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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관리법

요즘 대사증후군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대사증후군은 우리에게 익숙한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성인병의 전 단계로서, 만성적인 대사 장애가 한 사람에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대개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에 

따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증상 가운데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자. 

고혈압이란?

혈압은 혈액이 흐를 때 혈관 벽에 가하는 힘을 말한다. 수축기의 최고 혈압과 확장기의 

최저 혈압으로 나눠서 재는데,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고, 확장기 혈압은 심이 이완화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이다. 고혈압은 신장, 심장 및 혈관을 포함하는 순환기계 질환 중 가장 높은 

빈도로 관찰되는 질환으로서 정상혈압, 경계고혈압, 고혈압으로 분류해 왔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기준은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이나 

확장기 혈압 90mmHg 이상을 말한다. 최근 11월 13일 미국 심장협회(AHA) 및 미국 

심장병학회(ACC)는 10년 만에 새로운 포괄적 고혈압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특이사항은 고혈압 치료에 착수하는 기준선을 현행 140 mmHg/90mmHg에서 

130mmHg/80mmHg로 낮추어 개정했다. 또한 지금까지 수축기 혈압 120~139mmHg 

사이 및 이완기 혈압 80~89mmHg 사이를 지칭해 왔던 ‘경계성 

혈압(prehypertension)’을 삭제했다. 

고혈압의 원인은?

고혈압의 원인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과 이차성 고혈압이 있다. 고혈압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본태성 고혈압은 뚜렷한 고혈압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로서 유전적인, 

체질적인 영향이 중요하다. 혈압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이차성 고혈압은 내분비적인 

호르몬의 이상과 과다분비로 인하여 나타난다.

고혈압의 증상은?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두통, 현기증, 시력장애를 동반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혈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각증상 자체가 아니라 고혈압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이다. 고혈압의 합병증으로는 심장에 생기는 심부전증과 관상동맥질환, 뇌혈관 

장애로 인한 뇌졸중, 신장에 생기는 만성신부전증 등이 있으며, 고혈압환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으면 합병증의 발생률은 더욱 높아진다.   

추천 생활요법

1.  과체중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30분 이상 운동하며 

체중을 줄이기를 권장한다. 

2.  식염과 지방 섭취를 제한한다. 

나트륨은 수분을 체내에 저류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3.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하여 

섬유소를 충분하게 보충한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 

코엔자임Q10, 비타민C, 콜라겐, 

나토키나제 등을 섭취한다. 

4.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권장한다. 

다만 동물성 지방과 붉은류의 

단백질은 피하고, 흰살 생선이나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한다. 

5. 모든 술, 카페인, 담배를 피한다. 

분      류 혈   압      기   준

정상혈압 120/80mmHg 이하 

1기 고혈압 수축기 혈압 130~139mmHg 또는 이완기 혈압 80~89mmHg 사이 

2기 고혈압 수축기 혈압 최소 140mmHg 또는 이완기 혈압 최소 90mmHg 

고혈압 위기 최고 180mmHg 이상 또는 최저 120mmHg 이상

[ 미국 심장협회(AHA) 및 미국 심장병학회(ACC)가 발표한 혈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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