1.195 

(.778-1.835) 

1.848 

(1.164-2.931) 
  

1.886 
(1.105-3.220)* 

2.244 
(1.27-3.966)** 

  
1.237 

(.423-3.615) 
1.199 

(.393-3.654) 

Audit score   
1.032 

(1.012-1.052)** 

1.008 

(.987-1.029) 
  

1.02 
(0.998-1.043) 

1.007 
(.985-1.031) 

  
1.040 

(.991-1.092) 
1.035 

(.981-1.091) 

Drinking quantity 

weeklyg 
  

.881 

(.858-.905)** 

1.023 

(.993-1.054) 
  

.890 
(.863-.918)** 

.986 
(.952-1.021) 

  
.735 

(.670-.807)** 
.977 

(.897-1.065) 

Accumulated alcohol
h
   

1.000 

(1.000-1.000)** 

1.000 

(1.000-1.000)* 
  

1.000 
(1.000-1.000)** 

1.000 
(1.000-1.000) 

  
1.000 

(1.000-1.000)** 
1.000 

(1.000-1.000)* 

* p<.05, ** p<.01; Reference : Normal Group a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parents' hypertension prevalence: yes) both parents or one of them have hypertension, no) both parents 

don't have hypertension b Categorized according to Body mass index(BMI, weight(kg)/height2(m2)): yes)BMI<25, no)25<BMI c When did you drink containing alcohol for the first time? d 

How often do you have a drink containing alcohol? ②less than monthly ③Monthly ④2 to 4 times a month ⑤2 to 3 times a week ⑥4 or more times a week e How many drinks containing 

alcohol do you have on a typical day when you are drinking?(regardless of alcohol type soju or yangju, 1 beer=1.6 soju)①1 or 2 ②3 or 4 ③5 or 6 ④7, 8, or 9 ⑤10 or more f How often 

do you have seven(five for female) or more drinks on one occasion?①Never ②Less than monthly ③Monthly ④Weekly ⑤Daily or almost daily g Calculated from typical drinking quantity 

and frequency of drinking: typical drinking quantity) median point of range, 10 or more=10, frequency of drinking) 1 month=4 weeks, median point of range, less than monthly=0.5times 

a month, 4 or more times a week=4 times a week h Calculated (age-age of first drinking+1)*52week/year*alcohol consumption weekly i120mmHg<=systolic blood pressure<140mmHg 

or 80mmHg<=diastolic blood pressure<90mmHg jSystolic blood pressure<=90mmHg or diastolic blood pressure<=140mmHg or those who take a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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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이 고혈압 유병 확률이 높았다. 음주 패턴에서는 음주 

시작 연령, 음주 빈도, Audit점수, 1주간 음주량, 평생 음주량이 

고혈압 유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인구통계적 요소를 

보정한 상태에서는 음주 시작 연령과, 고위험음주 빈도, 평생 

음주량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남녀로 구분해보았다. 남녀 모두에게 모든 인구통계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한번에 마시는 

음주량과 Audit점수를 제외한 음주 시작 연령, 음주 빈도, 

고위험음주 빈도, 1주간 음주량, 평생 음주량이 고혈압 유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통계적 

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는 음주 시작 연령, 음주 빈도, 한번에 

마시는 음주량, 고위험음주 빈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경우에는 음주 시작 연령, 음주 빈도,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 1주간 음주량, 평생 음주량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통계적 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는 

음주 시작 연령과, 음주 빈도, 평생 음주량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7개 독립변수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분석의 단순화를 

시도하였다. 요인추출 모델로는 주성분분석법을 사용하였고,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서 직각회전 중 Varimax 방식을 

택하였으며, 이 때 요인의 수는 아이겐값(Eign value)이 

1이상인 범주를 근거로 결정하였다.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KMO 값이 .90이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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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지고 .50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로 판단한다(Song, 

2011).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일상적 음주와 위험한 음주의 2개 

요인을 도출하였다<Table 4>. 

<Table 4> Factor analysis on drinking patterns 

Variables 

Factor 

Ordinary 

drinking 

Hazardous 

drinking 

  

Drinking quantity weekly  .96 .05 -.08 

Accumulated alcohol  .93 .08 -.06 

Audit score .88 -.20 -.12 

Frequency of heavy drinking  -.03 .80 .05 

Typical drinking quantity  -.13 .77 -.05 

Frequency of drinking  .10 .62 .16 

Age. First drinking  -.16 .11 .97 

Eigen Value 2.62 1.67 .99 

Variance 37.49 23.91 14.17 

Cumulative variance 37.49 61.41 75.57 

Kaiser-Meyer-Olkin Measure 
.6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Sig.) 
.00 

<Picture 1> Scree plot of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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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2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고혈압 유병 단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상인 

대상자와 고혈압 전단계인 대상자를 비교한 분석 결과, 일상적 

음주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위험한 음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인구통계적 요소를 보정한 상태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을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인구통계적 요소를 보정한 

경우에도 일상적 음주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경우에는 

인구통계적 요소를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상적 음주와 

위험한 음주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통계적 요소를 보정한 상태에서는 두 요인의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정상인 대상자와 고혈압인 대상자를 비교한 분석에서 일상적 

음주와 위험한 음주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통계적 요소를 보정한 상태에서는 위험한 음주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대상을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인구통계적 요소를 보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일상적 음주와 위험한 음주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인구통계적 요소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상적 

음주와 위험한 음주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인구통계적 요소를 

보정한 경우에는 위험한 음주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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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factors of drinking pattern 

Variables 

Total Male Fema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OR(95% CI) OR(95% CI) OR(95% CI) OR(95% CI) OR(95% CI) OR(95% CI) 
OR(95

% CI) 
OR(95% CI) OR(95% CI) 

P
re

h
y
p
e
rt

e
n
s
io

n
e
 

G
e
n
e
ra

l 
c
h
a
ra

c
te

ri
s
ti

c
s
 

Age 
1.049(1.043-

1.054)** 
  

1.049(1.044-

1.055)** 

1.032(1.025-

1.039) 
  

1.03(1.023-

1.037)** 
    

1.072(1.062-

1.081)** 

Gende

r 

Male 1   1 

    Femal

e 
.382(.338-.431)**   .430(.376-.491)** 

Family 

history
a
 

No 1 
 

1 1 
 

1 
  

1 

Yes 
1.470(1.301-

1.662)** 
  

1.481(1.310-

1.674)** 

1.406(1.191-

1.66) 
  

1.422(1.203-
1.68)** 

    
1.598(1.328-

1.922) 

Obesit

yb 

No 1   1 1   1     1 

Yes 
1.836(1.619-

2.082)** 
  

1.830(1.613-

2.075)** 

1.696(1.442-

1.994) 
  

1.689(1.435-
1.988)** 

    
1.894(1.550-

2.315) 

Triglyceride 
1.002(1.001-

1.002)** 
  

1.002(1.001-

1.002)** 

1.001(1.001-

1.002) 
  

1.001(1.000-

1.002)** 
    

1.003(1.002-

1.004) 

D
ri

n
k
in

g
 

P
a
tt

e
rn

 f
a
c
to

r 

Ordinary 

drinkingc 
  

1.588(1.440-

1.750)** 

1.088(.975-

1.216) 
  

1.453(1.295-
1.630)** 

1.186(1.042-
1.349)* 

  
1.440(1.168-

1.774)** 
1.092(.871-1.37) 

Hazardous 

drinkingd 
  .964(.877-1.060) 

1.084(.969-

1.213) 
  .898(.793-1.017) 

1.046(.910-
1.201) 

  
.720(0.606-

.855)** 
1.082(.889-

1.316) 

H
y
p
e
rt

e
n
s
io

n
f  

G
e
n
e
ra

l 
c
h
a
ra

c
te

ri
s
ti

c
s
 

Age 
1.119(1.112-

1.127)** 
  

1.125(1.116-

1.133)** 

1.094(1.086-

1.103)** 
  

1.096(1.086-

1.105)** 
    

1.166(1.151-

1.181)** 

Gende

r 

Male 1   1 

    Femal

e 
.363(.315-.418)**   .506(.432-.593)** 

Family 

history
a 

No 1 
 

1 1 
 

1 
  

1 

Yes 
2.663(2.315-

3.065)** 
  

2.074(2.347-

3.114)** 

2.58(2.146-

3.101)** 
  

2.627(2.18-
3.165)** 

    
2.881(2.305-

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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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sit

yb 

No 1   1 1   1     1 

Yes 
3.166(2.751-

3.642)** 
  

3.126(2.714-

3.600)** 

2.907(2.427-

3.482)** 
  

2.875(2.395-
3.451)** 

    
3.12(2.487-

3.915)** 

Triglyceride 
1.003(1.002-

1.003)** 
  

1.002(1.001-

1.003)** 

1.002(1.001-

1.003)** 
  

1.001(1.001-

1.002)** 
    

1.004(1.003-

1.006)** 

D
ri

n
k
in

g
 

P
a
tt

e
rn

 f
a
c
to

r 

Ordinary 

drinking
c
 

  
2.151(1.945-

2.380)** 

1.059(.938-

1.195) 
  

2.039(1.81-
2.298)** 

1.192(1.037-
1.37)* 

  
1.494(1.194-

1.871)** 
0.954(0.729-

1.249) 

Hazardous 

drinking
d
 

  .796(.718-.882)** 
1.398(1.226-

1.594)** 
  

0.785(0.686-
0.898)** 

1.33(1.133-
1.56)** 

  
0.637(0.528-

0.768)** 
1.398(1.1-
1.776)** 

* p<.05, ** p<.01; Reference: Normal Group 
a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parents' hypertension prevalence: yes) both parents or one of them have hypertension, no) both parents 

don't have hypertension 
b 
Categorized according to Body mass index(BMI, weight(kg)/height2(m2)): yes)BMI<25, no)25<BMI 

c 
Drinking quantity weekly, accumulated alcohol, audit 

score 
d 
Frequency of heavy drinking, typical drinking quantity, frequency of drinking 

e 
120mmHg<=systolic blood pressure<140mmHg or 80mmHg<=diastolic blood pressure<90mmHg 

f 

Systolic blood pressure<=90mmHg or diastolic blood pressure<=140mmHg or those who take a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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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2010년 우리나라 음주자의 순수한 알코올 소비량과 하루 소비량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WHO 조사국 중 각각 9번째, 

13번째로 높았다(WHO, 2014). 이런 음주 상황을 반영해 정부에서는 

건전 음주 캠페인, 절주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갖는 독특한 음주 문화와 패턴은 쉽게 바뀌기 

어렵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만성질환자들은 음주 문화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다. 이에 음주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음주 지도가 시급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1~3차년도(2010~2012) 자료를 활용해 

총 8,189명을 최종 분석한 본 연구 결과에서 고혈압 유병률은 

20.4%였고, 고혈압 전단계 포함 44%였다. 약 29%라는 기존의 

고혈압 유병률이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내 

성인(만 19세 이상)의 유병률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다. 미국의 경우 만 18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이 남성 

29.7%, 여성 28.5%로(Nwankwo, 2013), 본 연구에서 확인한 국내 

유병률(남성 26.3%, 여성 14.7%)이 더 낮았다. 

고혈압 유병 단계에 따라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가족력과 비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며 트리글리세리드 수치가 증가하는 양상을 띠어, 

기존의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Table 3>에서 가족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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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와 비만할 경우의 위험도가 고혈압 전단계 대상자보다 

고혈압 대상자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유병 단계가 높아질수록 

위험요인(risk factor)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 유병 단계별로 음주 습관을 비교한 결과를 통해, 음주 시작 

연령을 제외한 6개의 음주습관 수치가 정상에서 고혈압 전단계로 

넘어갈 때 평균 40% 증가한 반면, 고혈압 전단계에서 고혈압으로 

넘어갈 때 평균 12% 증가해 상대적으로 적은 증가폭을 보였다<Table 

2>. 본 연구에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음주 시작 연령을 제외한 

2개의 요인으로 정상인 대상자와 고혈압 전단계의 대상자를 비교했을 

때 위험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5>. 이에 향후 음주 

습관과 고혈압과의 연관성을 분석할 때에는 정상 그룹과 고혈압 

전단계, 고혈압 그룹으로 질환분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고혈압 전단계는 정상 그룹 대비 위험률이 2배 이상 

높지만(Winegarden, 2005) 아직 생활 습관이 개선되지 않은 유병 

비인지 상태이므로 질환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에 더욱 적합할 것이다.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두 개의 요인 중 일상적 음주(Audit 점수, 

1주간 음주량, 평생 음주량)는 고혈압 전단계와 고혈압 대상자 중 

남성의 유병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남성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위험한 음주(음주 빈도, 한번에 마시는 

음주량, 고위험음주 빈도)는 고혈압 전단계 대상자에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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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나, 고혈압 대상자의 모든 그룹에 영향을 미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음주 습관으로 판단된다<Table 5>. 특히 고혈압 남성은 위험한 

음주의 3가지 세부 항목에도 모두 개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아 

주목된다<Table 3>. 이로 보아 남성에게는 일상적 음주와 위험한 

음주 요인이 모두 위험도를 높이며, 여성은 1주간 음주량을 포함한 

위험한 음주 요인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고혈압 유병 단계가 높아질수록 음주 시작 연령이 

유의하게 높아지고, 음주 시작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특이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Table 2, 3>. 이는 빠른 음주 

시작 연령이 음주 문제 위험 수준을 높인다(Jang, 2010)는 선행 

연구와 상반된 결과인데, 고혈압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51.1세로 

고령화되어 정확한 시작 시점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향후 관련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음주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내 만성질환자들의 

음주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고혈압 유병 위험에 미치는 음주 패턴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평균 음주량에 비해 

고위험음주율이 높은 특징이 있고, 음주 패턴이 일부 만성질환의 유병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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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에서 정상 그룹에 비해 고혈압 전단계 그룹, 고혈압 

그룹이 음주량, 빈도 등에 더 높은 평균 수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일상적 음주 요인(Audit 점수, 1주간 음주량, 평생 

음주량)은 고혈압 전단계 남성과 고혈압 남성에, 위험한 음주(음주 

빈도, 한번에 마시는 음주량, 고위험음주 빈도)는 전체 고혈압 

대상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음주 시작 연령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음주시 섭취하는 안주, 음주 

시간대 등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음주 패턴을 반영한 

추가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고혈압학회는 하루 알코올 섭취량으로 남자 20~30g, 여자 

10~20g 미만을 추천하고 있으며 체중이 낮은 사람에게는 절반의 

양을 허용하고 있다(The Korean Society of Hypertension, 2013). 

하지만 소량의 알코올도 자주 섭취하면 누적량이 늘어나게 되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위험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환자 지도시, 한번에 

마실 수 있는 음주량과 더불어 음주 빈도, 음주 누적량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고위험음주 빈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음주 

조절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 잔(glass) 수처럼 적절한 음주 

권장량을 일반인도 알기 쉬운 수치로 정해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해 고혈압 환자의 음주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AUDIT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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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점으로 간단한 주의와 알코올 교육 자료 교부가 요구되는 AUDIT 

Zone II에 해당하므로, 정부의 범용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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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설문조사 건강행태영역 중 

음주 설문 내용 

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 제사, 차례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① 술을 마셔 본 적 없음 (7 번으로)  

② 있음  4-1. 처음으로 술 1잔을 모두 마셔본 적은 언제입니까?  

※ 제사, 차례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만 □□세 

5. 다음은 최근 1년 동안의 음주(술)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5-1.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5-10번으로)  

② 한달에 1번 미만  

③ 한달에 1번 정도  

④ 한달에 2-4번  

⑤ 일주일에 2-3번 정도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5-2. 한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맥주 1개 (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① 1-2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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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4잔  

③ 5-6잔  

④ 7-9잔  

⑤ 10잔 이상 

5-3. (남성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한번의 술자리에서 7잔(또는 맥주 5캔 정도)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한달에 1번 미만  

③ 한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5-4. (여성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한번의 술자리에서 5잔(또는 맥주 3캔 정도)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한달에 1번 미만  

③ 한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5-5. 최근 1년 동안, 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자제가 안 된 적이 있습니까? 

(BD4) 

① 전혀 없다  

② 한달에 1번 미만  

③ 한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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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거의 매일 

5-6. 최근 1년 동안, 음주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BD5) 

① 전혀 없다  

② 한달에 1번 미만  

③ 한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최근 1년 동안, 과음 후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리기 위해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한달에 1번 미만  

③ 한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술을 마신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한달에 1번 미만  

③ 한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최근 1 년 동안, 술이 깬 후에 술 취했을 때의 일을 기억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한달에 1번 미만  

③ 한달에 1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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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본인의 음주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었다  

② 과거에는 있었지만, 최근 1년 동안에는 없었다  

③ 최근 1년 동안에 그런 적이 있었다 

본인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가족이나 의사가 걱정을 하거나, 술을 끊거나 

줄이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었다  

② 과거에는 있었지만, 최근 1년 동안에는 없었다  

③ 최근 1년 동안에 그런 적이 있었다 

최근 1년 동안 음주문제로 의료기관, 보건소,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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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 Interview Version 

1. How often do you have a drink containing alcohol? 

(0) Never [Skip to Qs 9-10] 

(1) Monthly or less 

(2) 2 to 4 times a month 

(3) 2 to 3 times a week 

(4) 4 or more times a week  

2. How many drinks containing alcohol do you have on a typical day when you 

are drinking? 

(0) 1 or 2 

(1) 3 or 4 

(2) 5 or 6 

(3) 7, 8, or 9 

(4) 10 or more 

3. How often do you have six or more drinks on one occasion? 

(0) Never 

(1) Less than monthly 

(2) Monthly 

(3) Weekly 

(4) Daily or almost daily 

Skip to Questions 9 and 10 if Total Score for Questions 2 and 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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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w often during the last year have you found that you were not able to stop 

drinking once you had started? 

(0) Never 

(1) Less than monthly 

(2) Monthly 

(3) Weekly 

(4) Daily or almost daily 

5. How often during the last year have you failed to do what was normally 

expected from you because of drinking? 

(0) Never 

(1) Less than monthly 

(2) Monthly 

(3) Weekly 

(4) Daily or almost daily 

6. How often during the last year have you needed a first drink in the morning 

to get yourself going after a heavy drinking session? 

(0) Never 

(1) Less than monthly 

(2) Monthly 

(3) Weekly 

(4) Daily or almost daily 

7. How often during the last year have you had a feeling of guilt or remorse 

after drinking? 

(0)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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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ss than monthly 

(2) Monthly 

(3) Weekly 

(4) Daily or almost daily 

8. How often during the last year have you been unable to remember what 

happened the night before because you had been drinking? 

(0) Never 

(1) Less than monthly 

(2) Monthly 

(3) Weekly 

(4) Daily or almost daily 

9. Have you or someone else been injured as a result of your drinking? 

(0) No 

(2) Yes, but not in the last year 

(4) Yes, during the last year 

10. Has a relative or friend or a doctor or another health worker been 

concerned about your drinking or suggested you cut down? 

(0) No 

(2) Yes, but not in the last year 

(4) Yes, during the la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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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inking Patterns impacting on 

Prevalence Risk of 

Hypertension 
Kim Kayoung 

Public Health, Epidemiolog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Drinking alcohol is known as one of the factors that 

lead to many diseases. Whereas 2012 average alcohol consumption 

per capita in OECD countries declined compared to 2000, it is 

increasing in Korea. In addition, due to the drinking culture that 

drinking is used as a communication chance for community, chronic 

illness patients are unable to control drinking patterns themsel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drinking patterns 

affecting hypertension prevalence risk, is to give patients the 

drinking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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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A total of 8,189 records responded hypertension 

stage(normal, prehypertension, hypertension) and patterns of 

drinking were obtained from the fif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2010~2012). General characteristics was 

calculated by sex, hypertension stage with technical analysis.  

Technical analysis for calculating general characteristics by sex, 

hypertension stage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calculating effect of independent variables (drinking patterns) was 

conducte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as analyzed by 3 

subject groups (all, male, female) with unadjusted/adjusted model. 

In addition, factor analysis for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the same 

way. Statistical analysis was used the SPSS v22.0. 

Results: The subjects are composed of 49.2% male, 50.8% female. 

Male group had higher score for frequency of drinking, typical 

drinking quantity, frequency of heavy drinking, audit score, 

accumulated alcohol, and drinking quantity weekly except age of 

first drinking than female group. 56% of subjects had a blood 

pressure in the normal range, 23.6% in prehypertension, 20.4% in 

hypertension. The higher the hypertension stage, the average age 

and score of 7 drink patterns has been increased. Each stage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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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63.7%, 63.4% male. Age, gender, family history, obesity, 

triglyceride levels, age of first drinking affected on every group 

significantly. Drinking quantity weekly affected on prehypertension 

female group significantly. In a comparison of normal and 

hypertension subjects, frequency of drinking, typical drinking 

quantity, frequency of heavy drinking affected on male group, 

frequency of drinking and accumulated alcohol affected on female 

group significantly. In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 

of 2 factors (ordinary drinking, hazardous drinking), ordinary 

drinking affected on prehypertension and hypertension male group, 

and hazardous drinking affected on all hypertension group. 

Conclusions: Drinking pattern had bigger change at normal-

prehypertension section than prehypertension-hypertension section, 

so prehypertension should be considered for next correlation study 

between drinking patterns and hypertension. And this study 

indicates that drinking advice considering frequency of drinking, 

heavy drinking as well as typical drinking quantity is needed. Social 

campaign to promote caring hypertension patients is also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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