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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016-2018) 자료를 활용하여 2단계 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만 19세이상 성인을 대상으
로 복합표본 교차분석 및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일반적특성및 질환특성과 뇌졸중과의 
차이검정 결과 연령대(p<.001), 주관적건강상태(p<.001), 현재흡연(p=0.003), BMI(p=0.005), 고혈압진단(p<.001), 당
뇨병진단(p<.001), 이상지질형증진단(p<.001)에 따른 뇌졸중 진단유무와의 차이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뇌졸중에 영향하는 위험요인으로는 70세이상에서  오즈비가 8.861배, 주관적건강상태가 나쁜그룹에서 오즈비가 
4.501배, 고혈압진단을 받은 그룹에서 오즈비가 3.158배, 당뇨병진단을 받은 그룹에서 오즈비가 1.598배 더 높게 나타
났다. 뇌졸중은 위험한 만큼 예방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노인들의 건강
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나타났다. 
주제어 : 뇌졸중, 위험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고혈압, 당뇨병,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influencing stroke. The
research method was used two-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2016-2018). This study subjects performed a complex sa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adults aged 19 or older. Risk factors affecting stroke were shown as follows: in age groups, 
odds ratio were conformed when people are in their 70s, the rate is 8.861 times higher; when they are 
in their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the odds ratio are 4.501 times higher in the bad groups; odds ratio 
was 3.158 times higher in the group diagnosed with hypertension and 1.598 times higher in the group 
diagnosed with diabetes. The result of this study found that chronic disease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and diabetes and the management of senior citizens are important because stroke is 
dangerous and can be managed through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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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뇌졸중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파열되어 발생하는 뇌출혈을 모두 뇌졸중이라고 
한다[1]. 뇌는 한번 손상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낫더
라도 심각한 장애와 사망까지 초래되므로 무엇보다도 뇌
졸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뇌졸
중은 상위 10위안에 드는 뇌혈관 질환이다. 2018년 성별 
사망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뇌혈관질환은 4
위, 여자의 경우 3위를 나타내었다. 인구 10만명당 순환계
통 질환 사망률을 살펴보면 122.7명으로 심장질환(62.4
명), 뇌혈관질환(44.7명), 고혈압질환(11.8명) 순으로 나타
났고, 2017년 대비 고혈압성질환(4.9%), 심장질환(3.6%), 
뇌혈관질환(0.7%)로 사망률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 
모든 연령에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순으
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순환계통 질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령별 사망률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히 70
세 이후부터 급증하고 있다[1].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
연등의 위험인자가 원인이 된다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
다[2-6]. 고혈압이 있으면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혈관의 벽
이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게 되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혀서 뇌경색이 일어나 뇌졸중을 초래한다. 그만큼 혈압
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수 있다[2]. 뇌졸중을 
발생시키는 조절 가능한 위험요인 중 하나는 당뇨병이다. 
당뇨병 환자에서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는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 비하여 두배이상 위험도가 증가하
고, 70% 이상의 당뇨병 환자가 심혈관질환에 의하여 사망
한다고 나타났다[5]. 미국 뇌졸중학회(American Stroke 
Association)에서 제시한 뇌졸중 일차예방을 위한 지침 
중 하나는 혈중지질과 지단백질이 허혈성뇌졸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상지질혈증을 잘 관리하는 것이 뇌
졸중을 예방하는 요인 중 하나임을 알수 있다[4].

뇌졸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생활습관 중에 흡연을 
하게 되면 담배연기 속의 해로운 물질이 혈관을 좁게 만들
고 뇌혈관 손상을 가속화시켜 뇌졸중 위험을 1.5-3배까지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흡연이 뇌졸중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다[6, 7].

뇌졸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
료로는 개별자료보다 대표성있고 신뢰성을 갖춘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한국인의 뇌졸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2018)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기본변수인 성별과 연령, 건강설문
조사인 주관적건강상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형증 진
단유무와 검진조사에서는 현재흡연, BMI가 뇌졸중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한국인의 뇌졸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2018) 원시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2010년 인구주택총
조사자료를 표본추출틀로 하여 조사구, 가구를 1, 2차 추
출단위로 하는 2단계 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
다. 본 연구대상은 192개의 표본조사구내에서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23개의 표본가구를 선정한 대상자 중에서 만 19세 
이상인 성인 17,6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K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IRB심의면제(KUIRB-2020-0196-01)를 
받았다.

2.2 뇌졸중 관련 변수
제7기(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기본변수, 건

강설문조사, 검진조사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재분류하였
다.

2.2.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

사 항목 중 뇌졸중 진단유무로 하였다.. 뇌졸중 진단유무
는 의사의 진단여부를 묻는 항목으로 0(없음), 1(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8(비해당), 9(모름, 무응답)은 결측치 처
리를 하였다.

2.2.2 종속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기본변수에

서는 성별(남, 여), 연령(19-49세, 50-69세, 70세이상)을 
선정하였다. 건강설문조사에서는 주관적건강상태(좋음, 보
통, 나쁨), 고혈압 진단유무(없음, 있음), 당뇨병 진단유무
(없음, 있음), 이상지질형증 진단유무(없음, 있음)를 선정하
였다. 검진조사에서는 현재흡연(매일, 가끔, 없음), BMI(저
체중, 정상, 비만)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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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방법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Win 25.0 version을 활용하

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2018)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복합표본 분석을 하기 위하여 기수내 통합가중
치(기수내 전체가 1일 될 수 있도록 각 년도에 1/3을 가중
해줌)를 설정하였다. 계층에는 분산추정층(kstrata), 만19
세이상을 지정하였고, 군집에는 조사구(psu), 표본가중값
에는 건강설문-검진조사가중치(wt_itvex)으로 설정하는 
분석계획파일을 생성하였다. 기본변수(성별, 연령), 건강설
문조사(주관적건강상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진
단유무), 검진조사(현재흡연, BMI)에 따른 뇌졸중 진단유
무와의 차이검정을 하기 위하여 만19세이상을 부-모집단
으로 지정 한 후에 복합표본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뇌졸중에 영향하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복합표본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 a
의 값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뇌졸중 진단유무에 따른 일반적특성 및 질환특성

만19세이상을 부-모집단으로 지정하고, 뇌졸중 진단을 
받은 일반적특성 및 질환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복합표
본 빈도분석 결과 뇌졸중진단을 받은 그룹은 1.8%(421
명), 받지않은 그룹은 98.2%(17,270명)으로 나타났다. 성
별에서는 남자그룹(55.0%)이 여자그룹(45.0%) 보다 뇌졸
중 진단이 더 많았고, 연령대에서는 70세이상 그룹
(43.9%), 50-69세그룹(46.9%), 19-49세그룹(9.2%) 순으
로 뇌졸중 진단이 더 많았다. 

주관적건강상태에서는 나쁨그룹(53.4%), 현재흡연에서
는 매일피는그룹(33..3%), BMI에서는 정상그룹(56.3%), 
비만그룹(42.4%), 저체중그룹(1.3%) 순으로 뇌졸중 진단
이 더 많이 나타났다. 고협압진단(68.7%), 당뇨병진단
(30.8%), 이상지질형증진단(40.3%)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일반적특성 및 질환특성에 따른 뇌졸중 진단유
    무와의 차이검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및 질환특성에 따른 뇌졸중 
진단유무와의 차이검정을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령대(p<.001), 주관적건강상태(p<.001), 현재흡연
(p=0.003), BMI(p=0.005), 고혈압진단(p<.001), 당뇨병

진단(p<.001), 이상지질형증진단(p<.001)에 따른 뇌졸중 
진단유무와의 차이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연령대에서는 50-69세그룹(46.9%), 70세이상그룹(43.

Variables Stroke
No Yes

gender
male 7477 225

(49.4) (55.0)
female 9793 196

(50.6) (45.0)

age group

19-49 8114 26
(56.9) (9.2)

50-69 6268 176
(32.4) (46.9)

≥70 2888 219
(10.6) (43.9)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good 4914 44
(30.2) (10.3)

normal 9043 155
(52.5) (36.3)

bad 3305 222
(17.3) (53.4)

smoking
present

daily 2655 68
(42.8) (33.3)

sometimes 463 7
(7.6) (3.4)

no 3650 133
(49.6) (63.3)

BMI

under weight 596 6
(3.7) (1.3)

normal weight 10417 228
(60.9) (56.3)

over weight 5978 174
(35.4) (42.4)

hypertension
no 13176 125

(81.2) (31.3)
yes 4094 296

(18.8) (68.7)

diabetes mellitus
no 15667 293

(92.8) (69.2)
yes 1602 128

(7.2) (30.8)

dyslipidemia
no 14171 246

(85.0) (59.7)
yes 3099 175

(15.0) (40.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troke  
diagnosis and norm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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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에서, 주관적건강상태는 나쁨그룹(53.4%)에서, 현재흡
연에서는 피우지않는그룹(63.3%)과 매일피우는그룹
(33.3%)에서, BMI에서는 정상그룹(56.3%)과 비만그룹

(42.4%)에서, 질환중에서는 고혈압진단(68.7%)에서 상대
적으로 높읖 비율을 보였다.

3.3 뇌졸중에 영향하는 위험요인 
뇌졸중에 영향하는 위험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

적특성 및 질환특성에서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
과, 전체적으로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하여 독립
변수로 지정하였고, 성별(p=.052)또한 유의확률 근사치를 
나타내어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뇌졸중에 영향하는 위
험요인을 복합표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3
과 같다. 

뇌졸중은 연령에서 70세이상(p<0.01)과 50-69세
(p=.001)에서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뇌졸
중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70세이상에서
는 50세미만에 비해 뇌졸중진단을 받을 오즈비가 8.861
배, 50-69세는 오즈비가 4.575배 더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건강상태에서는 건강상태가 나쁜그룹(p<0.01)과 
보통그룹(p<0.01)에서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났으
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건강상
태가 나쁠수록 뇌졸중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주관적건강상태가 나쁜그룹은 정상그룹에 비해 뇌
졸중진단을 받을 오즈비가 4.501배 , 보통그룹은 오즈비
가 1.709배 더 높게 나타났다. 

고혈압진단을 받은 그룹(p<0.01)은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고혈압진단을 
받은 그룹은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뇌졸중진단을 받을 
오즈비가 3.158배 더 높게 나타났다.

당뇨병진단을 받은 그룹(p=.024)은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당뇨병진단을 
받은 그룹은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뇌졸중진단을 받을 
오즈비가 1.598배 더 높게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한국인의 뇌졸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016-2018)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성별과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현재흡연, BMI,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진단유무가 뇌졸중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였다. 

만 19세이상을 부-모집단으로 지정하고 복합표본 빈도

Variables Stroke total χ²
(p-value)No Yes

gender
male 7477 225 7702

4.022
(0.052)

(97.9) (2.1) (100.0)
female 9793 196 9989

(98.4) (1.6) (100.0)

age group

19-49 8114 26 8140

466.528
(<.001)

(99.7) (0.3) (100.0)
50-69 6268 176 6444

(97.4) (2.6) (100.0)
≥70 2888 219 3107

(92.8) (7.2) (100.0)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good 4914 44 4958

291.971
(<.001)

(99.4) (0.6) (100.0)
normal 9043 155 9198

(98.7) (1.3) (100.0)
bad 3305 222 3527

(94.5) (5.5) (100.0)

smoking
present

daily 2655 68 2723

12.365
(0.003)

(98.3) (1.7) (100.0)
sometimes 463 7 470

(99.0) (1.0) (100.0)
no 3650 133 3783

(97.2) (2.8) (100.0)

BMI

under 
weight

596 6 602

10.163
(0.005)

(99.4) (0.6) (100.0)
normal 
weight

10417 228 10645
(98.3) (1.7) (100.0)

over weight 5978 174 6152
(97.8) (2.2) (100.0)

hypertension
no 13176 125 13301

503.863
(<.001)

(99.3) (0.7) (100.0)
yes 4094 296 4390

(93.6) (6.4) (100.0)

diabetes 
mellitus

no 15667 293 15960
250.548
(<.001)

(98.6) (1.4) (100.0)
yes 1602 128 1730

(92.6) (7.4) (100.0)

dyslipidemia
no 14171 246 14417

157.058
(<.001)

(98.7) (1.3) (100.0)
yes 3099 175 3274

(95.2) (4.8) (100.0)

Table 2. Difference test between stroke diagnosis 
group and normal grou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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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한 결과 뇌졸중진단을 받은 그룹은 전체의 1.8%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가 1998년부터 시작되
어 건강설문조사 항목에 해당되는 뇌졸중변수는 제7차
(2016-2018)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사되면서 관리
되어 왔을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은 
한국인의 10대질환중에 하나인 뇌혈관질환으로 중점적으
로 관리되어야 하는 질환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연구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대에서는 나이가 많
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비만그룹일수록, 뇌
졸중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더높게 나타났다. 일반적특성 
및 질환특성에 따른 뇌졸중 진단유무와의 차이검정 결과
는 연령대, 주관적건강상태, 현재흡연, BMI정도, 고혈압진
단, 당뇨병진단, 이상지질혈증진단을 받은 그룹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젊은그룹에 비해서 나이가 많은그룹에서 
뇌졸중진단을 받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건강
상태는 정상그룹에 비해서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그
룹에서 뇌졸중진단을 받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연령과 주관적건강상태에 대한 인
식에 따라 뇌졸중진단유무에 차이가 있게 나타난것과 일
치하였다[6, 8]. 또한 흡연과 뇌졸중과의 관계에서 남영희

외(2018) 연구에서도 흡연과 뇌졸중진단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흡연은 뇌졸중 발생위험을 높이는 위
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젊은그룹에서 발생하는 뇌
졸중의 원인은 담배속 니코틴이 혈관재생능력을 저하시켜 
나이가 들었을때 뇌졸중의 위험을 더 높이게 된다[15]. 따
라서 흡연과 관련되어서는 젊은층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뇌졸중에 영향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복합
표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한 결과, 연령, 주관적건강상태, 
고혈압 및 당뇨병진단을 받은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젊은그룹에 비해서 나이가 많을수록 뇌졸
중 진단을 받을 오즈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70세
이상 그룹에서 8배이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남영희외(2018)의 연구결과에서도 70세이상의 노인
의 경우 젊은그룹에 비해 5배이상으로 뇌졸중 진단을 받
을 오즈비가 더 높게 나타난것과 일치하였다[6]. 통계청의 
2018년 사망원인 통계연보에서도 70세이상의 노인의 경
우, 뇌혈관질환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대에 따른 뇌졸중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특히 70세이상의 노인
을 위한 기저질환 관리나 생활습관관리, 급격한 환경변화 

classification OR 95% CI p-value
gender male 1.400 0.770-2.548 0.269

female 1.0

age group
≥70 8.861 3.923-20.016 <.001
50-69 4.575 2.161-9.689 0.001
19 ~49 1.0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bad 4.501 2.442-8.296 <.001
normal 1.709 0.955-3.058 <.001

smoking present
good 1.0
daily 0.944 0.626-1.424 0.784
sometimes 0.913 0.347-2.399 0.853

BMI
no 1.0
over weight 1.636 0.495-5.410 0.419
normal weight 2.020 0.623-6.548 0.251

hypertension under weight 1.0
yes 3.158 1.943-5.131 <.001

diabetes mellitus no 1.0
yes 1.598 1.065-2.398 0.024

dyslipidemia
no 1.0
yes 1.282 0.859-1.914 0.224
no 1.0

Table 3. Risk factors influencing stroke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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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등의 구체적이고 나이대에 맞는 방안의 개발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주관적건강상태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건강이 나쁘
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을 오즈비가 4
배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남영희외
(2018)의 연구에서도 건강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
람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뇌졸중 진단을 받을 
오즈비가 더 높게 나타난것과 일치하였다[6]. 노인에게 있
어서 건강이란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
게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으로 건강에 대한 인식을 폭넓
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9]. 따라서 노인의 뇌졸중으로 인
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주는 프로그
램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고혈압진단을 받은 그룹에서 받지 않는 그룹에 비해 뇌
졸중 진단을 받을 오즈비가 3배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고
혈압은 여러 연구에서도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
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뇌출혈 환자의 75%, 뇌
경색 환자의 50% 정도가 고혈압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
나 있다[2, 3, 6, 8, 10].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동맥경
화가 일어나고,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결국
에 가서는 혈관이 막히게 되는 뇌경색이 발생하거나 또는 
뇌혈관이 커져서 뇌졸중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중
요한 방법은 고혈압 관리를 통하여 뇌졸중으로 진행되는 것
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노인의 경우에 있어서
는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하고,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당뇨병진단을 받은 그룹에서 받지 않는 그룹에 비해 뇌
졸중 진단을 받을 오즈비가 1.5배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심혈관계질환과 뇌졸중 발
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1-14]. 당뇨병은 
그 자체가 동맥경화증을 가속시키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당뇨병 중에서도 제2형 당뇨병은 허혈성심질환을 불러 일
으키고, 이는 뇌혈관질환의 발생원인으로 나타난다. 더구
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고혈압도 많이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이들이 혈압관리를 하지 않았을때 결과적으로 
뇌졸중이 초래되는 것이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이렇게 뇌
졸중에 대표적으로 영향하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흡연, 혈당조절, 비만, 고
지혈증에 대한 관리 및 예방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자료
인 2016-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뇌졸중에 영향하는 위

험요인을 파악하였으나, 시간적 흐름에 의한 결과가 아닌 
단면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또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뇌졸중에 영향하는 
변인은 확인하였으나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도출은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인 3년에 걸친 대표성있고 신뢰성을 갖춘 자료를 통
해 분석 한 결과이므로 어느정도의 일반화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뇌졸중진단에 영향하는 위
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향후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는 뇌졸중에 영향을 미치
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뇌졸중이 위험한 이유는 예고없이 발병해서 사망에 이

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뇌졸중
진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는 연령, 주관적건강
상태, 고혈압진단, 당뇨병진단으로 나타났다. 그중 뇌졸중
에 가장 크게 영향하는 요인은 70세 이상의 노인이었므
로, 이들에 대한 뇌졸중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두 번째로 주관적건강상태가 뇌졸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위한 심리적 건강관리부분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과 노인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이번 연
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뇌졸중은 위험한 만큼 
예방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으면 어느정도 발병위험을 낮
출수가 있다. 따라서 뇌졸중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관
리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연구등은 한국인의 10대 질환
중 하나인 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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