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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의 위험요인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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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Control study on the Risk Factors of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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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case-control study was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factor(Sex, Age, 

Martial Status, Educational Periods, Family history, Variables of Obesity, Smoking Status, Drinking Status, 

Past History, Blood Test) and the incidence of stroke.

Methods: 788 stroke patients were enrolled as the case group and 450 non-stroke patients as control group 

from Sep.2006 to Dec.2010. Patients were hospitalized within 30 days after the onset of stroke. Risk factors 

and warning signs were obtained from personal interview by oriental medicine doctors who used CRF.

Results:

1. Age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relation with stroke(p<.0001).

2. Martial status(p<.0001, OR=0.44) and educational periods(p<.0001) were both significant risk factor for stroke.

3.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influence of family history, it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relation 

with stroke. Stroke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relation with stroke(OR=1.50).

4. Female waist circumference(WC, p<.0001) and female waist-hip circumference ratio(WHR, p<.0001) 

were risk factors for stroke. On the other hand, male WC and male WHR showe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stroke occurrence as an independent risk factor.

5. Both smoking status(p<.0001, current smoker OR=8.95) and drinking status(p<.0001, current drinker 

OR=2.50,  former drinker OR=2.82) were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stroke. 

6.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influence of past history, transient ischemic attack(p<.0001, OR=8.46), 

hypertension(p<.0001, OR=4.72), hyperlipidemia(0.0064), diabetes mellitus(p<.0001, OR=3.34), 

stroke(p<.0001, OR=50.26) were significant risk factors. On the other hand, ischemic heart 

disease(p=0.2332)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relation with stroke.

7. Increase of WBC, RBC, Platelet, TG, FBS and Cl- level were significant risk factor of stroke, On the 

other hand, decrease of Hgb, Hct, AST, HDL-chol, LDH, Na+ and K+ level were significant risk 

factor of stroke. T-chol and ALT level showe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stroke oc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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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緖  論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3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순으

로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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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55,403명 중 26,517명으로 약 10.4%를 차

지하며,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 원인 1위인 것으

로 나타났다1). 일반적으로 뇌졸중 발생 후 생존

자 중 6개월째 생활이 독립적인 사람은 40～

65%로 알려져 있다2). 뇌졸중의 특성상 높은 사

망률뿐만 아니라 한번 발병하면 남게 되는 심각

한 후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어

려운 경우가 많아 더욱 이에 대한 예방과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3).

이러한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위험

요인과 선행조건의 규명에 관련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활발한 연구4-6)가 진행되고 있다. 뇌

졸중의 조절 불가능한 위험인자로는 나이, 인종, 

성별, 뇌졸중 가족력/병력이 있고, 조절 가능한 위

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심장질환, 비만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

미국의 국립신경장애뇌졸중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 and 

Strokes; NINDS)에서는 뇌졸중 임상자료 정보

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4), 국내에서도 2001년부

터 대한뇌졸중학회에서 한국 뇌졸중 환자등록

(Korean Stroke Registry; KRS) 시스템을 구축

하였고7),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한림뇌졸중

환자등록(Hallym Stroke Registry; HSR)을 운

영 중에 있다8). 

지금까지 뇌졸중 위험요인 관련 연구의 대부분

은 주로 환자 집단 안에서의 단면적 연구 방법이

거나9), 대조군과의 비교분석을 한 기존 연구는 

임상자료의 수와 기간에 제한이 있었다10). 따라

서 환자군 내에서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절 불가능한 인자와 조절 가능한 인

자들의 비교를 통해 뇌졸중 발병 위험요인들이 

실제 뇌졸중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저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뇌혈관질환의 한의학변증지표 표준화 및 과학

화 기반연구」의 일환으로 5년 동안 대전, 충남 

지역에서 한방병원에 내원한 뇌졸중 환자들을 중

심으로 동일한 지역에서 환자군, 대조군을 선별

하여 뇌졸중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의미있는 결과가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Ⅱ. 硏究方法

1. 연구대상 및 기간

1) 환자군

2006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2개월동

안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대전대학교 둔산한

방병원에 내원하여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또는 뇌자기 공명 영상촬영(Brain MRI)을 시행

하여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발병 

30일내의 급성기 뇌졸중 환자 중 증례기록지가 

작성된 환자 7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대조군

2006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2개월동

안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대전대학교 둔산한

방병원에 내원하여 정상군 임상시험을 시행한, 

신경학적 이상의 병력이 없고 내원 당시 신경학

적 소견에서 정상 소견을 나타낸 성인 남녀를 대

상으로 하여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또는 

뇌자기 공명 영상촬영(Brain MRI)을 시행하여 

과거의 뇌졸중 병소 소견이 나타나거나, 종양, 수

두증 또는 탈수초화병변 등의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정상 소견을 보인 450명을 대조

군으로 설정하였다.

2. 증례기록지, 표준작업 지침서, 임상시험 윤

리위원회 및 피험자 동의서

본 연구에 사용된 증례기록지는 과학기술부 특정

연구개발사업인 「뇌혈관질환의 한의학변증지표 표

준화 및 과학화 기반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대전

대학교를 비롯한 공동연구기관에서 개발하고 한국한

의학연구원에서 배포한 증례기록지로서 대전대학교 

임상시험윤리위원회(Institui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조사 연구자들간의 

편견이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자료의 질과 신뢰도

를 높이기 위해 표준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에 의거하여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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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Cases(n=788) Controls(n=450) P-value

N(%)

male 397(50.38) 230(51.11)
0.8047

female 391(49.62) 220(48.89)

P-value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Table 1-1. Distribution of Sex by Comparison with Controls in Stroke patients

Age Cases(n=788) Controls(n=450) P-value

mean±SD 68.56±10.77 65.38±7.43 <.0001
†

N(%)

<.0001
†

<40 7(0.89) 0(0)

40-49 47(5.96) 12(2.67)

50-59 99(12.56) 83(18.44)

60-69 212(26.90) 216(48.00)

70-79 318(40.36) 135(30.00)

80≦ 105(13.32) 4(0.89)

P-value was calculated by independent two-samples t-test or chi-square test.
†
p-value<0.05

Table 1-2. Distribution of Age by Comparison with Controls in Stroke patients

였다.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이 표준작업지침서

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서면으로 동의하였다.

3. 조사변수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일반적인 특성, 사회학적 위

험요인, 부모형제 가족력에 따른 위험요인, 비만에 

따른 위험요인, 생활습관적 위험요인, 병력에 따른 

위험요인, 혈액학적 위험요인을 조사하였다.

4. 통계 분석

연속형 자료는 mean±Standard Deviation 

(SD), 범주형 자료는 Number (N, %)로 기술하

였다. 연속형 자료는 Independent two-samples 

t-test, 범주형 자료는 Chi-square test를 이용

하여 군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P-value가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하였다. 유의한 차이의 크기는 교차비 (OR;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 결과는 SAS program 

(Ver. 9.1)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Ⅲ. 硏究結果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1) 성별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환자군

의 경우 남자가 397명(50.38%), 여자가 

391(49.62%)로, 대조군은 남자가 230명(51.11%), 

여자는 220명(48.89)이었다(p=0.8047)(Table 1-1).

2) 연령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환자군

은 68.56±10.77세, 대조군은 65.38±7.43세였

다(p<.0001). 환자군은 70대가 가장 많았고

(40.36%), 60대(26.90%), 80세 이상(13.32%), 

50대(12.56%)의 순이었고, 대조군은 60대

(48.00%), 70대(30.00%), 50대(18.44%)의 순이

었다(p<.0001)(Table 1-2).

2.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학적 위험요인

1) 배우자의 유무

연구 대상자들의 배우자 유무를 분석한 결과, 

환자군에서는 520명(66.67%)이 배우자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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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use Cases(n=780) Controls(n=448) OR(95% CI) P-value

N (%)

with 520(66.67) 367(81.92) 0.44
‡
(0.33-0.59)

<.0001†
without 260(33.33) 81(18.08)

Missing data=10 (Cases=8, Controls=2)

P-value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1.00, †p-value<0.05

Table 2-1. Distribution of Martial Status by Comparison with Controls in Stroke patients

Educational periods, year Cases(n=764) Controls(n=443) P-value

mean±SD 6.13±4.66 9.35±5.14 <.0001
†

Missing data=31 (Cases=24, Controls=7)

P-value was calculated by independent two-samples t-test.
†p-value<0.05

Table 2-2. Distribution of Educational Periods by Comparison with Controls in Stroke 

patients

Table 3. Distribution of Family history by Comparison with Controls in Stroke patients

Family History Cases(n=788) Controls(n=450) OR(95% CI) P-value

N(%)

Stroke 228(24.76) 96(19.28) 1.50‡(1.14-1.97)

0.2162

HTN 163(17.70) 90(18.07) 1.04 (0.78-1.39)

HL 3(0.33) 4(0.80) 0.43 (0.09-1.91)

DM 89(9.66) 50(10.04) 1.02 (0.71-1.47)

Heart disease 22(2.39) 14(2.81) 0.89 (0.45-1.77)

None 416(45.17) 244(49.00) 0.94 (0.75-1.19)

P-value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HTN: hypertension, HL: hyperlipidemia, DM: diabetes mellitus
‡
95% CI ⊅1.00

고, 260명(33.33%)이 배우자가 없었다. 대조군

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367명(81.92%), 없

는 경우는 81명(18.08%)으로 나타났다

(p<.0001). 교차비는 0.44(0.33-0.59)로 대조군

에 비해 환자군에서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Table 2-1).

2) 교육 기간

연구 대상자들의 교육기간을 분석한 결과, 대

조군은 9.35±5.14년, 환자군은 평균 6.13±4.66

년이었다(p<.0001)(Table 2-2). 

3. 연구 대상자들의 가족력에 따른 위험요인

연구 대상자들의 가족력을 분석한 결과, 고혈

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질환의 가족력과 뇌졸중

의 발생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p=0.2162). 가족력 각각의 교차비를 구한 

결과, 뇌졸중의 가족력에 대한 교차비는 

1.50(1.14-1.97)로 대조군에 비해 환자군에서 

1.5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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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tribution of Variables of Obesity by Comparison with Controls in Stroke 

patients

Variables

N(mean±SD)
Cases Controls P-value

BMI

Male 299(23.37±3.13) 215(24.21±2.64) 0.0010†

Female 301(23.64±3.43) 204(24.33±3.05) 0.0216
†

WC, ㎝

Male 310(85.41±8.72) 213(88.63±21.87) 0.0426
†

Female 313(86.13±9.98) 199(82.76±8.43) <.0001†

HC, ㎝

Male 294(92.11±6.27) 213(96.35±6.13) <.0001†

Female 303(92.01±7.79) 198(98.39±43.74) 0.0437
†

WHR

Male 294(0.93±0.06) 213(0.92±0.21) 0.6863

Female 302(0.93±0.07) 198(0.86±0.07) <.0001†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independent two-samples t-test.

BMI: body mass index = weight(㎏)/height(㎡), WC: waist circumference, HC: hip circumference, WHR:

waist-hip circumference ratio
†
p-value<0.05

4. 연구 대상자들의 비만도에 따른 위험요인

연구 대상자들의 체질량지수를 분석한 결과, 

환자군 남자는 23.37±3.13㎏/㎡, 대조군 남자는 

24.21±2.64㎏/㎡(p=0.0010), 대조군 여자는 

23.64±3.43㎏/㎡, 환자군 여자는 24.33±3.05㎏

/㎡(p=0.0216)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허리둘레를 분석한 결과, 환자

군 남자는 85.41±8.72㎝, 대조군 남자는 88.63 

±21.87㎝(p=0.0426), 환자군 여자는 86.13± 

9.98㎝, 대조군 여자는 82.76±8.43㎝(p<.0001)

로 측정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엉덩이둘레를 분석한 결과, 환

자군 남자는 92.11±6.27㎝, 대조군 남자는 

96.35±6.13㎝(p<.0001), 환자군 여자는 92.01 

±7.79㎝, 대조군 여자는 98.39±43.74㎝

(p=0.0437)로 대조군의 엉덩이둘레가 전체적으

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요둔비위를 분석한 결과, 환자

군 남자는 0.93±0.06, 대조군 남자는 0.92± 

0.21(p=0.6863), 환자군 여자는 0.93±0.07, 대

조군 여자는 0.86±0.07(p<.0001)로 나타났다

(Table 4).

5. 연구 대상자들의 생활습관적 위험요인

1) 흡연

연구 대상자들의 흡연 여부를 흡연자(Current 

smoker), 비흡연자(Non smoker), 과거흡연자

(Former smoker)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대조

군의 흡연자에 비해 환자군의 흡연자의 비율이 

8.95(6.32-12.66)배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과거흡연자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1).

2) 음주

연구 대상자들의 음주 여부를 음주자(Current 

drinker), 비음주자(Non drinker), 과거음주자

(Former drinker)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대조

군의 음주자에 비해 환자군의 음주자의 비율이 

2.50(1.95-3.22)배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과거음주자의 비율도 대조

군에 비해 2.82(1.85-4.30)배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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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Distribution of Drinking Status by Comparison with Controls in Stroke patients

Drinking Cases(n=788) Controls(n=450) OR(95% CI) P-value

N(%)

Current

drinker
405(51.40) 152(33.78) 2.50

‡
(1.95-3.22)

<.0001†Former

drinker
102(12.94) 34(7.56) 2.82‡(1.85-4.30)

Non drinker 281(35.66) 264(58.67)

P-value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1.00, †p-value<0.05

Table 6. Distribution of Past History by Comparison with Controls in Stroke patients

Past History Cases Controls OR(95% CI) P-value

N(%)

TIA
82(10.43)

(n=786)

6(1.36)

(n=442)

8.46
‡

(3.66-19.56)
<.0001

†

HTN
484(61.50)

(n=787)

113(25.28)

(n=447)

4.72‡

(3.65-6.11)
<.0001

†

HL
69(8.77)

(n=787)

61(13.74)

(n=444)

0.60

(0.42-0.87)
0.0064†

DM
203(25.79)

(n=787)

42(9.42)

(n=446)

3.34‡

(2.34-4.77)
<.0001†

IHD
44(5.59)

(n=787)

18(4.04)

(n=445)

1.40

(0.80-2.46)
0.2332

Stroke
187(23.79)

(n=786)

2(0.62)

(n=324)

50.26
‡

(12.40-203.79)
<.0001

†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 HTN: hypertension, HL: hyperlipidemia, DM: diabetes mellitus, IHD:

ischemic heart disease
‡
95% CI ⊅1.00,

†
p-value<0.05

Table 5-1. Distribution of Smoking Status by Comparison with Controls in Stroke 

patients

Smoking Cases(n=788) Controls(n=450) OR(95% CI) P-value

N(%)

Current smoker 429(54.44) 49(10.89) 8.95
‡
(6.32-12.66)

<.0001†Former smoker 129(16.37) 166(36.89) 0.79 (0.59-10.6)

Non smoker 230(29.19) 235(52.22)

P-value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1.00, †p-valu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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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stribution of Blood Test by Comparison with Controls in Stroke patients

Blood Test Cases Controls P-value

N(mean±SD)

WBC×10
3
cells/㎕ 785(7.02±2.48) 450(5.88±1.53) <.0001

†

RBC×106cells/㎕ 785(4.28±0.57) 450(4.48±0.47) <.0001†

Hgb, g/㎗ 785(13.16±1.83) 450(13.86±1.40) <.0001
†

Hct, % 785(38.57±5.09) 450(40.89±4.14) <.0001†

Platelet×10
3
cells/㎕ 785(243.57±71.70) 450(183.37±99.74) <.0001

†

AST, IU/L 784(24.65±14.13) 450(27.04±17.13) 0.0126†

ALT, IU/L 783(23.36±20.21) 450(25.48±18.65) 0.0676

T-chol, ㎎/㎗ 778(197.53±46.15) 448(202.90±40.43) 0.0339†

TG, ㎎/㎗ 780(181.10±124.61) 450(152.90±82.56) <.0001
†

HDL-chol, ㎎/㎗ 769(47.18±12.94) 450(54.02±13.03) <.0001†

LDH, IU/L 763(179.14±44.74) 407(188.74±48.59) 0.0007
†

FBS, ㎎/㎗ 759(129.06±93.66) 447(101.11±18.00) <.0001†

Na
+
, mEq/L 783(140.72±3.75) 450(143.88±2.75) <.0001

†

K+, mEq/L 783(4.15±0.48) 450(4.54±0.42) <.0001†

Cl
-
, mEq/L 783(105.08±4.27) 450(103.07±2.66) <.0001

†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independent two-samples t-test.

white blood cell(WBC), red blood cell(RBC), hemoglobin(Hgb), hematocrit(Hct), platelet,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lanine aminotransferase(ALT), total cholesterol(T-chol), triglyceride(TG),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HDL-chol), lactate dehydrogenase(LDH), fasting blood sugar(FBS), sodium(Na+),

potassium(K+), chloride(Cl-)
†
p-value<0.05

6. 연구 대상자들의 병력에 따른 위험요인

연구대상자들의 병력을 분석한 결과, 일과성뇌

허혈발작(p<.0001), 고혈압(p<.0001), 고지혈증

(p=0.0064), 당뇨(p<.0001), 뇌졸중(p<.0001)의 

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허혈성 심장질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가 없었다(p=0.2332). 일과성뇌허혈발작에 대한 

교차비는 8.46(3.66-19.56), 고혈압에 대한 교차

비는 4.72(3.65-6.11), 당뇨에 대한 교차비는 

3.34(2.34-4.77), 뇌졸중에 대한 교차비는 

50.26(12.40-203.7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 고지혈증에 대한 교차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6).

7. 연구 대상자들의 혈액학적 위험요인

연구대상자들의 백혈구 수를 분석한 결과 혈액 

1㎕당 환자군은 7020±2480개, 대조군은 

5880±1530개였다(p<.0001).

연구대상자들의 적혈구 수를 분석한 결과 혈액 

1㎕당 환자군은 428만±57만개, 대조군 448만

±47만개였다(p<.0001).

연구대상자들의 Hgb 수치를 분석한 결과 환자

군은 13.16±1.83g/㎗, 대조군은 13.86±1.40g/

㎗로 나타났다(p<.0001).

연구대상자들의 Hct 수치를 분석한 결과 환자

군은 38.57±5.09%, 대조군 40.89±4.14%로 나

타났다(p<.0001).

연구대상자들의 혈소판 수를 분석한 결과 환자군

은 243570±71700개, 대조군은 183370±99740개

로 나타났다(p<.0001).

연구대상자들의 간기능검사 결과 AST 수치는 

환자군은 24.65±14.13IU/L, 대조군은 27.04± 

17.13IU/L(p=0.0126), ALT 수치는 환자군은 

23.36±20.21IU/L, 대조군은 25.48±18.65IU/L 

(p=0.0676)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혈액지질 검사 결과 T-c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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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는 환자군은 197.53±46.15㎎/㎗, 대조군은 

202.90±40.43㎎/㎗(p=0.0339), TG 수치는 환

자군은 181.10±124.61㎎/㎗, 대조군은 152.90 

±82.56㎎/㎗(p<.0001), HDL-chol 수치는 환자

군은 47.18±12.94㎎/㎗, 대조군은 54.02± 

13.03㎎/㎗(p<.0001)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LDH 수치를 분석한 결과 환

자군은 179.14±44.74IU/L, 대조군은 188.74 

±48.59IU/L로 나타났다(p=0.0007). 

연구대상자들의 FBS 수치를 분석한 결과 환자

군은 129.06±93.66㎎/㎗, 대조군은 101.11 

±18.00㎎/㎗로 나타났다(p<.0001).

연구대상자들의 혈중 전해질 수치를 분석한 결

과 Na+ 수치는 환자군은 140.72±3.75mEq/L, 

대조군은 143.88±2.75mEq/L(p<.0001), K+ 수

치 또한 환자군은 4.15±0.48mEq/L, 대조군은 

4.54±0.42mEq/L(p<.0001), Cl- 수치는 환자군

은 105.08±4.27mEq/L, 대조군은 103.07± 

2.66mEq/L(p<.0001)로 나타났다(Table 7).

Ⅳ. 考  察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통계 중 악성 신생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이 되고 있으며, 단

일질환으로는 가장 높은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다
1). 이러한 뇌졸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 뇌졸중의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

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

도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10-12). 그 성과로 

뇌졸중의 주요 원인은 고혈압, 심방세동, 일과성

뇌허혈발작, 당뇨, 허혈성 심장질환, 말초혈관질

환, 경구 피임약이며, 기타 흡연, 비만, 과량의 음

주, 혈구 증가증, 동맥염, 출혈질환, 고지질혈증, 

저콜레스테롤, 고호모시스테인혈증, 스트레스, 감

염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8,13,14).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잘 알려진 뇌졸중의 위

험요인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지표들과 함께 혈

액학적 지표까지 추가하여 환자-대조군 연구를 

시행하였다. 환자군은 발병 후 30일 이내의 급성

기 뇌졸중 초발 환자로 제한함으로써 시간의 흐

름과 재발에 따른 편견과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

면, 연구 대상자들의 남녀 비율의 경우 환자군의 

경우 남자가 397명(50.38%), 여자가 391명

(49.62%)으로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어 기존의 

연구경향과 일치했으며10,15), 대조군은 남자가 

230명(51.11%), 여자는 220명(48.89%)으로 성

별은 뇌졸중의 발병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연령을 조사한 결과 환자군은 

68.56±10.77세, 대조군은 65.38±7.43세로 나

타났으며, 환자군은 70대가 가장 많았고

(40.36%), 60대(26.90%), 80세이상(13.32%), 

50대(12.56%)의 순이었고, 대조군은 60대

(48.00%), 70대(30.00%), 50대(18.44%)의 순이

었다. 이는 연령이 뇌졸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는 기존의 연구 경향성과 일치했다11,16). 

사회학적 위험요인으로는 배우자 유무와 교육

기간을 조사하였는데, 환자군에서는 520명

(66.67%)이 배우자가 있다고 답하였고, 260명

(33.33%)이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대조

군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367명(81.92%), 

없는 경우는 81명(18.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교차비는 0.44로 배우자의 

유무는 뇌졸중의 발병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Anderson17) 등이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뇌졸중의 예후와 생존율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

고한 바 있었고, 본 연구 결과 또한 배우자의 유

무가 삶의 질과 연관되어 뇌졸중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 대상자들이 정규 교육을 받은 기간을 분

석한 결과, 환자군은 평균 6.13±4.66년, 대조군

은 9.35±5.14년으로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정규 교육을 받은 기간이 유의하게 짧았다. 이는 

교육을 받은 기간이 뇌졸중의 발병에 영향을 미

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18)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부모형제 가족력으로는 뇌졸중(Stroke), 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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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HTN), 고지혈증(HL), 당뇨(DM), 심장질환

(Heart disease)의 5가지 항목을 조사하였다. 조

사 결과 뇌졸중의 가족력에 대한 교차비는 대조

군에 비해 환자군에서 1.5배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가족력은 뇌졸중의 발생과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졸중의 

가족력이 뇌졸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9).

비만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20), 뇌졸중과의 관련

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

이다21-24). 지방의 분포에 따라 각 질병의 이환율

이 달라진다는 보고가 있었고, 전체적인 비만보

다는 내장지방 또는 복부비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25). 비만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weight(㎏)/height(㎡)), 요둔비위(waist-hip 

circumference ratio; WHR),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WC) 등이 있는데, 이중 허리둘

레는 내장지방 및 복부비만의 평가에 있어서 요

둔비위보다 더 정확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26-29).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키와 몸무게로 체질량지

수를 구하여 전체적인 비만이 뇌졸중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환자군 남자는 

23.37±3.13㎏/㎡, 대조군 남자는 24.21±2.64㎏

/㎡, 대조군 여자는 23.64±3.43㎏/㎡, 환자군 여

자는 24.33±3.05㎏/㎡로, 환자군보다 대조군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BMI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상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존의 몇몇 연구21,22,30-32)에서도 체질량지수

는 뇌졸중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허리둘레와 요둔비위에 따

른 복부비만을 뇌졸중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서 제시하고 있다23,30,33). 연구대상

자들의 허리둘레를 측정한 결과 환자군 남자는 

85.41±8.72㎝, 대조군 남자는 88.63±21.87㎝, 

환자군 여자는 86.13±9.98㎝, 대조군 여자는 

82.76±8.43㎝로 측정되어, 여자의 경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치가 나타났으나 남자의 경우 뇌졸

중의 위험지표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둘레의 경우 환자군 남자는 92.11±6.27㎝, 

대조군 남자는 96.35±6.13㎝, 환자군 여자는 

92.01±7.79㎝, 대조군 여자는 98.39±43.74㎝

로 대조군의 엉덩이둘레가 전체적으로 더 큰 것

으로 나타나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요둔비위의 경우 환자군 남자

는 0.93±0.06, 대조군 남자는 0.92±0.21, 환자

군 여자는 0.93±0.07, 대조군 여자는 0.86 

±0.07로 여자의 경우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예

측하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었으나 남자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흡연이 뇌졸중을 

유발하는 독립적인 위험요인임이 밝혀졌다34-36). 

흡연은 fibrinogen 및 다른 응고인자의 수치를 

증가시키고, 혈소판의 응집력을 높이며, 동맥경

화와 혈전의 형성 및 색전을 유발하고, 뇌혈류를 

감소시켜 뇌졸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7-40).

연구 대상자들의 흡연 여부를 흡연자(Current 

smoker), 비흡연자(Non smoker), 과거흡연자

(Former smoker)로 구분하여 각각의 빈도를 분

석한 결과, 흡연은 뇌졸중의 발생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위험요인임이 나타났다. 특히 교차비

를 구한 결과 대조군의 흡연자에 비해 환자군의 

흡연자 비율이 8.95배 뚜렷하게 높은 수치가 나

타났다. 과거흡연자와의 교차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의미가 없었다.

뇌졸중의 위험요인으로서 음주 여부의 경우, 

2004년 발표된 박11)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내 환자-대조군 분석에서 비

음주자를 기준으로 과거의 음주력은 허혈성뇌졸

중의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없으나, 현재의 음주

력은 허혈성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

시킨다고 하였으며, 소량의 음주에 의한 허혈성

뇌졸중 발생의 억제 효과도 유의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 습관이 뇌졸중의 발생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음주 여부를 음주자(Current  drinker), 비음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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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drinker), 과거음주자(Former drinker)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음주는 뇌졸중의 발생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비를 

구한 결과 환자군에서의 음주자와 과거음주자 비

율은 대조군보다 각각 2.5배, 2.82배였다.

특정 병력이 뇌졸중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병력

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일과성뇌허혈발작은 뇌졸

중을 유발하는 병력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이를 

분석한 여러 연구가 발표되어 왔다41,42). 본 연구

에서도 일과성뇌허혈발작은 뇌졸중의 발생에 주

요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군의 

일과성뇌허혈발작 병력의 비율이 대조군에 비해 

8.46배로 나타났다. 

고혈압은 기존의 여러 연구10,12)를 통하여 뇌졸

중의 발생에 가장 주요한 영향이 있는 병력으로 

보고되고 있다. 심혈관계 위험인자로서 고혈압은 

모든 뇌졸중 아형에 공통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인자와 독립적으로 혈압의 

수치에 따라 연속적이며 일정하게 뇌졸중 위험을 

올린다2). 본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들의 고혈압 

병력은 뇌졸중의 발생에 주요한 영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환자군의 고혈압 병력의 비율

이 대조군에 비해 4.72배로 나타났다.

당뇨 또한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뇌졸중을 유

발하는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당뇨 병력의 유무와 입원당시의 공복혈당이 뇌졸

중의 예후 및 사망위험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3-45). 중년의 재

미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당뇨는 뇌경

색의 발생을 약 2배 올린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다른 위험인자와 함께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경

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간 약 6%가량 뇌졸

중 발생을 낮출 수 있다2). 당뇨의 병력 또한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뇌졸

중의 발생에 주요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환자군의 당뇨 병력의 비율이 대조군에 비

해 3.34배로 나타났다.

뇌졸중의 병력은 뇌졸중 재발에 매우 주요한 

영향이 있는 병력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본 연구

에서 환자군의 뇌졸중의 병력의 비율은 대조군에 

비해 무려 50.26배로 나타났다. 고지혈증의 병력

은 뇌졸중의 발생과의 상관성에 대하여 논란이 

진행중이며46,47),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교차비는 통계적 유의성

이 없었다. 또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혈액학적 위험요인에 따른 뇌졸중

의 발생 위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백혈구 수는 혈액 1㎕당 환자군은 7020± 

2480개, 대조군은 5880±1530개로 환자군이 대

조군에 비해 백혈구 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몇몇 선행 연구에서는 

감염과 염증에 의한 백혈구 수의 증가가 허혈성

뇌졸중을 유발하는 독립적인 위험요인임을 확인

한 바가 있다48-50). 다만, 본 연구에서 백혈구 수

의 증가가 반드시 뇌졸중 발생 전의 염증 반응만

을 반영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

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김51)은 뇌졸중 환자군에서 빈혈 소견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Wade52) 등은 

Hgb 수치가 낮은 집단에서 뇌졸중으로의 이환율

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

혈구 수는 혈액 1㎕당 환자군은 428만±57만개, 

대조군은 448만±47만개로 뇌졸중의 발생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Hgb 수치는 또한 환자군은 13.16±1.83g/㎗, 

대조군은 13.86±1.40g/㎗로 혈색소 수치의 감소

와 뇌졸중의 발병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ct 수치도 환자군 38.57± 

5.09%, 대조군 40.89±4.14%로 낮을수록 뇌졸

중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53) 등은 혈소판 수의 증가에 따른 혈소판 응

집력의 증가는 결국 혈전을 형성하고 뇌졸중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혈액 

1㎕당 혈소판 수가 환자군은 243570±71700개, 

대조군은 183370±99740개로 나타나 환자군의 

혈소판 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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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AST 수치는 환자군은 24.65±14.13IU/L, 대

조군은 27.04±17.13IU/L로 뇌졸중의 발생과 유

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LT 수치

는 환자군은 23.36±20.21IU/L, 대조군은 25.48 

±18.65IU/L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하

지만 AST, ALT 수치 모두 0～39IU/L의 정상범

위 내54) 차이이므로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

으로 사료된다. 김51)은 본 연구결과와는 반대로 

AST수치는 뇌졸중의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

고, ALT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고지혈증의 대표적인 지표인 총콜레스테롤, 중

성지방,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등의 혈중 지질은 죽상동맥경화의 발

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44,45).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는 비

교적 일관되게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지

만, 뇌졸중의 위험인자로서 여부는 국내외 연구

들마다 그 결과가 상이하여 아직까지 논란이 진

행 중이다. 1995년 발표된 총 45만 명을 대상으

로 한 45개의 코호트 연구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

서는 혈중 T-chol와 뇌졸중의 발생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다고 하였으며, Choi55) 등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고지

혈증이 뇌졸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56-59). TG에 대해서도 Lindenstorm 등
60)은 죽상동맥경화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서 뇌

졸중의 발생과 관련이 깊다고 하였으나, 

Pedro-Botet61) 등은 TG와 뇌졸중의 발생과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다. 반면 HDL-chol

은 뇌졸중의 발생을 억제하는 독립적인 위험지표

로 알려져 있다62,63).

본 연구에서 T-chol 수치는 환자군은 197.53 

±46.15㎎/㎗, 대조군은 202.90±40.43㎎/㎗로 

대조군의 수치가 더 높아 임상적으로 유의한 관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G 수치는 환자군은 181.10±124.61㎎/㎗, 대

조군은 152.90±82.56㎎/㎗로 환자군의 수치가 유

의하게 높았으며, HDL-chol 수치의 경우 환자군

은 47.18±12.94㎎/㎗, 대조군은 54.02±13.03㎎/

㎗로 대조군의 수치가 유의하게 낮아 뇌졸중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DH 수치 검사결과 환자군은 179.14± 

44.74IU/L, 대조군은 188.74±48.59IU/L로 환자

군의 수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64) 

등이 뇌혈관질환의 급성기에 LDH 수치가 유의하

게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었다.

황65) 등의 연구에서 FBS 수치가 뇌졸중의 발

병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본 연

구에서도 FBS 수치는 환자군은 129.06±93.66

㎎/㎗, 대조군은 101.11±18.00㎎/㎗로 뇌졸중의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전해질 중 Na+ 수치는 환자군은 140.72 

±3.75mEq/L, 대조군은 143.88±2.75mEq/L로 환

자군의 Na+ 수치가 대조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

며, K+ 수치 또한 환자군은 4.15±0.48mEq/L, 대

조군은 4.54±0.42mEq/L로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

해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Green66) 등은 혈

청 K+수치를 저하시킬 경우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같

은 결과가 나왔다. Cl- 수치는 환자군은 105.08 

±4.27mEq/L, 대조군은 103.07±2.66mEq/L로 대

조군의 수치가 환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

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대전 및 충남 

지역의 의료기관 두 곳에 내원한 연구 대상자들

만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정 지

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인구학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집

단을 대표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혈

액 검사와 같은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

인 변화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반복 및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 한차

례의 결과값만을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

에서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의 위험

요인으로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육체적인 피로도 

및 혈액 검사상 homocystein, vitamin B12, 

folate acid 수치 등의 변수를 조사하지 못하여 

최근의 역학적 경향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들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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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개선된 증례기록지를 바탕

으로 대규모의 전향적 다기관 연구가 더욱 광범

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結  論

대전 및 충남 지역에서 2006년 9월부터 2010

년 12월까지 52개월동안 「뇌혈관질환의 한의학

변증지표 표준화 및 과학화 기반연구」의 임상자

료로 등록된 발병 30일 이내의 급성기 뇌졸중 환

자 788명을 환자군으로, 2006년 9월부터 2010

년 12월까지 52개월동안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

원에 내원하여 정상군 임상시험을 시행한, 신경

학적 이상의 병력이 없는 450명을 대조군으로 

한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하여 뇌졸중의 위험요

인 및 혈액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들

이 뇌졸중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도를 조

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뇌졸중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뇌졸중의 발생은 유의한 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뇌졸중의 발생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학적 위험요인이 뇌졸중의 발생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뇌졸

중의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또한 정규 교육 기간이 길수록 뇌졸중의 발생

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력이 뇌졸중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뇌졸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

장질환 등의 가족력은 뇌졸중의 발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비만도가 뇌졸중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여자의 허리둘레와 요둔비위 수치

가 높을수록 뇌졸중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생활습관적 위험요인이 뇌졸중의 발생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흡연은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 또

한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병력이 뇌졸중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고혈압, 당뇨, 일과성뇌허혈발작, 고지

혈증, 뇌졸중의 병력은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유

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허

혈성 심장질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7. 혈액학적 요인이 뇌졸중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TG, FBS, Cl- 수치가 증가할수록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Hgb, Hct, 

AST, HDL-chol, LDH, Na+, K+수치는 증가할

수록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chol 수치는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지표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LT는 뇌졸중의 발생 위험 증가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뇌졸중의 위험 지

표로서 연령, 배우자의 유무, 교육기간, 음주, 흡

연, 병력, 여러 혈액학적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

으나, 한의학적인 변증지표에 대한 분석과 고찰

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도 한

방병원에 내원하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의 임상

양상 및 그 특성을 자세히 파악하고, 뇌졸중의 각 

유형별로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대규모의 전향적 다기관 연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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