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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case-control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torke and stroke risk factors, such

as family history and past history. The case-control study over clinical data registered from Daejeon Oriental Medical

Hospital in the period of November 2006 to July 2010. Study subjects consisted of 108 patients with acute stroke within

1 month as the case group (Cases) and 108 people who visited hospital for health care as the genreral control group

(Controls). The participants had been interviewed by residents to find out their family history and past history. Their blood

was taken to check the blood lipid level and liver function. 1. The people whose family history included cerebrovascular

accident had more probability of stroke than the people who did not have cerebral vascular accident as their family

history. 2. The people who suffered from hypertension had more probability of stroke than the people who did not suffer

from hypertension. 3. The people who suffered from diabetes mellitus had more probability of stroke than the people who

did not suffer from diabetes mellitus. Based on this study, the people who had cerebral vascular accident as their family

history should thoroughly treat their blood pressure and blood sugar level to prevent the cerebral vascular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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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풍은 뇌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한 국소적인 신경학적 결손

을 나타내는 뇌혈관질환을 포함하는 것으로 人事不省, 手足癱瘓,

口眼喎斜, 言語蹇澁, 偏身痲痺등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며, 환자의

30~60%가 半身不遂, 語鈍, 嚥下障碍, 感覺障碍 등의 후유증으로

인해 신체 및 사회적 기능장애를 갖는 되는 심각한 질환이다1,2).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중풍은 전 세계는 물론 우

리나라에서도 악성신생물, 허혈성 심장질환과 함께 주요 사망원

인으로 손꼽히고 있다3-5). 2009년 연간 총 246,942명의 국내 사망

자 중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10만명당 52.0명으로 이

는 전체 사망순위 중에서 2위에 해당되며, 심혈관계 질환 내에서

는 가장 흔한 사망원인으로 밝혀졌다3).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중풍은 치료방법도 중요하지만, 발

병위험요인들을 규명하여 이들을 치료 및 관리함으로서 발병자

체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

와 관련하여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중풍의 위험요인과 선행조

건을 규명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국립

신경장애뇌졸중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 and Strokes; NINDS)에서는 뇌졸중 임상자료 정보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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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1년부터 대한뇌졸중학회에

서 한국 뇌졸중 환자등록(Korean Stroke Registry; KRS) 시스템

을 구축하였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한림뇌졸중환자등록

(Hallym Stroke Registry; HSR)을 운영 중에 있다1,4). 이러한 연

구들의 성과들로 중풍 가족력, 중풍 병력, 고혈압 병력, 당뇨 병

력, 허혈성 심질환 병력, 이상지질혈증 병력, 호르몬대체요법, 흡

연, 음주 등이 중풍의 위험요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 뇌졸중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환자집단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결론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조절 가능한 인자인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질환, 음주, 흡연 등에 편중되어 있어 조절 불가능한 인

자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자군 내에서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절

불가능한 인자와 조절 가능한 인자들의 비교를 통해 중풍 발병

위험요인들이 실제 중풍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

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뇌혈관질

환의 한의학변증지표 표준화 및 과학화 기반연구」의 일환으로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 내원한 중풍환자와 동일한 지역에서

의 대조군을 선별하여 각종 가족력과 병력을 중심으로 환자-대

조군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중풍 발병 위험요인들이 중풍 발병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6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전대학교 대

전한방병원 중풍센터에 내원하여 중풍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366명, 2008년 2월 12일부터 2010년 7월 30일까지 대

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중풍조기검진을 받은 검진자 199명,

총 565명을 1차 대상으로 하였다. 1차 대상자 중 성별과 연령을

매칭하여 대조군 108명, 환자군 108명, 총 216명을 2차 대상자로

선별하여 증례기록지(case report form; CRF)를 작성한 후 혈액

검사와 신체계측검사를 시행하면서 진행하였으며, 각 대상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자군(Cases)

환자군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39개월

동안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중풍센터에 내원하여 Brain CT

혹은 Brain MRI상 중풍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증례

기록지가 작성된 환자 중,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발병 후 2주 이

내이면서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Brain CT 혹은 Brain MRI에 나

타난 병소와 일치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중 본

연구에서 시행한 Brian CT 혹은 Brain MRI상 경막외출혈

(epidural hemorrhage; EDH) 또는 경막하출혈(subd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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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증례기록지 작성이 불가능한 환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신경학적 결손증상이 24시간이

상 지속되지 않는 일과성뇌허혈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

TIA) 환자도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1차 대상자로

366명이 선별되었으며, 1차 대상자 중 대조군과의 연령과 성별의

매칭을 통해 본 연구의 환자군으로 분류된 사람은 모두 108명이

었다.

2) 대조군(Controls)

대조군은 2008년 2월 1일부터 2010년 7월 30일까지 30개월

동안 건강검진을 위해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설문조사, 신체계측검사, 혈액생화학적

검사 등이 시행된 199명 중, 환자군과의 연령과 성별의 매칭을

통해 1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 변수

1) 연령

연령은 생년월일과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만 나이를 선정하

여 조사하였다.

2) 성별

연구 대상자들을 남자와 여자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 가족력

연구 대상자들의 부모와 형제의 가족력을 조사하였다. 조사

항목은 중풍 가족력, 고혈압 가족력, 당뇨 가족력, 허혈성 심질환

가족력이었다.

4) 병력

병력은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증상은 배제하고, 의

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병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거짓 응답자를 제외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진료기록부와의 대조를 통해

해당질환이 의심되거나 약을 복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

였다. 조사한 병력으로는 고혈압 병력, 당뇨 병력, 허혈성 심질환

병력 등 총 3가지였다.

5) 혈액생화학적 위험요인

조사당일 12시간이상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연구 대상자

들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지질검사와 간 기능검사를 시행하였

다. 혈중지질검사로는 total cholesterol(T-Ch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LDL-Cho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HDL-Chol), triglyceride(TG)를 측정하였고, 간 기능

검사로는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lanine

aminotransferase(ALT)를 측정하였다. 분석기기로는

MEK-6400K(Nihon Kohden, Japan, 2006)과 AV-400(Olympus,

Japan, 2004)이 사용되었다.

6) 비만

연구 대상자들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한 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weight(㎏)/height(㎡))를 구하였다. 체질량지

수는 2000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의 서태평양지부(Western Pacific Region; WPR)가 제안한 아시

아 및 태평양 지역 비만 진단 기준에 따라 23 ㎏/㎡미만을 정상,

23 ㎏/㎡이상 25 ㎏/㎡미만을 과체중, 25 ㎏/㎡이상을 비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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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통계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Mean±SD(standard deviation) 또는

Number(%)로 나타내었다. 범주형 변수는 Chi-squared test 및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으며 연속형 변수는 Student's

t-test를 사용하였으며, 다변량분석방법으로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값은 P<0.05 수준에

서 유의성을 판별하였으며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령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을 분석한 결과, 대조군은

59.61±8.33세, 환자군은 61.24±7.60세였으며, 대조군과 환자군의

연령의 차이는 유의성이 없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대를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대조군과 환자군

모두 50세이상 60세 미만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연령대별로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1. Distribution of Age by comparison with Controls and Cases

Controls
(n=108)

Cases
(n=108)

Total
(n=216)

p-value

Age, Mean±SD

Year 59.61±8.33 61.24±7.60 60.43±7.99 0.3390

Age, Number(%)

50~59 59(54.63) 55(50.93) 114(52.78)

0.856960~69 30(27.28) 33(30.56) 63(29.17)

70~ 19(17.59) 20(18.52) 39(18.06)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t-test, Chi-squared test

2) 성별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대조군은 남자가

69명(63.89%), 여자가 39명(36.11%)으로 남자가 더 많았고, 환자

군도 남자가 70명(64.81%), 여자가 38명(35.19%)으로 남자가 더

많았다. 대조군과 환자군간의 성별의 분포는 유의성이 없었다.

Table 2. Distribution of Sex by comparison with Controls and Cases

Controls
(n=108)

Cases
(n=108)

Total
(n=216)

p-value

Sex, Number(%)

Male 69(63.89) 70(64.81) 139(64.35)
0.8870

Female 39(36.11) 38(35.19) 77(35.65)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χ2-test

2. 가족력이 중풍 발병에 미치는 영향

가족력이 중풍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의 부모와 형제의 가족력의 유무를 분석하였다.

중풍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 대상자는 대조군은 10명

(9.26%), 환자군은 43명(39.81%)으로 환자군이 유의성 있는 더 높

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고혈압 가족력은 대조군에서 24명

(22.22%), 환자군에서 29명(26.85%)으로 환자군이 더 높은 빈도

를 나타내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당뇨 가족력은 대조군에서 13

명(12.04%), 환자군에서 12명(11.11%)으로 대조군에서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허혈성 심질환 가족력은

대조군에서 5명(4.63%), 환자군에서 7명(6.48%)으로 환자군에서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3. Distribution of Family History by Comparision with Controls

and Cases

Number(%)
n=216

p-valueControls
(n=108)

Cases
(n=108)

CVA, Number(%)

Yes 10(9.26) 43(39.81)
<.0001

No 98(90.74) 65(60.19)

HTN Number(%)

Yes 24(22.22) 29(26.85)
0.4292

No 84(77.78) 79(73.15)

DM Number(%)

Yes 13(12.04) 12(11.11)
0.8316

No 95(87.96) 96(88.89)

IHD Number(%)

Yes 5(4.63) 7(6.48)
0.5525

No 103(95.37) 101(93.52)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χ2-test. CVA: cerebral vascular accident,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IHD: ischemic heart disease. P-value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ere presented in bold(<0.05)

3. 병력이 중풍 발병에 미치는 영향

병력은 고혈압 병력, 당뇨 병력, 허혈성 심질환 병력의 세 항

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혈압 병력, 당뇨 병력, 허혈성 심질

환 병력은 모두 중풍 발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고혈압 병력은 대조군이 8명(7.41%), 환자군이 64명(59.26%)

으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당뇨 병력은 대조군이 5명(4.63%), 환자군이 32

명(29.63%)으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

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허혈성 심질환 병력은 대조군이 2명

(1.85%), 환자군이 9명(8.33%)으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4. Distribution of Past History by comparision with Controls

and Cases

Number(%)

n=216

p-valueControls
(n=108)

Cases
(n=108)

HTN Number(%)

Yes 8(7.41) 64(59.26)
<.0001

No 100(92.59) 44(40.74)

DM Number(%)

Yes 5(4.63) 32(29.63)
<.0001

No 103(95.37) 76(70.37)

IHD Number(%)

Yes 2(1.85) 9(8.33)
0.0303

No 106(98.15) 99(91.67)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χ2-test.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IHD:
ischemic heart disease. P-value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ere presented in bold(<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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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혈액 생화학적 요인이 중풍 발병에 미치는 영향

1) 혈중지질검사(blood lipid level)

총콜레스테롤은 대조군이 214.62±44.88 ㎎/㎗, 환자군이

189.18±49.67 ㎎/㎗으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낮았으며, 통계

적 유의성이 있었다. 중성지방은 대조군이 160.12±79.13 ㎎/㎗,

환자군이 176.61±97.39 ㎎/㎗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LDL 콜레스테롤은 대조군이

133.69±41.01 ㎎/㎗, 환자군이 122.05±40.32 ㎎/㎗으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낮았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HDL 콜레스테

롤은 대조군이 52.89±14.17 ㎎/㎗, 환자군이 47.76±12.07 ㎎/㎗으

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낮았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5. Distribution of Blood Lipid Levels by Comparison with

Controls and Cases

Mean±SD
Controls
(n=108)

Cases
(n=108)

Total
(n=216)

p-value

T-Chol, ㎎/㎗ 214.62±44.88 189.18±49.67 201.93±48.92 <.0001

TG, ㎎/㎗ 160.12±79.13 176.61±97.39 168.37±88.91 0.1735

LDL-Chol, ㎎/㎗ 133.69±41.01 122.05±40.32 127.87±40.99 0.0366

HDL-Chol, ㎎/㎗ 52.89±14.17 47.76±12.07 50.33±13.38 0.0046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t-test. T-Chol: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LDL-Ch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ho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P-value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ere presented in bold(<0.05)

2) 간 기능검사(liver function test; LFT)

혈청 AST 수치를 분석한 결과 대조군은 28.41±21.67 IU/L,

환자군은 25.08±14.68 IU/L로서 대조군이 환자군보다 더 높았으

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혈청 ALT 수치는 대조군이

28.81±23.15 IU/L, 환자군이 25.62±18.63 IU/L로서 환자군이 대

조군보다 더 낮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6. Distribution of LFT by Comparison with Controls and Cases

Mean±SD
Controls
(n=108)

Cases
(n=108)

Total
(n=216)

p-value

AST, IU/L 28.41±21.67 25.08±14.68 26.75±18.54 0.1886

ALT, IU/L 28.81±23.15 25.62±18.63 27.22±21.02 0.2652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t-test. LFT: liver function test,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5. 비만이 중풍 발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상자들의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를 분석하여 비만이

중풍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

만의 정도가 중풍의 발병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의 신장을 분석한 결과, 대조군은 1.63±0.09

m, 환자군은 1.62±0.09 m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작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체중은 대조군이 64.84±9.95 ㎏, 환자군

이 64.99±10.59 ㎏으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무거웠으나 통계

적 유의성은 없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신장과 체중으로 체질량지수를 구하여 분

석해본 결과, 대조군은 24.23±2.96 ㎏/㎡, 환자군은 24.67±3.43 ㎏

/m2으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

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체질량지수를 바탕으로 비만의 정도를 정

상, 과체중, 비만의 범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비만의 범주에 드

는 빈도가 대조군에서는 44명(40.74), 환자군에서 45명(41.67)으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았으며, 과체중의 범주에 속하는 빈도

는 대조군에서 29명(26.85), 환자군에서 22명(20.37)으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낮았으며, 정상의 범주에 속하는 빈도는 대조군에

서 35명(32.41), 환자군에서 41명(37.96)으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7. Distribution of BMI by Comparison with Controls and Cases

Controls
(n=108)

Cases
(n=108)

Total
(n=216)

p-value

Mean±SD

Height, m 1.63±0.09 1.62±0.09 1.63±0.09 0.3289

Weight, ㎏ 64.84±9.95 64.99±10.59 64.91±10.25 0.9189

BMI, ㎏/㎡ 24.23±2.96 24.67±3.43 24.45±3.20 0.3221

Number(%)

Normal 35(32.41) 41(37.96) 76

0.4854Overweight 29(26.85) 22(20.37) 51

Obesity 44(40.74) 45(41.67) 89

BMI: body mass index(weight(㎏)/height(㎡)). Normal: BMI<23, Overweight: 23≤BMI<25,
Obesity: BMI≥25

6. 중풍 가족력과 다른 위험인자들과의 상관성

1) 중풍 가족력과 각종 병력과의 상관성

연구 대상자들을 중풍가족력군과 비중풍가족력군으로 분류

하여 중풍 발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병력, 당뇨 병력, 허

혈성 심질환 병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중풍 가족력이 있는

대상자 중 고혈압 병력이 있는 대상자와 고혈압 병력이 없는 대

상자는 각각 28명(52.83), 25명(47.17)이었고, 중풍 가족력이 없는

대상자 중 고혈압 병력이 있는 대상자와 없는 대상자는 각각 44

명(26.99), 119명(73.01)으로 중풍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고혈압

병력을 가지고 있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

이 있었다.(p=0.00005)

Table 8. Distribution of Past History by Comparison with CVA

Family History

CVA F/H
p-value

yes no

HTN, Number(%)

yes 28(52.83) 44(26.99)
0.0005

no 25(47.17) 119(73.01)

DM, Number(%)

yes 14(26.42) 23(14.11)
0.0389

no 39(73.58) 140(85.89)

IHD, Number(%)

yes 3(5.66) 8(4.91)
0.7332†

no 50(94.34) 155(95.09)
†
: Fisher's exact test. CVA: cerebral vascular accident, F/H: family history,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IHD: ischemic heart disease. P-value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ere presented in bold(<0.05)

중풍 가족력이 있는 대상자 중 당뇨 병력이 있는 대상자와

당뇨 병력이 없는 대상자는 각각 14명(26.42), 39명(73.58)이었고,

중풍 가족력이 없는 대상자 중 당뇨 병력이 있는 대상자와 당뇨

병력이 없는 대상자는 각각 23명(14.11), 140명(85.89)으로 중풍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389)



장문원․고미미․안정조․류호룡․김윤식․설인찬․조현경

- 238 -

중풍 가족력이 있는 대상자 중 허혈성 심질환 병력이 있는

대상자와 허혈성 심질환 병력이 없는 대상자는 각각 3명(5.66),

50명(94.34)이었고, 중풍 가족력이 없는 대상자 중 허혈성 심질환

병력이 있는 대상자와 허혈성 심질환 병력이 없는 대상자는 각

각 8명(4.91), 155명(95.09)으로 중풍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허혈

성 심질환 병력을 가지고 있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적 유의성은 없었다.

2) 중풍 가족력과 혈중지질수치와의 상관성

연구 대상자들을 중풍가족력군과 비중풍가족력군으로 분류

하여 혈중지질수치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총 콜레스테롤은

중풍가족력군이 201.45±49.02 ㎎/㎗, 비중풍가족력군이

203.26±49.04 ㎎/㎗으로 비중풍가족력군이 중풍가족력군보다 더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HDL 콜레스테롤은 중풍가

족력군이 50.82±14.15 ㎎/㎗, 비중풍가족력군이 48.81±10.66 ㎎/

㎗으로 중풍가족력군이 비중풍가족력군보다 더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LDL 콜레스테롤은 중풍가족력군이

125.62±39.77 ㎎/㎗, 비중풍가족력군이 134.77±44.23 ㎎/㎗으로

중풍가족력군이 비중풍가족력군보다 더 낮았으나, 통계적 유의

성은 없었다. 중성지방은 중풍가족력군이 163.93±79.15 ㎎/㎗, 비

중풍가족력군이 182.02±113.63 ㎎/㎗으로 비중풍가족력군이 중

풍가족력군보다 더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9. Distribution of Blood Lipid Levels by Comparison with CVA

Family History

CVA F/H
p-value

yes (n=53) no (n=163)

T-Chol 201.45±49.02 203.26±49.04 0.8156

HDL-Chol 50.82±14.15 48.81±10.66 0.2755

LDL-Chol 125.62±39.77 134.77±44.23 0.1588

TG 163.93±79.15 182.02±113.63 0.2851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t-test. CVA: cerebral vascular accident, F/H: family
history, T-Chol: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LDL-Ch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ho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7. 가족력과 병력에 따른 그룹간의 다변량 분석

가족력과 병력 유무에 따른 그룹 간의 차이를 다변량 분석

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병력에서는 고혈압 병력과 당뇨 병력의 유무에 따른 그룹

간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혈압

병력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고혈압 병력이 있는 경우의 환자군

의 교차비(odds ratio; OR)가 14.027(95%CI=5.712-34.444)로 높았

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당뇨 병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당

뇨 병력이 있는 경우의 환자군의 교차비도

6.422(95%CI=1.942-21.244)로서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

다. 허혈성 심질환 병력의 유무에 따른 그룹 간의 차이는 유의성

이 없었다.

가족력에서는 중풍 가족력 유무에 따른 그룹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풍 가족력이 없

는 경우에 대한 중풍 가족력이 있을때의 환자군의 교차비는

5.824(95%CI=2.358-14.383)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고

혈압 가족력, 당뇨 가족력, 허혈성 심질환 가족력 유무에 따른 그

룹 간의 차이는 유의성이 없었다.

Table 10. Relations between Cerebral Vascular Accident and Other

Variable Risk Factors

OR 95% CI p-value

Past History

HTN 14.027 (5.712, 34.444) <.0001

DM 6.422 (1.942, 21.244) 0.0023

IHD 1.854 (0.317, 10.848) 0.3800

Family History

CVA 5.824 (2.358, 14.383) 0.0001

HTN 0.675 (0.273, 1.673) 0.3965

DM 0.517 (0.144, 1.852) 0.3109

IHD 1.854 (0.317, 10.848) 0.4932

OR:odds ratio; 95%CI:95% confidence interval. P-value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ere
presented in bold(<0.05). CVA: cerebral vascular accident,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IHD: ischemic heart disease

고 찰

최근 사회경제수준과 보건의료여건이 향상되면서 평균수명

이 연장되고 전반적인 국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되고 있지만, 동시

에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중풍의 발병률이 증가

하여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

다. 또한 중풍은 초기에 환자의 1/3가량이 사망하며, 생존한 2/3

중에서도 대부분이 신체 및 사회적 기능장애가 남아 사회생활로

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중풍과 그 위험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으며, 중풍의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시되

고 있는 실정이다1,6).

이러한 추세로 해외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중풍의 위

험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어 왔다
9)

. 이러한 연구들의

주요성과로 연령, 인종,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허혈성 심질

환, 일과성 뇌허혈 발작, 중풍 병력과 가족력, 비만, 흡연, 음주,

호르몬 대체요법, 경구용 피임 약물, 고 호모시스테인 혈증, 스트

레스, 감염 등이 중풍의 주요 인자들로 거론되어 왔다7,8,10).

이러한 위험인자들은 조절 가능한 인자와 조절 불가능한 인

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 허혈성

심질환, 비만,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은 조절 가능한 인자로 분

류되고, 연령, 인종, 성별, 중풍의 가족력 등은 조절이 불가능한

인자들로 분류되어 왔다
12)

. 조절 가능한 인자들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방법과 관리방법들이 알려져 있지만, 조절 불

가능한 인자들은 위험인자의 제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다른

인자들에 비해 얼마나 위험한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풍의 조절 불가능한 인자들로 알려진

중풍 가족력, 고혈압 가족력, 당뇨 가족력, 허혈성 심질환 가족력

과 조절 가능한 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병력, 당뇨 병력, 허혈성

심질환 병력의 분석을 통해 이들 인자들이 실제 중풍 발병에 어

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환자-대조군 연구를 시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진과 증례기록지 작성을 통해 중풍 가족력,

당뇨 가족력, 고혈압 가족력, 허혈성 심질환 가족력, 고혈압 병

력, 당뇨 병력, 허혈성 심질환 병력을 조사하였으며, 이학적 검사

와 혈액검사를 통해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총 콜레스테롤수치,

중성지방수치, HDL 콜레스테롤수치, LDL 콜레스테롤수치, 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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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ALT 수치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가족력이 중풍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

풍 가족력과 중풍 발병 여부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풍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가 환자군이 43명

(39.81), 대조군이 10명(9.26)으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이 결과는 중풍

가족력이 조절불가능한 중풍의 발병위험인자에 해당 된다는 기

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2). 따라서 가족력으로 중풍을 보

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중풍발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지고

조절 가능한 인자들의 조절에 더 힘써야 할 것이다. 고혈압 가족

력, 당뇨 가족력, 허혈성 심질환 가족력은 환자군과 대조군의 빈

도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병력과 중풍발병과의 관계에서는 고혈압 병력, 당뇨 병력,

허혈성 심질환 병력 모두 환자군과 대조군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고혈압 병력이 중풍 발병 빈도간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

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고혈압 병력이 있는 대상자는 대조군이 8명(7.41), 환자

군이 64명(59.26)으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은 빈도를 나타

냈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이는 고혈압이 중풍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는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11,12). 고혈압 병력의 경우 국내 유병률은 남자가 20.5∼

28.9%, 여자가 15.9∼20.5%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 이는 중풍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축기 및

이완기혈압의 상승에 따라 중풍 발병위험률이 점진적으로 증가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11)

.

당뇨 병력이 중풍 발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고혈압 병력과 마찬가지로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높은 빈

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당뇨 병력이 있는 대

상자는 대조군이 5명(4.63), 환자군이 32명(29.63)으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

다. 이 결과는 당뇨병이 뇌졸중의 발병률을 올린다고 보고된 기

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12,14).

허혈성 심질환 병력이 중풍 발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

석한 결과, 허혈성 심질환 병력이 있는 대상자는 대조군이 2명

(1.85), 환자군이 9명(8.33)으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은 빈

도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앞에서 언급된 조절이 불가능한 인자인 중풍 가족력과는 다

르게 이와 같은 고혈압 병력, 당뇨 병력, 허혈성 심질환 병력은

모두 조절이 가능한 인자들이다. 따라서 중풍발병을 예방하기 위

해서는 조절이 가능한 이러한 요인들의 적극적인 치료와 병력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의 개선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혈중지질수치가 중풍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혈중지질수치와 중풍 발병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총 콜레스테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지만 환자군이 189.18±49.67 ㎎/㎗로서 대조군의 214.62±44.88

㎎/㎗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LDL 콜레스테롤의

경우 환자군이 122.05±40.32 ㎎/㎗, 대조군이 133.69±41.01 ㎎/㎗

으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HDL 콜레스테롤의 경우 환자군이 47.76±12.07

㎎/㎗, 대조군이 52.89±14.17 ㎎/㎗으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있었다.

이와 같이 혈중지질과 중풍 발병과의 관계에서 환자군이 대

조군보다 총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은 더 높고, LDL 콜

레스테롤은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은, 본 연구가 연구 대상자들의 이상혈중지질과 관련해 현재의

치료여부나 관리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치료받은 사

실이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은 한계로 인해 나타난 결과

로 사료된다. 추후에 유사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상혈중지질의

현재의 치료여부 및 관리여부도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간 기능검사를 통해 혈청 AST와 혈청 ALT 수치가 중풍 발

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AST수치는 환자군이

25.08±14.68 IU/L, 대조군이 28.41±21.67 IU/L로서 환자군이 대

조군보다 더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ALT 수치는 환자군이 25.62±18.63 IU/L, 대조군이 28.81±23.15

IU/L로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낮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살펴보면 간 기능검사는 중풍발병여부

와의 상관점을 찾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기존에 중풍 발병 위험요인으

로 알려진 요인들 중, 특히 중풍 가족력과 고혈압 병력, 당뇨 병

력이 중풍의 발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더불어 중

풍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보유하지 않은 경우보다 고

혈압 병력과 당뇨 병력을 앓고 있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종합하면, 중풍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중풍

가족력 자체로도 중풍 발병 가능성이 높지만, 중풍 위험 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병력, 당뇨 병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까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풍 가족력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조절 불가능한 위험인자인 중풍 가족력으로 인해 중풍 발병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

인 고혈압 병력과 당뇨 병력의 적극적인 조절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고혈압 병력과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혈압조절과 혈당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2006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전대학교 대

전한방병원에 내원하여 중풍으로 진단받고 입원한 발병 1개월

이내의 108명을 환자군으로 하고, 2008년 2월부터 2010년 7월까

지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한 108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가족력과

병력을 중심으로 중풍 위험요인들이 중풍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중풍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빈도는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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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병력과 당뇨 병력, 허혈성 심질환 병력은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풍 가족력이 있는 군이 중풍 가족력이 없는 군에 비해 고

혈압 병력, 당뇨 병력이 있는 빈도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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