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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stroke risk factors between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Methods: The study used a retrospective and descriptive design with secondary data analysis. Data were 
abstracted from 450 medical records of stroke patients admitted a university hospital between July 1, 2005 and 
December 31, 2015. Results: The lifestyle risk factors for middle-aged stroke patients were smoking, alcohol, obe-
sity, and lack of health examinations with follow-up care. The clinical risk factors for middle-aged stroke patients 
were high levels of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low density lipoprotein (LDL) 
cholesterol, and high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The stroke triggers for ischemic stroke were uric acid 
for middle-aged patients and CRP for elders. Ischemic stroke among elders frequently occurred during periods 
of high daily temperatures. Conclusion: Findings indicate that for elderly patients, it is important to manage chronic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diabetes, hyperlipidemia, and atrial fibrillation to prevent stroke. There are also 
sociocultural needs that are important to maintaining healthy life for these patients and should be addressed 
through targeted information. These study finding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prevention programs 
for Koreans at risk for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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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뇌졸중은 치매와 함께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이며 인구 10만

명 당 약 48명의 발생률을 가지고 암과 심장질환 다음으로 사

망률이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한다

[1,2]. 의학기술의 발달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사망률과 함께 합병증으로 심

각한 신체 ․ 정신적 장애가 발생되기 때문에 환자본인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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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의료비와 추후간호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3]. 이는 

뇌졸중이 발생하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하여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으며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하더라도 직장 등 

사회생활로 복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4].

최근에는 40~50대 중년기 뇌졸중 발생이 높은 증가 추세를 

보여 60세 미만 인구 중 뇌졸중을 진단받은 인구가 1998년 

1.4%에서 2013년 3%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생활습관

과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고혈압, 심장질환을 유발하게 되어 

중년기 뇌졸중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5]. 중년기

는 생애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뇌졸중이 발생

하면 가정과 지역사회의 생산성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년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역할의 장애를 

동반하고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적 부담감과 사회적 고립을 경

험할 수 있다[6,7]. 한편 노년기는 신체적인 노화와 함께 면역

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질병에 매우 취약한 시기로 뇌졸중으로 

인해 심리사회적 측면과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다양한 건강문

제가 동반된다[8]. 

뇌졸중 유형별 분포를 보면 출혈성과 허혈성 뇌졸중에서 

2014년 통계[9]에 따르면 허혈성 뇌졸중 환자가 83.1%를 차지

하였고, 중년기와 노년기를 비교할 때 출혈성 뇌졸중 환자에

서 중년기가 55.0%를 차지하였고, 허혈성 뇌졸중에서 노년기

가 64.7%를 차지하여 유형에 따라 중년기, 노년기의 환자 분

포가 상이하였다. 

뇌졸중 발생위험요인으로는 나이, 성별, 유전적 요인 등 조

절할 수 없는 요인과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등 조절 가능

한 요인으로 나눌 수 있고[10-13],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유형

별로 허혈성 뇌졸중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뇌졸중 과거력

(일과성 허혈 발작 포함), 당뇨병, 심장질환 순으로 위험요인

을 가지고[10,11,13], 출혈성 뇌졸중은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11,13]. 뇌졸중이 발생하면 현재까지 

가능한 어떤 치료로도 이미 손상된 뇌조직과 그 기능을 회복

시킬 수 없으므로 일차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뇌졸중 발

생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다수 뇌졸중에 관한 연구는 노년기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중년기 뇌졸중의 발병률이 증가 추세임에도 불

구하고 중년기 뇌졸중 발생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

태이다. 중년기 뇌졸중의 위험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Park 등

[10]의 허혈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연령집단별로 위험요

인을 비교한 연구가 유일하며 중년기에서는 흡연이, 노년기에

서는 고혈압이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위

험요인으로 고혈압, 당뇨병, 흡연, 뇌졸중 과거력, 관상동맥성

심질환, 비만지수 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위

험요인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뇌졸중 일차

예방 및 관리방법은 위험요인을 중년기와 노년기로 구분하지 

않고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심장질환 등에 대한 관리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관리의 대상이 되는 표적인구

(target population)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기와 노년기의 뇌졸중 환자의 자료

를 분석하여 중년기와 노년기의 뇌졸중 발생위험요인들을 비

교하고 중년기와 노년기의 뇌졸중 발생위험요인에 맞추어 뇌

졸중 일차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

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와 노년기 뇌졸중 발생위험요인을 

일반적 및 생활습관요인, 임상적 요인, 뇌졸중 촉진요인별로 

확인하고 비교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중년기와 노년기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인구사회

학적 특성, 질병 관련 특성)을 비교한다. 

 중년기와 노년기 뇌졸중 환자의 뇌졸중 발생위험요인(생

활습관요인, 임상적 요인, 뇌졸중 촉진요인)을 비교한다. 

 뇌졸중 유형별 중년기와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과 뇌졸중 

발생위험요인을 비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기와 노년기 뇌졸중 환자의 발생위험요인을 비

교하기 위한 후향적 서술조사연구이며 수도권에 소재하는 일개 

대학병원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의 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분석(secondary data analysis) 연구

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5년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일개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허혈성 또는 출혈성 뇌졸

중을 진단 받고 입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

다. 본 연구의 의무기록 분석에 포함된 뇌졸중 환자의 구체적

인 선정기준은 최종 진단명이 뇌졸중인 자, 중년기(35~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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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노년기(65세 이상) 환자,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허혈성 

또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최초 진단을 받은 자, 뇌졸중의 원인

이 외상 또는 종양이 아닌 자이다. 

연구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설정하고 효과크기는 본 연구와 

같은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t-test의 양측검정으로 중간크기인 

.50로 하여 총 210명이 산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뇌졸

중 유형별(출혈성, 허혈성) 중년기와 노년기 비교를 진행하므

로 산출된 표본 수의 2배수인 420명을 수집하기로 하였으며,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병원의 의무기록

에서 10년 동안의 모든 환자의 자료를 포함하였고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최초로 뇌졸중 진단을 받아 입원한 환자 

총 450명의 의무기록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뇌졸중 발생위험요인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발생위험요인을 2015년 국제뇌졸중협

회(National Stroke Association)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근

거하여 생활습관위험요인(lifestyle risk factors), 임상적 위험

요인(medical risk factors), 뇌졸중 촉진요인(stroke triggers)

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하여 위험

요인을 구성하였다. 생활습관위험요인으로 흡연[10-18], 음주

[11-16],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10-16]를 포함하

였고 추가적으로 고혈압 등의 위험요인 진단 후 치료약물복용 

이행여부[17]를 포함하였다. 임상적 위험요인으로 간기능수치

(Aspartate Transamin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15], 당화혈색소(Glycated Hemoglobin, HbA1c)[14,17], 

콜레스테롤수치(총콜레스테롤, triglyceride, Low Density Lipo-

protein (LDL) 콜레스테롤)[10,11,13-17], 수축기 및 이완기 혈

압[10-17]과 과거력으로 고혈압[13-17], 당뇨[13-17], 고지혈증

[13-17], 심방세동[11,13-16], 일과성 허혈발작[14,15]을 포함하

였다. 뇌졸중 촉진인자로 C-Reactive Protein (CRP)[11,13], 요

산[14], 뇌졸중이 발생한 환경요인(발생 월, 발생시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일교차)[14,18]을 포함하였다. 

구성 항목에 대하여 신경간호학 교수 1인과 신경과 ․ 신경외

과 ․ 응급의학과 교수 6인 및 해당과 경력 20년 이상의 간호사 5

인으로 구성된 총 13명의 전문가 패널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내용타당도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80 

이상인 항목을 선택하였으며, CVI=.57~.68로 나타난 항목인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의 경우 전문가 패널회의를 통

해서 뇌졸중이 혈관성 질환이며 일교차 등 환경온도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위험인자이므로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2)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뇌졸중 환자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종교, 결혼상태를 수집하였고 질병 특성으로

는 가족력, 뇌졸중 유형, 뇌졸중 병변 부위, 치료방법에 대하여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을 통해 자

료를 수집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일개 대학병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 생활습관 위험인자는 초기간호정보조사지와 입원초

진기록지 및 퇴원기록지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임상적 위험

인자는 혈액학적검사와 심전도(Elektrokardiogramm, EKG)

를 바탕으로 수집하였고, 뇌졸중 촉진인자는 초기간호정보조

사지, 입원초진기록지, 퇴원기록지,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수집하였다. 기상청 자료는 뇌졸중 발생일시와 지역을 의무기

록지에서 파악한 후 기상청의 지상관측 과거자료에서 해당일

과 지역의 기온을 파악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일개 대학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와 해당 진료과, 간호부, 

의료정보팀, 의무기록실에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IRB 

승인번호: 2016-9). 모든 자료는 본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였고 

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를 파악할 수 없도록 대상자별 study 

identification을 사용하여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고 병원자

료는 모두 코드화하였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역추적 할 수 없

도록 관련 자료를 위험요인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였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년기와 노년기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질병 관련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x2 

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모수로 측정된 변수는 

모두 정규분포를 하여 모수검정을 진행하였다. 중년기와 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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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뇌졸중 환자의 생활습관 위험요인, 임상적 위험요인, 촉진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t-test 와 x2 test로 분석하였다. 뇌졸중 

유형별(출혈성, 허혈성) 중년기와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과 뇌

졸중 발생위험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및 t-test 

와 x2 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중년기와 노년기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서 중년기와 노년기 뇌졸중 환자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p<.001), 교육수준

(p<.001), 직업(p<.001), 결혼상태(p<.001), 가족력에서 고

혈압(p<.001), 당뇨병(p<.001), 뇌졸중(p=.008)이었고, 뇌졸

중 유형(p=.001), 발병 부위(p<.001), 치료방법(p<.001)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성별에서 중년기 뇌졸중에서는 남자, 노년기 뇌졸중에서

는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분포는 중년기 뇌졸중에서 40

대가 62.0%로 가장 많았고, 노년기 뇌졸중에서 70대가 49.5%

로 가장 많았다. 가족력에서 고혈압은 중년기 22.4%, 노년기 

4.5%로 중년기가 많았고, 당뇨병과 뇌졸중도 중년기가 더 많

았다. 뇌졸중 유형에서 허혈성 뇌졸중이 전체의 70.9%로 많

았고 노년기에서 78.5%로 높은 반면, 출혈성 뇌졸중은 중년

기에서 35.2%로 노년기의 21.5%보다 높았다. 뇌졸중 병변 

호발 부위는 중년기에서 중뇌동맥경색 26.8%, 지주막하출혈 

20.0%순인 반면, 노년기에서는 중뇌동맥경색 37.5%, 후뇌동

맥경색 15.0%순이었다. 뇌졸중 치료방법 중 수술치료는 중년

기 22.8%, 노년기 7.5%로 중년기에서 많았고, 약물치료는 노

년기 92.5%, 중년기 77.2%로 노년기에서 많았다.

2. 중년기와 노년기 뇌졸중 환자의 뇌졸중 발생위험요인 

특성

뇌졸중 발생위험요인 특성을 비교한 결과, 생활습관 위험요

인에서 흡연(p<.001), 음주(p<.001), 비만지수(p=.002)가 중

년기 뇌졸중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또한 중년기는 고

혈압 등의 뇌졸중 위험요인을 진단받고도 약물을 복용하지 않

거나 기타 진단받지 않는 경우(건강관리를 하지 않아 방치한 경

우)가 노년기 뇌졸중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1). 과거

력에서 고혈압(p<.001), 당뇨병(p<.001), 고지혈증(p<.001), 

심방세동(p=.002)은 노년기 뇌졸중에서 높은 반면, 일과성 허

혈발작은 중년기 뇌졸중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7). 

임상적 위험요인에서 ALT (p<.001), 총콜레스테롤(p<.001), 

triglyceride (p<.001), LDL 콜레스테롤(p<.001) 수치는 중년

기 뇌졸중에서 높은 반면, HbA1c 수치는 노년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수축기(p=.010)와 이완기(p<.001) 혈압 수치

는 중년기 뇌졸중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뇌졸중 촉진요인에서 일교차가 노년기 뇌졸중에서 중년기보

다 더 높았다(p=.019). 뇌졸중 발생시간은 중년기 뇌졸중에서 

오후(12:00~17:59)와 오전(06:00~11:59) 순으로 빈발하였고, 노

년기 뇌졸중에서는 오전(06:00~11:59)과 저녁(18:00~23:59) 순

으로 나타났다(p=.001). 

3. 뇌졸중 유형별 중년기와 노년기 일반적 특성과 뇌졸중 

발생위험요인 비교: 출혈성

출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중년기와 노년기 일반적 특성을 비

교한 결과 연령(p<.001), 교육수준(p<.001), 직업(p<.001), 

결혼상태(p<.001), 가족력에서 고혈압(p=.005), 뇌졸중 발생 

부위(p=.007), 치료방법(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Table 3). 연령은 중년기에서 40대가, 노년기에

서 70대가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에서 중년기는 기혼 81.8%, 

미혼 11.4% 순이었고, 노년기는 기혼 69.8%, 사별 25.6% 순이

었다. 가족력에서 고혈압이 중년기에서 28.4%로 높았다. 뇌졸

중 병변 부위는 중년기에서 지주막하출혈 56.8%, 기저핵 뇌내

출혈 35.3%로 높은 반면, 노년기에서는 지주막하출혈 34.9%, 

기저핵 뇌내출혈 32.5%였다. 뇌졸중 치료방법은 중년기에서 

수술치료가 64.8%로 높은 반면, 노년기에서 약물치료가 69.8%

로 높았다. 

출혈성 뇌졸중 발생위험요인을 비교한 결과 흡연(p<.001), 

음주(p<.001), 위험요인 진단 후 약물관리(p=.008), 과거력으

로 고혈압(p=.001), 당뇨병(p=.022), 고지혈증(p=.025)이었고, 

ALT (p=.001), 총콜레스테롤(p=.016), 수축기압(p=.032), 이

완기압(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생활습관 위험요

인에서 흡연과 음주는 중년기에서 각각 59.1%, 65.9%로 더 많

았다. 고혈압 등 위험인자 진단 후 치료 약물을 자의로 복용하

지 않은 경우와 기타 진단받지 않은 경우(건강관리를 하지 않

아 방치한 경우)도 중년기에서 각각 10.2%, 55.7%로 노년기보

다 많았다. 임상적 위험요인에서 과거력으로 고혈압, 당뇨, 고

지혈증은 노년기 출혈성 뇌졸중에서 높았고, ALT, 총콜레스

테롤,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의 수치가 중년기 출혈성 뇌졸

중에서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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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Middle-aged and Elderly Patients (N=450)

Variables Categories
Middle-aged pt

(n=250)
Elderly pt

(n=200) χ² or 
Fisher's exact

p
n (%) n (%)

Gender　 Male
Female

165 (66.0)
 85 (34.0)

 99 (49.5)
101 (50.5)

 12.48 ＜.001 

Age (year) 
　

＜40
40~49
50~59
60~69
70~79
80~89
≥90

 36 (14.4)
155 (62.0)
 59 (23.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9 (19.5)
 99 (49.5)
 56 (28.0)
 6 (3.0)

450.00 ＜.001

Education level No form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Graduate school

 0 (0.0)
 6 (2.4)

 25 (10.0)
116 (46.4)
 99 (39.6)
 4 (1.6)

 36 (18.0)
 66 (33.0)
 33 (16.5)
 49 (24.5)
14 (7.0)
 2 (1.0)

175.53 ＜.001

Occupation No occupation
Company employee
Professional
Housewife
Self-employed
Others

16 (6.4)
 89 (35.6)
19 (7.6)

 36 (14.4)
 54 (21.6)
 36 (14.4)

135 (67.5)
 8 (4.0)
 3 (1.5)

 28 (14.0)
13 (6.5)
13 (6.5)

206.94 ＜.001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Widowed
Divorced

 28 (11.2)
204 (81.6)
 3 (1.2)
15 (6.0)

 4 (2.0)
137 (68.5)
55 (27.5)
 4 (2.0)

 79.58 ＜.001

Family history*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Hyperlipidemia
Heart disease
Stroke

 56 (22.4)
 28 (11.2)
12 (4.8)
 5 (2.0)

 49 (19.6)

 9 (4.5)
 3 (1.5)
 6 (3.0)
 0 (0.0)

 21 (10.5)

 28.81
 16.30
  0.94
  4.05
  7.01

＜.001 
＜.001

.236

.052 

.008

Type of stroke Ischemic
Hemorrhagic

162 (64.8)
 88 (35.2)

157 (78.5)
 43 (21.5)

 10.11 　 .001 　

Lesion location ACA
MCA
PCA
VA
Pontine infarction
Multiple infarction
BG ICH
Subcortical ICH
Pons ICH
Thalamus ICH
Cerebellum ICH
SAH

 8 (3.2)
 67 (26.8)
 25 (10.0)
24 (9.6)
21 (8.4)
17 (6.8)

 31 (12.4)
 1 (0.4)
 2 (0.8)
 3 (1.2)
 1 (0.4)

 50 (20.0)

 6 (3.0)
 75 (37.5)
 30 (15.0)
 7 (3.5)

 23 (11.5)
16 (8.0)
14 (7.0)
 3 (1.5)
 1 (0.5)
 6 (3.0)
 4 (2.0)
15 (7.5)

＜.001

Type of treatment Surgery
Medication

 57 (22.8)
193 (77.2)

15 (7.5)
185 (92.5)

 19.35 ＜.001 

* Response rate of ‘yes’ by disease; ACA=Anterior cerebral artery; MCA=Middle cerebral artery; PCA=Posterior cerebral artery; 
VA=Vertebral artery; BG=Basal ganglia; ICH=Intracerebral hemorrhage; SAH=Subarachnoid hemorrhage: pt=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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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Risk Factors of Stroke between Middle-aged and Elderly Patients (N=450)

Variables Categories
Middle-aged pt Elderly pt

x2 or t p
(n=250) n (%) (n=200) n (%)

Lifestyle risk 
factors

Smoking
Alcohol
BMI (kg/m2)

150 (60.0)
158 (63.2)

24.78±3.76

 67 (33.5)
 66 (33.0)

23.67±3.70

31.25
40.54
3.15

＜.001
＜.001 

.002

Medication use 
after risk factor 
diagnosed

Medication
No medication
Others (not diagnosis)

 92 (36.8)
 32 (12.8)
126 (50.4)

146 (73.0)
10 (5.0)

 44 (22.0)

58.50 ＜.001 

Clinical risk 
factors

Past history*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Hyperlipidemia
A-fib
TIA　

 98 (39.2)
 33 (13.2)
 8 (3.2)
 8 (3.2)
 9 (3.6)

133 (66.5)
 62 (31.0)
 37 (18.5)
 21 (10.5)
 0 (0.0)

33.15 
21.14 
28.90 
9.82 
7.35 

＜.001 
＜.001
＜.001

.002 

.007 

AST (U/L)
ALT (U/L)
HbA1c (%)
T-CH (mg/dL)
TG (mg/dL)
LDL-CH (mg/dL)
SBP (mmHg)
DBP (mmHg)

 29.42±34.51
 29.15±25.57
  5.97±1.50
180.02±45.90
143.00±83.53
115.76±37.21
156.39±34.30
 92.77±21.04

 25.80±14.96
 20.67±19.86
  6.08±0.94
158.18±36.03
113.01±79.87
102.43±31.97
149.08±25.61
 82.58±14.36

1.49　
3.96

-0.95
　5.66
　3.88
　4.02
　2.59
　6.09

.136
＜.001
＜.001
＜.001
＜.001
＜.001

.010
＜.001 

Stroke triggers CRP (mg/dL)   0.63±2.78   0.91±2.56 　-1.10 .273 

Uric acid (mg/dL)   4.87±1.63   4.46±1.40 1.76 .079 

Temperature (℃) Average
Highest
Lowest
Daily range

 12.27±10.26
 18.36±10.49
  7.13±10.77
 11.23±4.69

 11.71±9.98
 18.33±10.33
  6.08±10.39
 12.26±4.37

0.59
0.03
1.05

-2.36

.559

.975 

.297 

.019 

Seasonal onset 
distribution

Spring (March~May)
Summer (June~August) 
Fall (September~November)
Winter (December~February)

 54 (21.6)
 66 (26.4)
 78 (31.2)
 52 (20.8) 

 58 (29.0)
 41 (20.5)
 57 (28.5)
 44 (22.0)

4.42 .220

Onset time
(time of day)

Early morning (00:00~05:59)
Morning (06:00~11:59)
Afternoon (12:00~17:59)
Evening (18:00~23:59)
Unknown

 30 (12.0)
 56 (22.4)
 68 (27.2)
 49 (19.6)
 47 (18.8)

 20 (10.0)
 49 (24.5)
 30 (15.0)
 33 (16.5)
 68 (34.0)

18.84 .001

* Response rate of ‘yes’ by disease; BMI=Body mass index; A-fib=Atrial fibrillation; TIA=Transient ischemic attack; AST=Aspartate 
transaminase; ALT=Alanine transaminase; HbA1C=Hemoglobin A1C; TG=Triglyceride; T-CH=Total cholesterol; LDL-CH=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SBP=Systolic blood pressure; DBP=Diastolic blood pressure; CRP=C-reactive protein; pt=patient.

4. 뇌졸중 유형별 중년기와 노년기 일반적 특성과 뇌졸중 

발생위험요인 비교: 허혈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중년기와 노년기 일반적 특성을 비

교한 결과 성별(p<.001), 연령(p<.001), 교육수준(p<.001), 

직업(p<.001), 결혼상태(p<.001), 가족력에서 고혈압(p< 

.001), 당뇨병(p<.001), 심장질환(p=.048), 뇌졸중(p=.002)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성별에서 두 군 모두 남자

가 많았으나 중년기에서 남자가 노년기보다 많았고, 여자는 

노년기가 중년기보다 더 많았다. 연령은 중년기에서 40대, 노

년기에서 70대가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에서 중년기는 기혼 

81.4%, 미혼 11.1% 순이었고, 노년기는 기혼 68.2%, 사별 28.0 

% 순이었다. 가족력으로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졸중은 

중년기 허혈성 뇌졸중에서 더 높았다. 

허혈성 뇌졸중 발생위험요인을 비교한 결과 흡연(p<.001), 

음주(p<.001), 비만지수(p=.004), 위험요인 진단 후 약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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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of Hemorrhagic Stroke between Middle-aged and Elderly 
Patients (N=131)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iddle-aged pt

(n=88)
Elderly pt

(n=43) x2, Fisher's 
exact or t

p
n (%) or M±SD n (%) or M±SD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49 (55.7)
39 (44.3)

18 (41.9)
25 (58.1)

 2.21 .137

Age (year) 
　

＜40
40~49
50~59
60~69
70~79
80~89
≥90

13 (14.8)
54 (61.3)
21 (23.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8 (18.5)
18 (41.8)
15 (34.9)
2 (4.7)

＜.001

Education level No form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Graduate school

0 (0.0)
3 (3.4)
8 (9.1)

44 (50.0)
31 (35.2)
2 (2.3)

 9 (20.9)
16 (37.2)
 8 (18.6)
 6 (14.0)
3 (7.0)
1 (2.3)

＜.001

Occupation No occupation
Company employee
Professional
Housewife
Self-employed
Others

5 (5.7)
30 (34.1)
 9 (10.2)
 9 (10.2)
22 (25.0)
13 (14.8)

29 (67.4)
3 (7.0)
0 (0.0)

 7 (16.3)
1 (2.3)
3 (7.0)

66.04 ＜.001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Widowed
Divorced

10 (11.4)
72 (81.8)
0 (0.0)
6 (6.8)

1 (2.3)
30 (69.8)
11 (25.6)
1 (2.3)

26.95 ＜.001

Family history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Hyperlipidemia
Heart disease
Stroke

25 (28.4)
6 (6.8)
6 (6.8)
1 (1.1)

10 (11.4)

3 (7.0)
1 (2.3)
0 (0.0)
0 (0.0)
4 (9.3)

 7.90
-
-
-
-

.005 

.425 

.177
1.000 
1.000

Lesion location BG ICH
SAH
Subcortical ICH
Pons ICH
Thalamus ICH
Cerebellum ICH

31 (35.3)
50 (56.8)
1 (1.1)
2 (2.3)
3 (3.4)
1 (1.1)

14 (32.5)
15 (34.9)
3 (7.0)
1 (2.3)

 6 (14.0)
4 (9.3)

.004

Type of treatment Operation
Medication

57 (64.8)
31 (35.2)

13 (30.2)
30 (69.8)

13.85 ＜.001

Lifestyle risk 
factors

Smoking 52 (59.1) 10 (23.3) 14.88 ＜.001 

Alcohol 58 (65.9) 11 (25.6) 18.45 ＜.001

BMI (kg/m2) 24.26±3.75 22.90±3.95 1.92 .057

Medication use 
after risk factor 
diagnosis 

Medication
No medication
Other (no diagnosis)

30 (34.1)
 9 (10.2)
49 (55.7)

27 (62.8)
2 (4.6)

14 (32.6)

9.75 .008 

BG=Basal ganglia; ICH=Intracerebral hemorrhage; SAH=Subarachnoid hemorrhage; BMI=Body mass index; pt=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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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of Hemorrhagic Stroke between Middle-aged and Elderly 
Patients (Continued) (N=131)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iddle-aged pt

(n=88)
Elderly pt

(n=43) x2, Fisher's 
exact or t

p
n(%)/M±SD n(%)/M±SD

Clinical risk 
factors

Past history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Hyperlipidemia
A-fib
TIA　

31 (35.2)
9 (10.2)
2 (2.3)
1 (1.1)
1 (1.1)

28 (65.1)
11 (25.6)
5 (11.6)
2 (4.7)
0 (0.0)

10.43 
5.26 
5.00
1.60
0.49 

.001 

.022 

.025

.207

.483 

AST (U/L)  39.88±55.34  30.37±25.54 1.07 .287

ALT (U/L)  34.15±36.93  19.63±13.37 3.28 .001

HbA1c (%)  5.76±1.53  5.81±0.70 -0.21 .838

T-CH (mg/dL) 179.40±51.25 157.28±42.27 2.45 .016

TG (mg/dL) 129.83±79.16 108.65±84.86 1.40 .163

LDL-CH (mg/dL) 113.14±41.20 101.51±32.83 1.62 .109

SBP (mmHg) 163.07±36.30 150.58±27.97 2.17 .032

DBP (mmHg)  96.03±22.61  82.93±17.82 3.33 .001 

Stroke 
triggers

CRP (mg/dL)  1.29±4.56  0.97±2.69 0.43 .669 

Uric acid (mg/dL)  4.24±2.15  3.76±0.75 0.94 .357 

Temperature (℃) Average
Highest
Lowest
Daily range

 12.08±10.24
 17.85±10.80
  6.84±10.99
10.96±6.07

  8.60±10.37
 14.88±11.08
  3.04±10.47
11.84±4.53

1.82
1.44
1.88

-0.84

.071

.152 

.062 

.404

Seasonal onset 
distribution

Spring (March~May)
Summer (June~August) 
Fall (September~November)
Winter (December~February)

24 (27.3)
21 (23.8)
24 (27.3)
19 (21.6) 

 9 (20.9)
 6 (14.0)
15 (34.9)
13 (30.2)

3.28 .350

Onset time 
(time of day)

Early morning (00:00~05:59)
Morning (06:00~11:59)
Afternoon (12:00~17:59)
Evening (18:00~23:59)
Unknown

13 (14.8)
25 (28.4)
24 (27.3)
16 (18.2)
10 (11.3)

 5 (11.7)
12 (27.9)
 9 (20.9)
 8 (18.6)
 9 (20.9)

2.50 .645

A-fib=Atrial fibrillation; TIA=Transient ischemic attack; AST=Aspartate transaminase; ALT=Alanine transaminase; HbA1C=Hemoglobin A1C; 
TG=Triglyceride; T-CH=Total cholesterol; LDL-CH=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SBP=Systolic blood pressure; DBP=Diastolic blood 
pressure; CRP=C-Reactive protein; pt=patient.

(p<.001), 과거력으로 고혈압(p<.001), 당뇨병(p<.001), 고지

혈증(p<.001), 심방세동(p=.011), 일과성 허혈발작(p=.005), 

ALT (p=.010), 총콜레스테롤(p<.001), triglyceride (p<.001), 

LDL 콜레스테롤(p<.001), 이완기 혈압(p<.001), CRP (p=.003), 

요산 (p=.027), 일교차(p=.030), 발생시간(p=.005)에서 차이가 

있었다. 생활습관 위험요인에서 흡연과 음주는 중년기에서 더 

높았고, 비만지수(BMI)는 중년기에서 25.06 kg/m2으로 노년

기 23.88 kg/m2보다 더 높았다. 위험요인 진단 후 치료 약물을 

자의로 복용하지 않은 경우와 기타 진단받지 않은 경우(건강관

리를 하지 않아 방치한 경우)는 중년기에서 각각 14.2%, 47.5 

%로 더 높았다. 임상적 위험요인에서 과거력으로 고혈압, 당

뇨, 고지혈증, 심방세동은 노년기에서 높았고, 일과성 허혈발

작은 중년기에서 더 높았다. 또한 중년기 허혈성 뇌졸중에서 

ALT, 총콜레스테롤, triglyceride, LDL 콜레스테롤, 이완기 

혈압의 수치가 노년기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뇌졸중 촉진

요인에서 CRP는 노년기 허혈성 뇌졸중에서 더 높았고, 요산

은 중년기 허혈성 뇌졸중에서 더 높았다. 특히 노년기 허혈성 

뇌졸중에서 일교차가 더 컸고, 허혈성 뇌졸중이 많이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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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of Ischemic Stroke between Middle-aged and Elderly Patients
(N=319)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iddle-aged pt

(n=162)
Elderly pt

(n=157) χ², Fisher’s 
exact or t

p
n (%) or M±SD n (%) or M±SD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116 (71.6)
 46 (28.4)

 81 (51.6)
 76 (48.4)

13.52 ＜.001

Age (year) 
　

＜40
40~49
50~59
60~69
70~79
80~89
≥90

 23 (14.2)
101 (62.3)
 38 (23.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1 (19.8)
 81 (51.6)
 41 (26.1)
 4 (2.5)

319.00 ＜.001

Education level No form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Graduate school

 0 (0.0)
 3 (1.9)

 17 (10.5)
 72 (44.4)
 68 (42.0)
 2 (1.2)

 27 (17.3)
 50 (31.8)
 25 (15.9)
 43 (27.4)
11 (7.0)
 1 (0.6)

118.93 ＜.001

Occupation No occupation
Company employee
Professional
Housewife
Self-employed
Others

11 (6.8)
 59 (36.4)
10 (6.2)

 27 (16.7)
 32 (19.7)
 23 (14.2)

106 (67.5)
 5 (3.2)
 3 (1.9)

 21 (13.4)
12 (7.6)
10 (6.4)

141.39 ＜.001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Widowed
Divorced

 18 (11.1)
132 (81.4)
 3 (1.9)
 9 (5.6)

 3 (1.9)
107 (68.2)
 44 (28.0)
 3 (1.9)

52.03 ＜.001

Family history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Hyperlipidemia
Heart disease
Stroke

 31 (19.1)
 22 (13.6)
 6 (3.7)
 4 (2.5)

 39 (24.1)

 6 (3.8)
 2 (1.3)
 6 (3.8)
 0 (0.0)

 17 (10.8)

18.24
17.36
0.00
-

9.67

＜.001 
＜.001 

.956

.123

.002

Lesion location ACA
MCA
PCA
VA
Pontine infarction
Multiple

 8 (4.9)
 67 (41.4)
 25 (15.4)
 24 (14.8)
 21 (13.0)
 17 (10.5)

 6 (3.8)
 75 (47.8)
 30 (19.1)
 7 (4.5)

 23 (14.6)
 16 (10.2)

10.56 .061

Type of treatment Operation
Medication

 0 (0.0)
 162 (100.0)

 2 (1.3)
155 (98.7)

2.08 　 .150 

Lifestyle risk 
factors

Smoking  98 (60.5)  57 (36.3) 18.67 ＜.001 

Alcohol 100 (61.7)  55 (35.0) 22.75 ＜.001

BMI (kg/m2)  25.06±3.75  23.88±3.61 2.88 .004

Medication use 
after risk factor 
diagnosis 

Medication
No medication
Other (no diagnosis)

 62 (38.3)
 23 (14.2)
 77 (47.5)

119 (75.8)
 8 (5.1)

 30 (19.1)

45.79 ＜.001

ACA=Anterior cerebral artery; MCA=Middle cerebral artery; PCA=Posterior cerebral artery; VA=Vertebral artery; BMI=Body mass index; 
pt=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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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of Ischemic Stroke between Middle-aged and Elderly Patients
(Continued) (N=319)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iddle-aged pt

(n=162)
Elderly pt

(n=157) χ², Fisher’s 
exact or t

p
n (%) or M±SD n (%) or M±SD

Clinical risk 
factors

Past history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Hyperlipidemia
A-fib
TIA　

 67 (41.4)
 24 (14.8)
 6 (3.7)
 7 (4.3)
 8 (4.9)

105 (66.9)
 51 (32.5)
 32 (20.4)
 19 (12.1)
 0 (0.0)

20.90 
13.84 
21.14 
6.45
7.95 

＜.001 
＜.001 
＜.001

.011 

.005 

AST (U/L) 23.73±9.74  24.54±10.12 -0.73 .580

ALT (U/L)  26.41±15.92  20.95±21.32 2.60 .010

HbA1c (%)  6.09±1.48  6.16±0.99 -0.50 .622

T-CH (mg/dL) 180.36±42.89 158.42±34.27 　5.04 ＜.001

TG (mg/dL) 150.15±85.19 114.20±78.69 　3.92 ＜.001

LDL-CH (mg/dL) 117.18±34.91 102.68±31.83 　3.87 ＜.001

SBP (mmHg) 152.76±32.71 148.66±25.01 　1.26 .209

DBP (mmHg)  90.99±19.99  82.48±13.33 　4.49 ＜.001

Stroke 
triggers

CRP (mg/dL)  0.28±0.62  0.89±2.54 　-2.99 .003 

Uric acid (mg/dL)  5.06±1.39  4.54±1.44 2.23 .027 

Temperature (℃) Average
Highest
Lowest
Daily range

 12.38±10.30
 18.67±10.34
  7.28±10.68
11.38±3.75

12.56±9.74
19.27±9.95

  6.91±10.25
12.37±4.33

-0.17
-0.54
0.32

-2.18

.867

.593 

.747 

.030

Seasonal onset 
distribution

Spring (March~May)
Summer (June~August) 
Fall (September~November)
Winter (December~February)

 30 (18.5)
 45 (27.8)
 54 (33.3)
 33 (20.4) 

 49 (31.2)
 35 (22.3)
 42 (26.8)
 31 (19.7)

7.31 .063

Onset time
(time of day)

Early morning (00:00~05:59)
Morning (06:00~11:59)
Afternoon (12:00~17:59)
Evening (18:00~23:59)
Unknown

 17 (10.5)
 31 (19.1)
 44 (27.2)
 33 (20.4)
 37 (22.8)

15 (9.5)
 37 (23.6)
 21 (13.4)
 25 (15.9)
 59 (37.6)

14.86 .005

A-fib=Atrial fibrillation; TIA=Transient ischemic attack; AST=Aspartate transaminase; ALT=Alanine transaminase; HbA1C=Hemoglobin A1C; 
TG=Triglyceride; T-CH=Total cholesterol; LDL-CH=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SBP=Systolic blood pressure; DBP=Diastolic blood 
pressure; CRP=C-reactive protein; pt=patient.

간은 중년기는 오후(12:00~17.59)와 저녁(18:00~23:59) 순이

었고 노년기 허혈성 뇌졸중에서는 오전(06:00~11:59)과 저녁

(18:00~23:59) 순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년기와 노년기의 뇌졸중 발생위험요

인을 비교하고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여 중년기와 노년기에 맞

는 뇌졸중 일차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성별의 경우 중년기 뇌

졸중 환자는 남자가 66.0%로 여자보다 더 많았고,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질병통계에서도 2015년 35~64세의 성인 뇌졸중 환

자 중 남자가 63.9%로 더 많았다[9].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남

자가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가 중년기이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과도한 흡연 및 음주

를 하게 되기 때문에 뇌졸중이 여자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

로 보인다. 연령대도 40대가 62.0%로 가장 많았고 40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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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4%나 되었다. 노년기 뇌졸중 환자에서는 여자가 50.5%

로 약간 많았으며, 2015년 질병통계에서도 65세 이상 뇌졸중 

환자 중 여자가 52.7%인 것과 일치하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 여자의 평균수명이 85.5세로 남자 78.8세보다 더 높아 성

별비율에서도 여자노인이 57.9%로 남자노인보다 더 많기 때

문으로 보인다[9,19]. 가족력에서는 중년기 뇌졸중 환자에서 고

혈압, 당뇨, 뇌졸중의 빈도가 노년기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가

족력을 보고한 빈도가 노년기 환자에서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노년기 환자가 가족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였거나, 과거 경제

적 어려움으로 실제로 건강관리를 못하였을 수도 있고 또는 과

거에는 의학기술 및 보급이 낮아 어떤 질병에 걸려 사망하게 되

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뇌졸중 유형은 두 군 모두 허혈성 뇌졸중이 많았고, 뇌졸중 

병변 부위는 중년기 뇌졸중에서 중뇌동맥경색(26.8%), 지주

막하출혈(20.0%), 기저핵 뇌내출혈(12.4%) 순이었고 노년기 

뇌졸중에서는 중뇌동맥경색(37.5%), 후뇌동맥경색(15.0%), 

뇌교경색(11.5%) 순으로 나타나, 중년기에서 출혈성 뇌졸중

이 노년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혈성 뇌졸중은 허혈성 뇌졸

중에 비하여 예후와 합병증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년기에서부터 일차예방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뇌졸중 

치료방법에서 두 군 모두 약물요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수술

요법은 중년기에서 노년기보다 많이 시행되었고 약물요법은 

노년기에서 더 많이 시행되었다. 이는 수술을 요하는 출혈성 

뇌졸중이 중년기에서 더 많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술

의 긍정적인 효과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수술요법보다는 약물

요법을 더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노년기로 갈수록 약물요법에 

치중하기 때문이다[2]. 

중년기와 노년기 뇌졸중 환자의 뇌졸중 발생위험요인에서 

중년기에서 생활습관 위험요인인 흡연, 음주, 비만에 대한 빈

도 및 수치가 노년기보다 유의하게 높아 중년기의 일차예방관

리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중년기는 왕성한 사회생활로 인

해 흡연과 음주에의 노출이 많으므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금연권장 및 음주문화개선이 필요하다. 노년기는 만성질환의 

증가로 치료약물 복용과 관련하여 중년기보다는 좀 더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고,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아 흡연 및 음주

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20]. 또한 본 연구에서 중년기 

뇌졸중 환자에서 비만지수가 높은 것은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뇌졸중의 일차예방을 위해 특히 중년기 남성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한 비만관리 프로그

램이 필요하다. 

중년기는 건강검진에서 발견한 고혈압 등의 뇌졸중 위험질

환에 대한 약물관리가 노년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고 건

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도 50.5%로 많았다. 또한 중년기 뇌

졸중 환자에서 과거력으로 일과성 허혈발작이 3.6%가 보고되

어 뇌졸중으로 이환되기 전 집중관리가 중년기에서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중년기에 위험인자를 진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용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의료진에 대한 불신과 건강하다

는 막연한 확신, 약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이며 기타 진단 받지 않은 경우는 평소 건강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방치하거나 질병의 위험성이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21]. 따라서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

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생활습관 관리와 예방적 교육 

및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임상적 위험요인에서 중년기와 노년기 환자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인 것 중에 간기능수치인 ALT가 있다. 뇌졸중과 간효

소의 관계를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는 ALT가 

출혈성 뇌졸중에서는 증가하였고 허헐성 뇌졸중에서는 감소

하였다[22].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에 음주에 노출되기 쉽고 직

장생활의 스트레스를 음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미노산대사와 에너지 대사과정에 영향을 주는 효소인 ALT 

수치가 노년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지혈증에 기여하는 총콜레스테롤, triglyceride, LDL 콜레

스테롤이 중년기에서 각각 평균 180.02±45.90, 143.0±83.53, 

115.76±37.21 mg/dL로 노년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수축

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도 각각 156.39±34.30, 92.77±21.04 

mmHg로 노년기보다 더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도 고혈압 및 

고지혈증 환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뇌졸중에 대한 위험이 증

가하였으며[23],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중년기에서 고혈압 

및 고지혈증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뇌졸중 촉진요인에서 중년기와 노년기의 평균 일교차는 각

각 11.23±4.69, 12.26±4.37℃로 노년기 뇌졸중에서 일교차

가 더 높았으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추위에 민감하게 반응

하며 기후변화에 대사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24]. 

뇌졸중 발생시간은 중년기 뇌졸중에서 오후가 많았고 노년기 

뇌졸중에서는 오전이 많아 중년기는 주로 활동시간에 뇌졸중

이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중년기 뇌졸중 환자에서 노년기 뇌졸중 환자와 유

의하게 차이가 있는 뇌졸중 발생위험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

다. 뇌졸중이 비록 노인성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중년기 

뇌졸중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일차예방이 중요하므로 중년기 

뇌졸중 위험요인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뇌졸중 유형별 중년기와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과 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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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위험요인을 비교한 결과 특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출혈성 

뇌졸중에서 중년기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가족력으로 고혈

압이 노년기보다 더 많았으며, 병변 부위는 지주막하출혈이 

중년기에서 56.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수술요법은 중

년기가 노년기보다 더 많았다. 생활습관 위험요인에서 흡연, 

음주, 위험요인진단 후 약물관리에서 중년기가 노년기보다 

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중년기 출혈성 뇌졸중 환

자에서 음주가 65.9%로 가장 높고, 위험요인 진단 후 약물복

용은 34.1%로 가장 낮았으며, 아예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경

우가 55.7%로 가장 높았다. 뇌혈관이 폐쇄되는 허혈성 뇌졸

중에 비하여 출혈성 뇌졸중은 혈관이 파열되어 뇌의 혈액공

급 부족뿐만 아니라 혈관을 빠져나간 혈액이 뇌에 고여 혈종

을 일으키므로 상대적으로 치료도 어렵고 후유증이 크므로 특

히 중년기에서 출혈성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음

주를 줄이고 금연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 

임상적 위험요인에서 ALT, 총콜레스테롤,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중년기에서 더 높았으며, ALT와 AST는 중년기 출혈성 

뇌졸중에서 각각 34.15±36.93, 39.88±55.34 U/L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중년기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ALT 중심값이 24.2 (interquartile range, IQR, 17.6~49.5) U/L

로 허혈성 뇌줄중 환자의 18.7 (IQR, 14.3~28.6) U/L보다 높았

다[22]. 본 연구에서 ALT는 중년기 출혈성 뇌졸중에서 유의하

게 높은 수치를 보여 AST보다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긴 ALT 수

치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중년기 남성의 

출혈성 뇌졸중을 일차예방하기 위해서 간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출혈성 뇌졸중을 일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

년들을 표적으로 하는 금연운동 및 음주문화개선과 꾸준한 체

중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출혈성 뇌졸중은 전구증상이 없이 갑자기 발생하므로 건강검

진을 철저히 하여 수축기혈압뿐만 아니라 이완기혈압을 포함

한 고혈압 관리, 고지혈증 관리 및 간기능 유지를 위해 노력해

야 한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중년기에서 노

년기보다 높았다. 호발 연령은 중년기에서 40대가 많았고, 가

족력으로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졸중이 노년기보다 더 

많았다. 생활습관 위험요인은 흡연, 음주, 위험요인 진단 후 관

리, 비만지수가 중년기에서 더 문제가 있었다. 중년기 흡연비

율은 60.5%, 음주는 61.7%로 높아 중년기에서의 금연, 금주문

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중년기 비만지수인 BMI 수

치는 평균 25.06±3.75 kg/m2로 매우 높았다. 지역사회에 거

주하는 7,735명을 30년간 관찰한 코호트 연구에서도 중년기 

BMI 수치가 높은 경우 뇌졸중 발병할 확률이 4%가 증가하였

으며[25], 중년기 비만관리가 허혈성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임상적 위험요인에서 과거력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 일과성 허혈발작이 유의

하게 차이가 있었다. 또한 ALT, 총콜레스테롤, triglyceride, 

LDL 콜레스테롤, 이완기 혈압이 중년기에서 더 높았다. 50세 

미만의 허혈성 뇌졸중 진단을 받은 1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뇌졸중 발생 위험요인이 고지혈증(52.7%), 흡연

(47.3%), 고혈압(39.3%), 심장질환(32.8%) 순이었으며 본 연

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26]. 고지혈증에 기여하는 총콜레스

테롤, triglyceride, LDL 콜레스테롤이 본 연구에서는 중년

기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각각 평균 180.36±42.89, 150.15 

±85.19, 117.18±34.91 mg/dL로 높았으며 중년기에서 고지

혈증 관리가 필요하다. 

허혈성 뇌졸중 촉진요인에서 CRP는 노년기가 더 높고, 요

산은 중년기가 더 높았다. 혈청 요산과 뇌졸중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155,322명을 2년 간격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요산이 뇌졸중 이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

며[27], 본 연구에서는 특히 중년기 허혈성 뇌졸중에서 요산

이 평균 5.06±1.39 mg/dL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요산은 주

로 통풍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신부전 시에 고요산혈증을 일

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뇌졸중에 영향을 주는 기전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CRP는 본 연구에서 노년기가 평

균 0.89±2.54 mg/dL로 중년기의 0.28±0.62 mg/dL보다 유

의하게 높았으며 CRP와 뇌졸중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연구

에서도 CRP는 허혈성 뇌졸중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출혈성 

뇌졸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28]. CRP도 본 연구와 같이 

중년기와 노년기로 분류하여 허혈성 뇌졸중에 영향을 주는 기

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교차는 노년기에서 12.37±4.33 

℃로 중년기의 11.38±3.75 ℃보다 더 높았고, 발생시간에서 

중년기는 오후, 노년기는 오전에 유의하게 많았다. 대기온도

와 뇌졸중 발생에 대한 메타분석연구에서도 일교차가 클수록 

노년기의 뇌졸중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29], 일교차가 큰 날씨

인 경우 노인의 체온유지를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허혈성 뇌졸중을 일차예방하기 위한 위험요인에서 

중년기는 노년기에 비하여 금연, 음주문화개선, 비만관리, 건

강검진 및 추후관리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며 

고지혈증 및 혈압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중년기는 간기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노년기는 감염에 더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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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야 한다. 중년기와 노년기 모두 일교차가 11℃ 이상 큰 날

씨에는 주의해야 하며 특히 노년기가 일교차에 더 민감하다. 

이상으로 중년기와 노년기의 뇌졸중의 위험요인을 비교한 

결과 현행 뇌졸중 예방 및 관리 지침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

를 제시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한뇌졸중학회[30]의 경우 

뇌졸중의 원인 중 예방과 조절이 가능한 위험요인으로 고혈

압, 당뇨병, 심장병, 고지혈증, 흡연, 음주, 비만을 제시하였고 

생활습관 개선으로 소금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

을 권장하며 금연과 절주를 격려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중년기와 노년기 대상자를 구분하여 각각 출혈성 뇌

졸중과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요인과 예방법을 제시하여 생의 

주기별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뇌졸

중진료지침[2]에도 본 연구에서 파악된 ALT, CRP, 요산, 일

교차를 국외연구결과와 함께 포함한다면 좀 더 면 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이므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

증할 수 없는 제한점 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 파악된 위험요

인을 근거로 뇌졸중 발생과의 인과성을 밝히는 연구를 계획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일개 대학병원의 자

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또한 객관적인 측정도구로 EMR 자

료를 근거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였으므로 우울, 불안 등의 심

리사회적인 요인들이 위험요인으로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제

한점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년기와 노년기의 뇌졸중 위험요인을 

비교하여 중년기와 노년기의 위험요인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출혈성과 허혈성 뇌졸중에서도 중년기와 노년기의 차이가 있

음을 파악하였다. 중년기는 40대, 노년기는 70대에서 뇌졸중 

발병이 가장 많았고, 모두 허혈성 뇌졸중의 비율이 높았으나 

중년기에서는 출혈성 뇌졸중의 비율이 노년기에 비하여 높았

다. 특히 중년기는 흡연, 음주, 비만관리, 건강검진 및 추후관

리가 매우 부족하여 개별적 관리뿐만 아니라 중년기를 위한 

범사회적인 건강생활습관 문화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임상실무

적으로 기존의 뇌졸중 일차예방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

구를 바탕으로 중년기와 노년기로 구분한 뇌졸중 유형별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년기에서 간기능효소 중 

긴 반감기를 가진 ALT와 고지혈증을 구성하는 총콜레스테

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에 대한 관리와 수축기혈압뿐

만 아니라 이완기혈압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함을 추가해야 한

다. 출혈성 뇌졸중의 예방적 관리를 위해 중년기는 특히 음주

개선 및 금연이 필요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동맥류 등 위험요

소를 발견하고 관리해야 하며, 임상적으로 ALT, 고혈압에 대

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허혈성 뇌졸중에서 중년기는 금

연과 음주개선 및 비만관리에 힘써야 하며 일과성 허혈발작 

발견 시 집중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고, 고지혈증과 고혈압 관

리에 힘써야 한다. 노년기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고혈압, 당뇨

병, 고지혈증, 심방세동에 대한 세심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

며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더

욱 주의해야 한다.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중년기와 노년기 대상자를 구분하여 

각각 출혈성 뇌졸중과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요인과 예방법을 

제시하여 생의 주기별로 예방할 수 있도록 추후연구를 통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파악된 ALT, CRP, 

요산, 일교차를 포함한 반복연구를 통해 표적인구의 특성을 

반영한 좀 더 면 한 관리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중년기의 뇌졸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

에서 중년기와 노년기 뇌졸중 발생위험요인을 파악한 본 연구

결과는 의료진 및 일반인에게 예방적 관리를 위한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뇌졸중이 노년기에 많이 발생되는 노인성 질환

으로 분류되지만 뇌졸중의 일차예방을 중년기부터 시행하여 

뇌졸중의 전반적인 이환율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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