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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졸 은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정상 인 신경학  기능의 

상실을 동반하며, 짧은 시간 내에 격하게 질병의 경과가 진행

하는 질병으로서 갑작스럽게 의식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등

의 증상을 나타낸다1,2)
. 한 발생하면 격한 증상의 진행으로 

인하여 사망의 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편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의 후유증이 나타나면서 환자의 독립 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환자 자신과 가족들에게까지 큰 문제

를 야기한다3).

    재까지 뇌졸 의 험요인과 선행조건을 규명하기 하여 

뇌졸 의 선행인자, 유발인자, 후, 역학  동향, 체질  소인 

등과 같은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연령, 성별, 인종, 고

압, 당뇨병, 고지 증, 허 성 심장질환, 일과성뇌허 발작, 뇌졸

의 과거력과 가족력, 비만, 음주, 흡연, 경구용 피임약물, 스트

스, 과로, 호르몬 체요법, 고호모시스테인 증 등이 그 험

요인으로 리 알려져 있다4-15). 이와 같이 뇌졸 의 험요인에 

하여 여러 방면에서의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으나, 질병의 기본

 바탕이 되는 사회  험요인에 의한 뇌졸  발생에 한 연

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자는 2005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 충남 지

역에서 뇌졸 으로 한방병원에 입원한 2주 이내의 성기 환자들

을 상으로 환자- 조군 연구를 통하여, 사회  험요인을 배우

자의 유무, 교육기간, 종교  스트 스의 유무 등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각 유형별 뇌졸 의 발생 험을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학

교부속한방병원 심계내과에서 뇌졸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282명,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풍조기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검진자 227명,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두 차

례에 걸쳐 모집된 지원자 200명, 총 709명을 상으로 하 다. 그

리고 이들  본 연구 기 에 부합하는 523명을 선정한 뒤 건강

조군(Normals) 146명, 조군(Controls) 160명, 환자군(Cases) 

217명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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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 조군(Normals)

    건강 조군은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 그리고 2006년 11월

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간 두 차례에 걸쳐 모집된 만 40세 이상 

80세 미만의 지원자 에서 일과성뇌허 발작을 포함한 뇌졸  

 뇌졸 의 고 험질환으로 알려진 고 압, 당뇨, 고지 증, 허

성 심장질환 등의 과거력과 증이 없는 200명을 상으로 하

다.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 진료기록부와의 조를 

통해 해당 질환이 의심되거나 약을 복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상에서 제외하 다. 한 Brain CT나 Brain MRI상 과거의 뇌졸

 병소 소견이 없으며, 종양, 수두증, 탈수 화병변 등의 기타 

이상 소견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상으로 하 다. 이와 같은 기

에 따라 건강 조군으로 분류된 사람은 모두 146명이었다.

 2) 조군(Controls)

    조군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풍조기검진센터

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고 증례기록지가 작성된 검진자 227

명  일과성뇌허 발작을 포함한 뇌졸 의 과거력이  없는 

검진자를 그 상으로 하 다. 한 건강 조군과 마찬가지로 

Brain CT나 Brain MRI상 과거의 뇌졸  병소 소견이 있거나, 종

양, 수두증, 탈수 화병변 등의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그 상에

서 제외하 다. 이와 같은 기 에 따라 조군으로 분류된 사람

은 모두 160명이었다.

 3) 환자군(Cases)

    환자군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학교부속한

방병원 심계내과에 내원하여 Brain CT 는 Brain MRI상 뇌졸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증례기록지가 작성된 환

자 282명 , 뇌졸 의 과거력이 없고 발병 후 2주 이내이면서 

신경학  결손 증상이 Brain CT나 Brain MRI에 나타난 병소와 

일치하는 환자만을 그 상으로 하 다. 그리고 본 연구 과정에

서 시행한 Brain CT 는 Brain MRI상 과거의 뇌졸  병소가 발

견되었더라도 이 병소와 련되거나 일치하는 신경학  결손 증

상이 없었던 경우에는 처음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환자군

의 상에 포함시켰으나, 이 경우 과거 병소의 크기가 지름 1.5 

cm 미만의 열공성 뇌경색(lacunar infarction, or small vessel 

disease)으로 한정하 다. 그러나 신경학  결손 증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되지 않는 일과성뇌허 발작 환자나, 경막외출

(epidural hemorrhage; EDH) 는 경막하출 (subdural 

hemorrhage; SDH)과 같은 외상성 뇌출  환자, 그리고 의식이 

혼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증례기록지 작성이 불가능했던 

환자는 상에서 제외하 다. 이와 같은 기 에 따라 환자군으로 

분류된 사람은 모두 217명이었다.

2. 증례기록지의 작성과 서면동의

    본 연구에 사용된 증례기록지는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

업인 「뇌 질환의 한의학변증지표 표 화  과학화 기반연

구」과제 수행을 하여 경희 학교, 동국 학교, 경원 학교 등

의 공동연구기 에서 개발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배포한 증

례기록지로서 학교 임상시험윤리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통과하 다. 그리고 이 증례기록

지는 조사 연구자들 간의 편견이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자료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해 표 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교육을 여러 차례 시행한 후 작성하 다. 한 

모든 연구 상자들은 이 표 작업지침서에 따라 본 연구의 목  

 연구 방법에 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서면으로 동의하 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환자군은 뇌졸 의 유형에 따라 크게 허 성 

뇌졸 (ischemic stroke)과 출 성 뇌졸 (hemorrhagic stroke)으

로 구분하 다. 그리고 출 성 뇌졸 은 외상성 뇌출 을 제외한 

뇌실질내출 (intracerebral hemorrhage; ICH), 뇌실질내출

(intraventricular hemorrhage; IVH)  지주막하출

(subarachnoid hemorrhage; SAH)을 모두 출 성 뇌졸 으로 포

함시켰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구분된 환자군을 각각 건강 조군 

 조군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사회  험요인이 각 유형별 뇌

졸 의 발생에 어느 정도까지 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조군을 건강 조군과 일반 인 조군으로 나 어서 순수한 

건강집단과 더불어 뇌졸 의 유발 가능성이 높은 고 험군 집단

을 뇌졸  환자 집단과 동시에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객

이며 실 인 결과를 얻고자 하 다.

    사회  험요인의 변수로 연구 상자들의 배우자의 유무, 

등학교 이상의 정규 교육을 받은 총 기간, 종교 는 신앙의 

유무, 최근 6개월 이내의 큰 스트 스의 유무 등을 조사하 는

데, 이들 변수가 각 유형별 뇌졸 의 발생에 미치는 향을 건강

조군  조군과 비교하여 단변량 분석을 한 후, 유의성 높은 

험요인을 선별하여 그에 따른 험도를 다변량 분석을 통해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음주  흡연력, 운동습  등의 혼란변

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보정교차비를 구하여 다시 분석하 다.

4. 통계 처리

    모든 자료는 Mean±SD(standard deviation) 는 Number(%)

로 나타내었으며, 통계처리는 SAS version 9.1을 이용하 다. 연

속변수는 일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s; GLM)을 사용하

여 분석하 고, 비연속변수는 카이제곱 검정(Pearson's chi-square 

test)을 실시하여 분석하 다. 분석한 결과 유의성이 높게 나온 

사회  험요인들이 어느 정도의 험도로 각 유형별 뇌졸 의 

발병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혹은 일반화 로지스틱 

회귀분석(generaliz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함으로

써 각각의 교차비와 보정교차비  95% 신뢰구간을 구하고 비교 

분석하 다. 모든 통계값은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와 95% 

신뢰구간이 1을 포함하지 않을 때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1. 일반  특성

    연구 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건강 조군이 60.98±8.00세, 

조군은 59.34±8.80세, 환자군은 65.74±10.82세로 나타났으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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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뇌졸 의 평균 연령은 66.13±10.89세, 출 성 뇌졸 의 평균 

연령은 62.27±9.72세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는 건강 조군의 경우 

남자 60명(41.10%), 여자 86명(58.90%)으로, 조군의 경우 남자 

68명(42.50%), 여자 92명(57.50%)으로, 환자군의 경우 남자 103명

(47.47%), 여자 114명(52.5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17명의 환자

군 에서 허 성 뇌졸 으로 분류된 사람은 195명(86.86%), 출

성 뇌졸 으로 분류된 사람은 22명(10.14%)이었다(Table 1).

2. 사회  험요인

 1) 배우자의 유무

    배우자의 유무가 뇌졸 의 발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

과,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건강 조군은 27명(19.15%), 

조군은 28명(17.72%)인데 비하여 허 성 뇌졸 은 58명

(30.37%)으로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출 성 뇌졸 에서도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명(23.81%)으로서 건강 조군 

 조군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그리고 배우자의 유무를 다시 다변량 분석을 통하여 배우자

가 있는 경우에 비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차지하는 조군 

 건강 조군과의 교차비를 각각 구한 결과, 허 성 뇌졸 에서 

2.03(95% CI 1.21~3.38), 1.84(95% CI 1.09~3.10)로 나타나 배우자

가 없는 경우 허 성 뇌졸 의 발생 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흡연, 음주, 운동 등

의 혼란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허 성 뇌

졸 의 발생 사이에 유의한 련성은 찰되지 않았다(Table 2).

 2) 교육 기간

    교육을 받은 기간이 뇌졸 의 발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 조군은 10.06±4.68년, 조군은 9.40±4.84년인데 비

하여 허 성 뇌졸 은 6.23±4.93년으로서 유의하게 짧게 나타났

으며, 출 성 뇌졸 에서도 8.05±4.14년으로서 건강 조군  

조군보다 짧게 나타났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그리고 교육 기간을 다시 다변량 분석을 통하여 12년 이상

인 경우에 비하여 6년 미만인 경우가 차지하는 건강 조군과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Variables
Normals
(n=146)

Controls
(n=160)

 Cases
Total
(n=217)

p-value
Ischemic Stroke
(n=195)

p-value
Hemorrhagic Stroke

(n=22)
p-value

Age, year, Mean±SD
*
60.98±8.00 59.34±8.80 65.74±10.82 <0.0001† 66.13±10.89 <0.0001† 62.27±9.72 0.1280

 Sex, 
N(%)

§
  

Male 60(41.10) 68(42.50) 103(47.47)
0.4283

90(46.15)
0.6166

13(59.09)
0.2785Female 86(58.90) 92(57.50) 114(52.53) 105(53.85) 9(40.91)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comparing with values of Normals and Controls. * p-value by general linear models § p-value by pearson's chi-square test †p-value < 0.05

Table 2. Distribution and Multivariate Odds Ratio of Marital Status by Comparison with Normals and Controls in the Stroke Patients

Marriage
Normals
(n=146)

Controls
(n=160)

Cases

Total (n=217) Ischemic Stroke (n=195) Hemorrhagic Stroke (n=22)

Number(%) p-value* p-value* p-value*

With Spouse 114(90.85) 130(82.28) 149(70.28)
0.0109†

133(69.63)
0.0087†

16(76.19)
0.7877

Without Spouse 27(19.15) 28(17.72) 63(29.72) 58(30.37) 5(23.81)

Odds Ratio cOR(95% CI) aOR(95% CI)
§

cOR(95% CI) aOR(95% CI)
§

cOR(95% CI) aOR(95% CI)
§

With Spouse 1.00 1.00 1.00 1.00 1.00 1.00

Without Spouse  vs. Controls 1.96(1.19-3.25)‡ 1.45(0.80-2.62) 2.03(1.21-3.38)‡ 1.35(0.73-2.50) 1.45(0.49-4.29) 1.55(0.47-5.10)

Without Spouse  vs. Normals 1.79(1.07-2.98)
‡

1.28(0.72-2.31) 1.84(1.09-3.10)
‡

1.20(0.65-2.20) 1.32(0.45-3.92) 1.30(0.40-4.26)

Missing data=12(2.29%)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comparing with values of Normals and Controls. Each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were calculated by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comparison to Normals and Controls. The value is significant only when 95% confidence interval don’t include 1. cOR: crude odds ratio,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value by pearson's chi-square test § Adjusted for age, sex, BMI, smoking, drinking and exercise †p-value < 0.05 ‡95% CI ⊅ 1.00

보정교차비를 구한 결과, 허 성 뇌졸 에서 6.62(95% CI 

2.84~15.38), 출 성 뇌졸 에서 6.33(95% CI 1.04~38.46)으로 나

타나 교육 기간이 짧을수록 허 성 뇌졸   출 성 뇌졸 의 

발생 험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 종교의 유무

    종교의 유무가 뇌졸 의 발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건강 조군은 101명

(69.66%), 조군은 105명(65.63%)인데 비하여 허 성 뇌졸 은 

121명(62.37%), 출 성 뇌졸 은 11명(50.00%)으로 모두 낮게 나

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4) 스트 스의 유무

    스트 스의 유무가 뇌졸 의 발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

과, 최근 6개월 내에 심한 정신  스트 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건강 조군은 63명(43.15%), 조군은 60명(37.50%), 

허 성 뇌졸 은 65명(33.68%), 출 성 뇌졸 은 7명(31.82%)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고    찰

    뇌졸 은 재 5  사망원인 에서 악성 신생물에 이어 2

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 사망원인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16). 이 뇌졸 은 높은 치명률도 문제이지만, 회복되더라도 사지

마비, 언어장애  치매 등의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김으로써 사

회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부분이고, 더욱이 재발되는 

경우 후가 훨씬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환자와 가족들에

게 사회 , 정신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방을 해 그 주요 

험요인을 악하고 리하며 방할 수 있는 포 이고 다각

인 략이 필요하다17-21).

    이러한 뇌졸 의 험요인들에 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

며, 재까지 밝 진 험요인들에 해 살펴  보면 고령, 고 압, 

당뇨, 심장질환, 부정맥, 고지 증, 액응고장애, 음주, 흡연, 과섬

유소원 증, 뇌졸 의 가족력, 고헤마토크리트 증, 경구피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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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and Multivariate Odds Ratio of Education Periods by Comparison with Normals and Controls in the Stroke Patients

Education Periods
Normals
(n=146)

Controls
(n=160)

Cases
Total (n=217) Ischemic Stroke (n=195) Hemorrhagic Stroke (n=22)

Mean±SD p-value* p-value* p-value*
Year 10.06±4.68 9.40±4.84 6.41±4.88 <0.0001† 6.23±4.93 <0.0001† 8.05±4.14 0.1542

Odds Ratio, Year cOR(95% CI) aOR(95% CI)§ cOR(95% CI) aOR(95% CI)§ cOR(95% CI) aOR(95% CI)§

vs. Controls ≧12 1.00 1.00 1.00 1.00 1.00 1.00

6~12 2.16(1.33-3.52)
‡
2.60(1.45-4.65)

‡
2.20(1.33-3.65)

‡
2.49(1.36-4.57)

‡
1.94(0.68-5.52) 2.96(0.93-9.43)

<6 5.38(2.87-10.10)‡ 6.49(2.86-14.93)‡ 5.92(3.11-11.36)‡ 6.62(2.84-15.38)‡ 1.89(0.43-8.26) 4.55(0.79-26.32)

vs. Normals ≧12 1.00 1.00 1.00 1.00 1.00 1.00

6~12 2.25(1.37-3.69)
‡
2.80(1.56-5.03)

‡
2.28(1.36-3.82)

‡
2.63(1.44-4.83)

‡
2.01(0.70-5.78) 3.19(0.99-10.31)

<6 7.94(3.85-16.39)
‡
9.43(3.80-23.81)

‡
8.70(4.18-18.18)

‡
9.35(3.68-23.81)

‡
2.79(0.61-12.66) 6.33(1.04-38.46)

‡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comparing with values of Normals and Controls. Each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were calculated by generaliz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comparison to Normals and Controls. The value is significant only when 95% confidence interval don’t include 1. cOR: crude odds ratio,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value by general linear models § Adjusted for age, sex, BMI, smoking, drinking and exercise †p-value < 0.05 ‡95% CI ⊅ 1.00

Table 4. Distribution of Religious Status by Comparison with Normals and Controls in the Stroke Patients

Religion
Normals
(n=146)

Controls
(n=160)

Cases
Total
(n=217)

p-value*
Ischemic Stroke
(n=195)

p-value*
Hemorrhagic 
Stroke (n=22)

p-value*

Number(%)
With 101(69.66) 105(65.63) 132(61.11) 0.2422 121(62.37) 0.3772 11(50.00) 0.1844Without 44(30.34) 55(34.38) 84(38.89) 73(37.63) 11(50.00)

Missing data=2(0.38%)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comparing with values of Normals and Controls. * p-value by pearson's chi-square test

Table 5. Distribution of Psychologic Status by Comparison with Normals and Controls in the Stroke Patients

Heavy Stress
Normals
(n=146)

Controls
(n=160)

Cases
Total
(n=217)

p-value*
Ischemic Stroke
(n=195)

p-value*
Hemorrhagic 
Stroke (n=22)

p-value*

Number(%)
With 63(43.15) 60(37.50) 72(33.49) 0.1767 65(33.68) 0.2040 7(31.82) 0.4447Without 83(56.85) 100(62.50) 143(66.51) 128(66.32) 15(68.18)

Missing data=2(0.38%)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comparing with values of Normals and Controls. * p-value by pearson's chi-square test

등이 있다22). 한 뇌졸 은 한 가지 험요인에 의하여 단독으

로 발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험요인들이 서로 유기 인 연

성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복합 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므로, 각 

험요인에 따른 뇌졸 의 험도를 자세히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뇌졸 의 유형별로 한 치료  방을 하기 

해서는 이에 한 임상자료를 종합 으로 축 하여 분석하는 것

이 필요하다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부속한방병원 심계내과에서 

뇌졸 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2주 이내의 성기 환자군 217명과, 

풍조기검진센터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통해 뇌졸 으로 이환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조군 160명, 그리고 고 압, 당뇨, 고지

증, 허 성 심장질환 등의 뇌졸  고 험질환의 과거력과 증

이 없는 건강 조군 146명을 그 상으로 하여 배우자의 유무, 교

육 기간, 종교  스트 스의 유무에 따른 뇌졸  발병에 한 

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뇌졸 의 유형별로 그 방  조기치료

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배우자의 유무가 뇌졸 의 발생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한 결과,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건강 조군은 27명

(19.15%), 조군은 28명(17.72%)인데 비하여 허 성 뇌졸 은 58

명(30.37%), 출 성 뇌졸 은 5명(23.81%)으로서 모든 유형의 뇌

졸 에서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건강 조군  조군에 비하여 

모두 높게 나타났고, 이들  허 성 뇌졸 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연구 상자들의 배우자의 

유무를 조군  건강 조군과 각각 다변량 분석을 통하여 다

시 교차비를 구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허 성뇌졸 의 발생 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흡연, 음주, 운동 등

의 혼란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배우자의 유무가 허 성 뇌졸 의 

발생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

근에 보고된 배우자의 유무가 뇌졸 의 후  생존율의 변화

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부합하며24),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보아 배우자의 유무가 허 성 뇌졸 의 험요인으로 작

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되며 향후 이에 한 추가 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교육을 받은 기간이 뇌졸 의 발생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한 결과, 건강 조군은 10.06±4.68년, 조군은 9.40±4.84

년인데 비하여 허 성 뇌졸 은 6.23±4.93년, 출 성 뇌졸 은 

8.05±4.14년으로서 교육을 받은 기간의 평균값이 모두 건강 조

군  조군에 비하여 짧게 나타났으며, 이들  허 성 뇌졸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와 더불어 연구 상

자들의 교육을 받은 기간을 6년 미만, 6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으로 나 어 12년 이상을 기 으로 조군  건강 조군과 

각각 다변량 분석을 통하여 교차비를 구한 결과, 교육을 받은 기

간이 짧을수록 허 성 뇌졸   출 성 뇌졸 의 발생 험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 다. 이때 모든 유형의 뇌졸 에서 보정교

차비가 교차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연령, 성별, 체질량지

수, 흡연, 음주, 운동 등의 혼란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교육을 받

은 기간이 짧을수록 뇌졸 의 발생 험이 보다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 조군과의 교차비 한 조군보다 높

아진 것으로 보아 고 압, 당뇨, 고지 증, 허 성 심장질환 등의 

혼란변수들을 통제할 경우에도 교육 기간이 짧을수록 뇌졸 의 

발생 험이 체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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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미루어보아 교육을 받은 기간에 따라 뇌졸 의 발생 험

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교육을 받은 기간에 따라 

개개인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각 개인의 건강 수   

뇌졸  방에 한 심의 정도가 달라지는 데 기인한 것이라 

생각되며, 향후 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종교의 유무가 뇌졸 의 발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건강 조군은 101명

(69.66%), 조군은 105명(65.63%)인데 비하여 허 성 뇌졸 에

서는 121명(62.37%), 출 성 뇌졸 에서는 11명(50.00%)이 종교

가 있다고 응답하여, 건강한 집단일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

율이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와 같은 결

과로 보아 종교를 통한 심리 인 안정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

느 정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이에 한 더 많

은 규모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스트 스가 뇌졸 의 발생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한 결과, 최근 6개월 내에 심한 정신  스트 스를 받은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건강 조군은 63명(43.15%), 조군은 

60명(37.50%)으로 나타났으며, 허 성 뇌졸 에서는 65명

(33.68%), 출 성 뇌졸 에서는 7명(31.82%)이 스트 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트 스가 뇌졸 의 발생과 연 이 있다고 

한 기존의 연구들25)과는 다른 결과로서, 스트 스에 한 평가 

방법의 차이와 연구 상의 표본수 부족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

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보다 객 이고 규모 인 추가 연

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지 까지 배우자의 유무, 교육 기간, 종교  스트 스의 유

무 등의 사회  험요인이 각 유형별 뇌졸 의 발생에 미치는 

향과 험도를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  본 연구의 연구 기간이 짧고 연구 상자들의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충남 지역의 특정 의료기

 한 곳에 내원한 상자들만을 상 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

문에 국내 한방병원에 내원하는 뇌졸  환자 체를 반 한다고 

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 스트 스의 경우 이에 한 

척도를 단순히 경험의 유무만으로 측정하 다는 것과, 스트 스

의 기 이 모호하 다는 것, 그리고 이에 한 답변을 연구 상

자들의 기억력과 주 인 단에만 의존함으로써 편견이나 오

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향후 지속 인 연구 수행을 통하여 자료를 축 한다면 어도 

, 충남 지역의 한방병원에 내원하는 뇌졸  환자의 사회  

험요인과 임상 양상  그 특성 분포를 가늠하게 할 수 있는 

기 자료로서 충분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임

상 으로도 유용한 지침을 만들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결    론

      충남 지역에서 2005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발

병 후 2주 이내의 성기 뇌졸  발 환자 217명을 상으로 

조군 160명, 건강 조군 146명과의 환자- 조군 연구를 통하여 

사회  험요인이 각 유형별 뇌졸 의 발생에 미치는 향과 

그 험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허 성뇌졸 의 발생 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기간이 짧을수록 허 성 

뇌졸   출 성 뇌졸 의 발생 험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와 정신  스트 스의 유무는 뇌졸 의 

발생과 유의한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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