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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reatment in stroke is the prevention of strok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nvironment factors on a type of strok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Hemorrhagic stroke was more prevalent than ischemic stroke to male and person with personality of

inactivity, against ischemic stroke was more prevalent than hemorrhagic stroke to female and person

with personality of activity(p<0.05).

2. Hemorrhagic stroke was more prevalent than ischemic stroke to a laborer, against ischemic stroke was

more prevalent than hemorrhagic stroke to an office worker (p<0.05).

3. Hemorrhagic stroke was more prevalent to person living in a house, against ischemic stroke was more

prevalent to person living in a apartment.

4. The majority of the onset of stroke was occurred in the morning and winter.

5. Stroke was more prevalent to person living under much stress and do not play any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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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졸중은전세계적으로중요한질병이며매년뇌졸

중에 의해 4,500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

된다. 2004년한해동안우리나라전체사망자중뇌

혈관질환으로사망한사람은34,091명으로암에이어

두번째사망원인으로나타났으며(통계청, 2005), 단

일질환으로는우리나라에서가장중요한사망원인으

로밝혀져있다(보건복지부, 2001).
뇌졸중(stroke)이란 뇌혈관의 손상으로 인해 생기

는 뇌기능 장애를 일컫는 말로 뇌혈관 질환
(cerevrovascular disease)이좀더적합한명칭이다.
뇌졸중은‘stroke’이라 하지만 예전에는‘cerebral
apoplexy’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 다. 뇌졸중
(cerebral apoplexy)은‘마치 벼락을 치듯이 갑자기
증상이온다’는의미를갖고있다(노재규, 2002).
뇌졸중은크게나누면허혈성뇌졸중과출혈성뇌졸

중으로나눌수있다. 뇌졸중의종류별발생양상을보
면 서구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
등히 높은데 반하여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출혈성 뇌
졸중의 비율이 높았다(Gillum, 1986; Wolf and D’
agostino, 1998; McGover et al, 1992). 선진국의경
우 뇌경색이 약 85%, 뇌출혈이 약 15%의 비율이라
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뇌출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47%에 이르 으나 고혈압 조절에
힘입어최근감소추세에있다(노재규, 1997; 명호진
외, 1989; 이병철, 1993)
뇌졸중이사회적으로문제가되는것은뇌졸중으로

사망하지않더라도이로인한후유증이나합병증으로
환자나본인, 가족나아가서는사회에큰 향을미친
다는것이다. 뇌졸중은많은후유증을초래하여사회
생활에 복귀가 가능한 정도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
가많지않고또사회생활뿐만아니라가정에책임이
큰 연령층에서 대부분 발병함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된다. 또한 그 발생빈도 및
사망률도 매우 높아서 의료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사
회적인 측면에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

아있다(신지 , 1985).

뇌조직은그특성상한번손상되면회복이불가능하

고, 신경학적장애가남기때문에뇌졸중의치료에서

가장이상적인것은뇌졸중의예방이라할수있다(조

기현, 2002). 

예방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을 제거하거

나 관리 조절함으로써 뇌졸중 발생을 억제시키는 것

이다. 위험인자로는나이, 성별, 인종, 유전적요인등

과같은조절이불가능한요인들과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운동부족, 일과성뇌허혈,

경동맥협착증, 약물남용, 코골이, 경구피임약, 혈관염

등고 같은 조절 가능한 요인들로 나뉠 수 있다. 특히

예방의주대상으로언급되는것은조절이가능한위

험인자, 즉 역학적으로 확인된 고혈압, 심방세동, 당

뇨, 흡연, 음주, 고지혈증등이다(조기현, 2002). 따라

서 오늘날은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들에 대한 정기적

인 검사와 치료를 통해 뇌졸중의 발생을 감소시키려

고노력하고있다.

하지만조절이가능한위험인자에대한치료와더

불어 조절이 불가능한 환자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이 뇌졸중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도필요하다. 뇌졸중이발생하기전에이러한요소들

에대한사전지식을통해예견이가능하기때문에뇌

졸중이발생할수있는요인들에노출되지않도록조

심함으로발병률을낮출수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졸중의 발생에 향을 미치는

일반적인특성과환경적인요인을분석하여뇌졸중의

예방에도움을주고자하 다.

Ⅱ. 연구대상및방법

1. 연구대상및기간

본연구는2005년 7월 20일부터2006년 7월 20일

까지약 1년간서울, 경기, 충청도에서뇌졸중으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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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던 총 26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하 으며, 그가운데응답자의의도를알수

없는설문지를제외한232명의설문지를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응답자총 232명중에남자는 142명이었

고, 여자는90명이었다.  

2. 연구방법

설문지는일반적인특성을비롯해뇌졸중에 향을

줄수있는다양한환경적인요인을알아보는문항을

포함하도록 작성하 으며, 사전에 훈련을 받은 충북

에소재하는G 대학물리치료과학생들이환자및보

호자에게직접면담을실시하여자료를수집하 다.

본연구의조사원(G 대학물리치료과학생)이임상

실습을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의 협조를

얻어사전에환자들에게조사의의의와목적, 면담및

기록요령과설문내용을이해시키고문답식으로직접

조사하 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는 환자의 직계

및보호자및간병인을통하여조사하 고, 응답이분

명치않은경우에는병상기록지를보고작성하 다.

3. 자료분석

설문지에기입된내용을근거로응답자를뇌졸중의

주요원인인뇌출혈과뇌허혈로나누어여러가지일

반적인요인들과환경적인요인들이뇌졸중에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뇌졸중을 일으키는 요인을 알아

보기위해 뇌출혈과 뇌허혈을 독립변수로 하고, 일반

적인특성들과주거상태, 발병시자세, 발병시기, 성

격, 스트레스, 운동여부를종속변수로하여 2-test를

실시하 다. 본 통계를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WIN(ver. 11)이었으며, 유의수준 =0.05이었

다.

Ⅲ. 결 과

1. 일반적인특성이뇌졸중발생원인에미치
는 향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는 61.2%, 여자는

38.8%이었다. 그 중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졸중은

135(58.2%)명으로서그중남자는66.7%이었고, 여

자는 33.3%이었다. 뇌허혈에 의한 뇌졸중은

97(41.8%)명이었으며, 그중남자는 53.6%, 여자는

46.4%이었다. 이러한결과로볼때뇌출혈은남자에

게서, 뇌허혈은 여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

는것을알수있다(p<0.05).

응답자의 연령을 보면 50대가 30.6%로 가장 많았

고, 60대가28.4%, 40대가17.2%, 70대가15.9%순

이었다. 그중뇌출혈에의한뇌졸중의발생연령을보

면50대가35.6%로가장많고, 60대가27.4%, 40대

가 20.7% 순이었고, 뇌허혈에의한뇌졸중은50대가

29.9%, 60대가 28.9%, 70대 이상이 16.5% 순이었

다.

성격을보면보통이다가 37.9%로 가장많았고, 외

향적이다가 36.1%, 내성적이다가 29.7% 순이었다.

그중에서뇌출혈은내성적이 37.0%로가장많았고,

보통이 33.3%, 외향적이 29.7%순이었다. 뇌허혈은

보통이44.3%로가장많았고, 외향적이36.1%, 내성

적이19.6%순이었다. 이로볼때뇌출혈은성격이내

성적인경우에, 뇌허혈은성격이외향적인경우에많

이발병하는것을알수있다(p<0.05).

종교를보면없다가31.9%, 불교가29.7%, 기독교

가 28.4% 순이었다. 그 중 뇌출혈의경우응답자중

32.6%가불교, 31.3%가없다, 기독교가 25.2%순이

었고, 뇌허혈의경우는기독교와없다가각각 33.0%

이었고, 불교가25.8%이었다.

학력을보면고등학교졸업이 31.5%, 중학교졸업

이 20.7%, 초등학교 졸업이 20.3%, 대학교 졸업이

19.0% 순이었다. 그중뇌출혈의경우고등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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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0.4%로 가장많고, 중학교졸업이 23.0%, 초등

학교졸업이 20.0%, 대학교졸업이 17.8%순이었고,

뇌허혈은 고등학교 졸업이 33.0%, 초등학교와 대학

교졸업이각각 20.6%, 중학교졸업이 17.5%순이었

다(표1).

2. 직업환경이뇌졸중발생원인에미치는 향

직업이 뇌졸중의 발생 원인에 미치는 향을 보면

먼저뇌출혈의경우무직이41.5%로가장많았고, 노

무직이 31.1%, 사무직이 20.0%순이었다. 뇌허혈의

경우는 무직이 60.8%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이

19.6%, 노무직이 16.5%순이었다. 이러한결과로볼

때, 뇌출혈은 노무직에서, 뇌허혈은 사무직에서 발병

률이더높았다(p<0.05).

월소득과뇌졸중의발생원인과의관계를보면먼저

뇌출혈의 경우, 99만원 이하가 34.8%로 가장 많고,

100~199만원이 26.7%, 200~299만원이 25.2%

순인반면, 뇌허혈은 100~199만원이 27.8%로가장

많았고, 99만원 이하가 30.2%, 200~299만원이

23.7%, 300~399만원이 19.6%순으로 통계적인 차

이는 없지만 뇌출혈은 월소득이 상대적으로 작을수

록, 뇌허혈은 상대적으로 월소득이 높은 응답자에서

많았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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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적인특성이뇌졸중발생원인에미치는 향

일반적특성
뇌졸중의유형

계 χ2-value p-value
뇌출혈 뇌허혈

성별 남자 90(66.7) 52(53.3) 142(61.2) 4.054 0.030
여자 45(33.3) 45(46.4) 90(38.8)

연령 29세이하 5(3.7) 7(7.2) 12(5.2) 8.611 0.126
30~39세 6(4.4) 6(6.2) 12(5.2)
40~49세 28(20.7) 14(11.3) 39(16.8)
50~59세 48(35.6) 27(29.9) 77(33.2)
60~69세 37(27.4) 28(28.9) 65(28.0)
70세이상 18(8.1) 19(16.5) 27(11.6)

성격 *내성적 50(37.0) 19(19.6) 69(29.7) 8.305 0.016
외향적 40(29.7) 35(36.1) 75(32.3)
보통 45(33.3) 43(44.3) 88(37.9)

종교 없다 42(31.3) 32(33.0) 74(31.9) 3.081 0.544
불교 44(32.6) 25(25.8) 69(29.7)
기독교 34(25.2) 32(33.0) 66(28.4)
천주교 13(9.6) 6(6.2) 19(8.2)
기타 2(1.5) 2(2.1) 4(1.7)

학력 무학 12(8.9) 8(8.2) 20(8.6) 1.207 0.877
초등학교졸업 27(20.0) 20(20.6) 47(20.3)
중학교졸업 31(23.0) 17(17.5) 48(20.7)
고등학교졸업 41(30.4) 32(33.0) 73(31.5)
대학교졸업 24(17.8) 20(20.6) 44(19.0)
계 135(100.0) 97(100.0) 232(100.0)

(58.2) (41.8) (100.0)

*: p < 0.05



3. 주거환경이뇌졸중발생원인에미치는 향

주거소유여부를보면뇌졸중의원인에관계없이자

기소유가 66.8%로 가장 많았고, 전세가 21.6%순이

었다.

반면주거형태를보면뇌출혈의경우는단독주택이

46.7%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28.9%, 다세대/기

타가 24.4%이었으며, 뇌허혈은 아파트가 40.2%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이 33.0%, 다세대/기타가

26.8% 순으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지만 뇌출혈은 단

독주택에서, 뇌허혈은 아파트에서 발병률이 높았다

(표3).

4. 자연환경이뇌졸중발생원인에미치는 향

뇌졸중 발병 시기를 보면 뇌출혈의 경우 아침이

38.5%, 새벽이 19.3%, 오후가 14.8%순이었고, 뇌

허혈은 아침이 43.3%, 새벽이 20.6%, 오추가

16.5%순으로 뇌출혈과 뇌허혈 모두 아침에 가장 많

이발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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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응답자의생활수준이뇌졸중발생원인에미치는 향

일반적특성
뇌졸중의유형

계 χ2-value p-value
뇌출혈 뇌허혈

직업 *사무직 27( 20.0) 19( 19.6) 46( 19.8) 10.964 0.012
노무직 42( 31.1) 16( 16.5) 58( 25.0)
연구직 10(  7.4) 3(  3.1) 13(  5.6)
무직 56( 41.5) 59( 60.8) 115( 49.6)

월수입 99만원이하 47( 34.8) 23( 23.7) 70( 30.2) 8.157 0.086
100~199만원 36( 26.7) 27( 27.8) 63( 27.2)
200~299만원 34( 25.2) 21( 21.6) 55( 23.7)
300~399만원 14( 10.4) 19( 19.6) 33( 14.2)
400만원이상 4(  3.0) 7(  7.2) 11(  4.7)
계 135(100.0) 97(100.0) 232(100.0)

( 58.2) ( 41.8) (100.0)

표 3. 주거상태가뇌졸중발생원인에미치는 향

일반적특성
뇌졸중의유형

계 χ2-value p-value
뇌출혈 뇌허혈

주거소유 자기소유 96( 71.1) 59( 60.8) 155( 66.8) 3.883 0.274
전세 24( 17.8) 26( 26.8) 50( 21.6)
월세 10(  7.4) 6(  6.2) 16(  6.9)
구임대 5(  3.7) 6(  6.2) 11(  4.7)

주거형태 아파트 39( 28.9) 39( 40.2) 78( 33.6) 4.852 0.088
단독주택 63( 46.7) 32( 33.0) 95( 40.9)
다세대/기타 33( 24.4) 26( 26.8) 59( 25.4)
계 135(100.0) 97(100.0) 232(100.0)

( 58.2) ( 41.8) (100.0)

*: p < 0.05



발병계절을보면뇌출혈은겨울이 40.7%, 가을이

23.0%, 봄이 20.0%, 봄이 16.3% 순이었고, 뇌허혈

은 겨울이 51.5%, 가을과 여름이 16.5%, 봄이

15.5%순이었다. 이로볼때뇌출혈과뇌허혈모두겨

울에발병률이높은것을알수있다(표4).

5. 생활환경이뇌졸중발생원인에미치는 향

스트레스가뇌졸중에미치는 향을보면발생원인

에관계없이두군모두스트레스가있었다가 98.7%

로매우높았다. 따라서뇌출혈이나뇌허혈모두스트

레스가있는경우에발병위험이큰것을알수있다. 

운동이뇌졸중에미치는 향을보면뇌출혈의경우

운동을안했다가 66.7%, 했다가 33.3%이었고, 뇌허

혈은운동을안했다가57.7%, 했다가42.3%로두군

모두운동을하는경우보다안하는경우에발병위험

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표5).

Ⅳ. 고 찰

뇌졸중(CVA 또는 stroke)이란 뇌혈관장애로 인한

질환및사고의총칭으로일반적으로순환장애가일

어나 갑자기 의식장애와 함께 신체에 마비를 일으키

는 질환으로 이 뇌졸중이라는 병명은 동양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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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기와계절이뇌졸중발생원인에미치는 향

일반적특성
뇌졸중의유형

계 χ2-value p-value
뇌출혈 뇌허혈

발병시기 새벽 26( 19.3) 20( 20.6) 46( 19.8) 1.911 0.752
아침 52( 38.5) 42( 43.3) 94( 40.5)
점심 18( 13.3) 9(  9.3) 27( 11.6)
오후 20( 14.8) 16( 16.5) 36( 15.5)
저녁 19( 14.1) 10( 10.3) 29( 12.5)

발병계절 봄 27( 20.0) 15( 15.5) 42( 18.1) 3.265 0.353
여름 22( 16.3) 16( 16.5) 38( 16.4)
가을 31( 23.0) 16( 16.5) 47( 20.3)
겨울 55( 40.7) 50( 51.5) 105( 45.3)
계 135(100.0) 97(100.0) 232(100.0)

( 58.2) ( 41.8) (100.0)

표 5. 생활환경이뇌졸중발생원인에미치는 향

일반적특성
뇌졸중의유형

계 χ2-value p-value
뇌출혈 뇌허혈

스트레스 있다 134( 99.3) 95( 97.9) 229( 98.7) 0.772 0.378
없다 1(  0.7) 2(  2.1) 3(  1.3)

운동여부 했다 45( 33.3) 41( 42.3) 86( 37.1) 1.932 0.105
안했다 90( 66.7) 56( 57.7) 146( 62.9)
계 135(100.0) 97(100.0) 232(100.0)

( 58.2) ( 41.8) (100.0)



옛날부터바람맞았다는뜻으로소위중풍이라고하

다(남선 , 1997).

뇌졸중은아직병리적유형별로정확한임상적진단

기준이통일되어있지않고그예후는각각의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뇌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

은운동, 감각, 언어, 정신등의장애가나타나는것이

다(오정희, 1986).

뇌졸중은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출혈성 뇌졸중과

허혈성뇌졸중으로크게나눌수있는데, 과거에는출

혈성 뇌졸중이 허혈성 뇌졸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

이 발생하 지만, 최근들어 출혈성 뇌졸중은 감소하

고, 허혈성뇌졸중이증가하는추세이다.

이학중 등(1991)의 보고에 의하면 뇌출혈은 1960

년대에 전체 뇌혈관 질환의 46.1%를 차지하 고,

1970년대에 39.1%, 1980년대에 33.2%를나타내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 으나 뇌경색은 1960년대

에 33.9%, 1970년대 34.1%, 1980년대에 32.9%로

비교적일정한비율을유지하고있다. 또한명호진등

(1989)은 1986년 7월초부터 87년 6월말까지서울

대학병원을 비롯한 4개 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한 뇌졸

중 환자를 대상으로 뇌졸중을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뇌실질내출혈은34.4%, 지주막하출혈이11.8%, 뇌

경색이 44.4%, 일과성허혈및기타질환이 9.8%로

허혈성 뇌혈관 질환이 출혈성 뇌혈관 질환보다 많았

다.

최근의대규모대학병원중심의뇌졸중역학자료인

한림의료원의 뇌혈관 질환 자료은행에 의하면 1981

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20년간 뇌혈관 질환으로 입

원한환자를대상으로했을때 1981년도에서는출혈

성 뇌혈관 질환이 78%, 허혈성 뇌혈관 질환아 22%

를차지하 으나1990년도에는각각58.5%, 41.5%,

1995년에는 47.5%, 52.5%로 나타났다(이병철 외,

1999).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허혈성 뇌혈관 질환

의비율은꾸준히높아져 1990년대이후로는출혈성

뇌혈관 질환을 줄곧 앞지르는 상태로 서구화된 양상

을보이고있다(한림대학교의료원, 2000).

본연구에서는응답자중에서58.2%가뇌출혈이었

고, 41.8%가 뇌허혈에 의한 뇌졸중이었다. 따라서

1990년대이후로뇌허혈에의한증가현상을본연구

에서도반 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성별에 따른 뇌졸중의 발생원인의 경우, 김종한

(2000)의연구를보면남자와여자모두뇌출혈에비

해뇌경색의발병률이높았다. 본 연구에서는응답자

중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졸중은 남자는 66.7%이었

고, 여자는33.3%이었다. 뇌허혈에의한뇌졸중은남

자는53.6%, 여자는46.4%이었다. 이러한결과로볼

때 뇌출혈은 남자에게서, 뇌허혈은 여자에게서 상대

적으로많이발생하는것을알수있다.

이병철과유경호(2002)의연구를보면뇌혈관질환

에의한사망의연령분포는 1960년대에는뇌출혈로

사망한경우 40대 이후증가하기시작하여 50대에서

절정을 이룬 후 60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50대의 뇌출혈

로인한사망비율이감소하면서 60대가차지하는비

율이점차증가하 다. 그러나 뇌경색인경우에있어

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서는 뇌출혈과 비슷한

양상을 보 으나 80년대에 들어서 절정에 이르는 연

령이60대로이동하는양상을보 다. 이후 60년대와

70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결국 1990년대와 2000년도에는 70대에서가장높은

뇌혈관질환의사망률을보여사망연령분포가점차

고령층으로이동하는뚜렷한현상을보 다.

본 연구를 보면 뇌출혈은 50대가 35.6%, 로 가장

많고, 60대가27.4%, 40대가20.7% 순인반면, 뇌허

혈은 50대가 29.9%, 60대가 28.9%, 70대 이상이

16.5% 순으로 뇌출혈과뇌허혈모두 50대에서발병

률이 가장 높았지만 뇌출혈에서의 발병률에 비해 상

대적으로뇌허혈에서의발병률이낮은것을볼수있

으며, 뇌출혈은 40대에서, 뇌허혈은 7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야 하는 40대의 경우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과로 같은 요인들이 뇌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반면 70대는 신진대

사가낮아져출혈보다는허혈에의한뇌졸중이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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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것이라고사료된다. 또한 성격과뇌졸중의원

인과의 관계를 보면 내성적인 사람은 뇌출혈이 상대

적으로 높았고, 외향적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뇌허혈

이높았다.

김종한(2000)의연구를보면생활수준이높은그룹

에서뇌졸중발병률이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월소득과 뇌졸중의 발생 원인과의 관

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월소득이 작을수록 발병률이

높았으며, 통계적인차이는없지만뇌출혈에비해뇌

허혈은 상대적으로 월소득이 높게 나타나 다소 차이

를보 다.

뇌졸중으로인한사망의계절적추이를보면 4계절

중동절기에사망률이높은데이는뇌졸중발생의계

절적변동과도관련이있다. 뇌졸중의유형에따른발

생빈도의계절적분포는과거연구보고에따라다소

차이는 있어서 뇌경색은 계절적 차이가 뚜렷하지 않

거나혹은하절기에많고, 뇌출혈의경우는추운겨울

철에많다는점에서는비교적일치된연구결과가제

시되어있다. 따라서 뇌출혈로인한사망예가많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에 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높았다(이학중 등, 1991; 명호진 등, 1989; 송일한

등, 1992).

본 연구에서 발병 계절을 보면 뇌출혈은 겨울이

40.7%, 가을이 23.0%, 봄이 20.0%, 여름이 16.3%

이었고, 뇌허혈은 겨울이 51.5%, 가을과 여름이

16.5%, 봄이15.5%이었다. 따라서위의연구결과와

동일하게뇌졸중은겨울에발병률이높은것을알수

있다. 또한 발병 시기를 보면 뇌출혈의 경우 아침이

38.5%, 새벽이 19.3%, 오후가 14.8%이었고, 뇌허

혈은 아침이 43.3%, 새벽이 20.6%, 오후가 16.5%

로뇌출혈과뇌허혈모두아침에가장많이발병하

다.

이광호(1992)의연구를보면뇌졸중원인의위험인

자로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비만, 고지혈증, 흡연

및음주, 운동부족, 과로, 정신적스트레스등을제시

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스트레스가뇌졸중에미치는 향을

보면발생원인에관계없이두군모두스트레스가있

었다가 98.7%로매우높았다. 따라서뇌출혈이나뇌

허혈 모두 스트레스가 뇌졸중 발병에 위험 요인임을

알수있다. 또한직업과뇌졸중발생원인과의관계를

보면 뇌출혈은 노무직에서, 뇌허혈은 사무직에서 발

병률이더높았다. 이는육체적인업무가과중한경우

는뇌출혈의위험성을, 정신적인업무가많은사람은

뇌허혈의위험성이크다는것을의미한다고할수있

다. 또한운동과뇌졸중발생원인과의관계를보면두

군모두운동을하는경우보다안하는경우에발병률

이높았다.

Ⅴ. 결 론

환경적인요인이뇌졸중의유형에미치는 향을알

아보기위하여 2005년 7월 20일부터 2006년 7월 20

일까지약 1년간서울, 경기, 충청도에서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던 총 268명의 환자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는 아래

와같다.

1. 성별과 뇌졸중 발생 원인과 관련성을 보면 뇌출

혈은남자에게서, 뇌허혈은여자에게서상대적으

로 많이 발생하 다(p<0.05). 연령의 경우 뇌출

혈과뇌허혈모두50대에서가장높았으며, 뇌출

혈은 40대에서, 뇌허혈은 70대이상에서상대적

으로 많았다. 성격은 뇌출혈은 성격이 내성적인

경우에, 뇌허혈은 성격이 외향적인 경우에 발병

률이 더 높았다(p<0.05). 종교는 뇌출혈과 뇌허

혈모두없다가가장많았고, 뇌출혈은불교에서,

뇌허혈은기독교에서상대적으로많았다. 학력은

두군모두고등학교졸업이가장많았다.

2. 직업과 뇌졸중 발생 원인과의 관계를 보면 뇌출

혈은노무직에서, 뇌허혈은사무직에서발병률이

더 높았다(p<0.05). 월소득의 경우 전체적으로

월소득이작을수록발병률이높았으며, 월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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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경우에뇌출혈에비해뇌허혈이상대적으로

많았다.

3. 주거상태와 뇌졸중 발생 원인과의 관계를 보면,

두군모두자기소유가가장많았으며, 뇌출혈은

단독주택에서, 뇌허혈은 아파트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4. 시기및계절과뇌졸중발생원인과의관계를보

면 먼저 발병 시기는 두 군 모두 아침과 새벽에

발병률이높았고, 발병계절을보면겨울과가을

이가장높았다.

5. 스트레스와 뇌졸중 발생 원인과의 관계를 보면

두군모두스트레스가있는경우에발병률이높

았다. 운동과뇌졸중발생원인과의관계를보면

두군모두운동을하는경우보다안하는경우에

발병률이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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