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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뇌경색의 위험인자와

NIH stroke scale에 관한 임상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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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risk factors between controls group and acute brain infarction patients group,

and to compare high risk group with low risk group through NIHSS(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We

compared the risk factors between acute brain infarction patients group(N=180) and controls group(N=93). And according

to risk factors, we analyzed 1st NIHss, after 3 weeks improved extent within acute brain infarction patients group.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mong the risk factors, HTN, DM, the blood levels of HCY were significantly higher and the

blood levels of HDL-C was significantly lower in patients group than controls group. 2. In scale analysis according to risk

factors, 1st NIHs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Hypo-HDL-cholesterolemia, Obesity, High-Homocysteine, HTN, DM,

previous CVA history group than low risk group within acute brain infarction patients group. 3. In after 3 weeks improved

extent analysis according to risk factors, improved extent were lower in Hyperlipidemia, HTN, DM, previous cardiac

history, older age group than low risk group within acute brain infarction patients group.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significant risk factors of acute brain infarction, and shows the High risk group that had risk factor of brain infarction

recognized from the former research tends to have higher 1st NIHss. Also the High risk group tends to have lower

improved extent, but the result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urthur research on subjec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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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총 사망자 24만6천7백 명 중에서

３대 사망 원인(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47.8%를 차지하였고1), 이 중 뇌혈관 질환은 악성

신생물에 이어 국내 사망률 원인 2위이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

도 동일하며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향후 중요한 의학적 문제

로 부각되고 있다2).

특히 뇌혈관 질환은 치사율이 높고 후유 장애로 인해 사회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재발율도 높아
3,4)

, 사회적으로도 중

요한 의의를 가지는 질환 중의 하나이다. 이 중 뇌경색이 전체

뇌혈관 질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 정도로 점차 증가하

고 있는 추세여서
5)

, 뇌경색의 예방에 대한 대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한의학에서 뇌혈관 질환은 중풍의 범주에 속하며, 중풍의 한

의학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인 인식 때문에 다른 질환에 비하여

한의학적 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6). 따라서

중풍이 발생하였을 때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뚜렷한 임상 증상

의 개선과 현저한 운동 기능의 회복을 보일 수 있다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연구가 꾸준히 필요하다. 최근 한의학적 치료 방법

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NIHs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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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scale)을 한글로 번역하고 평가 시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한 이 등7)의 연구를 비롯하여, 편두통, 심방세동, 가족중풍력, 고

령, 전조증상에 따라 급성기 중풍환자의 초기 NIHss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김 등8)의 연구, 중풍 발생 당시의 脈狀 중

遲脈인 경우 NIHss가 양호하다고 보고한 마 등9)의 연구 등 한의

학적 증상 및 변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의 우수

성을 입증하는 데에는 양적으로 부족함이 있다.

또한 중풍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험인자들이 작용하여 발

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인자에는 나

이, 성별, 민족, 유전 등이 있으며,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절이 가능한 위험인자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심방

세동, 흡연, 과음, 비만, 무증상의 경동맥협착증 등이 있다10).

따라서 중풍이 발병하기 전에는 위험인자에 대한 인지와 관

리를 통한 예방이 필수적이며, 중풍이 발병한 경우 신경학적 손

상의 정도를 정량적,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예후를 판정하고 향후

회복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 중풍의 위험인자에

관한 연구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11)

, 실제 임상에서는 정량적 측

정과 분석을 통하여 위험인자와의 임상적 연관성을 파악하기보

다 서술적으로 측정하여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2).

이에 저자는 먼저 뇌경색의 유의한 위험인자를 연구하고, 그

위험인자가 급성기 뇌경색 환자의 초기 신경학적인 손상에 끼치

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위험인자의 예방 및 관리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초기 신경학

적 손상 정도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한의

학적 치료 후 뇌경색의 위험인자에 따른 호전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기능 회복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인자에 대한 선행 관

리의 중요성을 재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발병 2주 이내의 급성기 뇌경색 환자와 대조군을 비

교분석한 후, 급성기 뇌경색군 내에서 신경학적 손상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지표가 되는 NIHss를 통하여 위험인자에 따른 입원

당시 scale과 한방 입원 치료 3주 후 호전도의 비교분석을 시행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한방내과에 입원하여 신경학적인 결손 증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며, 뇌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Brain MRI) 상의 병소

와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일치하여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발병 2

주 이내의 급성기 뇌경색 환자 254 중에서 입원 기간 3주 이내에

퇴원한 환자 및 입원 1주 후 재측정 시 악화되거나 입원 기간 중

재발된 경우를 제외한 180명을 급성기 뇌경색군(Acute brain

infarction patients)로 선정하였다.

대조군(Controls)으로는 같은 기간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

원 중풍예방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 중

뇌경색의 주 위험 연령으로 알려진 중, 장년층의 연령을 감안하

여 5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일과성뇌허혈발작을 포함한 뇌졸중

의 과거력이 없는 상태에서 내원 당시 신경학적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나타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뇌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또는 뇌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Bain MRI) 상 정상 소

견을 보인 93명을 선정하였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기대되는 이득과 예

상되는 위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정보 제공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

하고, 협조를 얻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급성기 뇌경색군 내에서 각각 위험인자가 있는 집단을

고위험군(High risk group), 위험인자가 없는 집단을 저위험군

(Low risk group)이라 명칭하였다. 급성기 뇌경색군 180명 중에

서 고지혈증에 대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은 각각 72명, 108명이

었으며, 저-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에 대한 고위험군과 저

위험군은 각각 75명, 105명이었다. 그리고 고위험군 중 과체중군

은 105명, 비만군 54명, 고호모시스테인농도군 98명, 고혈압군

118명, 당뇨군 67명, 중풍기왕력군 37명, 심장병기왕력군 27명,

고령군 108명으로 각각 나타났다(Table 2).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급성기 뇌경색군과 대조군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고혈압, 당뇨,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콜레스

테롤,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호모시스테인, 비만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조사하였다. 그 후 급성기 뇌경색군 내에서 고위험군

과 저위험군으로 나누어, 입원 당시 NIH stroke scale과 한방 입

원 치료 3주 후 NIH stroke scale의 호전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NIHss와 연관된 뇌경색의 위험인자와 예후예측인자로서의 가능

성 및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3. 측정방법

1) NIHs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NIHss는 NIH의 베데스다 병원에서 뇌졸중의 새로운 치료

법의 평가를 위해 처음 시도되었으며 Thomas Brott 등에 의해

고안되어졌다13). 이는 1989년 Goldstein 등14)에 의해 검사자 간의

신뢰도를 갖춘 평가방법으로 인정된 이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뇌졸중 위험도 평가 기준이며
15)

, 중풍 환자의 발병 후 증상의 중

증도와 예후를 표시하는 척도로, 신경학적 결손을 평가하는데 널

리 사용되는 측정 방법이다. 의식수준, 안구의 움직임, 시야결손,

근육운동력, 운동실조, 언어소통능력, 구음장애, 감각장애, 무관

심 부주의 등 총 13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0점

(정상), 최하 31점의 분포를 보인다.

NIHss는 운동성의 평가에 치중하지 않으며. 후순환계 경색

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 다른 뇌졸중 점수화 검사보다 임

상 증상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초기

NIHss는 예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탁월한 민감도와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검사자 간 신뢰도가 높아 널

리 사용되며, 후향적 조사를 통한 임상연구에도 가장 적합한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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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신경학적 증상의 객관적인 척

도로서 공인된 NIHss를 이용하여 환자의 증상, 상태를 점수화하

여 평가하였다. 검사자는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의 한방심계

내과 전공의들이었고, 검사자들은 본원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의

를 통한 동일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였다. 대상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NIHss 기록지를 통하여 입

원 당시, 1주 경과 후, 3주 경과 후 등의 정해진 시기에 평가하였

으며, 원문의 번역에 따른 혼동을 최소화하고 평가 방식의 정확

한 이해를 위해 이 등
7)
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였다.

2) 연령

연구 대상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를 고령(Older age)

으로 하였다.

3) 고혈압(Hypertsinsion）

2003년 미국국립보건소(National Institutes of Health;NIH)

에서 발간된 JNC 7차 기준에 의거하여, 증상 발현 이후 2주가 지

난 후에도 평균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확장기 혈압

이 90 mmHg 이상인 경우18), 혹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

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로 하였다.

4) 당뇨(Diabetes Mellitus)

당뇨병의 진단은 1997년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에서 제안한 기준
19)
에 의거하여 공복혈당(FBS : Fasting

blood sugar)이 126 ㎎/㎗ 이상이거나 식후 2시간 혈당(PP2 : 2

hours postprandial plasma glucose level)이 200 ㎎/㎗ 이상인

경우, 혹은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복약 중인 경우

로 하였다.

5) 고지혈증, 저-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

혈중 지질농도를 측정하여 평균 농도를 비교하기 위해 대상

자 모두 측정 전날 밤 10시부터 물을 제외하고는 금식하도록 하

였으며 다음날 아침 식전 공복 시에 정맥 채혈을 하여 1시간 동

안 냉동 보관 후 분석하였다. 혈중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을 측정항목으

로 하여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Enzymatic Method(효소법)

을,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직접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다음과 같은 Friedewald의 공식20)

에 따라 계산하였다.

LDL-Chol = T-Chol － HDL-Chol － 0.2×TG
LDL-Chol :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Chol : total cholesterol(㎎/㎗)
HDL-Chol :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G : triglyceride(㎎/㎗)

고지혈증(hyperlipidemia)은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NECP) 기준
21)
에 따라 T-Chol > 240 ㎎/㎗

또는 LDL-Chol > 160 ㎎/㎗ 또는 TG > 200 ㎎/㎗의 검사실 소

견을 보이거나 내원 당시 고지혈증 치료제의 투여 중이던 경우

로 하였다.

저-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Hypo-HDL-cholesterolemia)

은 NECP 기준에 따라 HDL-Chol < 40 ㎎/㎗의 검사실 소견을

보이는 경우로 하였다.

6) 고호모시스테인농도(High-Homocysteine)

대상자 모두 측정 전날 밤 10시부터 물을 제외하고는 금식

하도록 하였으며 다음날 아침 식전 공복 시에 정맥 채혈을 하여

HPLC법으로 측정하였다.

15 μmol/L이상의 경우 hyperhomocysteinemia로 보고 있

지만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10 μmol/L미만이 바람직하다는 연

구22)에 따라 10 μmol/L이상을 고호모시스테인농도군으로 판단

하였다.

7)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 이하 BMI)

생체전기저항분석법의 원리를 이용한 체성분분석기 InBody

4.0(Biospace, Korea)로 측정하거나, 입원 시 측정한 신장과 체중

을 이용하여 weight(kg)/height(m
2
)로 비만 지수인 BMI를 나타

내었다.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지부와 대한비만학회의 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BMI가 25 kg/m2 이상인 경우를 비만, BMI가

23 kg/m
2
이상인 경우를 과체중으로 하였다.

8) 중풍기왕력 및 심장병기왕력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다른 의료기관에서 뇌졸중을 진단받

거나 일과성뇌허혈발작을 포함한 신경학적인 이상 병력이 있는

경우를 중풍기왕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과거에 다른 의료기

관에서 심방세동, 심부전, 허혈성 심장질환, 판막증후군 등의 심

장질환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를 심장병기왕

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s Program for Social

Science) : PASW Statistics 18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자

료는 Mean±SD 또는 Number(%)로 나타내었으며, 범주형 자료

(categorical data)에 대해서는 빈도분석과 Chi-square test를 실

시하여 분석하였고, 연속형 자료(continuous data)에 대해서는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로 분석하였다. 급성기 뇌경색군

내에서의 입원 당시 scale과 3주 후 scale 간의 호전 여부를 파악

하기 위해 paired sample t-test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입원 당시

scale과 scale의 차이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

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고

위험군과 저위험군에 따른 호전도를 파악하기 위해 입원 당시

scale을 공변량으로 설정하고 3주 후 scale의 교정값을

ANCOVA (analysis of covariance)를 사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서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

로 간주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전체 연구 대상자는 273명으로 급성기 뇌경색군 180명, 대조

군 93명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의 성별 분포는 여자, 남자 각

각 137명(50.18%), 136명(49.82%)이었고, 급성기 뇌경색군은 여자

81명(45.0%), 남자 99명(55.0%)이었으며, 대조군은 여자 56명

(60.2%), 남자 37명(39.8%)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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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2±9.81세로 급성기 뇌경색군은 65.92±11.02세, 대조군은

64.44±6.85세로 나타났다. 동질성 검증 결과 급성기 뇌경색군과

대조군 간의 성별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령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또한 급성기 뇌경색군에서 측정한 NIHss는 입원 당시 측정

점수(1st), 3주 후 측정 점수(after 3wks), 입원 당시 점수와 3주

후 점수의 차이(Difference) 각각 5.47±3.27, 3.81±2.91, 1.66±1.83

으로 측정되었으며, 입원 당시 NIHss(1st)와 입원 치료 3주 후

NIHss(after 3wks)의 대응표본t검정 결과 급성기 뇌경색군은 입

원치료 3주의 기간 동안 유의성있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또한 입원 당시 NIHss(1st)와 입원 당시 점수와 3주 후

점수의 차이(Difference)의 상관분석 결과 두 변수는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p<0.01)(Table 2).

Table 1. Sex & Age Distribution of Acute Brain Infarction Patients

Group and Controls Group

Patients Controls Total p-value

sex
(N(%))

Female 81(45.0) 56(60.2) 137(50.18) ☨ 0.017＊
Male 99(55.0) 37(39.8) 136(49.82)

Age (Mean±S.D) 65.92±11.02 64.44±6.85 65.42±9.81 ☨☨ 0.24

Total（N） 180 93 273
☨ p-value was calculated by pearson's chi-squre test. ＊p<0.05. ☨☨ p-value was
calculated by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Table 2. NIHss Comparison in Acute Brain Infarction Patients

Group(Mean±S.D)

risk factors N 1st after 3wks Difference

Hyperlipidemia
low risk group

72
108

5.69±3.61
5.31±3.04

3.96±3.04
3.71±2.83

1.74±2.16
1.60±1.57

Hypo-HDL-cholesterolemia
low risk group

75
105

6.44±4.13
4.77±2.26

4.80±3.66
3.10±1.95

1.64±2.14
1.67±1.58

overweight
low risk group

105
75

5.76±3.69
5.05±2.55

4.09±3.26
3.43±2.30

1.68±1.96
1.63±1.63

Obesity
low risk group

54
126

6.26±3.96
5.13±2.88

4.56±3.58
3.49±2.52

1.70±2.03
1.63±1.74

High-Homocysteine
low risk group

98
82

5.84±3.09
5.02±3.45

4.13±2.70
3.43±3.11

1.60±1.87
1.70±1.80

Hypertension
low risk group

118
62

5.81±3.43
4.82±2.87

3.98±3.04
3.48±2.63

1.82±1.94
1.34±1.56

Diabetes Mellitus
low risk group

67
113

6.38±4.00
4.94±2.65

4.45±3.63
3.44±2.33

1.92±2.25
1.50±1.52

previous CVA history
low risk group

37
143

6.32±3.76
5.24±3.11

4.46±3.23
3.64±2.81

1.86±2.41
1.60±1.65

previous cardiac history
low risk group

27
153

5.78±3.61
5.41±3.22

3.89±2.95
3.80±2.91

1.89±2.42
1.61±1.71

older age
low risk group

108
72

5.48±3.35
5.44±3.18

3.69±2.84
4.00±3.02

1.80±2.11
1.44±1.27

male
female

99
81

5.52±3.23
5.41±3.34

4.02±2.83
3.56±3.00

1.49±1.61
1.85±2.05

Average 5.47±3.27 3.81±2.91 1.66±1.83

1st & after 3wks ☨ .832＊[.000]

1st & Difference ☨☨ .467＊＊[.000]
☨ p-value was calculated by paired sample t-test. ＊p<0.05. ☨☨ p-value was calculat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p<0.01. 1st : 입원 당시 NIHss 측정 점수. after
3wks : 입원 3주 후 NIHss 측정 점수. Difference : 1st와 after 3wks 간의 scale 차이

2. 급성기 뇌경색군과 대조군의 비교분석

전체 연구대상자 273명 중 고혈압은 146명으로 53.5%를 차

지했으며, 이 중 급성기 뇌경색군은 118명(65.6%), 대조군은 28명

(30.1%)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전체 273명 중 80명으로 29.3%

를 차지했으며, 이 중 급성기 뇌경색군은 67명(37.2%), 대조군은

13명(14.0%)으로 나타났다. 급성기 뇌경색군과 대조군 중에서 고

혈압 발병률은 뇌경색군이 대조군보다 높았고(p<0.05), 당뇨병

발병률 또한 뇌경색군이 대조군보다 높았다(p<0.05)(Table 3).

총콜레스테롤은 급성기 뇌경색군 188.4±45.12 ㎎/㎗으로,

대조군 208.28±40.54 ㎎/㎗에 비해 낮았으며(p<0.05), 중성지방

은 급성기 뇌경색군 140.76±94.86 ㎎/㎗으로, 대조군

130.13±87.29 ㎎/㎗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급성기 뇌경색군 44.08±10.92

㎎/㎗으로, 대조군 56.11±11.79 ㎎/㎗에 비해 낮았고(p<0.05), 저

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급성기 뇌경색군 116.16±41.02 ㎎/㎗

으로, 대조군 133.28±32.48 ㎎/㎗에 비해 낮았다(p<0.05). 호모시

스테인은 급성기 뇌경색군 11.62±5.47 μmol/L으로, 대조군

9.41±3.24 μmol/L에 비해 높았다(p<0.05). 그리고 BMI는 급성기

뇌경색군 23.45±3.00 으로, 대조군 24.37±2.84에 비해 낮았다

(p<0.05)(Table 4).

Table 3. Comparison of HTN, DM between Acute Brain Infarction

Patients Group and Controls Group (N(%))

Variables Patients Controls Total p-value

HTN 118(65.6) 28(30.1) 146(53.5) 0.000＊

DM 67(37.2) 13(14.0) 80(29.3) 0.000＊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pearson's chi-squre test. ＊p<0.05

Table 4. Comparison of Risk Factors between Acute Brain Infarction

Patients Group and Controls Group (Mean±S.D)

Patients Controls Total p-value

T-cho (㎎/㎗） 188.4±45.12 208.28±40.54 195.17±44.55 0.000＊

TG (㎎/㎗） 140.76±94.86 130.13±87.29 137.14±92.33 0.368

HDL-C (㎎/㎗） 44.08±10.92 56.11±11.79 48.18±12.57 0.000＊

LDL-C (㎎/㎗） 116.16±41.02 133.28±32.48 122.00±39.12 0.000＊

HCY (μmol/L） 11.62±5.47 9.41±3.24 10.86±4.94 0.000＊

BMI (kg/m
2
) 23.45±3.00 24.37±2.84 23.76±2.97 0.015＊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p<0.05

3. 뇌경색 위험인자에 따른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입원 당시

NIHss에 관한 비교분석

위험인자에 따른 입원 당시 NIHss를 분석한 결과, 고지혈증

에 따른 입원 당시 NIHss는 고지혈증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분석 상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저-고

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에 따른 입원 당시 NIHss는 저-고밀

도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군, 저위험군 각각 6.44±4.13, 4.77±2.26

으로 나타나 저-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군이 저위험군에 비

해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p<0.05). 과체중에 따른 입원 당시

NIHss는 과체중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

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비만에 따른 입원 당시 NIHss는 비만

군, 저위험군 각각 6.26±3.96, 5.13±2.88으로 나타나 비만군이 저

위험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p<0.05). 고호모시스

테인농도에 따른 입원 당시 NIHss는 고호모시스테인농도군, 저

위험군 각각 5.84±3.09, 5.02±3.45으로 나타나 고호모시스테인농

도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p<0.05). 고

혈압에 따른 입원 당시 NIHss는 고혈압군, 저위험군 각각

5.81±3.43, 4.82±2.87으로 나타나 고혈압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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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p<0.05). 당뇨병에 따른 입원 당시

NIHss는 당뇨군, 저위험군 각각 6.38±4.00, 4.94±2.65으로 나타나

당뇨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p<0.05).

중풍기왕력에 따른 입원 당시 NIHss는 중풍기왕력군, 저위험군

각각 6.32±3.76, 5.24±3.11으로 나타나 중풍기왕력군이 저위험군

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p<0.05). 심장병기왕력에 따

른 입원 당시 NIHss는 심장병기왕력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고령에 따른 입원

당시 NIHss는 고령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입원 당시 NIHss는 남

자군이 여자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Table 5).

Table 5. 1st NIHss Comparison according to Risk Factors in Acute

Brain Infarction Patients Group

risk factors Mean±S.D p-value

Hyperlipidemia
low risk group

5.69±3.61
5.31±3.04

0.224

Hypo-HDL-cholesterolemia
low risk group

6.44±4.13
4.77±2.26

0.001＊

overweight
low risk group

5.76±3.69
5.05±2.55

0.065

Obesity
low risk group

6.26±3.96
5.13±2.88

0.031＊

High-Homocysteine
low risk group

5.84±3.09
5.02±3.45

0.049＊

Hypertension
low risk group

5.81±3.43
4.82±2.87

0.028＊

Diabetes Mellitus
low risk group

6.38±4.00
4.94±2.65

0.005＊

previous CVA history
low risk group

6.32±3.76
5.24±3.11

0.037＊

previous cardiac history
low risk group

5.78±3.61
5.41±3.22

0.297

older age
low risk group

5.48±3.35
5.44±3.18

0.471

male
female

5.52±3.23
5.41±3.34

0.414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p<0.05. 1st : 입원 당
시 NIHss 측정 점수

4. 뇌경색 위험인자에 따른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호전도에 관

한 비교분석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간의 입원 당시 NIHss는 동질하지 않

으며(Table 5), 입원 당시 NIHss와 입원 당시 점수와 3주 후 점수

의 차이는 양의 상관관계(Table 2)라는 결과에 따라 입원 당시

NIHss가 3주 후 NIHss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매개변수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적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시험 실시 후 통계

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인 공분산분석(ANCOVA)을 사용하였다.

입원 당시 scale을 공변량(covariate)로 설정하여 보정한 후 측정

된 3주 후 scale의 교정값을 호전도(Improved extent)로 간주하

고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호전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고위험군에서의 호전도는 고지혈증군, 고혈압군, 당뇨군, 심

장병기왕력군, 고령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저-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혈증군, 과체중군, 비만군, 고호모시스테인농도군, 중풍기왕력군

에서는 저위험군에 비해 호전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

성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성별에 따른 호전도는 남자군이 여자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Table 6).

Table 6. Improved Extent Comparison according to Risk Factors in

Acute Brain Infarction Patients Group

risk factors Mean(a) Std.Error F p-value

Hyperlipidemia
low risk group

3.790
3.825

0.191
0.156

0.020 0.886

Hypo-HDL-cholesterolemia
low risk group

4.099
3.606

0.189
0.159

3.866 0.051

overweight
low risk group

3.868
3.731

0.159
0.188

0.308 0.580

Obesity
low risk group

3.974
3.741

0.222
0.145

0.759 0.385

High-Homocysteine
low risk group

3.860
3.753

0.164
0.180

0.191 0.662

Hypertension
low risk group

3.731
3.963

0.150
0.207

0.816 0.368

Diabetes Mellitus
low risk group

3.779
3.830

0.203
0.153

0.039 0.843

previous CVA history
low risk group

3.826
3.807

0.269
0.136

0.004 0.951

previous cardiac history
low risk group

3.659
3.838

0.312
0.131

0.280 0.597

older age
low risk group

3.674
4.016

0.155
0.190

1.941 0.165

male
female

3.984
3.599

0.162
0.179

2.544 0.113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ANCOVA ＊p<0.05. Improved extent : 입원 당시 scale을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보정한 후 측정된 3주 후 scale의 교정값. Mean : adjusted
mean. a : Covariates appearing in the model are evaluated at the following values:1st
= 5.47.

고 찰

중풍은 뇌혈관의 순환 장애로 인해 국소적인 신경학적 결손

을 나타내는 뇌졸중을 포함하는 것으로 人事不省, 手足癱瘓, 口

眼喎斜, 言語蹇澁, 偏身麻木 등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병증을

일컫는다23).

이러한 중풍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하여 발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이 지목된다. 중풍

의 한의학적 원인으로 虛邪賊風說, 主火說, 主氣說, 主濕說 등이

있으며, 2005년 7월에 개최된 한의중풍진단표준화위원회에서는

중풍변증의 유형을 火熱證, 濕痰證, 瘀血證, 氣虛證, 陰虛證으로

분류하였다23).

중풍은 치명률이 높고 사망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후유 장애

를 남김으로써 사회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질환이며, 발병 후에는 증

상의 악화와 후유 장애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따라서

유의한 위험인자를 파악하고 선행 질환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장질환, 고

지혈증, 비만 등과 같은 중풍의 위험인자를 규명하고, 위험인자

에 따른 신경학적 결손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예후

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방병원에 입원한 급성기 뇌경색군(Acute brain

infarction patients) 180명과 중풍예방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대조군(Controls) 93명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뇌경색의 위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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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고, 급성기 뇌경색군 내에서 여러 연구에서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지혈증, 저-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

호모시스테인 혈중농도, 비만, 고혈압, 당뇨, 중풍 및 심장병 기

왕력 등에 따라 각각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한 후 입원

당시 NIHss와 한방 입원 치료 3주 후 호전도를 분석하였다.

뇌경색의 유의한 위험인자를 파악하기 위한 급성기 뇌경색

군과 대조군의 비교분석 연구에서 고혈압은 급성기 뇌경색군은

118명(65.6%), 대조군은 28명(30.1%)으로 Chi-square test 결과 뇌

경색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당뇨

병 또한 급성기 뇌경색군은 67명(37.2%), 대조군은 13명(14.0%)

으로 뇌경색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이는 고혈압과 당뇨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주요한 위험

요인이라는 심 등24)을 비롯한 기존의 여러 연구와 일치한다.

위험인자 중 총콜레스테롤은 급성기 뇌경색군은 대조군에

비해 낮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총콜레스테롤의 평균

값이 허혈성 뇌졸중에서 높았다는 신 등25)의 보고나 위 등26)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며, 이는 대조군 선정 시 중풍예

방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하여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을

경향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발생한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중성지방은 급성기 뇌경색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았으나 유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중성지방의 경우 일부 보고에서는

뇌혈관 질환에 있어 지질 중 중성지방만이 유의성 있다고 하였

지만 일반적으로 뇌졸중 발생과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급성기 뇌경색군은 대조군에 비

해 낮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본 연구 결과는 박 등
28)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뇌경색의 발생 위험은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급성기 뇌경색군은 대조군에 비

해 낮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

롤은 간에서 말초 조직으로 콜레스테롤을 이동시키고 주로 동맥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을 축적하여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어

동맥경화증과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에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

져 있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뇌졸중 발생과 뚜렷한 연관성이 없

다는 주장
29)
도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유의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호모시스테인은 급성기 뇌경색군은 대조군에 비해 높은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이는 60세 이상의 노인 중 혈중

호모시스테인이 높은 군에서 허혈성 뇌경색의 발병률이 높은 것

으로 보고한 Adunsky 등30)의 연구를 비롯한 여러 국내외 연구

와 일치하였다.

또한 급성기 뇌경색군과 대조군의 비교를 통해 유의한 뇌경

색의 위험인자를 분석한 후, 급성기 뇌경색군 내에서 각 위험인

자에 따라 입원 당시 NIHss을 비교분석하여 고위험군에서의 신

경 손상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고지혈증은 혈중 지질이 동맥의 죽상동맥경화 발생에 큰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뇌졸중과의 관련성에 대

하여 많은 연구가 있다. 정 등31)과 Sacks 등32)의 연구에서는 혈중

지질 농도와 뇌졸중 발병 및 재발과의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으

나, 2003년 대규모 코호트 연구인 ARIC (The 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ties) study에서는 5가지 혈중 지질과 관계된

변수 중 어느 한 가지도 일관된 뇌경색과의 상관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였다
33)

. 이와 같이 지질과 뇌졸중의 상관성은 아직까지

분명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에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지혈증에 따른 입원 당시 NIHss는

고지혈증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국외 대부분의 연구에서 뇌졸중

발생과 역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어 뇌졸중의 중요한 독립적

인 예방 인자로서 인식되고 있는데, Miller
34)
는 고밀도지단백콜

레스테롤이 뇌경색의 예방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고,

HDL-C 수치가 낮을수록 뇌경색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34)
도 있었으며, 박 등

28)
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 뇌경색

군에서 감소되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고밀도지단백콜

레스테롤혈증에 따른 입원 당시 NIHss는 저-고밀도지단백콜레

스테롤혈증군, 저위험군 각각 6.44±4.13, 4.77±2.26으로 나타나 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p<0.05).

비만은 뇌졸중의 독립적 위험 요인 여부와 상관없이 뇌졸중

의 다른 위험 요인, 즉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 혈당 등과 관련성

으로 인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35). 또한 한의학에서도

“中風者.. 若肥盛則間有之 亦是形盛氣衰而然此”라 하여 비만을

중풍의 인자로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36). 본 연구에서 BMI를 기

준으로 과체중과 비만으로 구별하여 비교하였을 때, 비만에 따른

입원 당시 NIHss는 비만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p<0.05).

고호모시스테인혈증은 최근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대사성

질환으로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과 말초동맥 질환 등의 심

혈관계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간주되고 있다. 고호모시스

테인혈증의 기준은 혈중 농도가 15 μmol/L이상일 경우이지만

10 μmol/L 미만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연구
22)
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10 μmol/L 이상을 고호모시스테인농도군으로 보아 이에

따른 scale을 비교분석하였다. 입원 당시 NIHss는 고호모시스테

인농도군, 저위험군 각각 5.84±3.09, 5.02±3.45으로 나타나 저위험

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p<0.05).

고혈압과 당뇨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뇌경색을 유발하는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제시 되고 있다. Gary 등
37)
은 뇌졸중의 재

발에 대한 연구에서 고혈압을 관리함으로써 뇌졸중의 재발을 막

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국내에서 박 등38)은 혈압이 증가할수록

뇌혈관질환, 허혈성 뇌혈관 질환 및 출혈성 뇌혈관 질환의 위험

도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Weinberger39)

는 당뇨 환자에서 뇌졸중의 발생율이 대조군에 비해 2배나 높다

고 보고하였고, 박 등
38)
은 고혈당이 허혈성 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입원 당시 NIHss는 고혈압군,

당뇨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p<0.05).

일과성뇌허혈발작을 포함한 중풍 기왕력에 있어서 정 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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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풍의 기왕력이 장기 예후와 통계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 입원 당시 NIHss는 중풍기왕력군, 저위험

군 각각 6.32±3.76, 5.24±3.11으로 나타나 중풍기왕력군이 저위험

군에 비해 유의성있게 높게 나타났다(p<0.05). 심장병기왕력에

있어서 Roth41)는 뇌졸중 환자의 75%에서 심장혈관질환이 있다

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입원 당시 NIHss는 심장병기왕력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고령은 예로부터 한의학에 있어서는 중풍의 독립적 주요인

자로 인정받아왔다. 金元時代 李東垣
42)
은 중풍을 本氣自病이라

하여 나이에 따른 원기의 소모가 중풍의 원인이 된다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령에 따른 입원 당시 NIHss가 고령군이 저위험

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진 고위험군에

서 입원 당시 NIHss의 평균값이 저위험군에 비해 대부분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뇌경색 발생 시 초기 신경 손상

의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위험인자에 대한 선행 관리가 필수

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공분산분석(ANCOVA)를 사용하여 입원 당시 scale을

공변량(covariate)로 설정하고 보정한 후 측정된 3주 후 scale의

교정값을 호전도(Improved extent)로 간주하였다. 이를 통해 위

험인자에 따른 한방 입원 치료 3주 후 scale 호전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예후 예측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뇌경색 환자의 기능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에 따르면, 뇌경색의 주요 인자인 고혈압과 당뇨

의 경우, Willmot 등43)은 혈압이 높은 급성기 뇌경색 환자는 신

경학적 예후가 매우 나쁘다고 하였고, 노 등44)은 당뇨의 유무가

NIHss의 평균 하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중풍 및 심

장병 기왕력에서 정 등40)은 재발된 중풍 환자의 경우 불량한 기

능회복도를 보였다고 하였고, 이전의 뇌졸중의 병력은 중요한 사

망예견의 요인이 된다는 보고
45)
도 있었으며, Roth

41)
는 심장병기

왕력의 유무에 따라 기능적 회복은 의미있게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지혈증에서 정 등31)은 뇌졸중 환자에서 혈중

지질 농도의 변화가 뇌졸중의 재발과 관련된 이차적인 문제와

연관성이 높다고 하였고, 고령에 있어서는 연령이 예후의 중요

인자라는 연구46)가 있으나 기능적인 회복의 정도는 연령과는 무

관하다는 연구
47)
도 있었다.

또한 노 등48)은 심장질환의 여부, 발병횟수, 당뇨의 유무가

호전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으며, 김 등12)은 waist hip

ratio, HDL 콜레스테롤이 치료 후 기능 변화가 컸던 군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군에서의 호전도는 고지혈증군, 고혈

압군, 당뇨군, 심장병기왕력군, 고령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저-고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군, 과체중군, 비만군, 고호모시스테인농도

군, 중풍기왕력군에서는 저위험군에 비해 호전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뇌경색 환자의 호전도는 고위험군에

비해 저위험군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은 있었으나 유의

성은 없었으며,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군에서 당연히 높은 호전도

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과 일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기능 회복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인자를 선행 관리함으로써 호전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기존의 연구들에 의해 뇌경색 위험인자

들로 알려진 요인들을 재차 확인하고, 위험인자에 따른 신경학적

손상의 정도 및 호전도를 객관적,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입원

당시 NIHss의 평균이 고위험군에서 높고, 호전도가 고위험군에

서 낮을 경우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뇌경색을 예방하거

나, 뇌경색이 발생 시 초기 신경 손상을 낮추고 호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위험인자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정 지역 병원의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한

지역사회의 특성만이 반영되었다는 점과 대조군 선정 시 중풍예

방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하여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을

경향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특성이 반영되었다

는 점, 그리고 환자-대조군 연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선택적 한

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한방내과에 입원한 급성기 뇌경색군과 같은 기간 동의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중풍예방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대조

군 간의 비교분석, 그리고 급성기 뇌경색군 내에서 위험인자에

따른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간의 입원 당시 NIHss와 한방 입원

치료 후 호전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급성기 뇌경색군과 대조군 중에서 고혈압, 당뇨병, 호모시스

테인은 뇌경색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고

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급성기 뇌경색군이 대조군에 비해 낮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위험인자에 따른 입원 당시 NIHss를 분석한 결과 저-고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군, 비만군, 고호모시스테인농도군, 고혈압

군, 당뇨군, 중풍기왕력군이 저위험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입원 당시 NIHss를 공변량으로 하여 3주 후 NIHss의 교정

값을 비교분석한 결과 호전도는 고지혈증군, 고혈압군, 당뇨군,

심장병기왕력군, 고령군에서 저위험군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유

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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