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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is a major cause of death and disorder, and diabetes mellitus (DM) is a significant risk factor 
of stroke. This study examined the importance of target blood pressure (＜140/＜90 mmHg) 
management in patients with DM. Based on the data of the 6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 total of 16,389 patients aged 18 to under 80 were assess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o estimate the risk of stroke through blood pressure control. The prevalence of 
stroke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DM was higher in the diabetic group, and a longer 
duration of DM indicated a higher risk of hypertension and stroke. The hazard ratio of stroke was 
lower in the maintenance group (0.57) of target blood pressure (＜140/＜90 mmHg) compared to the 
high blood pressure group(＞140/＞90 mmHg). Despite the accompanying treatment for DM and 
hypertension, the frequency of hypertension increased, and the prevalence of stroke increased after 
five years of DM. Hence, effective blood pressure management at this time is important. The risk of 
stroke should be reduced by continuously managing blood pressure in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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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허혈성 뇌졸중은 사망발생 요인 및 여러 장기

의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제2형 당뇨병

(T2DM)은 허혈성 뇌졸중의 주요 위험 인자이다[1, 2]. T2DM 

환자에서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성은 2∼6배 높고, 재발 위험성, 

중증의 뇌졸중 및 사망률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3-5]. 허혈성 뇌

졸중의 급성기에는 잦은 고혈당증이 관찰되며 그 결과 경색이 

심해지고 예후가 악화된다[6]. 특히 뇌졸중 발생 초기 24시간 동

안 혈당이 지속적으로 200 mg/dL 이상일 경우, 독립적으로 허

혈성 부위의 범위확대와 신경학적인 이상결과를 예측할 수 있

다. 이는 고혈당 관리가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 있어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임을 알려준다[7]. 뇌졸중에는 식습관 같은 수

정 가능한 위험 요인과 연령, 인종처럼 수정 불가능한 위험 요인

을 포함하는 수많은 위험 요인이 있다. 전염병, 패혈증, 스트레

스와 같은 단기적인 유발 요인,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중기적

인 위험 요인, 성별에 따른 장기적인 위험 요인이 있다[8]. 2018

년 국제뇌졸중협회[9]에서는 뇌졸중 발생위험요인을 첫 번째, 

흡연, 음주, 체질량지수[10, 11], 고혈압 등 위험요인 진단 후 치

료약물복용 이행여부[12]를 포함하는 생활습관, 두 번째, 간기

능 수치(AST, ALT), 당화혈색소[13],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

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10, 12], 수축기 및 이완기 혈

압과 과거력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12, 13], 심방세동

[14], 일과성 허혈발작[13]을 포함하는 임상적 위험요인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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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뇌

졸중의 원인 요인 가운데 고혈압을 중점으로, 한국인 당뇨병 환

자들의 유병기간동안 고혈압 조절에 따른 뇌졸중 위험도의 변화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5년)의 원시 

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인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는 순

환표본조사이자 전국 규모의 횡단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당뇨환자 1,733명과 정상인 14,656명 총 16,389명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18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하였고, 임

신부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기

관생명윤리심의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하에 시행하였다(IRB Approval Number: CKU-20-01-0608).

2. 당뇨병과 그 외 질병 및 위험인자의 기준

당뇨병 질환 대상자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제시한 당뇨병 진

료지침[15]를 기준으로 공복혈당 126 mg/dL 이상이거나, 의

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를 복용하거나 인슐린주사를 투

여 받고 있는 사람인 경우로 분류하였다[16].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mmHg 이상, 항고

혈압제 사용 또는 의사의 고혈압 진단으로 정의하였다[17]. 고

지혈증은 총 콜레스테롤 ≥240 mg/dL, HDL-콜레스테롤(전

환식) 남성 ＜50 mg/dL (여성 ＜40mg/dL), LDL-콜레스테롤 

≥160 mg/dL, 중성지방 ≥200 mg/dL, 지질 저하 약물사용 또

는 의사의 진단으로 정의된다[18]. HDL-콜레스테롤은 고콜레

스테롤혈증은 공복 시 총콜레스테롤 ≥240 mg/dL 또는 콜레스

테롤 약을 복용하는 자를 의미하고, 고중성지방혈증은 12시간 

이상 공복 시 중성지방 200 mg/dL 이상으로 정의하고, 저

HDL-콜레스테롤혈증은 8시간 이상 공복자 중 HDL-콜레스테

롤이 40 mg/dL 미만인 자를 가리키며, 이를 이상지질혈증이라 

한다. 

3. 인구통계학과 인체측정법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인체측정 데이

터 및 혈액 생체 표지자는 숙련된 의료진이 건강 검진을 통해 평

가했다. 흡연상태는 전혀 흡연을 하지 않은 자, 과거 흡연자, 현

재 흡연자로 구분하였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kg)을 신장(m) 제

곱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었다. 체질량 지수는 정상 18.5∼

25.0 kg/m2, 저체중 ＜18.5 kg/m2, 과체중 ≥25.0 kg/m2, 비

만 30.0 kg/m2 이상으로 판단하며 이는 아시아 인구에 대한 세

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라 정의되었다[19]. 

4. 데이터의 통계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통계처리는 통계 프로그램(SPSS 

version 23.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연속 변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하여 기술하였으며, t-시

험, 비모수 만-휘트니 U 검증 및 일원 분산 분석을 수행하였다. 

범주형 변수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카이제곱 테스트를 

사용하였다. 당뇨병 발병 유무에 따른 변수들의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도(confidence interval, CI)를 구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통계적인 유의

성 검증은 유의 수준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  과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당뇨병이 없는 일

반인을 대조군으로, 당뇨병 환자에서 뇌졸중을 앓고 있는 군과 

뇌졸중을 앓고 있지 않은 군으로 구분하여 남녀 구분하여 임상

적 특성을 분석하였다(Table 1). 당뇨병 유병기간은 뇌졸중을 

가진 군(남, 12.8±9.4; 여, 10.5±7.6)이 뇌졸중이 없는 군(남, 

9.3±8.3; 여, 9.0±7.9)보다 유병기간이 길었다(P＜0.05). 현

재 흡연율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고, 수축기 혈압은 대조군에 

비해 당뇨병 환자가 높았다(P＜0.05).

당뇨병 유병기간에 따른 고혈압의 유병률은 당뇨병 유병기간

이 길어질수록 고혈압 유병률은 상승하였다(Figure 1A, 1년 미

만: 60.0%, 16년 이상: 70.8%, P＜0.05). 당뇨병 유무에 따른 

뇌졸중의 유병률은 당뇨병 환자군(7.7%)과 당뇨병이 없는 군

(1.8%)으로 구분하였을 때 당뇨병 환자 군에서 높았다(Figure 

1B, P＜0.05).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압 유병기간에 따른 고혈압 

및 당뇨병 치료양상은 질병초기(1년 미만)를 제외하고 71% 이

상, 최대 99.0%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1C, P＜0.05). 당뇨병 유병기간에 따른 적정 혈압 유지

군(＜140/＜90 mmHg)과 고혈압군에서 뇌졸중의 유병률은 

당뇨병 유병기간 16년이상에서 고혈압군(25.5%)이 적정 혈압 

유지군(10.2%)에 비해 높았다(Figure 1D, P＜0.05). 또한, 당

뇨병 유병기간동안 뇌졸중에 대한 위험비(hazard ratio, HR)

는 고혈압군 1.74 (95% CI, 1.28∼2.37) 대 적정 혈압 유지군 

1.17 (95% CI, 0.98∼1.41)로 적정 혈압 유지군에서 뇌졸중 위

험성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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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of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troke by gender in diabetic patients

　
　

DM
Normal

P-valueWith stroke Without strok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Population (N) 62 (46.6%) 71 (53.4%) 786 (49.1%) 814 (50.9%) 8,416 (57.4%) 6,240 (42.6%)

Mean age (years) 68.5±7.0 65.2±8.1 62.7±11.7 60.8±11.3 16.0±15.7 47.6±16.5 ＜0.05

Mean diabetes duration 10.5±7.6 12.8±9.4 9.0±7.9 9.3±8.3 NA NA ＜0.001

Smoking status (%)

  Never smoker 88.5% 15.7% 90.2% 17.5% 89.6% 22.9% ＜0.001

  Past smoker 3.3% 48.6% 4.4% 46.4% 5.3% 38.1% ＜0.001

  Current smoker 8.2% 35.7% 5.3% 36.2% 5.1% 38.9% ＜0.001

Mean BMI 26.2±4.1 24.3±3.3 25.5±3.7 24.9±3.4 23.2±3.4 24.2±3.3 ＜0.001

  Underweight (＜18.5 kg/m2) 0.0% 0.0% 1.1% 1.5% 5.7% 2.9% ＜0.001

  Normal (18.5∼24.9 kg/m2) 46.8% 57.7% 50.3% 52.3% 66.7% 59.4% ＜0.001

  Overweight (25.0∼29.9 kg/m2) 35.5% 36.6% 37.2% 39.3% 23.7% 33.0% ＜0.001

  Obese (＞30.0 kg/m2) 17.7% 5.6% 11.4% 6.9% 3.9% 4.7% ＜0.001

Drinking (%) 41.9% 53.5% 48.0% 77.5% 66.6% 84.7% ＜0.001

Blood pressure

  SBP (mmHg) 130.9±19.0 129.7±21.6 126.3±17.7 124.6±15.9 114.8±17.0 119.9±15.0 ＜0.001

  DBP (mmHg) 72.6±12.2 74.1±12.4 73.0±9.7 75.8±11.1 73.1±9.7 77.7±10.4 ＜0.001

Glucose (mg/dL) 142.3±39.4 129.1±32.0 142.1±45.4 143.2±41.4 93.4±10.2 96.5±11.9 ＜0.001

Mean HbA1c (%) 7.1±1.1 7.2±1.5 7.4±1.3 7.3±1.4 5.6±0.4 5.6±0.4 ＜0.001

Dyslipidemia (%) 74.2% 69.0% 65.5% 63.8% 27.8% 37.3% ＜0.001

  Mean Triglyceride (mg/dL) 152.6±74.1 155.5±99.6 160.6±102.6 201.2±181.4 110.5±73.1 155.8±125.0 ＜0.001

  Mean total cholesterol (mg/dL) 183.2±33.5 160.0±34.8 186.9±42.1 180.9±40.2 190.0±34.6 187.7±34.6 ＜0.001

  Mean LDL cholesterol (mg/dL) 47.6±10.5 41.8±13.0 47.4±10.7 44.3±10.9 54.5±12.1 47.9±11.0 ＜0.001

  Mean HDL cholesterol (mg/dL) 105.8±33.1 85.9±27.3 111.3±39.1 104.7±32.3 115.8±31.6 114.3±31.9 ＜0.001

Mean creatinine (mg/dL) 0.8±0.3 1.4±2.1 0.7±0.2 1.0±0.5 0.7±0.2 1.0±0.3 ＜0.001

Mean hemoglobin (g/dL) 13.0±1.4 14.6±1.5 13.2±1.2 14.9±1.5 13.1±1.1 15.3±1.2 ＜0.001

Treatment

  Insulin (%) 8.1% 7.0% 7.3% 7.2% NA NA ＜0.001

  Oral hypoglycemic agent (%) 83.9% 78.9% 68.7% 62.5% NA NA ＜0.001

  Diet and exercise (%) 1.6% 0.0% 0.6% 0.9% NA NA ＜0.001

Abbreviations: DM, diabetes mellitus;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NA, not available.

고  찰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압, 뇌졸중의 합병증은 정상인 대조군

과 비교하여 높았다. Alloubani A 등의 연구에서 당뇨병이 있

는 사람들은 당뇨병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 1.5∼3배의 뇌졸중

과 사망률이 높았다[20]. 독립적으로 당뇨병은 노인에게서 재발

성 뇌졸중의 60%의 위험성(HR, 1.59; 95% CI, 1.07∼2.37)이 

있다[21]. Goldstein 등[14]과 Burchfiel 등[22]의 연구에서 

당뇨병과 허혈성 뇌졸중 사이의 위험성이 2∼6배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Kissela 등[23]은 모든 허혈성 뇌졸중의 40%는 당

뇨병 단독 또는 고혈압을 동반한 당뇨병이 원인이었다. 이와 같

은 현상은 동맥의 비정상적인 지방 침착, 고혈압, 고혈당증 등과 

같은 두 개 내/외의 인자가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혈관의 죽상동

맥경화성 변화는 높은 포도당 수치나 다른 위험요인 때문이 아

니고, 당뇨병을 유발하는 세포와 고인슐린혈증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발생한다[20]. 당뇨병은 혈소판 응집 증가, 응고 

및 유리 라디칼 형성 증가, 칼슘 조절의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

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죽상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다

[20]. 당뇨병 환자는 다른 심혈관 위험 인자와 무관하게 혈전색

전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22].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죽상동맥경

화증의 진행은 가속화되고 비만, 콜레스테롤 상승, 당뇨병과 관

련된 고혈압 및 다른 위험 요인이 유병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14].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에서 혈압관리를 중점으로 적정혈

압(＜140/＜90 mmHg)으로 관리한 군이 고혈압군보다 뇌졸

중의 위험률(HR)이 0.57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치료와 약제를 

사용하는 빈도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혈압이 상

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혈압관리에 더욱 효

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더욱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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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alysis of the risk of stroke 
according to DM prevalence and blood 
pressure control. (A) Prevalence of 
hypertension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DM (cross analysis, N=1,316, P＜
0.001). (B) Prevalence of stroke with 
and without DM (cross analysis, 
N=14,932, P＜0.001). (C) The rate of 
hypertension and DM treatment accor-
ding to the duration of hypertension in 
DM (cross analysis, N=4,609, P＜0.001). 
(D) The risk of stroke in the group with 
target blood pressure (tBP) and the 
group with hypertension according to 
the prevalence of DM. HR is hazard 
ratio (logistic regression, N=1,306, P＜
0.001).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당뇨병 유병기간이 6∼10년을 기점으

로 뇌졸중 유병율이 적정혈압 관리군(8.4%)보다 고혈압군

(10.0%)이 높아지는 기점이 되고 있으며, 16년 이상에서 고혈

압군의 뇌졸중 유병률이 적정혈압 군에 비해 2.05배 증가하는 

소견은 당뇨병 환자의 유병기간에서 5년 이후의 혈압을 더욱 적

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의 위험성을 낮추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미국뇌졸중협회의 지침에 따르면, 혈압이 140/90 mmHg 

이상인 환자의 경우 140/90 mmHg 밑으로 유지하거나, 고혈

압 환자의 경우 혈압을 낮추는 요법을 시작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한하는 혈압의 기준은 개인적으로 다르겠지만, 합리적

인 목표는 140/90 mmHg 미만이다[24]. 영국전향적당뇨병연

구(UKPDS, United Kingdom Prospective Diabetes Study)

에서는 세 번의 실험을 통해, 뇌졸중의 크기를 줄이는데 있어 엄

격한 혈압 조절이 효과적이었으며, 주로 당뇨병 환자에게만 영

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25]. Alloubani 등[20]은 순환계에

서 20 mmHg 수축기 및 10 mmHg 이완기 혈압 상승으로 뇌졸

중과 허혈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배 정도 증가했고, 수축

기 혈압이 약 10 mmHg, 이완기 혈압이 5 mmHg 감소하면 뇌

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40% 감소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과 

다른 혈관 관련 사망이 30% 감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26, 27]. 

James 등[17]은 표준 치료인 수축기 혈압 140 mmHg 미만보

다, 120 mmHg 미만의 집중 치료가 복합 심혈관 위험성을 감소

시켰다(HR, 0.75; 95% CI, 0.64∼0.89; P＜0.001). Rundek

과 Sacco [28]의 연구에서 뇌졸중을 피하기 위해 당뇨병 환자의 

혈압을 140/90 mmHg 미만보다는 130/80 mmHg 미만으로 

조절해야 하고, 조절이 불가능하다면 약물 복용을 고려해야 하

는데, 모든 뇌졸중 환자에게 혈압 약을 추천하고, 약 10/5 

mmHg의 혈압이 감소한 이후에 이점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허

혈성 뇌졸중 병력이 있는 환자는 간호 시설 내에서 고지혈증 제

제인 스타틴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절에 유리할 수 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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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횡단면 연구의 특성으로 

당뇨병 환자의 단면적인 상황만 알 수 있고, 뇌졸중의 인과 관계

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1형, 제2형 당뇨병을 구별하지 

않았고, 제2형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에서 치료에 관한 세부사항

은 언급하지 않았다. 시간 경과에 따른 연속적인 검사를 진행하

지 않았으므로, 질병의 진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질병

의 진단 및 상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과거 진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일부 설문 항목을 대답하지 않았거나 

신체 계측을 받지 않아 표본수가 적은 제한점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당뇨병 유병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적극적인 당

뇨병 치료를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의 위험요소 중 

고혈압에 대한 위험성의 중요성을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

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을 토대로 적정 혈압으로 조절하는 

군에서 HR 0.57이 낮았고, 특별히 당뇨병 유병기간 5년 이후의 

혈압관리가 더욱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에

서 뇌졸중 예방을 위해 혈압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요  약

뇌졸중은 사망발생 및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질환이며, 

당뇨병은 뇌졸중의 주요 위험인자이다. 당뇨병 환자가운데 뇌

졸중을 동반한 환자에서 적정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8세 이상 80

세 미만자 총 16,389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당뇨병 

유병기간에 따른 혈압조절을 통한 뇌졸중의 위험도를 산정하였

다. 당뇨병 유무에 따른 뇌졸중의 유병률은 당뇨병 환자 군에서 

높았고,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고혈압과 뇌졸중의 

위험도는 상승하였으며,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치료 비율은 

높았다. 고혈압군에 비해 적정 혈압 유지군(＜140/＜90 mmHg)

에서 뇌졸중 위험비(HR)는 0.57 낮았다.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

한 치료가 동반됨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의 빈도는 상승하였고, 

당뇨병 유병기간 5년 이후 뇌졸중의 유병률이 상승함에 따라 이 

시기의 효과적인 혈압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당뇨병 환자에서 

지속적으로 적정 혈압으로 관리함으로써 뇌졸중 위험도를 낮추

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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