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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뇌졸중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 요인 

‘홉연， 음주， 버만， 식습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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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is a serious disease despite recent improvement in medical and surgical 
treatment. Hence, identification of modifiable risk factors for stroke is important. This 
case-control study was done to demonstrate that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lcohol 
consumption, obesity, perception of saltness and the incidence of stroke and to identify 
that smoking, alcohol consumption, obesity and perception of saltness, after adjusting 
for age, hypertension. A structured interview was carried out from April 15, 1996 to 
May 3, 1996 in Y onsei Medical Center. The study group consisted of 59 neurologically 
confirmed stroke patients as the study group and 59 non-stroke patients as controls. 

2 Analysis of the data was done by means of x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Iows. In the study group: 1) Hypertension in males had a 10.2 
odds ratio (p<0.05) , cardiovascular disease in females had a 11.3 odds ratio (p<0.05) and 
a farnily history of stroke in males had a 3.1 odds ratio (p<0.05 l. 2) Females smoking 
one or more cigarettes had a 8.3 odds ratio (p<O. l), but males had no direct 
relationship with odds ratio of 1.5 (non-significant). 3) Alcohol consumption in males 
had a 0.4 odds ratio, and in females had a 0.8 odds ratio. The odds ratio was decreased 
in alcohol consumption group (non-significant). 4) Males with more than 20 cigarettes 
pack-years history had a 2.5 odds ratio (p<0.05), more than 25 Body Mass Index had a 
3.1 odds ratio (p<0.05) and more than 220 m1 ethanol weekly consumption had a 1.5 
odds ratio (non-significant). 5) Female smokers had a 8.3 odds ratio (p<O. l), drinkers a 
0.8 odds ratio and more than 25 Body Mass Iidex, a 43.1 odds ratio (p<0.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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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s without saltness perception from a 0.5% salt solution had a 6.8 odds ratio 
(non-significant). 7) By logistic regression an머ysis independent risk factors for stroke 
in males were found to be hypertention, age, and obesity. The study was limited 
because number of subjects was too small for practical implications. However, like as 
other results, this study suggest that people should be advised to control hypertension, 
and obesity since these carry a risk of stroke. 

Key Words: Stroke: Life style. 

1. 세론 다(노재규， 1992). 

뇌졸중의 위험요인으로는 크게 생의학적 요인 

뇌졸중은 악성종양 및 심장질환과 더불어 사 과 행동적인 것으로 나눌수 있는데， 생의학적 요 

망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생존하는 인은 고혈압， 당뇨병， 섬혈관계질환이 있고， 행 

경우에도 의식상실， 반신불수， 언어장애 등의 결 동적인 요인으로는 흡연， 과음， 비만 그리고 염 

과를 초래한다(김범생， 1992; Shaper, 1991). 서 분과다섭취， 운동부족 등이 었다. 이중 행동적인 

구에서는 고혈압 진단 방법의 개선과 적극적인 요인은 오랜기간 동안 습관화되어 있는 것인데， 

치료로 1968년 이후 뇌졸중의 발생 빈도가 감소 

하고 있으나(Wolf 등， 1992), 우리나라에서는 

식생활의 서구화， 노령 인구의 증가， 원인 질환 

에 대한 치료의 미 비 동으로 그 빈도가 점차 증 

가하고 있으며， 사고율 또한 여전히 높다(김명호 

와 김주한， 1992). 주목할만한 연구에 따르면， 

강화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풍의 유병률이 1979년 5월 1일을 기준으 

로 인구 10만명 당 272명으로 나타났으며， 4년 

간 관찰했을 때 발생률이 연평균 10만명당 

253.5명으로 나타났다(김명호 등， 1980). 

뇌졸중은 뇌혈관의 급성 신경학적 기능이상으 

로 인해 뇌조직의 혈류 공급 장애와 이에 따른 

국소 뇌조직의 기능이상 및 징후가 빠르게 나타 

나 24시간 이상 지속 되는 것으로， 크게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나눌 수 있다. 허혈 

성 뇌졸중은 다시 뇌혈전증， 뇌색전증， 열공성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출혈성 뇌졸중은 

뇌실질내 출혈파 뇌 지주막하 출혈로 나누어 진 

- 83 

개인이 스스로 조절함으로써 뇌졸중을 줄일수 

있다(Herman 등， 1982). 

Wolf 둥(1988)은 흡연은 특히 허혈성 뇌졸중 

에 중요한 원인으로， 하루에 40개피 이상의 흡 

연자는 약한정도의 흡연자에 비해 뇌졸중을 일 

으킬 확률이 2배라고 보고 하였다. 또한 술을 안 

마시는 사람보다 약한 정도로 마시는 사람이 뇌 

졸중 발생 위험이 적으며， 과도하게 마시는 사람 

은 술을 안 마시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 

험 이 4배 높다(Gill， 1986). 흡연과 비 만이 65세 

이상 남자 뇌졸중 원인의 60%를 차지한다는 보 

고도 있다(Bonita， 1986). ]amrozik 둥(1994)은 

흡연， 과도한 양의 음주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을 더 넣는 것은 뇌졸중을 일으키는데 중요 

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최근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로 뇌졸중 환자의 

사망률과 병원의 입원기간을 줄였다고는 하나， 

일단 뇌졸중이 발생하면 현재까지 어떤 치료로 

도 손상된 뇌조직과 그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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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따라서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와 사망 과거력이 있거나， 흡연， 음주， 비만， 소금섭취가 

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며 위험요인으로 생각되는 질환을 갖고있는 환자， 

(이광호， 1992; Bonita, 1992), 적절한 예방을 그리고 음주상태에서 사고로 다친 사람은 음주 

위해서는 뇌졸중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가 질환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제외시켰다.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구에서는 뇌졸 

중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요인에 관한 연구 

가 많이 시행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보고되 

지 않고 있다. 

2. 자료수집 및 측정방법 

본 섣문지에 대한 사전조사는 96년 4월 15일 

부터 동년 4월 19일까지 5일간 실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군과 대조군의 연령， 흡 본 조사는 96년 4월 22일부터 동년 5월 3일까지 

연， 음주， 비만정도， 식습관 그리고 고혈압의 요 실시하였다. 필요한 정보는 구조화된 조사표를 

인 중 흡연， 음주， 비만정도， 식습관이 뇌졸중에 이용한 직접면접 방법으로， 훈련받은 조사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아보고자 한다. 의해 수집되었다. 환자군인 경우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가능하면 본인에게 직접 

n _ 연구방법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조사를 거절하는 사람은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L 연구대상 수집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데 첫째， 환자군인 

본 연구의 환자군은 연세의료원에 입원 또는 경우 뇌전산화 단층촬영 유무 둘째， 조사 대상자 

외래치료를 받았던 59명의 뇌졸중 환자이었다. 전체에서 일반적 특성， 의학적 과거력， 홉연습관， 

뇌졸중은 혈관 외에 다른 곳에 원인이 없고， 뇌 음주습관， 식습관. 셋째， 의학적 과거력은 고혈 

기능 장애가 24시간 이상 국소적 또는 전체적으 압 진단 및 약 복용， 당뇨병 진단， 심혈관계 질 

로 빠르게 진전되는 경우로 정의되었다(Har

msen, 1980). 환자군의 진단은 입상적 증상에 

의해 신경과 의사가 진단을 내린 사람 또는 뇌 

환， 그리고 가족중에 뇌졸중 진단을 받았는지 유 

무. 다섯째， 흡연과 음주 측정은 발병 5년전 상 

태를 조사하였는데， 흡연습관은 흡연 여부와 평 

전산화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생흡연 경험 유무를 그리고 흡연자에 대해서는 

에 의해 뇌졸중으로 확진되었던 경우로 국한했다. 흡연 시작연령， 하루평균 흡연량， 흡연기간， 1년 

대조군은 환자군과 동일한 병원에 그리고 같 이상 끊었던 경험 유무를 답하게 하였다. 흡연량 

은 시기에 입원한 환자로， 성과 나이를 환자군과 은 하루 평균양을 갑으로 측정한 값에 흡연을 

비슷하게 59명 선택하였는데 그 칠환은 다음과 계속한 년수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여섯째， 음주 

같다. 첫째， 사고로인한 척수손상， 골절. 둘째， 근 습관 역시 음주여부， 평생음주 경험을 답하게 하 

골격계질환 즉 염좌， 요통， 척추간 디스크 질환 고， 음주 시작연령， 음주빈도 그리고 일회 평균 

(hemiated lumbar disc). 셋째， 폐렴 (pneu- 음주량을 답하게 하였다. 음주량은 주로 마시는 

monia) , 충수염 (appenditis) 같은 국소적 감염 술 종류별 양과 알코올 농도로 순수 에 탄올 양 

Oocal infection). 넷째는 말초신경손상(peri- 을 계산 하였다. 각종 술 한병은 고량주(250 

pheral nerve injury)이다. 대조군 중 뇌졸중의 mI), 막걸리 (750 mD , 맥주(500 mD , 소주(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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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위스키 (360 mI), 청주(300 mI), 포도주 (35.7%)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수입은 환자군 

(700 mI), 이강주(750 mI)로 하여， 평균 한번 에서 평균 258.9만원， 대조군에서 평균 184.0만 

마실 때의 순수 에탄올 양과 음주빈도별로 가중 원으로 조사되었다. 

~(weight) 즉 매일 (7.이， 거의 매일(5.5) ， 일주 진단명 및 진단방법을 조사하였는데， 환자군 

일에 2-3번(2.5) ， 한달에 1-4번(0.625) ， 일년 에서 허혈성 뇌졸중은 31명 (52.5%) ， 출혈성 뇌 

에 4-12번(0.163) 그리고 얀먹는다(0.0)를 곱 졸중은 28명 (47.5%)이었고， 진단방법으로는 뇌 

하여(Hillbom과 Kaste, 1983) 주간 총 음주량 전산화단층촬영(CT)이 52명 (88.1%)이었다. 대 

을 구하였다. tl] 만도CBody Mass lndex)는 25 조군에서 진단명은 척수신경손상 및 골절이 31 

미만을 보통， 25이상을 비만(김영설， 1990)으로 명 (52.5%) ， 근골격계질환이 15명 (25.4%)， 국소 

하였다. 식습관에서는 짜게 먹는군의 싱겁게 먹 적 감염이 11명(18.6%) ， 말초신경계 손상이 2명 

는군에 대한 짜게 먹는 군의 비차비(odds ratio) (3.4%)이었다. 

를 그리고 0.5% 소금물에 대한 느낌에서는 성 대상자의 병력기간은 127ß월 미만이 환자꾼 

겁다는군의 짜다는군에 대한 싱겁다는군의 비차 에서 38명 (64.4%)， 대조군에서 43명 (72.9%)으 

비를 계산하였다. 

DI. 컬과 

L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로 가장 많았고， 평균 병력기간은 환자군에서 

15.87ß월， 대조군에서 11.8개월이었다. 

2. 연구대상자의 의학적 과거력 

대상자의 의학적 과거력으로는 고혈압， 당뇨 

연구대상자의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년 병，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진단유무와 가족의 뇌 

한， 가족의 한달 평균수입을 조사하였다. 연구대 졸중 경험유무를 조사하였다. 고혈압과거력에서 

상자는 모두 118병 이었는데， 환자군과 대조군 남자대조군의 환자군에 대한의 비차비 (odds 

각각 59명중 남자가 40명 (67.8%) ， 여자가 19명 ratio)가 1O.2( x 2=11퍼로 유의성이 있었고 
(32.2%)이었다. 연령분포는 환자군에서 최저 27 (p<0.05), 여자환자군의 섬혈관계질환 과거력은 

세， 최고 84세， 대조군에서 최저 30세， 최고 88 비차비가 11.3( x 2=4.5)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 
세 이었고， 환자군에서 60대가 23명 (38.9%)， 대 하였다(p<0.05). 또한 남자환자군에 대한 가족 

조군에서 50대가 21명 (35.5%)으로 가장 많았다. 의 뇌졸중 경험도 비차벼가 3.1 ( x 2=4.3)로 통계 
평균 연령은 환자군에서 58.4세， 대조군에서 학적으로 유의한 것이었다(p<0.05). 

52.0세 이었다. 교육년한은 15년이하가 환자군 

에서 39명 (66.1%)， 대조군에서 45명 (76.3%)이 3. 연구 대상자의 홉연 및 음주경험 

며， 16년이상이 환자군에서 20명 (33.9%) ， 대조 대상자의 5년전 음주 및 흡연 경험을 조사하 

군에서 14명 (23.7%)이었다. 또한 평균 교육년한 였다(표 1). 흡연 경험에 있어 대조군의 환자군 

은 환자군에서 1 1.6년， 대조군에서 10.7년으로 에 대한 비차비는 남자에서 1.5( x 2=0.6)이었으 
조사되었다. 가족의 한달 수입은 환자군에서 나， 여자에서는 8.3( x 2=3.3)으로 통계학적으로 
100만원대가 20명 (37.0%) ， 대조군에서 201정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O. l)， 음주경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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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차비는 남자에서 0.4( x 2=2.6), 여자에서 

0.8( x 2=0.1)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연구 대상자의 홉연량， 음주량， 벼만 

정도 

가. 남자 대상자 

주량은 주간 순수 에탄올양 220 rnl 미만이 환자 
군에서 201청 (50%) ， 대조군에서 24명 (60%) 그 

리고 220 ml이상이 환자군에서 20명 (50%)， 대 

조군에서 16명 (40%)으로 나타났고， 비차비는 

l.5( x 2=0.8)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자 대상자의 비만도는 정상(25 미만)이 환 

남자 대상자의 흡연량은 20갑년 미만이 환자 자군에서 26명 (65.0%) ， 대조군에서 34명(85.0 

군에서 18명 (45.0%) ， 대조군에서 27명 (67.5%) %) 그리고 비만(25이상)이 환자군에서 14명 

그리고 20갑년 이상이 환자군에서 22명 (55.0%) ， (35%), 대조군에서 6명 05%)이었고， 비차비는 

대조군에서 13명 (32.5%)이었고. 비차비는 2.5 3.1 ( x 2=4.3)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 x 2=4.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음 (표 1). 

표 1. 남자 대상자의 홉연량， 음주량 및 비만도 

환자군 대조군 x ι 
변수 수(백분율) 수(백분율) 비차1:l] value 

흡 연 량(pack-years) 

20 미만 18 (45.0) 27 (67.5) 

20 이상 22 (55.0) 13 (32.5) 2.5 4.1** 

음주량(주간 순수에탄올양) 

220 미만 20 (50.0) 24 (60.0) 

220 이상 20 (50.0) 16 (40.0) l.5 0.8 

비만도 

25 미만 26 (65.0) 34 (85.0) 

25 이상 14 (35.0) 6 (15.0) 3.1 4.3** 

계 40 (100.0) 40 (100.0) 

p<O.l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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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자 대상자 

여자 대상자의 흡연량은 비흡연자가 환자군에 

서 16명 (84.2) ， 대조군에서 19명(100%) 그리고 

흡연자가 환자군에서 3명 (15.7%) ， 대조군에서 0 

명(0.0%)으로 조사되었다. 비차비는 8.3( x 2=3.3) 

한 차이가 있었다(p<0.05)(표 2). 

다. 연구 대상자의 0.5% 식염수에 대한 비차비 

대상자에게 0.5%의 식염수를 맛보게 하고 그 

느낌을 조사하였다(표3). 남자 대상자에서 짜지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O. l). 여자대상자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각 

의 음주량은 비음주자가 환자군에서 11명 각 9명 (25.7%) ， 짜다고 응답한 사람이 환자군과 

(57.9%), 대조군에서 10명 (52.6%) ， 그리고 음주 대조군에서 각각 26명 (73.3%)이었고 비차비가 

자가 환자군에서 8명 (42.1%) 대조군에서 9명 l( x 2=0.0)이었다. 여자 대상자에서 짜지않다고 
(47.4%)이었고 비차비는 0.8( x 2=0.1)로 유의한 응답한 사람은 환자군에서 5명 (31.3%) ， 대조군 

차이가 없었다. 에서 1명 (6.2%)， 짜다고 웅답한 사람은 환자군 

여자 대상자의 비만도는 정상(25미만)이 환자 에서 11명 (68.7%) ， 대조군에서 15명 (93.8%)이 

군에서 19명 (43.1%)， 대조군에서 0명(0.0%)으 었고， 비차비가 6.8( x 2=3.3)이었다. 
로 조사되었다. 비차비는 43.1 ( x 2=13.6)로 유의 

표 2. 여자 대상자의 홉연， 음주 및 비만도 

변수 환자군 대조군 2 x 
수(백분율) 수(백분율) 

비차비 
value 

흡 연 량(pack-year) 

비흡연자 16 (84.2) 19 (100.0) 

흡연자 3 (15.8) o (0.0) 8.3 3.3* 

음주량(주간 순수에타놀) 

비읍주자 11 (57.9) 10 (52.6) 

음주자 8 (42.1) 9 (47.4) 0.8 0.1 

비만도 

25 미만 9 (47.4) 19 (100.0) 

25 이상 10 (52.6) o (0.0) 43.1 13.6** 

계 19 (100.0) 19 (100.0) 

'p<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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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대상자의 0.5% 식 염수에 대한 비차비 

느낌 환자군 

수 (%) 

남자 

대조군 

수 (%) 

싱 겁 다 9 (25.7) 9 (25.7) 

비차비 
2 x 

value 
환자군 

수 (%) 

여자 

대조군 

수 (%) 

5 (31.3) 1 (6.2) 

비차비 
2 x 

value 

짜다 26 (74.3) 26 (74.3) 

겨l 35 (100.0) 35 (100.0) 

1 0.0 11 (68.7) 15 (93.8) 6.8 3.3 

16 (100.0) 16 (100.0) 

5. 연구대상자의 식생활과 0.5% 식염수 고 응답한 사람이 15명 (34.7%) ， 싱겁게 먹었다 

에 대한 느낌의 벼교 고 응답한 사람이 37명 (71.2%)이었다. 여자에서 

대상자가 짜게 먹어왔다고 대답한 것과 0.5% 0.5% 식염수를 싱겁다고 한 사람 7명 중 짜게 

식염수를 맛보고 느낌을 비교하였다(표 4). 남자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6명 (85.8%) ， 싱겁게 먹 

에서 0.5% 식염수를 싱겁다고 한 사람 19명중 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1명<14.2%)이었고， 짜게 

짜게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11명 (57.9%) ， 싱 느낀다고 한 27명 중 짜게 먹었다고 응답한 사 

겁게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8명 (42.2%)이었 람이 2명 (7.4%)， 싱겁게 먹었다고 응답한 사람 

고， 짜게 느낀다고 한 사람 52명 중 짜게 먹었다 이 25명 (92.6%)이었다(표 4). 

표 4. 연구대상자의 식생활과 0.5% 식염수에 대한 느낌의 비교 

0.5% 식염수에 대한 느낌 

식습관 남자 여자 

수 (%) 수 (%) 수 (%) 수 (%) 

싱겁다 짜다 싱겁다 짜다 

짜게 먹었다 11 (57.9) 15 (34.7) 6 (85.8) 2 (7.4) 

싱겁게 먹었다 8 (42.1) 37 (71.2) 1 (14.2) 25 (92.6) 

계 19 (100.0) 52 (100.0) 7 (100.0)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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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지스틱 희귀분석에 의한 뇌졸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언 

보통으로， 25 이상을 비만(김영설， 1990)으로 하 

여 두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표 5). 남자 

남자 대상자에서의 로지스퇴 회귀모형은 적합 대상자의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대조군의 환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p<O.Oûl). 로지스틱 회귀분 군에 대한 비차비를 알아보면， 비만이 3.0(p< 

석에서 나이는 연속변수로 하고， 고혈압진단은 0.1), 나이가 1.1 (p<0.05) , 그리고 뇌졸중의 고혈 

유무로， 흡연량은 20갑년 이상과 미만으로， 음주 압진단이 6.8(p<0.05)이었다(표 5). 여자 대상자 

량은 주간 순수에타놀양 220 ml 이상과 미만으 에서의 로지스틱 모형은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로 그리고 0.5% 식염수에 대한 느낌은 짜다와 나타났다(p=0.32). 

싱겁다로 나누었다. 또한 비만도는 25 미만을 

표 5. 남자 대상자의 로지스틱 분석에 의한 뇌졸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별 비차비 

변수 회귀계수 

흡연 0.7880 
음주 0.6505 

비만도 1.0964 

0.5% 식염수 0.0654 

연령 0.0507 

고혈압진단 1.9187 

'p<O.1 *'p<0.05 

w. 고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비차비 95%신뢰구간 

2.2 0.7 - 6.7 

1.9 0.6 - 6.4 

3.0' 0.8 - 10.5 

1.1 0.3 - 3.3 
1.1 •• 1.0 - 1.1 

6.8** 1.3 - 36.3 

및 외래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중， 환자군과 성은 

같고， 연령은 10세 크거나 적은 범위의 사람을 

선택하였다. 심근경색증 환자나 암 환자들은 뇌 

환자-대조군 연구의 단점은， 변수의 대부분을 졸중의 위험요인들을 공유하므로 대조군에서 제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탓에 정확하지 못하다는 외시켰고， 갑작스런 사고는 종종 과음으로 인한 

것과， 표본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 것일 수 있으므로 사고당시 음주상태였던 환자 

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환자군 즉， 는 대조군에서 제외시켰다. 

뇌졸중군을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라 선택하 한편， 정보편견Gnformation bias)의 가능성 

였고， 뇌졸중 진단의 88.1%가 뇌전산화 단층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으로 인한 정보편견 

영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환자군이 대조군과 즉， 본인외의 가족이나 친척의 대답은 위험요인 

비교가 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의 노출정도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조군은 환자군과 같은 시기에 병원에 입원 P려om봐ci(1993)에 의하면 본인이 직접 대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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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가족이나 친척이 대답한 자료는 별 차이 기간 동안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 

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0.5% 소 기 때문이다. 

금물을 맛보는 문항이 있어， 가족의 도움은 거의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환자의 인지도가 좋았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따라서 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보펀견은 연 본 연구에서 대조군에 대한 환자군의 비차비 

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본다. 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녔다. 남자에서 흡연경험 유 

째， 조사자가 알고 있는 정보로 인해 환자군의 무는 1.5로 차이가 없었다. 흡연량을 20갑년 이 

위험요인을 과도하게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으 

나， 잘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조 

사자의 정보편견도 결과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0.5% 식염수를 맛보는 항목에서， 

식염수는 투약용 종이컵에 약 10 cc 정도 맛보 

게 하고， 국 국물이라고 할 때 짜게 느끼는지 물 

어보아 객관성있는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때의 소금물 농도는 오희철 동(1994)의 연구 

를 참고하였다. 연구 결과 여자 대상자의 비차비 

가 6.8로 나타났으나 음식을 섭취할때 뇌졸중군 

이 대조군보다 짜게 먹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0.5%의 식염수를 맛본 후의 느낌 

은 뇌졸중에 걸린 이후의 것이므로 위험요인이 

라기 보다 뇌졸중의 결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는 점이다. 툴째， 0.5% 식염수를 맛보는 느낌과 

실제 음식을 섭취할때 느끼는 염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전체 소금섭취량과 소금농 

도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소금섭취량의 지표를 

소금섭취 농도만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점 때문 

상과 미 만으로 나누었을때 2.5(p<0.05) 이 었다. 

여자에서 흡연경험 유무는 8.3으로 차이가 있었 

다(p<o.n 남자에서 음주경험 유무는 0.4이 었 

고， 주간음주량을 220 ml의 순수에타놀 농도 이 

상과 미만으로 나누었을 때 1.5이었다. 여자에서 

음주경험 유무는 0.8로 비차비가 오히 려 낮았다. 

비만도를 BMI25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었을 때 

남자에서 3.1 (p<0.0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여자에서 43.1 (p<0.0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0.5% 식염수에 대한 느낌에서 싱겁다고 대 

답한 남자 뇌졸중 환자는 남자 대조군에 비해 

비차비가 1 이었는데 반해， 여자 뇌졸중 환자는 

6.8 이었다. 남자 대상자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환자군의 비만도는 대조군에 비해 비차비 

가 3.0(p<0.1), 나이는 1.1 (p<0.05) 그리고 고혈 

압진단은 6.8(p<0.05)이었다. 

Thomson 등(1989)은 흡연이 뇌졸중을 일으 

키는 비차비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으며， 10 

년 이상 담배를 끊은 사람은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크지 않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흡연 

이다. 본 연구는 단지 소금농도에 대한 연구라고 에 대한 비차비는 여자가 더 높아 위와 같은 결 

할수 있다. 

흡연경험이나 음주경험은 환자군에서 뇌졸중 

발병 5년전을 기준으로， 그리고 대조군에서도 

질병 발병 5년전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 

는 환자군에서 뇌졸중 발병 바로 전에 또는 바 

로 후에 건강상의 이유로 담배와 술을 끊었을지 

도 모르며， 뇌졸중 같은 만성 성인병 질환은 장 

과를 보였다. Herman 등(1982)은 흡연 량이 뇌 

졸중에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 

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량을 남자에서 20갑년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었을 때， 비차비가 2.5 

(p<0.05)로 위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Rodgers 등(1993)에 의하면 음주량과 뇌졸 

중과는 U자 모양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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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은 중간정도의 자는 출혈성 뇌졸중에 대한 비차비가 7.3이라고 

양을 마시는 사람에 비해 비차비가 2.4로 높으 하였다. 또한 지주막하 출혈인 사람은 대조군보 

며，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도 중간정도 마 다 더 자주 많은 양의 흡연을 하고， 더 오랜기간 

시는 사람에 비해 2.9로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 동안 흡연하며， 덜 자주 끊는다고 하고， 고혈압 

의 남자 대상자에서 주간음주량을 순수에탄올 과 흡연을 통제한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설수록 

220 ml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었을때 비차비 비교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OR)가 1.5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여 Jamrozik 등(1994)은 음식을 먹기전에 소금 

자 대상자에서 음주자와 비음주자로 나누었을때 을 넣는 것은 뇌졸중의 강한 위험요인이라고 하 

0.8로 음주가 뇌졸중의 방어효과가 있는 방향으 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음식을 짜 

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수가 적었으므로 게 먹는 정도를 묻고， 0.5% 식염수를 맛보게하 

순수 에타놀 농도를 세분화 해서 비차비를 구하 여 결과를 분석하였으나 일치도는 낮았다. 이는 

기는 어려웠으나， 본 연구에서 여자 대상자의 음 대부분의 설문조사의 단점이 그렇듯이 대상자의 

주량은 약한 정도 이었으므로， 위 결과는 의미없 기억과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조사방법이었기 

다고 할 수 없올 것이다. Shinton 등(1993)은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과거 소금섭취 정 

대조군중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마시는 사람 도에 대해 앞으로 좀 더 객관적인 조사도구가 

보다 비만(p<O.Oül)이었고， 심한 운동을 하지 펼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연령， 고혈압진 

않으며(p<O.Ol)， 잘 걷지 않는 사람(p<0.05)이 단， 흡연， 음주， 비만도 그리고 식습관에 대한 로 

었다고 하고， 따라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대조군에 대한 환자 

중간정도 마시는 사람보다 뇌졸중에 대한 비차 군의 비차비가， 비만도는 3.0(p<0.1), 나이는 

비가 높은 이유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더 1.1 (p<0.05) 그리고 고혈압진단은 6.8로 조사되 

비만이고 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 때문일 수 었다. 

도 있다고 하였다. 앞으로 음주와 뇌졸중의 관계 본 연구는 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조사하였 

는 여러 혼란변수들을 통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 대상자의 수가 적었으므로 생활습관요인을 

대상으로하여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밝혀내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일반화하기도 어렵 

Al-Roomi(l992)는 비만은 대조군에 비해 허 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혈성 뇌졸중에서 1.7, 출혈성 뇌졸중에서 4.6의 는 고혈압올 조절하도록 노력하고， 비만한 사람 

비차비를 보인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은 체중를 조절하도록 충고함으로써 뇌졸중의 

수가 적어서 뇌졸중의 종류별 위험요인을 확인 위험을 줄일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없었으나 비만은 남자환자군에서 3.1, 여 

자환자군에서 43.1의 비차비를 보여 위와 비슷 v. 컬론 
한 결과가 나왔다. 

Juvela 등(1993)에 따르면， 고혈압， 흡연， 음 본 연구는 뇌졸중군과 환자군의 흡연， 음주， 

주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통계방법을 적 비만정도， 식습관을 비교해보고， 여러 위험요인 

용한 결과 모두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요인이라 을 통제한 후 어떤 위험요인이 뇌졸중에 영향을 

고 하고， 하루에 207ß피 이상의 홉연을 하는 남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1996년 4월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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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5월 3일까지 연세의료원 신촌세브란스병 노재규. 뇌졸중의 치료. 대한의학협회지. 1992; 

원에 외래 및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뇌졸 35:998-1006. 

중 환자 59명， 대조군 환자 59명을 직접 설문조 오희철， 주정숙， 지선하 등. 위암의 위험요인 
에 관한 환자 대조군 연구. 한국역학회 

사 하였다. 조사결과， 대조군의 환자군에 대한 

비차비는 비차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흡연경험 유 • 무는 남자에서 1.5로 관련성 

이 없었다. 흡연량을 20갑년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었을 때 2.5(p<0.05) 이었다. 여자에서 흡연 

경험 유무는 8.3으로 차이가 있었다(p<o.n 

2. 음주경험 유 • 무는 남자에서 0.4이었고， 주 

간음주량을 220 ml의 순수에 탄올 농도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었을 때 1.5이었다. 여자에서 음주 

경험 유 • 무에 대해서는 0.8로 비차비(OR)가 

오히려 낮았다. 

3. 비만도를 BMI25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었 

을 때， 남자에서 3.1 (p<0.0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여자에서 43 .1 (p<0.0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0.5% 식염수에 대한 느낌에서 싱겁다고 대 

답한 남자의 비차비는 1 이었는데 반해， 여자는 

6.8 이었다. 

5. 남자 대상자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3.0(p<0.1), 나이는 1.1(p<0.05) , 고혈압진단은 

6.8(p<0.05)이었다. 흡연경험 유 • 무는 남자에 

서 비차비가 1.5로 관련성이 없었으나， 여자에서 

는 8.3으로 차이가 있었다(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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