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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and correlation of stroke risk factor according to age

with stroke patients. This study was based on clinical data registered in Daejeon Oriental Medical Hospital from

November 2006 to December 2010. Study subjects consisted of 779 patients with stroke within 1 month and they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age and existence of past history such as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ischemic heart disease-

and stroke family history. Stroke family history was distributed differently according to age unlike past history and in their

50's showed a particularly high rate. Ther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troke family history and

past history except for only between stroke family history and diabetes mellitus in the patients in their 80's and more.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and especially in the patients

in their 60's and 70'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hypertension and ischemic heart disease and

especially in the patients in their 80's and more.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diabetes mellitus

and ischemic heart disease in the patients in their 60'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and ischemic heart disease, but stroke family history and past history had independence, so

management and research for this subject should be required further an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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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풍이란 뇌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해 국소적인 신경학적 결

손을 나타내는 뇌혈관질환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人事不省, 手足

癱瘓, 口眼喎斜, 言語蹇澁, 偏身麻木등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병증으로 전 세계적으로 3대 사망원인 질환이며 일단 발병 후엔

후유장애 등에 의하여 불량한 예후를 보이거나 사회복귀가 어려

운 경우가 많아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시되는 질환이다1,2).

이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중풍의 위험요인과 선행조건

을 규명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3,4)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 중

풍의 위험 인자로 연령, 인종, 성별, 중풍 가족력 및 병력 등 조절

불가능한 위험인자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가 있어 이들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풍을 유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5).

특히 나이가 들면 심뇌혈관계의 노화 현상과 중풍 위험인자

의 질병의 진행으로 중풍의 위험이 높아져 55세 이후에는 매 10

년마다 중풍의 위험이 2배씩 증가한다고 하였으며6,7), 200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중풍 유

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특히

60세 이상 노인층의 중풍 유병률 증가폭이 중장년층에 비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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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고 밝혀8) 중풍 위험인자 중 연령에 대한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연령이 증가하면서 중풍 발생이 증가하는지

다른 중풍 위험인자와의 연관성에 의해 중풍이 발생하는지 정확

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연령대별 유의성 있는

중풍 위험인자를 찾아 중풍 예방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중심으로 중풍 위험인자들의 비

교를 통해 중풍 발병 위험인자들이 각 연령별로 중풍 발병에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주

관하는 「뇌혈관질환의 한의학변증지표 표준화 및 과학화 기반

연구」의 일환으로 2006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0개월 동

안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 입원한 중풍 발병 1개월 이내의

환자 779명을 총 대상으로 하여, 연령대별 중풍 위험인자 분포

및 중풍 위험인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2006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0개월 동안 대

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 입원한 중풍 발병 1개월 이내의 환자

중 일과성 뇌허혈 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 TIA)등 일시적

인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나 외상성이 의심될 수 있는 경

막하출혈(subdural hemorrhage, SDH), 경막외출혈(epidural

hemorrhage, EDH)이 있는 경우, 의식저하가 심해 설문응답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만 40세 이상인 환자 779명을 총 대상으

로 하였다.

2. 임상연구 증례기록지와 표준작업지침서 및 임상시험 심의위

원회

본 연구시작 전 연구대상자들은 「뇌혈관질환의 한의학변증

지표 표준화 및 과학화 기반연구」에 관한 피험자 동의서

(Informed concent)를 작성하였다. 조사자는 증례기록지(Case

Report Form; CRF)를 평가자들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구체

적 평가 방법에 관한 내용을 문서화한 표준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정확성 및 통

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9). 그리고 과학적, 윤리적 연

구 수행을 위해 병원의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3. 조사변수

1) 연령

연령은 생년월일과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만 나이를 선정하

여 40세 이상 50세미만(40대), 50세 이상 60세 미만(50대), 60세

이상 70세 미만(60대), 70세 이상 80세 미만(70대), 80세 이상으로

세분하여 구분하였다.

2) 병력

병력은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질환의 병력을 조사하였으

며,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증상은 배제하고, 의료기관에

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병력

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혹시 모를 거짓 응답자를 제외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진료기록부와 대조하였다.

3) 중풍 가족력

연구 대상자들의 부모와 형제의 중풍 가족력 유무를 조사하

였다.

4. 통계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Number(%) 및 Mean±SD(standard

deviation)으로 나타내었고, 중풍 관련 위험인자 간 상관관계 및

연령에 따른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이용

하였으며, 연속형 변수인 나이는 평균으로 나타냈고, 범주형 변

수인 중풍 관련 위험인자의 유무, 연령대, 성별에 대한 것은 빈도

로 나타내었다. 모든 통계값은 p-value가 0.05 미만 수준일 때와

95% 신뢰구간이 1을 포함하지 않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고려하였으며,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AS Version 9.1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총 779명의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과 연령 등의 일반적 특징

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은 여자가 388명(49.80%),

남자가 391명(50.19%)으로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평균

연령은 68.87±10.31세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대를 40대, 50

대, 60대, 70대, 80세 이상으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70대 연령

군이 318명으로(40.82%) 가장 많았고, 60대 연령군이 212명

(27.21%), 80세 이상 연령군이 104명(13.35)순으로 많아 고연령군

이 다수를 차지했다(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Age and Sex

Number(%) Mean±SD

Age

40-49 47(6.03)

50-59 98(12.58)

60-69 212(27.21)

70-79 318(40.82)

80 이상 104(13.35)

Total 779(100)

Mean Age 68.87±10.31

Sex

Female 388(49.80)

Male 391(50.19)

Values are number(%). Values are Mean±SD(standard deviation)

2. 연구 대상자들의 병력 및 중풍 가족력 분포

전체 연구 대상자들의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질환 병력유

무와 중풍 가족력의 유무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 병력이 있는 사

람이 483명(62.0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당뇨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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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Past History and Family History according to Age N(%)

Age

Past History Family History

HTN DM IHD CVA

Yes No Yes No Yes No Yes No

40-49 20(42.55) 27(57.45) 7(14.89) 40(85.11) 2(4.26) 45(95.74) 10(21.28) 37(78.72)

50-59 59(60.20) 39(39.80) 34(34.69) 64(65.31) 7(7.14) 91(92.86) 47(47.96) 51(52.04)

60-69 130(61.32) 82(38.68) 56(26.42) 156(73.58) 6(2.83) 206(97.17) 60(28.30) 152(71.70)

70-79 208(65.41) 110(34.59) 84(26.42) 234(73.58) 22(6.92) 296(93.08) 92(28.93) 226(71.07)

80～ 66(63.46) 38(36.54) 21(20.19) 83(79.81) 7(6.73) 97(93.27) 15(14.42) 89(85.58)

p-value 0.0522 0.0677 0.2943 <0.0001*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χ
2
-test.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IHD: ischemic heart disease, CVA: cerebral vascular accident.

*
p-value < 0.05

이 있는 사람이 202명(25.93%), 허혈성 심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

이 44명(5.65%), 중풍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224명(28.75%)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istribution of Past History and Family History

Number(%)
Past History Family History

HTN DM IHD CVA

Yes 483(62.00) 202(25.93) 44(5.65) 224(28.75)

No 296(38.00) 577(74.07) 735(94.35) 555(71.25)

Values are number(%).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IHD: ischemic heart
disease, CVA: cerebral vascular accident

3. 연령대별 중풍 위험인자 분포

연구 대상자들을 연령대별로 각각 40대, 50대, 60대, 70대, 80

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각 연령대에서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질

환 병력유무와 중풍 가족력의 유무를 분석하여 연령과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았다.

고혈압 병력은 70대 연령군이 208명(65.41%)으로 연령대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40대 연령군이 20명(42.55%)으로 가

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는 없었다. 당뇨 병력은 50대 연령군이 34명(34.69%)으로 연령대

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40대 연령군이 7명(14.89%)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는 없었다.

허혈성 심질환 병력은 50대 연령군이 7명(7.14%)으로 연령

대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60대 연령군이 6명(2.83%)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는 없었다. 중풍 가족력은 50대 연령군이 47명(47.96%)으로 연

령대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80대 연령군이 15명(14.42%)

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연령대별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50대 연령군에서 두드러지게 중풍 가족력이 있는

비율이 높아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4. 연령대별 중풍 위험인자 간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들을 연령대별로 각각 40대, 50대, 60대, 70대, 80

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각 연령대에서 특정 병력과 타 병력 유무

와 중풍 가족력의 유무를 분석하여 연령대별 위험인자 간 상관

관계를 알아보았다.

1) 연령대별 중풍 가족력과 타 위험인자 간 상관관계

중풍 가족력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질환 병력

유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대상자에서 중풍가족력과 병력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연령대별로 분석했을 때 80대 이상 연령대에서 중풍 가족력

과 당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중풍

가족력이 있으면서 당뇨 병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 교차비는 구

하지 못했다(Table 4-1).

2) 연령대별 고혈압과 타 위험인자 간 상관관계

고혈압을 중심으로 당뇨와 허혈성 심질환 병력 및 중풍 가

족력의 유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대상자에서 고혈압과 당뇨,

고혈압과 허혈성 심질환 병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 병력사이 교차비는 1.91(1.35-2.71),

고혈압과 허혈성 심질환 병력사이 교차비는 3.51(1.54-7.97)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분석했을 때 60대, 70대 연령대에서 고혈압과 당

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교차비는 60

대 연령대에서 2.06(1.05-4.03), 70대 연령대에서 2.00(1.13-3.53)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80대 연령대에서 고

혈압과 허혈성 심질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었으나 고혈압병력이 없으면서 허혈성 심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

이 없어 교차비는 구하지 못했다.

반면 고혈압 병력과 중풍 가족력은 전체적, 연령대별로 통계

적인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4-2).

3) 연령대별 당뇨와 타 위험인자 간 상관관계

당뇨를 중심으로 고혈압과 허혈성 심질환 병력 및 중풍 가

족력의 유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대상자에서 당뇨와 고혈압

병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고혈압과 당뇨

병력사이 교차비는 1.91(1.35-2.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분류했을 때 60대 연령대에서 당뇨와 고혈압, 당

뇨와 허혈성 심질환 병력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60대 연령대에서 당뇨와 고혈압 병력 사이 교차비는

2.06(1.05-4.03), 당뇨와 허혈성 심질환 병력 사이 교차비는

5.92(1.05-33.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70대

연령대에서 당뇨와 고혈압 병력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고, 교차비는 2.00(1.13-3.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80대 이상 연령대에서 당뇨와 중풍 가족력 사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당뇨 병력이 있으

면서 중풍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 교차비는 구하지 못했다

(Tabl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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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Distribution of Past History according to Age and CVA Family History N(%)

Age
CVA

Family History

Past History

HTN DM IHD

Yes No Yes No Yes No

40-49

Yes 4(20.00) 16(80.00) 1(14.29) 6(85.71) 0 2(100)

No 6(22.22) 21(77.78) 9(22.50) 31(77.50) 10(22.22) 35(77.78)

p-value 1.0000a 1.0000a 1.0000a

OR(95% CI) 0.88(0.21-3.63) 0.57(0.06-5.41) ND

50-59

Yes 27(45.76) 32(54.24) 16(47.06) 18(52.94) 2(28.57) 5(71.43)

No 20(51.28) 19(48.72) 31(48.44) 33(51.56) 45(49.45) 46(50.55)

p-value 0.5924 0.8965 0.4386a

OR(95% CI) 0.80(0.36-1.80) 0.95(0.41-2.18) 0.41(0.08-2.22)

60-69

Yes 42(32.31) 88(67.69) 12(21.43) 44(78.57) 2(33.33) 4(66.67)

No 18(21.95) 64(78.05) 48(30.77) 108(69.23) 58(28.16) 148(71.84)

p-value 0.1030 0.1832 0.6767

OR(95% CI) 1.70(0.90-3.22) 0.61(0.30-1.26) 1.28(0.23-7.16)

70-79

Yes 57(27.40) 151(72.60) 28(33.33) 56(66.67) 6(27.27) 16(72.73)

No 35(31.82) 75(68.18) 64(27.35) 170(72.65) 86(29.05) 210(70.95)

p-value 0.4089 0.2996 0.8589

OR(95% CI) 0.81(0.49-1.34) 1.33(0.78-2.27) 0.92(0.35-2.42)

80～

Yes 10(15.15) 56(84.85) 0 21(100) 1(14.29) 6(85.71)

No 5(13.16) 33(86.84) 15(18.07) 68(81.93) 14(14.43) 83(85.57)

p-value 0.7805 0.0371a* 1.0000a

OR(95% CI) 1.18(0.37-3.75) ND 0.98(0.11-8.84)

Total

Yes 140(28.99) 343(71.01) 57(28.22) 145(71.78) 11(25.00) 33(75.00)

No 88(29.04) 215(70.96) 171(29.28) 413(70.72) 217(29.25) 525(70.75)

p-value 0.9862 0.7741 0.5466

OR(95% CI) 1.00(0.73-1.37) 0.95(0.67-1.35) 0.81(0.40-1.62)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χ2-test, a: Fisher's exact test. Each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were calculated by χ2-test. The value is significant only when 95%
confidence interval don't include 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CVA: cerebral vascular accident,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IHD: ischemic heart disease.
* p-value < 0.05 † 95% CI ⊅ 1.00

Table 4-2. Distribution of Past History and CVA Family History according to Age and HTN N(%)

Age
HTN

Past History

Past History Family History

DM IHD CVA

Yes No Yes No Yes No

40-49

Yes 1(5.00) 19(95.00) 2(10.00) 18(90.00) 4(20.00) 16(80.00)

No 6(22.22) 21(77.78) 0 27(100) 6(22.22) 21(77.78)

p-value 0.2127a 0.1758a 1.0000a

OR(95% CI) 0.18(0.02-1.67) ND 0.88(0.21-3.63)

50-59

Yes 24(40.68) 35(59.32) 6(10.17) 53(89.83) 27(45.76) 32(54.24)

No 10(25.64) 29(74.36) 1(2.56) 38(97.44) 20(51.28) 19(48.72)

p-value 0.1258 0.2379 0.5924

OR(95% CI) 1.99(0.82-4.83) 4.30(0.50-37.21) 0.80(0.36-1.80)

60-69

Yes 41(31.54) 89(68.46) 5(3.85) 125(96.15) 42(32.31) 88(67.69)

No 15(18.29) 67(81.71) 1(1.22) 81(98.78) 18(21.95) 64(78.05)

p-value 0.0331* 0.4088a 0.1030

OR(95% CI) 2.06(1.05-4.03)† 3.24(0.37-28.24) 1.70(0.90-3.22)

70-79

Yes 64(30.77) 144(69.23) 17(8.17) 191(90.83) 57(27.40) 151(72.60)

No 20(18.18) 90(81.82) 5(4.55) 105(95.45) 35(31.82) 75(68.18)

p-value 0.0154* 0.2253 0.4089

OR(95% CI) 2.00(1.13-3.53)† 1.87(0.67-5.21) 0.81(0.49-1.34)

80～

Yes 16(24.24) 50(75.76) 7(10.61) 59(89.39) 10(15.15) 56(84.85)

No 5(13.16) 33(86.84) 0 38(100) 5(13.16) 33(86.84)

p-value 0.1751 0.0458a* 0.7805

OR(95% CI) 2.11(0.71-6.32) ND 1.18(0.37-3.75)

Total

Yes 146(30.23) 337(69.77) 37(7.66) 446(92.34) 140(28.99) 343(71.01)

No 56(18.48) 247(81.52) 7(2.31) 296(97.69) 88(29.04) 215(70.96)

p-value 0.0002* 0.0015* 0.9862

OR(95% CI) 1.91(1.35-2.71)† 3.51(1.54-7.97)† 1.00(0.73-1.37)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χ2-test, a: Fisher's exact test, Each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were calculated by χ2-test. The value is significant only when 95%
confidence interval don't include 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IHD: ischemic heart disease, CVA: cerebral vascular accident.
* p-value < 0.05, † 95% CI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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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Distribution of Past History and CVA Family History according to Age and DM N(%)

Age
DM

Past History

Past History Family History

HTN IHD CVA

Yes No Yes No Yes No

40-49

Yes 1(5.00) 19(95.00) 0 7(100) 1(14.29) 6(85.71)

No 6(22.22) 21(77.78) 2(5.00) 38(95.00) 9(22.50) 31(77.50)

p-value 0.2127a 1.0000a 1.0000a

OR(95% CI) 0.18(0.02-1.67) ND 0.57(0.06-5.41)

50-59

Yes 24(40.68) 35(59.32) 3(8.82) 31(91.18) 16(47.06) 18(52.94)

No 10(25.64) 29(74.36) 4(6.25) 60(93.75) 31(48.44) 33(51.56)

p-value 0.1258 0.6908a 0.8965

OR(95% CI) 1.99(0.82-4.83) 1.45(0.31-6.70) 0.95(0.41-2.18)

60-69

Yes 41(31.54) 89(68.46) 4(7.14) 52(92.86) 12(21.43) 44(78.57)

No 15(18.29) 67(81.71) 2(1.28) 154(98.72) 48(30.77) 108(69.23)

p-value 0.0331* 0.0432* 0.1832

OR(95% CI) 2.06(1.05-4.03)† 5.92(1.05-33.28)† 0.61(0.30-1.26)

70-79

Yes 64(30.77) 144(69.23) 7(8.33) 77(91.67) 28(33.33) 56(66.67)

No 20(18.18) 90(81.82) 15(6.41) 219(93.59) 64(27.35) 170(72.65)

p-value 0.0154
*

0.5513 0.2996

OR(95% CI) 2.00(1.13-3.53)† 1.33(0.52-3.38) 1.33(0.78-2.27)

80～

Yes 16(24.24) 50(75.76) 1(4.76) 20(95.24) 0 21(100)

No 5(13.16) 33(86.84) 6(7.23) 77(92.77) 15(18.07) 68(81.93)

p-value 0.1751 1.0000
a

0.0371a
*

OR(95% CI) 2.11(0.71-6.32) 0.64(0.07-5.64) ND

Total

Yes 146(30.23) 337(69.77) 15(7.43) 187(92.57) 57(28.22) 145(71.78)

No 56(18.48) 247(81.52) 29(4.97) 555(95.03) 171(29.28) 413(70.72)

p-value 0.0002* 0.1899 0.7741

OR(95% CI) 1.91(1.35-2.71)
†

1.54(0.81-2.93) 0.95(0.67-1.35)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χ2-test, a: Fisher's exact test, Each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were calculated by χ2-test. The value is significant only when 95%
confidence interval don't include 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DM: diabetes mellitus, HTN: hypertension, IHD: ischemic heart disease, CVA: cerebral vascular accident.
* p-value < 0.05, † 95% CI ⊅ 1.00

Table 4-4. Distribution of Past History and CVA Family History according to Age and IHD N(%)

Age
IHD

Past History

Past History Family History

HTN DM CVA

Yes No Yes No Yes No

40-49

Yes 2(10.00) 18(90.00) 0 7(100) 0 2(100)

0 27(100) 2(5.00) 38(95.00) 10(22.22) 35(77.78)No

0.1758a 1.0000a 1.0000ap-value

ND ND NDOR(95% CI)

50-59

Yes 6(10.17) 53(89.83) 3(8.82) 31(91.18) 2(28.57) 5(71.43)

No 1(2.56) 38(97.44) 4(6.25) 60(93.75) 45(49.45) 46(50.55)

p-value 0.2379 0.6908a 0.4386a

OR(95% CI) 4.30(0.50-37.21) 1.45(0.31-6.70) 0.41(0.08-2.22)

60-69

Yes 5(3.85) 125(96.15) 4(7.14) 52(92.86) 2(33.33) 4(66.67)

No 1(1.22) 81(98.78) 2(1.28) 154(98.72) 58(28.16) 148(71.84)

p-value 0.4088a 0.0432* 0.6767

OR(95% CI) 3.24(0.37-28.24) 5.92(1.05-33.28)† 1.28(0.23-7.16)

70-79

Yes 17(8.17) 191(90.83) 7(8.33) 77(91.67) 6(27.27) 16(72.73)

No 5(4.55) 105(95.45) 15(6.41) 219(93.59) 86(29.05) 210(70.95)

p-value 0.2253 0.5513 0.8589

OR(95% CI) 1.87(0.67-5.21) 1.33(0.52-3.38) 0.92(0.35-2.42)

80～

Yes 7(10.61) 59(89.39) 1(4.76) 20(95.24) 1(14.29) 6(85.71)

No 0 38(100) 6(7.23) 77(92.77) 14(14.43) 83(85.57)

p-value 0.0458a* 1.0000a 1.0000a

OR(95% CI) ND 0.64(0.07-5.64) 0.98(0.11-8.84)

Total

Yes 37(7.66) 446(92.34) 15(7.43) 187(92.57) 11(25.00) 33(75.00)

No 7(2.31) 296(97.69) 29(4.97) 555(95.03) 217(29.25) 525(70.75)

p-value 0.0015* 0.1899 0.5466

OR(95% CI) 3.51(1.54-7.97)
†

1.54(0.81-2.93) 0.81(0.40-1.62)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χ2-test, a: Fisher's exact test, Each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were calculated by χ2-test. The value is significant only when 95%
confidence interval don't include 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IHD: ischemic heart disease,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CVA: cerebral vascular accident.
* p-value < 0.05, † 95% CI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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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령대별 허혈성 심질환과 타 위험인자 간 상관관계

허혈성 심질환을 중심으로 고혈압과 당뇨 병력 및 중풍 가

족력의 유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대상자에서 허혈성 심질환

과 고혈압 병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허혈

성 심질환과 고혈압 병력사이 교차비는 3.51(1.54-7.97)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분류했을 때 60대 연령대에서 허혈성 심질환과

당뇨 병력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교차

비는 5.92(1.05-33.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80대 연령대에서 허혈성 심질환과 고혈압 병력 사이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허혈성 심질환 병력이 없으면서

고혈압 병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 교차비는 구하지 못했다.

반면 허혈성 심질환 병력과 중풍 가족력 사이에 전체적, 연

령대별 통계적인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4-4).

고 찰

최근 의학 기술의 발달 및 조기 치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변화와 건강관리로 중풍은 2002년을 정점으로 발생률이 줄어들

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사인통계 중 악성 신생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이 되고 있으며, 단일질환으로는 가장

높은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다10). 또한 중풍으로 인한 신체적, 정

신적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의해 야기되는 생산력 저하와 의료비

용의 증가는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중풍의 예방과 관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

라 국가 보건차원의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11). 따라서 중풍은

실제 발병한 후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중풍

이 발병하기 전에 발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여러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이를 치료함으로써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그

역학적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12)

.

이를 위하여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중풍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와 선행조건을 규명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역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로서 1990년대

부터 수많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령, 성별, 인종, 고혈압, 당

뇨병, 고지혈증, 허혈성 심장질환, 일과성 뇌허혈 발작, 중풍의

과거력과 가족력, 비만, 흡연, 음주, 경구용피임약물, 호르몬대체

요법, 고호모시스테인혈증, 스트레스, 감염 등을 중풍의 주요 위

험인자로 제시하여 왔다3,4,13-16).

그 중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조절 가능한 위험

인자들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방법과 관리방법들

이 알려져 있지만, 연령, 인종, 성별, 중풍 가족력 및 병력 등 조

절 불가능한 인자들은 위험인자의 제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다른 인자들에 비해 얼마나 위험한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해 불

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17).

특히 중풍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늘어나 노인 연령

층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6-8,17,18) 고령화 시대에 중풍 예방

을 위해서는 연령대별 유의성 있는 중풍 위험인자를 찾아 중풍

예방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저자는 연령을 중심으로 중풍 위험인자들의 비교를 통

해 중풍 발병 위험인자들이 각 연령별로 실제 중풍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주관하

는 「뇌혈관질환의 한의학변증지표 표준화 및 과학화 기반연

구」의 일환으로 2006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0개월 동안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 입원한 중풍 발병 1개월 이내의 환

자 779명을 총 대상으로 연령대별 중풍 가족력과 병력을 중심으

로 연령대별 중풍 위험인자 분포 및 중풍 위험인자 간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진과 증례기록지(CRF) 작성을 통해 중풍

가족력, 고혈압 병력, 당뇨 병력, 허혈성 심질환 병력을 조사하였

으며, 연령은 생년월일과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만 나이를 선정

하여 40세 이상 50세미만(40대), 50세 이상 60세 미만(50대), 60세

이상 70세 미만(60대), 70세 이상 80세 미만(70대), 80세 이상으로

세분하여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과 연령 등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여자가 388명(49.80%), 남자가 391명(50.19%)으로 남

녀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평균 연령은 68.87±10.31세였다. 연

구 대상자들의 연령대를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으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70대 연령군이 318명으로(40.82%) 가장

많았고, 60대 연령군이 212명(27.21%), 80세 이상 연령군이 104명

(13.35)순으로 많아 고연령군이 다수를 차지해 중풍이 연령이 증

가할수록 발병률이 늘어나 노인 연령층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
6-8,17,18)

경향성과 일치했다.

전체 연구 대상자들의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질환 병력과

중풍 가족력의 유무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 병력이 있는 사람이

483명(62.0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당뇨 병력이 있

는 사람이 202명(25.93%), 허혈성 심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이 44

명(5.65%), 중풍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224명(28.75%)으로 나타

났다. 이는 박
19)
의 연구에서 2005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조에

따라 표준화할 경우 제시된 국내 고혈압 유병률 20-25%, 당뇨 유

병률 6.4-8.5%, 허혈성 심질환 유병률 0.6-1.7%과 비교했을 때 높

은 수치이며, 중풍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
20)
의 연구에서 중풍 가

족력이 있는 환자 비율 32.5%보다는 낮은 수치로 전반적으로 중

풍 환자에서 고혈압 병력, 당뇨 병력, 허혈성 심질환 병력의 비율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질환이 중

풍 위험인자라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며, 특히 고혈압

유병률이 높아 고혈압 병력이 중풍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며 중풍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4)를 뒷받침한다.

연구 대상자들을 연령대별로 각각 40대, 50대, 60대, 70대, 80

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각 연령대에서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질

환 병력과 중풍 가족력의 유무를 분석하여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고혈압 병력은 70대 연령군이 208명(65.41%)으로 연

령대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40대 연령군이 20명(42.55%)

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당뇨 병력은 50대 연령군이 34명(34.69%)으

로 연령대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40대 연령군이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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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허혈성 심질환 병력은 50대 연령군이

7명(7.14%)으로 연령대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60대 연령

군이 6명(2.83%)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연령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중풍 가족력은 50대 연령군이

47명(47.96%)으로 연령대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80대 연

령군이 15명(14.42%)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전체적으

로 연령대별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50대 연령군에서 두드러지게

중풍 가족력이 있는 비율이 높아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장17)의 연구에서 중풍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50대 연령군 46.4%보다 높은 수치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50대 연령군에서 중풍 가족력 비율이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노

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0대부터 병력의 위험인자 비율이 높

아지지만 50대는 중풍 가족력이 발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60대 이후에는 노화의 진행으로 가족력이 미치는 효과는 적어지

고 병력 등의 다른 위험인자의 영향력이 보다 많이 작용하기 때

문일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자들을 연령대별로 분류하여 각 연령대에서 특정

병력과 타 병력 유무와 중풍 가족력의 유무를 분석하여 연령대

별 위험인자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중풍 가족력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질환 병력

유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대상자에서 중풍 가족력과 병력과

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연령대별로 분류했

을 때 80대 이상 연령대에서 중풍 가족력과 당뇨 사이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중풍 가족력이 있으면서 당뇨

병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 교차비는 구하지 못했다.

고혈압을 중심으로 당뇨와 허혈성 심질환 병력 및 중풍 가

족력의 유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대상자에서 고혈압과 당뇨,

고혈압과 허혈성 심질환 병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고혈압과 당뇨 병력사이 교차비는 1.91(1.35-2.71), 고혈

압과 허혈성 심질환 병력사이 교차비는 3.51(1.54-7.97)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체 연구대상자에서 고혈압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당뇨 병력이 있을

위험이 1.91배 높은 것이며, 고혈압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허혈성 심질환 병력이 있을 위험이 3.51배 높

은 것이다. 이 결과는 미국 내 연구21)에서 고혈압은 당뇨병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비당뇨병 인구집단에 비해 당뇨병 환자

에서는 고혈압의 유병률이 약 2배 정도로 더 높다는 결과와 비슷

하며, Aram연구22)에서 밝힌 고혈압과 허혈성 심질환과의 상관관

계에서 혈압이 115/75 mmHg에서 20/10 mmHg증가 할 때마다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도가 2배씩 증가한다는 결과와 비교할 때

구체적인 혈압증가 양상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고혈압이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로서 영향을 준다는 것과 일치한다. 고혈압을

중심으로 당뇨와 허혈성 심질환 병력 및 중풍 가족력의 유무를

연령대별로 분석했을 때 60대, 70대 연령대에서 고혈압과 당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교차비는 60대

연령대에서 2.06(1.05-4.03), 70대 연령대에서 2.00(1.13-3.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고혈압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

람이 당뇨 병력이 있을 위험이 60대에서 2.06배, 70대에서 2.00배

높게 나왔다. 또한 80대 연령대에서 고혈압과 허혈성 심질환 사

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나 고혈압병력이 없으면서 허혈성

심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 교차비는 구하지 못했다. 반면

고혈압 병력과 중풍 가족력 사이의 전체적, 연령대별 통계적 유

의성은 없었다.

당뇨를 중심으로 고혈압과 허혈성 심질환 병력 및 중풍 가

족력의 유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대상자에서 당뇨와 고혈압

병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교차비는

1.91(1.35-2.71)로 고혈압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뇨 병력이

있을 위험과 동일하다. 당뇨를 중심으로 고혈압과 허혈성 심질환

병력 및 중풍 가족력의 유무를 연령대별로 분류했을 때 60대 연

령대에서 당뇨와 고혈압, 당뇨와 허혈성 심질환 병력 사이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당뇨와 고혈압 병력 사이

교차비는 2.06(1.05-4.03), 당뇨와 허혈성 심질환 병력 사이 교차

비는 5.92(1.05-33.28)로 60대 연령대에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

는 사람이 고혈압 병력이 있을 위험이 2.06배, 당뇨 병력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이 허혈성 심질환 병력이 있을 위험이 5.92배 높게

나왔다. Jennifer23)의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허

혈성 심질환의 발생이 2-3배 이상 많다고 보고한 결과와 비교했

을 때 본 연구에서는 특정 연령에서만 유의성 있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향후 좀 더 많은 대상자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

라 사료된다. 또한 70대 연령대에서 당뇨와 고혈압 병력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교차비는 2.00(1.13-3.53)

이 나와 70대 연령대에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혈

압 병력이 있을 위험이 2.00배 높게 나왔다. 80대 이상 연령대에

서 당뇨와 중풍 가족력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나 당뇨

병력이 있으면서 중풍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 교차비는 구

하지 못했다.

허혈성 심질환을 중심으로 고혈압과 당뇨 병력 및 중풍 가

족력의 유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대상자에서 허혈성 심질환

과 고혈압 병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교차비

는 3.51(1.54-7.97)로 허혈성 심질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혈압이 있을 위험이 3.51배 높게 나왔는데, 이는 고혈압 병력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허혈성 심질환 병력이 있을 위험과 동일

하다. 허혈성 심질환을 중심으로 고혈압과 당뇨 병력 및 중풍 가

족력의 유무를 연령대별로 분류했을 때 60대 연령대에서 허혈성

심질환과 당뇨 병력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

고, 교차비는 5.92(1.05-33.28)로 60대 연령대에서 허혈성 심질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뇨 병력이 있을 위험이 5.92배 높

게 나왔는데, 이는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허혈성 심질

환 병력이 있을 위험과 동일하다. 또한 80대 연령대에서 허혈성

심질환과 고혈압 병력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었으나 허혈성 심질환 병력이 없으면서 고혈압 병력이 있는 사

람이 없어 교차비는 구하지 못했다. 반면 허혈성 심질환 병력과

중풍 가족력 사이에 전체적, 연령대별 통계적인 유의한 상관관계

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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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중풍 환자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중풍위험인자의

분포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 당뇨, 허혈성심질환 등

의 병력은 연령대별로 분포의 차이가 없었으나, 중풍 가족력은

연령대별 분포 차이가 있었으며, 50대에서 특히 높은 비율을 보

였다. 또한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질환은 병력 간 상관관계가

있으나 가족력은 80대 이상에서 당뇨 병력을 제외하고 전체적으

로 병력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중풍 예방을

위해 50대 중풍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보다 적극적인 중풍 예방

을 위한 조기검진 및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혈압, 당

뇨, 허혈성 심질환의 병력을 가진 사람은 병력 간 상관관계가 있

어 타병력 병발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검사, 치료

및 관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력은 병력과 대체적으로

독립성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전한방병원에 입원한 발병 1개월

이내 중풍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반적인 인구학적 특성을 대

변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고, 고지혈증, 중풍 과거력,

비만, 흡연, 음주 등의 보다 많은 중풍 위험인자의 포괄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향후 중풍 위험인자에 대한 보다 지

속적인 역학적 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풍의 예방, 치

료 및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결 론

본 연구는 2006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0개월 동안 대

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 입원한 중풍 발병 1개월 이내의 만 40

세 이상인 환자 779명을 총 대상으로, 연령대별 중풍 가족력과

병력을 중심으로 연령대별 중풍 위험인자 분포 및 중풍 위험인

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질환의 병력과 중풍 가족력 중 중풍

가족력만 연령대별로 다른 분포를 보였고, 중풍 가족력의 비율은

50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중풍 가족력은 연령대별로 80대 이상에서 당뇨 병력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질환 병력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고혈압 병력과 당뇨 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연령대별로 특히 60대, 70대에서 상관관계가 있었다.

고혈압(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뇨(고혈압) 병력이

있을 위험이 1.91배 높게 나타났고, 60대에서 2.06배, 70대에서

2.00배 높게 나타났다.

고혈압 병력과 허혈성 심질환 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었으며, 연령대별로 특히 80세 이상에서 상관관계가

있었다. 고혈압(허혈성 심질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허혈

성 심질환(고혈압) 병력이 있을 위험이 3.51배 높게 나타났다.

당뇨 병력과 허혈성 심질환 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으나, 연령대별로 60대에서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60

대에서 당뇨(허혈성 심질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허혈성

심질환(당뇨) 병력이 있을 위험이 5.92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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