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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고혈압 인지 유무를 중심으로 여러 역학적 특성이 심혈관  

질병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와 

관련있는 특정 역학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인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 기 1 차 (2010) 

자료 중 19 세 이상의 독립 변수의 결측치가 없는 4,941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 성별, 고혈압 유무, 고혈압 인지 유무, 고혈압 치료 유무, 

체질량지수, 흡연 유무, 음주 유무, 당뇨 유무, 소득 4 분위, 교육 수준을 

독립 변수로 활용하였고, The Framingham Heart Study 의 General 

Cardiovascular 10-year risk 모형을 사용하여 산출한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43.8%, 여성이 56.2%였다. 평균 연령은 남자가 

52.8 세, 여자가 52.0 세였으며, 고혈압 유병률은 남성이 33.7%, 여성이 

29.3%였다. 평균적으로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고혈압 유무 

(21.15%, 7.15%), 고혈압 인지 유무 (22.66%, 16.87%), 고혈압 치료 

유무 (23.13%, 16.7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고혈압 인지 유무를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별, 흡연 유무 

별, 음주 유무 별, 당뇨 유무 별, 소득 4 분위수 별, 교육 수준 별, 고혈압 

치료 유무 별로 시행 한 하위 분석 결과에서도 모두 고혈압 인지 유무에 

따라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고혈압 인지유무와 함께 고혈압 치료유무(고혈압 

비인지자에 비해 고혈압을 인지하고 치료하는 자), 음주 유무,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고등학교/2 년제/3 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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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인지 유무와 함께 고혈압 치료 유무는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고혈압의 인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고혈압의 치료율을 높일 수 

있고 이는 한국인의 가장 큰 사망원인이 심혈관 질환의 예방적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핵심단어: 고혈압, 심혈관질환, 인지, 10 year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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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심근 경색증과 뇌졸증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보건복지부 2011).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주요 위험요인인 

고혈압은 우리나라 만 30 세 이상 인구에서의 유병률이 34%에 이르며 

(보건복지부, 2011) 뇌졸중, 심근경색증, 심부전 등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이 뇌혈관질환발생에 기여 

정도는 35%, 허혈성 심질환 발생에 기여 정도는 21%라고 알려져 

있다(Jee et al., 1999). 또한 고혈압은 뇌졸중, 심근경색증, 울혈성 

심부전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예방 및 

관리는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진영 등, 2007). 

우리나라의 만 20 세 이상 고혈압 유병인구는 1998 년 약 

803 만명(남자 448 만명, 여자 359 만명), 2001 년 918 만명(남자 

531 만명, 여자 408 만명),2005 년 833 만명(남자 470 만명, 여자 

475 만명)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꾸준한 증가 추세와 남ㆍ녀 각각 

20% 후반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30 대 유병률은 9.3%였지만, 40 대는 21.0%, 50 대는 43.6%, 60 대는 

55.6%로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특히 우리나라 중년 이상의 성인에서 고혈압은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이주영 등, 2009)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많은 질병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고혈압은 다른 만성퇴행성 질환과는 

달리 효과적인 관리방법이 있어 평소에 혈압을 잘 조절하면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Kaplan et al., 1998). 고혈압 유병자의 

경우 평균 이완기 혈압을 2 mmHg 낮추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위험이 

6%, 그리고 뇌졸중의 발생위험이 15% 감소한다고 보고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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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Cook et al., 1995). 이처럼 혈압을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합병증이 발생한 다음 치료를 하는 것 보다 훨씬 비용 

효과적이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혈압 유병자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치료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Jön`sson, 1994; Troche et al., 1998). 

이처럼 보건학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고혈압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심리치료 등이 있다. 그 중 약물요법은 

고혈압 유병자가 혈압을 성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Knight et al., 2001). 보통 고혈압 약은 한번 

투약을 시작하면 평생 동안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혈압을 관리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약물복용 순응도란 의사가 처방한 지시대로 환자가 투약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관련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약에 대한 

약물복용 순응도가 높은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혈압이 조절될 

확률이 3.44 배 (95%신뢰구간 1.60, 7.37)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DiMatteo et al., 2002). 이처럼 고혈압 약물치료가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고혈압 유병자의 약물 치료 

받는 비율이 18.5%에 불과 하였고 이는 고혈압 인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었다(보건복지부, 1998). 고혈압 인지는 환자 스스로 

고혈압 임을 알고 있는 것인데,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 2011). 1998 년 조사 이후 고혈압 

인지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남자 58.5%, 여자 76.1%까지 증가하였고, 

고혈압 치료율도 함께 증가하여 남자 51.7%, 여자 71.3%까지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1). 고혈압 인지는 고혈압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심혈관 질환 유병과 이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불평등은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심혈관계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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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Kaplan et al., 1993), 선진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심혈관계 위험인자의 유병률이 높다는 사실 또한 여러 보고를 

통해 알려져 있다(Luepker et al,1993;Winkleby et al., 1992). 

우리나라에서는 1998 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와 5 년간의 사망 

자료를 통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군에서 사망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Khang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특성을 대표성있게 반영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을 일부 고려하여 

고혈압 인지를 중심으로 여러 역학적 특성이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4 -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대표적 표본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 기 1 차년도(2010)’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집단 별로 고혈압 인지에 

따라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변화를 분석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The Framingham Heart Study 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 

모형을 적용시켜 고혈압 유무, 인지도 및 치료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분포를 분석한다. 

둘째, 고혈압 유병자의 고혈압 인지유무 별 및 고혈압 유병자의 

인구집단 별 고혈압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분포와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고혈압 인지와 함께 고혈압 유병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인구학적 수준 변수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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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조사 대상자의 고혈압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분포를 

알아보고, 고혈압 유병자 내에서 고혈압 인지유무 및 고혈압 치료유무에 

따라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고혈압 

인지유무를 인구학적 수준 변수에 따라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고혈압 유병자 내에서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인구학적 수준 변수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Figure 1.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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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 

국민건강증진법 제 16 조에 의거하여 1998 년부터 매 3 년 주기로 

시행되는 전국 규모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제 5 기 1 차년도(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이하 KNHANES)’의 원시자료(raw data)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The Framingham Heart Study 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 

모형에 적용되는 정보 (성별, 나이, 수축기 혈압 등) 또는 사회경제학적 

정보 (소득 4 분위수, 교육수준)가 누락된 대상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Figure 2. Flow chart used to select eligible subject. 

 

 

 

 

 

 

 

 

 

 

 

 

 

 

 

 

Participate in Survey* 

Complete Survey and Exam. 

Eligible subject to analyze CVD 

risk 

Except for Age<19 

Except for Missing data 

[Framingham CVS risk] 
-Age 

-Sex 

-Total-C 

-HDL-C 

-SBP 

-HYPERTENSION 

Treatment 

-Smoking 

-Diabetes 

[Socioeconomic status] 
-Income 

-Education level 

*Survey : 2010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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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심혈관 질환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학적 특성 중 인구학적 요인 

(Demographic factors)에 ‘연령’, ‘성별’, ‘BMI’, ‘흡연’과 

‘음주’4 개 변수를, 사회경제학적 요인 (Socioeconomic  factors)에 

‘소득 4 분위수’와 ‘교육수준’2 개 변수를, 임상적 요인 (Clinical 

factors)에‘고혈압 인지유무’, ‘고혈압 치료유무’,‘당뇨유무’ 3 개 

변수를 포함하였다. 

고혈압 인지율의 지표 정의는 [고혈압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고혈압 

진단] 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 

고혈압 치료율의 지표 정의는 [고혈압 유병자 중 현재 고혈압약 한달 

20 일 이상 복용] 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 

통계 분석 방법에 따라 필요 시 변수를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연령은 

‘19 세 이상 29 세 이하, 30 세 이상 39 세 이하, 40 세 이상 49 세 이하, 

50 세 이상 59 세 이하, 60 세 이상’5 개 범주로 분리하였으며,  

BMI 는 ’18.5 미만, 18.5 이상 25 미만, 25 이상’ 3 개 범주로 

분리하였다.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 계산을 위하여 흡연은 ‘현재흡연, 

과거흡연, 비흡연자’를 ‘흡연자, 비흡연자(과거흡연 포함)’로 재정의 

하였으며, 고혈압 치료유무는 ‘예, 아니오(비고혈압 유병자 포함)’로 

재정의 하였다. 

종속변수로서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The Framingham Heart 

Study 의 CVD 10-year risk model (Ralph et al., 2008)에 근거하여 

성별, 연령별 등 관련 회귀 계수를 적용하였다.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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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gression Coefficients and Hazard Ratios.* 

Men* (10-year Baseline Survival: So(10) = 0.88936) 

Variable Beta** p-value 
Hazard 
Ratio 

95% CI 

Log of Age 3.06117 <.0001 21.35 (14.03, 32.48) 

Log of Total Cholesterol 1.1237 <.0001 3.08 (2.05, 4.62) 

Log of HDL Cholesterol -0.93263 <.0001 0.4 (0.30, 0.52) 

Log of SBP if not treated 1.93303 <.0001 6.91 (3.91, 12.20) 

Log of SBP if treated 1.99881 <.0001 7.38 (4.22, 12.92) 

Smoking 0.65451 <.0001 1.92 (1.65, 2.24) 

Diabetes 0.57367 <.0001 1.78 (1.43, 2.20) 

Women* (10-year Baseline Survival: So(10) = 0.95012) 

Variable Beta** p-value 
Hazard 
Ratio 

95% CI 

Log of Age 2.32888 <.0001 10.27 (5.65, 18.64) 

Log of Total Cholesterol 1.20904 <.0001 3.35 (2.00, 5.62) 

Log of HDL Cholesterol -0.70833 <.0001 0.49 (0.351, 0.691) 

Log of SBP if not treated 2.76157 <.0001 15.82 (7.86, 31.87) 

Log of SBP if treated 2.82263 <.0001 16.82 (8.46, 33.46) 

Smoking 0.52873 <.0001 1.7 (1.40, 2.06) 

Diabetes 0.69154 <.0001 2 (1.49, 2.67) 

 

회귀 계수를 적용하여 CVD risk 를 계산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General Equation : ρ = 1 − S (t)
	(∑ β

ρ 	 ∑ β
ρ 	 )

 

2. Equation for women : 1-0.95012exp(ΣßX - 26.1931) 

3. Equation for men : 1-0.88396exp(ΣßX - 23.9802) 
 
*Source : General Cardiovascular Risk Profile for Use in Primary Care : The 

Framingham Heart Study, Ralph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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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및 임상적 자료(연령, 

체질량지수,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고혈압 유무, 

흡연유무, 음주유무, 당뇨유무, 소득 4 분위수, 교육수준)를 성별에 따른 

분석을 하기 위해 연속형 변수는 기술통계량(평균, 표준편차, 중앙값)을 

제시하고 독립된 두 집단의 t 검정 (Un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한다. 범주형 변수는 빈도수와 비율을 산출하고, 피어슨의 카이스퀘어 

검정 (Pearson’s chi-square test) 또는 피셔의 정확검정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혈압 유무, 고혈압 인지유무, 고혈압 치료유무 또는 고혈압 인지유무 

와 인구사회학적 변수 수준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 (Graph) 또는 히스토그램 (Histogram)을 

사용하였다. 히스토그램 (Histogram)에는 빈도, 표준편차, 중앙값을 

제시하며, 각 변수 수준 별로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된 두 집단의 t 검정 (Un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여 

고혈압 인지와 사회 인구학적 요인이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9.2 version 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유의수준 0.05 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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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인구학적 특성(General Characteristics) 

총 4,941 명 중 남자가 2,163 명으로 43.8%, 여자는 2,778 명으로 

56.2% 였으며, 고혈압 유병자는 전체 1,544 명으로 47.3%, 정상 

혈압은 814 명으로  52.7%였다. 소득 4 분위수를 제외한 연령, 

체질량지수,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고혈압 

유무, 흡연유무, 음주유무, 당뇨유무, 교육수준 모두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 고혈압 유병자 730 명 중 고혈압 인지자는 492 명으로 67.4%, 

고혈압 비인지자는 238 명으로 32.6% 였다. 체질량지수를 제외한 연령,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흡연유무, 음주유무, 

당뇨유무, 소득 4 분위수 및 교육수준 모두 고혈압 인지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 고혈압 유병자 730 명 중 고혈압 인지자는 650 명으로 79.9%, 

고혈압 비인지자는 164 명으로 20.1% 였다. 체질량지수, 흡연유무, 

음주유무 및 소득 4 분위수를 제외한 연령,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당뇨유무 및 교육수준 모두 고혈압 

인지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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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N= 4,941) 

Variables Men Women P value 

  N=2,163 N=2,778   

  Mean ± SD, Median 
 

Age (years) 52.75±13.89,  52.00 51.99±13.80,  51.00 0.055 

Body Mass Index 
(kg/m2) 

24.01± 3.03,  23.95 23.58± 3.36,  23.25 <0.001 

Total-C (mg/dl) 189.61±37.20, 188.00 192.48±36.16, 189.00 0.006 

HDL-C (mg/dl) 49.24±12.21,  48.00 54.94±12.58,  54.00 <0.001 

Systolic BP 
(mmHg) 

124.72±16.42, 123.00 120.62±18.56, 118.00 <0.001 

   
 

N (%) 
 Hypertension     <0.001 

Yes 730 (33.75) 814 (29.30)  
No 1,433 (66.25) 1,964 (70.70)  

Smoking   <0.001 
Non-Smoker 341 (15.77) 2,525 (90.89)  
Ex-Smoker 920 (42.53) 131 ( 4.72)  
Current Smoker 902 (41.70) 122 ( 4.39)  

Drinking   <0.001 

Yes 1,617 (74.76) 1,003 (36.11)  
  No 546 (25.24) 1,775 (63.89)  
Diabetes   <0.001 

Yes 285 (13.18) 262 ( 9.43)  
No 1,878 (86.82) 2,516 (90.57)  

Income IQR 
(Person) 

  0.949 

Q1 534 (24.69) 681 (24.51)  
Q2 536 (24.78) 681 (24.51)  
Q3 543 (25.10) 718 (25.85)  
Q4 550 (25.43) 698 (25.13)  

Education level   <0.001 

Under Middle 
school 

401 (18.54) 950 (34.20)  

Middle school 294 (13.59) 313 (11.27)  
High school 694 (32.09) 854 (30.74)  
Over High 
school 

774 (35.78) 661 (23.79)   

SD : Standard deviation 

Mean ± SD are show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P value is calculated with t-

test; % is shown for categorical variables with P value according to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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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Hypertensive patients by sex (N= 1,544) 

Variables Men    Women   

 
Aware Unaware 

P value  
Aware Unaware 

P value 
  N=492 N=238 

 
N=650 N=164 

 
Mean ± SD, Median 

  
Mean ± SD, Median 

 
Age (years) 62.07±11.12, 63.00 53.36±13.28, 53.00 <0.001 

 
64.19±9.70, 65.00 59.69±11.46, 58.50 <0.001 

Body Mass 
Index (kg/m2) 

24.64±2.92, 24.54 24.82±3.11, 24.96 0.445 
 

25.19±3.28, 24.87 24.56±3.37, 24.28 0.029 

Total-C 
(mg/dl) 

180.71±35.64, 
177.00 

202.15±45.67, 
198.00 

<0.001 
 

196.74±38.49, 
195.00 

207.48±40.16, 
205.00 

0.002 

HDL-C (mg/dl) 47.04±11.92, 45.00 50.96±13.64, 50.00 <0.001 
 

51.64±12.18, 50.00 54.73±12.58, 53.00 0.004 

Systolic BP 
(mmHg) 

134.13±16.03, 
133.00 

146.39±14.11, 
145.00 

<0.001 
 

136.56±16.93, 
136.00 

150.24±12.31, 
149.00 

<0.001 

      

 
N (%) 

  
N (%) 

 
Smoking   <0.001 

 
  0.113 

Non-Smoker 65(13.21) 38(15.97)  
 

610(93.85) 147(89.63)  

Ex-Smoker 290(58.94) 94(39.50)  
 

19(2.92) 10(6.10)  

Current Smoker 137(27.85) 106(44.54)  
 

21(3.23) 7(4.27)  

Drinking   0.006 
 

  0.093 

Yes 348(70.73) 191(80.25)  
 

153(23.54) 49(29.88)  

  No 144(29.27) 47(19.75)  
 

497(76.46) 115(70.12)  

Diabetes   <0.001 
 

  <0.001 

Yes 144(29.27) 12(5.04)  
 

150(23.08) 14(8.54)  

No 348(70.73) 226(94.96)  
 

500(76.92) 150(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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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n    Women   

 
Aware Unaware 

P value  
Aware Unaware 

P value 
  N=492 N=238 

 
N=650 N=164 

Income IQR 
(Person) 

  0.038 
 

  0.380 

Q1 118(23.98) 68(28.57)  
 

170(26.15) 44(26.83)  

Q2 116(23.58) 67(28.15)  
 

145(22.31) 45(27.44)  

Q3 140(28.46) 45(18.91)  
 

169(26.00) 42(25.61)  

Q4 118(23.98) 58(24.37)  
 

166(25.54) 33(20.12)  

Education level   0.002 
 

  0.006 

Under Middle 
school 

131(26.63) 52(21.85)  
 

439(67.54) 92(56.10)  

Middle school 98(19.92) 26(10.92)  
 

84(12.92) 22(13.41)  

High school 144(29.27) 89(37.39)  
 

104(16.00) 36(21.95)  

Over High 
school 

119(24.19) 71(29.83)   
 

23(3.54) 14(8.54)   

SD : Standard deviation 

Mean ± SD are show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P value is calculated with t-test; % is shown for categorical variables with P 

value according to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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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혈압 관련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 
 

가. 고혈압유무 

총 4,941 명 중 고혈압 유병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1.15%(SD=15.25)였으며, 정상 혈압 대상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7.15%(SD=8.59)였다. 고혈압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정상 혈압 대상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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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istribution of CVD 10-year risk by Hypertension.

 

 

Table 3. CVD 10-year risk by Hypertension (N= 4,941) 

Variables 

Hypertension-Patient 

 (No) 

Hypertension-Patient 

 (Yes) P P value 

N=3,397 N=1,544 

 
Mean±SD, Median 

 
10-year risk 7.15±8.59, 3.98 21.15±15.25, 17.38 <0.001 

CVD : Cardiovascular disease 

SD : Standard deviation 

Mean ± SD are show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P value is calculated with t-

test; % is shown for categorical variables with P value according to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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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혈압 인지 유무 

고혈압 유병자 1,544 명 중 고혈압 인지 환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2.66%(SD=15.93)였으며, 고혈압 비인지 환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6.87%(SD=12.15)였다. 고혈압 

인지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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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istribution of CVD 10-year rik by Hypertension Awareness.

 

 

Table 4. CVD 10-year risk by Hypertension Awareness (N= 1,544) 

Variables 
Hypertension-Unaware Hypertension-Aware 

  P value 
N=402 N=1,142 

 
Mean±SD, Median 

 
10-year risk 16.87±12.15, 13.45 22.66±15.93, 18.53 <0.001 

CVD : Cardiovascular disease 

SD : Standard deviation 

Mean ± SD are show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P value is calculated with t-

test; % is shown for categorical variables with P value according to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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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혈압 치료 유무 

고혈압 유병자 1,544 명 중 고혈압 치료를 받는 환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3.13%(SD=16.06)였으며, 고혈압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6.75%(SD=12.17)였다. 고혈압 치료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치료받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고혈압 유병자 1,544 명 중 고혈압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는 환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3.13%(SD=16.06)였으며, 

고혈압을 인지하였지만 치료를 받지않는 환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6.16%(SD=12.35)였다. 고혈압을 인지한 환자 

그룹에서의 치료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치료받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고혈압을 인지하지 

않고 치료 또한 받지 않은 환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6.87%(SD=13.45)였으며, 고혈압을 인지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환자는 없기에 이에 해당하는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가 도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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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istribution of CVD 10-year rik by Hypertension Treatment. 

 

 

Table 5. CVD 10-year risk by Hypertension Treatment (N= 1,544)  

Variables 
Hypertension-Untreat Hypertension-Treat 

  P value 
N=479 N=1,065 

 
Mean±SD, Median 

 
10-year risk 16.75±12.17, 12.95 23.13±16.06, 19.22 <0.001 

CVD : Cardiovascular disease 

SD : Standard deviation 

Mean ± SD are show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P value is calculated with t-

test; % is shown for categorical variables with P value according to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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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istribution of CVD 10-year rik by Hypertension Treatment 

and Awareness. 

 

 

Table 6. CVD 10-year risk by Hypertension Treatment and 

Awareness (N= 1,544)  

Variables 
Hypertension-Untreat Hypertension-Treat 

  P value 
Mean±SD, Median(N) 

Awareness   
 

Yes 16.16±12.35, 12.17 

(77) 

23.13±16.06, 19.22 

(1,065) 

<0.001 

No 16.87±12.15, 13.45 

(402) 

- - 

CVD : Cardiovascular disease 

SD : Standard deviation 

Mean ± SD are show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P value is calculated with t-

test; % is shown for categorical variables with P value according to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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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혈압 인지와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 하위 분석 

가. 연령 

고혈압 유병자 1,544 명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증가하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증가율이 높다.  

30 대의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5.88%(SD=4.49)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5.58%(SD=3.00)였다. 30 대의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40 대의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9.82%(SD=5.56)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9.45%(SD=5.61)였다. 40 대의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50 대의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5.11%(SD=10.32)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4.75%(SD=8.13)였다. 50 대의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60 대 이상의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7.54%(SD=16.46)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5.19%(SD=12.63)였다. 60 대 이상의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남성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30.37%(SD=17.80)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9.43%(SD=13.38)였다. 남성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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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여성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6.83%(SD=11.29)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3.14%(SD=8.91)였다. 남성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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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VD 10-year risk of Hypertensive patients by Age group. 

 

 

Figure 9. CVD 10-year risk of Hypertensive patients by Age group 

and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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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VD 10-year risk by Hypertension Awareness and Age group 

(N= 1,544) 

Variables 
Hypertension-Unaware Hypertension-Aware 

  P value 
Mean±SD, Median(N) 

Age Group (years)   
 

30-39 
5.58±3.00, 4.86 

(47) 
5.88±4.49, 4.64 (22) <0.001 

40-49 
9.45±5.61, 7.41 

(89) 
9.82±5.56, 8.01 (80) <0.001 

50-59 
14.75±8.13, 11.98 

(98) 

15.11±10.32, 11.84 

(296) 
<0.001 

≥60 
25.19±12.63, 22.53 

(168) 

27.54±16.46, 23.68 

(744) 
<0.001 

CVD : Cardiovascular disease 

SD : Standard deviation 

Mean ± SD are show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P value is calculated with t-

test; % is shown for categorical variables with P value according to chi-square. 

 

Table 8. CVD 10-year risk by Hypertension Awareness and Sex (N= 

1,544) 

Variables 
Hypertension-Unaware Hypertension-Aware 

  P value 
Mean±SD, Median(N) 

Sex   
 

Men 
19.43±13.38, 17.18 

(238) 

30.37±17.80, 26.86 

(492) 
<0.001 

Women 
13.14±8.91, 11.10 

(164) 

16.83±11.29, 14.11 

(650) 
<0.001 

CVD : Cardiovascular disease 

SD : Standard deviation 

Mean ± SD are show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P value is calculated with t-

test; % is shown for categorical variables with P value according to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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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ody Mass Index(BMI) Level  

전반적으로 BMI 가 증가함에 따라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감소한다.  

BMI Level 1 (BMI<18.5)의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31.04%(SD=16.23)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7.03%(SD=10.37)였다. BMI Level 1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BMI Level 2 (18.5≤BMI<25)의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3.37%(SD=16.52)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9.09%(SD=13.60)였다. BMI Level 2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BMI Level 3 (25≤BMI)의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1.66%(SD=15.15)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4.23%(SD=9.65)였다. BMI Level 3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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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VD 10-year risk of Hypertensive patients by BMI Level. 

 

Table 9. CVD 10-year risk by Hypertension Awareness and BMI Level 

(N= 1,544) 

Variables 
Hypertension-Unaware Hypertension-Aware 

  P value 
Mean±SD, Median(N) 

BMI level (kg/m2)   
 

<18.5  
17.03±10.37, 21.44 

(5) 

31.04±16.23, 24.80 

(11) 
<0.001 

18.5-24 
19.09±13.60, 16.63 

(215) 

23.37±16.52, 19.57 

(606) 
<0.001 

≥25 
14.23±9.65, 11.12 

(182) 

21.66±15.15, 18.09 

(525) 
<0.001 

BMI : Body Mass Index, CVD : Cardiovascular disease 

SD : Standard deviation 

Mean ± SD are show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P value is calculated with t-

test; % is shown for categorical variables with P value according to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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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흡연유무 

비흡연자(과거흡연 포함)에 비해 흡연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가 높았다. 

흡연자인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35.85%(SD=19.72)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1.66%(SD=14.47)였다. 흡연자인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비흡연자인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0.54%(SD=14.14)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4.99%(SD=10.56)였다. 비흡연자인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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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Distribution of CVD 10-year risk by Hypertension 

Awareness and Smoking. 

 

 

Table 10. CVD 10-year risk by Hypertension Awareness and Smoking 

(N= 1,544) 

Variables Hypertension-Unaware Hypertension-Aware   P value 

 
Mean±SD, Median(N) 

 
Smoking   

 

Yes 
21.66±14.47, 17.27 

(113) 

35.85±19.72, 34.59 

(158) 
<0.001 

No 
14.99±10.56, 12.11 

(289) 

20.54±14.14, 17.33 

(984) 
<0.001 

CVD : Cardiovascular disease 

SD : Standard deviation 

Mean ± SD are show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P value is calculated with t-

test; % is shown for categorical variables with P value according to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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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음주유무 

비음주자(최근 1 년이내 음주를 하지않거나 월 1 회 미만 음주자)에 

비해 음주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가 높았다. 

음주자인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3.12%(SD=15.45)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6.25%(SD=11.73)였다. 음주자인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비음주자인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2.30%(SD=16.31)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7.78%(SD=12.73)였다. 비음주자인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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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Distribution of CVD 10-year risk by Hypertension 

Awareness and Drinking. 

 

 

Table 11. CVD 10-year risk by Hypertension Awareness and Drinking 

(N= 1,544) 

Variables Hypertension-Unaware Hypertension-Aware   P value 

 
Mean±SD, Median(N) 

 
Drinking   

 

Yes 
16.25±11.73, 12.41 

(240) 

23.12±15.45, 19.53  

(501) 
<0.001 

No 
17.78±12.73, 14.86 

(162) 

22.30±16.31, 18.13  

(641) 
<0.001 

CVD : Cardiovascular disease 

SD : Standard deviation 

Mean ± SD are show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P value is calculated with t-

test; % is shown for categorical variables with P value according to chi-square. 



- 31 - 

 

마. 당뇨병 유무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가 

높았다. 

당뇨병인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34.19%(SD=17.79)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9.30%(SD=14.06)였다. 당뇨병인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비당뇨인병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8.66%(SD=13.05)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6.01%(SD=11.54)였다. 비당뇨병인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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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Distribution of CVD 10-year risk by Hypertension 

Awareness and Diabetes. 

 

 

Table 12. CVD 10-year risk by Hypertension Awareness and Diabetes 

(N= 1,544) 

Variables Hypertension-Unaware Hypertension-Aware   P value 

 
Mean±SD, Median(N) 

 
Diabetes   

 

Yes 
29.30±14.06, 25.77 

(26) 

34.19±17.79, 30.47  

(294) 
<0.001 

No 
16.01±11.54, 12.51 

(376) 

18.66±13.05, 15.63  

(848) 
<0.001 

CVD : Cardiovascular disease 

SD : Standard deviation 

Mean ± SD are show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P value is calculated with t-

test; % is shown for categorical variables with P value according to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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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득 4 분위 

소득 4 분위는 소득수준 하에 비해 소득수준 중하의 고혈압 유병자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낮았으며, 소득수준 중상에 비해 소득수준 상의 

고혈압 유병자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낮았다. 하지만 소득수준 

중하에 비해 소득수준 중상의 고혈압 유병자의 심혈과 질환의 위험도는 

높았다. 

소득수준 하인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1.50%(SD=15.20)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7.75%(SD=12.80)였다. 소득수준 하인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소득수준 중하인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4.42%(SD=17.31)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6.15%(SD=11.62)였다. 소득수준 중하인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소득수준 중상인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2.18%(SD=15.95)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6.59%(SD=11.73)였다. 소득수준 중상인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소득수준 상인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2.75%(SD=15.24)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6.91%(SD=12.49)였다. 소득수준 상인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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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Distribution of CVD 10-year risk by Hypertension 

Awareness and Income IQ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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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CVD 10-year risk by Hypertension Awareness and Income 

IQR level (N= 1,544) 

Variables 
Hypertension-Unaware Hypertension-Aware 

  P value 
Mean±SD, Median(N) 

Income IQR   
 

Q1 
17.75±12.80, 13.62 

(112) 

21.50±15.20, 17.51 

(288) 
<0.001 

Q2 
16.15±11.62, 12.77 

(112) 

24.42±17.31, 20.30 

(261) 
<0.001 

Q3 
16.59±11.73, 14.28 

(87) 

22.18±15.95, 17.74 

(309) 
<0.001 

Q4 
16.91±12.49, 13.85 

(91) 

22.75±15.24, 20.31 

(284) 
<0.001 

CVD : Cardiovascular disease 

SD : Standard deviation 

Mean ± SD are show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P value is calculated with t-

test; % is shown for categorical variables with P value according to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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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는 낮았다.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교육수준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4.43%(SD=15.59)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1.95%(SD=13.39)였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중학교 졸업인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3.83%(SD=18.04)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8.72%(SD=11.92)였다. 중학교 졸업인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고등학교 졸업인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0.93%(SD=15.03)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3.49%(SD=10.14)였다. 고등학교 졸업인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2 년/3 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1.09%(SD=15.77)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2.17%(SD=9.11)였다. 

2 년/3 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고혈압 유병자에서는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하지 않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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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Distribution of CVD 10-year risk by Hypertension 

Awareness and Educ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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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VD 10-year risk by Hypertension Awareness and BMI 

Education level (N= 1,544) 

Variables 
Hypertension-Unaware Hypertension-Aware 

  P value 
Mean±SD, Median(N)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21.95±13.39, 19.28 

(144) 

23.43±15.59, 19.81 

(570) 
<0.001 

Middle 

School 

18.72±11.92, 17.10 

(48) 

23.83±18.04, 17.80 

(182) 
<0.001 

High School 
13.49±10.14, 10.31 

(125) 

20.93±15.03, 17.29 

(248) 
<0.001 

Over High 

School 

12.17±9.11, 10.31 

(85) 

21.09±15.77, 15.92 

(142) 
<0.001 

CVD : Cardiovascular disease 

SD : Standard deviation 

Mean ± SD are show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P value is calculated with t-

test; % is shown for categorical variables with P value according to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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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고혈압 치료 유무 

고혈압 유병자이면서 고혈압 미인지자인 경우는 없기에 전반적으로 

고혈압 치료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의 차이를 알 수 없었지만, 고혈압 

인지자 1,143 명 (74%)에 한해서는 치료받은 환자에 비해 치료받지 

않은 환자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낮았다..  

치료받는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23.13%(SD=16.06)였으며, 미인지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에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고혈압 인지자와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차이도 알 수 

없었다.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6.16%(SD=12.35)였으며. 미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평균은 16.87%(SD=12.15)였다. 치료를 받지않은 

고혈압 유병자에서의 인지 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인지한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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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Distribution of CVD 10-year risk by Hypertension 

Awareness and Treatment. 

 

 

Table 15. CVD 10-year risk by Hypertension Awareness and 

Treatment (N= 1,544) 

Variables 
Hypertension-Unaware Hypertension-Aware 

  P value 
Mean±SD, Median(N) 

Hypertension-

Treatment 

  

 

Yes - 
23.13±16.06, 19.22 

(1,065) 
- 

No 
16.87±12.15, 13.45 

(402) 

16.16±12.35, 12.17 

(77) 
<0.001 

CVD : Cardiovascular disease 

SD : Standard deviation 

Mean ± SD are show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P value is calculated with t-

test; % is shown for categorical variables with P value according to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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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와 각 요인의 관련성 

고혈압 유병자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성별(p<0.001), 

(30 대에 비해) 40 대/50 대/60 대 이상의 연령(p<0.001/ p<0.001/ 

p<0.001), 고혈압 비인지자에 비해 고혈압 인지자이며 고혈압 치료를 

받는 자(p<0.001), 음주 유무(p<0.001),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고등학교/2 년제/3 년제 대학 졸업 이상 (p<0.001/ p<0.001)은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p=0.349), 고혈압 비인지자에 비해 고혈압 인지자이며 

고혈압 치료를 받는 않는 자(p<0.971), 소득수준 하에 비해 

중하/중상/상 (p=0.062/0.207/0.103), (초등학교 졸업에 비해) 중학교 

졸업 (p=0.146)은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집단 별(40 대/50 대/60 대 이상) 고혈압 유병자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40 대에서는 성별(p<0.001), 50 대에서는 

성별(p<0.001)과 체질량지수(p=0.050)만이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0 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성별(p<0.001), 고혈압 비인지자에 비해 고혈압 

인지자이며 고혈압 치료를 받는 자(p<0.001), 음주 유무(p<0.001), 

소득수준 하에 비해 중하/상(p=0.029/p=0.051),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중학교/고등학교/2 년제/3 년제 대학 졸업 이상 

(p=0.041/p<0.001/ p=0.008)이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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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CVD 10-year risk (N= 1,544) 

Variables 
CVD 10-year risk 

β (SE) P value 

Age group (years) 
  

30-39 1.00 - 

40-49 0.057(0.0163) <0.001 

50-59 0.1167(0.0157) <0.001 

≥60 0.2222(0.0158) <0.001 

Sex 
  

 Men 1.00 - 

  Women -0.1654(0.0073) <0.001 

Body Mass Index (kg/m2) 0.0009(0.0009) 0.349 

Hypertension 
  

Unaware 1.00 - 

Aware and Untreat -0.0005(0.0142) 0.971 

Aware and Treat 0.0296(0.0071) <0.001 

Drinking -0.0336(0.0068) <0.001 

Income level 
  

Q1 1.00 - 

Q2 0.0153(0.0082) 0.062 

Q3 0.0103(0.0081) 0.207 

Q4 0.0138(0.0085) 0.103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1.00 - 

Middle School -0.0132(0.0091) 0.146 

High School -0.0345(0.0084) <0.001 

Over High School -0.0415(0.011) <0.001 

CVD : Cardiovascular disease 

β: Parameter estimate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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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CVD 10-year risk in Korean 

Men and Women aged 40 to 49 years (N=169) 

Variables 
CVD 10-year risk 

β (SE) P value 

Sex 
  

 Men 1.00 - 

  Women -0.0599(0.0094) <0.001 

Body Mass Index (kg/m2) 0.0001(0.0012) 0.963 

Hypertension 
  

Unaware 1.00 - 

Aware and Untreat -0.0286(0.0164) 0.084 

Aware and Treat 0.0139(0.0081) 0.087 

Drinking 0.0034(0.0096) 0.727 

Income level 
  

Q1 1.00 - 

Q2 0.0065(0.0108) 0.552 

Q3 0.0072(0.0108) 0.504 

Q4 -0.0003(0.0119) 0.982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1.00 - 

Middle School -0.0138(0.0197) 0.483 

High School -0.0227(0.0162) 0.163 

Over High School -0.02(0.0168) 0.236 

CVD : Cardiovascular disease 

β: Parameter estimate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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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CVD 10-year risk risk in 

Korean Men and Women aged 50 to 59 years (N=394) 

Variables 
CVD 10-year risk 

β (SE) P value 

Sex 
  

 Men 1.00 - 

  Women -0.1271(0.0099) <0.001 

Body Mass Index (kg/m2) 0.0027(0.0014) 0.050 

Hypertension 
  

Unaware 1.00 - 

Aware and Untreat -0.0012(0.0161) 0.942 

Aware and Treat 0.0125(0.0095) 0.188 

Drinking -0.0082(0.0092) 0.376 

Income level 
  

Q1 1.00 - 

Q2 -0.0048(0.0116) 0.679 

Q3 -0.0084(0.0113) 0.460 

Q4 -0.0038(0.012) 0.751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1.00 - 

Middle School -0.0027(0.0112) 0.807 

High School -0.0161(0.011) 0.143 

Over High School -0.0119(0.0144) 0.409 

CVD : Cardiovascular disease 

β: Parameter estimate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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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CVD 10-year risk risk in 

Korean Men and Women aged over 59 years (N= 912) 

Variables 
CVD 10-year risk 

β (SE) P value 

Sex 
  

 Men 1.00 - 

  Women -0.2133(0.0112) <0.001 

Body Mass Index (kg/m2) 0.0014(0.0014) 0.319 

Hypertension 
  

Unaware 1.00 - 

Aware and Untreat -0.0176(0.0279) 0.530 

Aware and Treat 0.0431(0.0115) <0.001 

Drinking -0.055(0.0103) <0.001 

Income level 
  

Q1 1.00 - 

Q2 0.0272(0.0124) 0.029 

Q3 0.0181(0.0124) 0.142 

Q4 0.0249(0.0127) 0.051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1.00 - 

Middle School -0.0283(0.0138) 0.041 

High School -0.0581(0.013) <0.001 

Over High School -0.0512(0.0193) 0.008 

CVD : Cardiovascular disease 

β: Parameter estimate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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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므로 고혈압 치료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하다. 고혈압 치료는 고혈압 인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고혈압 

인지율을 높이는 것은 고혈압 치료율을 높이고 나아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제 5 기 

1 차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The Framingham Heart Study 의 

General Cardiovascular 10-year risk 모형을 적용하여 고혈압 인지 

유무를 중심으로 여러 역학적 특성이 심혈관 질병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와 관련있는 특정 역학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평균적으로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고혈압 

유병자가 정상인에 비해, 고혈압 인지자가 미인지자에 비해 그리고 고혈압 

치료자가 비치료자에 비해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가 높았다. 고혈압 

인지 유무를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별, 흡연 유무 별, 음주 유무 별, 

당뇨 유무 별, 소득 4 분위수 별, 교육 수준 별로 시행 한 하위 분석 

결과에서도 모두 고혈압 인지자가 미인지자에 비해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가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 수록,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가 높았다.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고혈압 인지와 함께 고혈압 치료 유무(고혈압 비인지자에 

비해 고혈압을 인지하고 치료하는 자), 음주 유무,  교육 수준(초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2 년제/3 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혈압 인지와 함께 고혈압 치료 유무(고혈압 

비인지자에 비해 고혈압을 인지하고 치료하는 자)는 40 대와 50 대에서는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60 대 이상 

고령자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위험도가 낮을 것이라는 연구의 가설과는 

상반되게 본 연구의 결과는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위험도가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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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하지만 이는 조사 시점의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분율이 높은 점(74%), 인지자 내에서도 60 세 이상 고령자의 분율이 높은 

점(65%)과 당뇨병의 분율이 높은 점(26%)에서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겠다. 단,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에서는 

비인지자에 비해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Table 15).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가 

높았는데 이는 당뇨병을 가진 고혈압 유병자는 고혈압 조절율이 낮다고 

밝힌 기존 연구(Kim et al., 2008)와 유사성을 가진다. 또한 성별, 연령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 연령, 흡연 그리고 당뇨병은 고혈압 인지와 연관이 있다고 

밝힌 기존 연구(Jaddou et al., 2011) 및 성별, 연령 그리고 흡연은 

고혈압과 관련 있는 요인이라고 밝힌 기존 연구(Masoud et al., 2013)와 

유사성을 가진다. 또한 체질량지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체질량지수와 고혈압이 강력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밝힌 기존 연구(Jo et al., 2001) 및 체질량지수가 

고혈압과 관련있는 요인이라고 밝힌 기존 연구(Masoud et al., 2013)와 

유사성을 가지지 않는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단면연구이기에 고혈압 인지, 치료를 원인으로,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를 결과로,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다는 점, 

고혈압 인지자와 치료를 받는 환자가 가지는 다른 세부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 산출에 사용 The Framingham 

Heart Study 의 General Cardiovascular 10-year risk 모형이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 모델을 토대로 

고혈압 인지자와 치료를 받는 환자의 특성이 반영된 전향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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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을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적용하여 고혈압 인지의 관점을 

중심으로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를 분석한 최신 역학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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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고혈압 인지 유무를 중심으로 여러 역학적 특성이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국인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제 5 기 1 차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단면연구이다. 

최종 분석 대상자는 4,941 명이었으며, 고혈압 유병자는 1,544 명이었다. 

고혈압 인지 유무는 과거 의사에게 받은 고혈압 진단 유무로 정의하였고,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 계산은 The Framingham Heart Study 의 

General Cardiovascular 10-year risk 모형을 사용하였다.  

평균적으로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는 혈압 정상자에 비해 고혈압 

유병자가, 고혈압 비치료자에 비해 치료자가 그리고 고혈압 비인지자에 

비해 인지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고혈압 인지유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의 하위 분석에서도 체질량지수를 제외하고 성별, 

연령별, 흡연 유무 별, 음주 유무 별, 당뇨 유무 별, 소득 4 분위수 별, 

교육 수준별로 모든 분류에서 고혈압 비인지자에 비해 인지자의 평균적인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고혈압 유병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은 성별, 나이, 체질량지수,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흡연 유무, 음주 유무, 소득 

수준, 교육 수준과 고혈압 인지 유무를 고려한 모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연령, 성별,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고혈압 

인지 유무, 흡연 유무, 음주 유무, 당뇨 유무,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이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체질량지수와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2 년제/3 년제 대졸 이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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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인지자의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은 성별, 나이, 체질량지수,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흡연 유무, 음주 유무, 소득 수준, 교육 수준과 

고혈압 치료 유무를 고려한 모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연령, 성별,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고혈압 치료 유무, 흡연 

유무, 음주 유무, 당뇨 유무,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이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체질량지수와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2 년제/3 년제 대졸 이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혈압 인지 유무와 함께 고혈압 치료 유무는 심혈관 질환 10 년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고혈압의 인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고혈압의 치료율을 높일 수 

있고 이는 한국인의 가장 큰 사망원인이 심혈관 질환의 예방적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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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vascular disease is a major cause of death in Korean and 

hypertension is a major independent risk factor of cardiovascular 

disease. Recent data indicate a decreasing trend in hypertension 

prevalence, along with improvements in hypertension awareness, 

management, and control.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hypertension awareness and cardiovascular disease 10 year risk and 

to ascertain the effect hypertension awarenes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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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10 year 

risk in Korean adults (≥19 years of age) in 2010.  

The study used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hypertension awareness and cardiovascular 

disease 10 year risk by age group, body mass index level, smoking, 

drinking, diabetes, Income IQR level, education level and hypertension 

treatment and regression models to assess the effect hypertension 

awareness and the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10 year risk among 730 men and 814 women adult 

hypertensive patients from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10. 

Cardiovascular disease 10 year risk was significantly higher in 

hypertension aware group (22.66%) than in hypertension unaware 

group (16.87%) (p<0.001). And the sub analysis was performed by 

age group, body mass index level, smoking, drinking, diabetes, Income 

IQR level, education level and hypertension treatment, cardiovascular 

disease 10 year risk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hypertension 

aware group than in hypertension unaware group in all of sub 

category (p<0.001).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age, sex, hypertension aware and treat, drinking and education level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ardiovascular disease 10 year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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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ypertensive patients (p<0.001). 

Hypertension awareness is a not only major factor of hypertension 

treatment but also cardiovascular disease 10 year risk in Korean 

hypertensive patients. Especially hypertension awareness is highly 

associated with cardiovascular disease 10 year risk in elderly people 

(≥59 years of age). The reasons for higher cardiovascular disease 

10 year risk factor in hypertension aware group need to be 

investigated to prevent cardiovascular disease in Korea.  

Key words: Hypertension, cardiovascular disease, awareness, 10 year 

ri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