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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Unawareness of Warning Signs of Stroke among Hypertensive Diabetic
Patients at a High Risk for Stroke: The 2017 Nationwide Community Health Surve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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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awareness of warning signs of stroke and identify the risk
factors influencing such awareness among diabetics with hypertension who are at a high risk for stroke. Methods:
Data from the 2017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were used. A total of 15,536 adults older than 30 years
diagnosed with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x2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with SPSS/WIN 24.0 program. Results: Among the five
warning signs of stroke, “sudden trouble in speaking or understanding” (79.0%) was the most commonly identified
one and “sudden severe headache with an unknown cause” (65.2%) was the least. Only 48.8% participants
identified all five warning signs and 11.8% could not identify any of them. I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risk
of unawareness of warning signs of stroke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those aged 30~49 years and 70 years
or older, with a lower educational level, without a spouse, and with a heavy alcohol consumption and current smoking
status. Conclusion: The level of awareness of warning signs was low in hypertensive diabetic adults. To improve
awareness of warning signs of stroke, a customized educational program should be provided to hypertensive
diabetic adults considering the risk factors relevant to unawareness of warning signs of stroke. The education on
warning signs of stroke can potentially lead to a reduction in morbidity in the survi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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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한 한국인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44.4명에 이른다[1]. 뇌졸
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2] 2018년 현재 65
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4.3% [3]임을 고려할 때 한국의 뇌
졸중 발생 위험은 가중될 수 있다. 노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뇌졸중은 암, 심장 질환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 3위를 차

있는 한국은 연간 뇌졸중 환자의 발생 수가 2020년, 2025년,

지하는 질병부담이 큰 건강 문제로서 2017년 현재 뇌졸중으로

2030년에 각각 약 21만 명, 25만 명, 30만 명으로 예측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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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각한 국가적 건강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뇌졸중은 개

지를 가늠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뇌졸중 경고증상 인지율

인의 의료비 부담은 물론 국가적인 경제 손실을 초래하여 환자

에 대한 몇몇 선행연구를 보면 성별, 연령, 뇌졸중 가족력, 이웃

1인당 진료비는 2005년 484만원에서 2015년 854만원으로 10

의 뇌졸중 진단 경험, 교육수준, 홍보물 접촉 여부와[11] 소득

년간 77%의 증가율을 보였고 뇌졸중 신규 환자의 10년간 장애

수준, 거주지[19,20], 주관적 건강상태, 비만[21] 등이 인지율에

등록자는 1만 4,088명으로 28.3%를 차지하여[5] 뇌졸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인한 후유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연구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 등 고위험군이 아니라 일반

뇌졸중은 뇌혈관의 폐색에 의한 허혈성 뇌졸중 및 뇌혈관의

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개 지역에서 적은 수의 표본을 이용하

파열에 기인한 출혈성 뇌졸중으로 분류되며, 발생 시 뇌조직이

였거나 상당기간이 지난 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이라는 제한점

손상되어 운동장애, 감각 이상, 언어장애, 연하곤란과 같은 신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지역사회 기반으로 조

경계 후유증이 나타난다[6]. 뇌졸중 발생 직후 빠른 대처와 치

사된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큰 표본 수를 확보하고 그 중 뇌졸

료는 후유증이나 장애를 예방하게 되어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

중 고위험군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진단받은 자를 대상으로 뇌

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7]. 뇌졸중 발생 직후 즉각적인 응급

졸중 경고증상에 대한 인지 정도를 확인하고 비인지에 대한 영

대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17년 뇌졸중 환자의 발병 후 응

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급실 도착 소요시간 현황에 따르면 뇌졸중 발병 뒤 ‘골든타임 3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도 뇌졸중을 포함한 심뇌혈관

시간’ 이내 응급실 도착 비율은 42.9%에 불과하다[8]. 뇌졸중

질환 관리를 주요한 책무로 보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발생 직후 골든타임 이내에 응급구조를 요청하는 등 빠르게 대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처하기 위해서는 뇌졸중 발생 초기에 나타나는 경고증상을 사

(2018~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22]. 이에 뇌졸중 증상

전에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뇌졸중 경고증상에 관하여

과 대처방법을 평소에 인지하고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

환자 본인이나 목격자가 정확히 인지하는 경우 뇌졸중 증상 발

도록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적 심뇌혈관질환관리

생 후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며, 뇌졸중 경고증상 인지율을 향상시켜

는[9] 뇌졸중 경고증상에 대한 인지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그

결과적으로 뇌졸중 발생시 응급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

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환자들이 뇌졸중 경고증상을 인지하지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못하여 적절한 응급대처를 하지 못하고 골든타임 이내에 병원
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고[8,10] 그 결과 후유증 발생

2. 연구목적

위험은 높아진다. 응급대처가 요구되는 5가지 대표적 뇌졸중
경고증상은 편측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어지럼증 및 균형

본 연구의 목적은 고혈압을 동반한 당뇨병 성인 환자의 뇌졸

장애, 심한 두통인데[11-15] 이러한 뇌졸중 경고증상에 대한 일

중 경고증상 인지 정도와 비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

반인의 인지율은 낮은 편이며, 선행연구에서 5가지 경고증상

고자 함이다.

모두를 인지한 대상자는 한국 23.3%~33.9% [11,16], 중국 15.6%

연구방법

[12], 미국 23.9% [14], 일본 23% [15]에 불과하다.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들은 복합적으로 위험요인을 갖고 있
다는 점에서 뇌졸중 발생의 고위험군이다. 고혈압은 가장 주된

1. 연구설계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 중 하나로 수축기 혈압이 115 mmHg
이상에서 20 mmHg 증가할 때마다, 이완기 혈압은 75 mmHg

본 연구는 고혈압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의 뇌졸중 경고증상

이상에서 10 mmHg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

인지 정도와 비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

험이 2배씩 증가한다[17]. 당뇨병 역시 잘 알려진 뇌졸중의 위

사회건강조사(Community Health Survey, CHS) 자료를 이

험 인자로 특히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이 약 2배 증가한다[18].

차 분석한 서술적, 횡단적 연구이다.

따라서 고혈압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가 뇌졸중 경고증상을 인
지하는 것은 뇌졸중 위험이 낮은 일반인 보다 더욱 중요하다.

2. 연구대상

따라서 이들이 뇌졸중 경고증상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지
를 파악하는 것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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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한 2017년 지역

Unawareness of Stroke Warning Signs

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228,381명 중 만 30세 이상의 고혈압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뇌졸중 경고증상 인지여부이다. 대표

동반한 당뇨병 환자이다. 이 중 30세 미만인 자(n=24,328), 원

적인 5가지 뇌졸중 경고증상은[11-15] ‘갑자기 한쪽 얼굴, 팔,

조사 설문인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

다리에 힘이 빠진다(편마비)’,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

항에 ‘아니오’, ‘응답거부’, ‘모름’으로 응답한 자(n=178,938),

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언어장애)’, ‘갑자기 한쪽 눈

‘의사에게 고혈압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항에 ‘아니오’,

이나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시야

‘응답거부’, ‘모름’으로 응답한 자(n=9,569), 5가지 뇌졸중 경

장애)’, ‘갑자기 어지럽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다(몸의 균

고증상 인지여부 확인 문항에 한 가지 이상 ‘응답거부’로 표한

형장애)’, ‘갑자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생긴다

자(n=10)에 해당하는 총 212,845명을 제외한 15,536명을 최종

(심한 두통)’ 5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예’, ‘아니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오’로 응답하도록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증상 모두
‘예’라고 응답한 경우 뇌졸중 경고증상을 인지하는 것으로, 5가

3. 연구변수의 정의 및 측정

지 중 1가지라도 ‘아니오’ 또는 ‘모름’으로 응답한 경우를 비인
지로 처리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

4. 자료수집

지, 직업, 결혼상태이다. 연령은 30~49세, 50~69세, 70세 이상
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시자료인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

이상으로 범주화 하였다. 소득수준은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

리본부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

만, 200~399만원, 400만원 이상으로 나누었고 거주지는 읍 ․

는 전국표본조사로서 전국 254개 시 ․ 군 ․ 구(보건소)에서 만 19

면, 도시로 구분하였다. 직업은 전문행정관리 및 사무직(관리

세 이상 성인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된 자료이다

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판매서비스직(서비스

[24]. 이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

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단순노무직 및 농림어업(농림어업

악하여 근거기반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산출하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

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

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기타(무직, 주부, 학생, 군인)로 구분하

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

였다. 결혼상태는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이혼, 사별, 별거,

개 시 ․ 도에서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가구선정통지서 발송 후

미혼)으로 구분하였다.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대상

건강 관련 특성은 주관적 건강상태, 현재 흡연 상태, 음주 빈

자에게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한 설명 후 조사 참여 동의서를

도, 지각된 스트레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고

받고 노트북 컴퓨터에 탑재된 전자조사표(Computer Assisted

혈압 ․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 여부이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

Personal Interview, CAPI)를 활용하여 1:1 면접조사로 진행

음 및 보통, 나쁨으로 구분하였고 음주 빈도는 월 4회 이하, 주 2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자

회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현재 흡연 상태는 평생 5갑(100개비)

료로서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s://chs.

이상 흡연한 자 중 ‘현재 담배를 피웁니까?’의 문항에 ‘매일 피

cdc.go.kr/chs/index.do)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

움’ 또는 ‘가끔 피움’으로 응답한 경우 흡연으로, ‘과거에는 피
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5갑(100

5. 윤리적 고려

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습니까?’ 문항에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비흡연으로 구분하였으며, 지각된 스트레스는 많이 느낌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

및 조금 느낌, 거의 느끼지 않음으로 구분하였다. 체질량지수

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2

2

는 체중(kg)/키(m )로 계산하였고 25kg/m 미만(정상), 25
2

및 내용)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승인번

kg/m 이상(비만)으로 구분하였으며[23], 고혈압 ․ 당뇨병 관

호 제 117075호)이다[24]. 또한 을지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

리교육 이수는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차 분석 연구임을 고려하여 심의면제
(Institutional Review Board No.: EU2018-89)로 연구진행의

2) 종속변수

승인을 받았다. 또한 자료 사용 전에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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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 후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뒤

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생긴다’가 65.2%로 가장 낮았

사용하였다.

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
한다’가 79.0%로 가장 높았다.

6. 자료분석

5가지 뇌졸중 경고증상 중 한 가지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
는 11.8%였으며, 5개 모두 뇌졸중의 경고증상임을 인지한 대

자료분석은 IBM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상자는 48.8%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표본은 복합표본 설계 하에 추출되었으
므로 층화변수, 집락변수,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모
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0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자료분석

3.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뇌졸중
경고증상 비인지율 차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뇌졸중 경고증상 인지율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뇌졸중 경고증
상 비인지율의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 대상자

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뇌졸중 경고증상
2

비인지율의 차이는 x test로 분석하였다.
 뇌졸중 경고증상의 비인지 영향요인은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의 뇌졸중 경고증상 비인지율은 51.2%였다. 인구사회학적 특
성에 따른 뇌졸중 경고증상 비인지율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결혼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성별에 따른 비인지율은 여성(54.3%)이 남성(48.4%)보
2

다 높았으며(x =52.90, p <.001), 연령에 따른 비인지율은 70

연구결과

세 이상(58.2%)이 가장 높고 50~69세(45.5%)가 가장 낮았다
2

(x =229.27, p <.001). 교육수준에 따른 비인지율은 초졸 이하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

(60.5%)가 가장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인지율이 감소
였다(x2=374.29, p <.001). 소득수준에 따른 비인지율은 200만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은 Table 1과

원 미만(55.3%)이 가장 높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인지율

같다. 전체 대상자 15,536명 중 남성은 51.9%, 여성은 48.1%였

이 감소하였다(x =102.67, p<.001). 직업에 따른 비인지율은

다. 연령은 50~69세가 49.8%, 70세 이상이 42.1%로 대부분 50

기타 직업군(군인, 학생, 주부, 무직)이 53.7%로 가장 높았고 전

세 이상이었고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36.6%로 가장 많았다.

문행정관리 및 사무직(40.5%)이 가장 낮았다(x =128.29, p<

소득수준은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이 50.3%로 가장 많았고

.001). 결혼상태에 따른 비인지율은 배우자 없음(58.9%)이 배

거주지는 도시 지역이 74.6%, 읍 ․ 면 지역이 25.4%였다. 직업

우자 있음(47.8%)보다 높았다(x2=166.08, p<.001).

2

2

은 기타(무직, 주부, 학생, 군인)가 58.5%로 가장 많았으며, 배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뇌졸중 경고증상 비인지율은 주관

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68.9%였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

적 건강상태, BMI, 고혈압 ․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 여부에서

고 인식한 대상자는 50.2%였고 월 4회 이하 음주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79.7%로 많았으며, 현재 비흡연자가 83.1%로 많았다. 지각된

비인지율은 나쁨(54.0%)이 좋음 및 보통(48.4%)보다 높았고

스트레스는 거의 느끼지 않음이 74.6%로 많았고 BMI가 25

(x =47.65, p<.001), BMI에 따른 비인지율은 25 kg/m 미만,

kg/m2 미만(정상)인 대상자가 56.7%로 많았으며, 고혈압 ․ 당

정상(51.9%)이 25 kg/m2 이상, 비만(48.4%)보다 높았다(x2=

뇨병 관리교육 이수를 받지 않은 자가 68.8%였다.

17.28, p=.003). 고혈압 ․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비인

2

2

2

지율은 ‘아니오’ (52.1%)가 ‘예’ (49.3%)보다 높았다(x =10.73,

2. 고혈압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의 뇌졸중 경고증상 인

p =.019).

지율
4. 고혈압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의 뇌졸중 경고증상 비
뇌졸중 경고증상별 인지율 및 5가지 증상 중 뇌졸중 경고증

인지 영향요인

상으로 인지한 증상 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뇌졸
중의 대표적인 5가지 경고증상에 대한 인지율은 ‘갑자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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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의 뇌졸중 경고증상 비인지

Unawareness of Stroke Warning Signs

Table 1. Socio-demographic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15,536)
Total

Variables

Categories

Gender

Men
Women

7,213
8,323

51.9
48.1

Age (year)

30~49
50~69
≥70

755
7,040
7,741

8.1
49.8
42.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7,615
2,703
3,400
1,797

36.6
18.0
27.6
17.8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200
200~399
≥400

9,559
3,550
2,283

50.3
26.4
23.3

Residential area

Urban
Rural

6,985
8,551

74.6
25.4

Occupation

Profession/managers/clerks
Sales/service workers
Agricultural/forestry/fishery workers/labor
Others

890
1,092
4,876
8,656

9.5
7.8
24.2
58.5

Marital status

With spouse
Without spouse

10,390
5,129

68.9
31.1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fair
Poor

7,092
8,443

49.8
50.2

Drinking (frequency)

≤4/month
≥2/week

12,735
2,798

79.7
20.3

Current smoking

Yes
No

2,144
13,392

16.9
83.1

Perceived stress

Low
High

11,960
3,564

74.6
25.4

Body mass index (kg/m2)

＜25
≥25

8,494
5,933

56.7
43.3

Education for the management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Yes
No

4,475
11,061

31.2
68.8

†

†

n

‡

Unweighted number, subtotal varies due to missing data; Weighted percent.

Table 2. Awareness of Warning Signs of Stroke among Hypertensive Diabetic Patients

(N=15,536)
†

Variables

Categories

Warning signs identified

Sudden severe headache with unknown cause
Sudden trouble seeing in one or both eyes
Sudden numbness or weakness of face, arm, or leg
Sudden trouble walking, dizziness, or loss of balance
Sudden trouble speaking or understanding

Number of warning
signs identified

None
1
2
3
4
5

†

‡

%

n

%‡

9,877
9,980
11,732
11,749
12,063

65.2
65.7
76.2
76.8
79.0

1,980
627
1,183
1,956
2,410
7,380

11.8
4.3
6.7
12.3
16.1
48.8

Unweighted number; ‡Weighted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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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Unawareness of Warning Signs of Stroke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N=15,536)
Variables

Aware

Categories

Total

Unaware

n†

%‡

n†

%‡

7,380

48.8

8,156

51.2

x2 (p)

Gender

Men
Women

3,624
3,756

51.6
45.7

3,589
4,567

48.4
54.3

52.90 (＜.001)

Age (year)

30~49
50~69
≥70

382
3,795
3,203

49.8
54.5
41.8

373
3,245
4,538

50.2
45.5
58.2

229.27 (＜.00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3,097
1,400
1,830
1,042

39.5
48.9
53.9
59.7

4,518
1,303
1,570
755

60.5
51.1
46.1
40.3

374.29 (＜.001)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200
200~399
≥400

4,252
1,845
1,213

44.7
52.3
53.4

5,307
1,705
1,070

55.3
47.7
46.6

102.67 (＜.001)

Residential area

Urban
Rural

3,383
3,997

49.3
47.3

3,602
4,554

50.7
52.7

4.73 (.060)

Occupation

Profession/ managers/ clerks
Sales/ service workers
Agricultural/ forestry/
fishery workers/ labor
Others

512
633
2,373

59.5
57.5
47.6

378
459
2,503

40.5
42.5
52.4

128.29 (＜.001)

3,853

46.3

4,803

53.7

Marital status

With spouse
Without spouse

5,315
2,056

52.2
41.1

5,075
3,073

47.8
58.9

166.08 (＜.001)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fair
Poor

3,558
3,822

51.6
46.0

3,534
4,621

48.4
54.0

47.65 (＜.001)

Drinking (frequency)

≤4/month
≥2/week

6,024
1,356

48.6
49.5

6,711
1,442

51.4
50.5

0.75 (.536)

Current smoking

Yes
No

1,001
6,379

46.5
49.2

1,143
7,013

53.5
50.8

6.72 (.075)

Perceived stress

Low
High

5,691
1,688

48.7
49.0

6,269
1,876

51.3
51.0

0.11 (.811)

Body mass index (kg/m2)

＜25
≥25

4,065
2,973

48.1
51.6

4,429
2,960

51.9
48.4

17.28 (.003)

Education for the management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Yes
No

2,300
5,080

50.7
47.9

2,175
5,981

49.3
52.1

10.73 (.019)

†

Unweighted number; ‡Weighted percent.

영향요인의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뇌졸중 경고증상 비

로 유의하였다. 연령에 따른 뇌졸중 경고증상 비인지 교차비는

인지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포함한

‘50~69세’에 비해 ‘30~49세’가 1.49배(95% CI=1.25~1.77),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Model 1). 분석 결

‘70세 이상’이 1.36배(95% CI=1.24~1.48) 높았다. 교육수준에

과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Wald F=30.47,

따른 비인지 교차비는 대졸 이상에 비해 초졸 이하 2.02배(95%

2

p <.001), Nagelkerke의 결정계수(R )는 약 5%의 설명력을 보

CI=1.75~2.32), 중졸 1.54배(95% CI=1.33~1.78), 고졸 1.27배

여주었다.

(95% CI=1.11~1.45) 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직업에

Model 1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가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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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비인지 교차비는 전문행정관리 및 사무직에 비해 기능단

Unawareness of Stroke Warning Signs

Table 4. Factors Influencing Unawareness of Warning Signs of Stroke among Hypertensive Diabetic Patients
†

Model I (n=15,348)

(N=15,536)

Model II (n=14,258)‡

Variables

Categories

Gender

Men
Women

1
0.92 (0.84~1.00)

.061

1
1.02 (0.92~1.12)

.750

50~69
30~49
≥70

1
1.49 (1.25~1.77)
1.36 (1.24~1.48)

＜.001
＜.001

1
1.43 (1.20~1.70)
1.38 (1.26~1.51)

＜.001
＜.001

≥Colleg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1
2.02 (1.75~2.32)
1.54 (1.33~1.78)
1.27 (1.11~1.45)

＜.001
＜.001
＜.001

1
1.91 (1.65~2.20)
1.51 (1.31~1.75)
1.24 (1.09~1.42)

＜.001
＜.001
.001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200
200~399
≥400

1
0.98 (0.87~1.11)
0.92 (0.82~1.04)

.766
.205

1
0.98 (0.87~1.11)
0.92 (0.81~1.04)

.727
.259

Residential area

Rural
Urban

1
1.06 (0.98~1.15)

.139

1
1.08 (0.99~1.17)

.068

Profession/ managers/ clerks
Sales/ service workers
Agricultural/ forestry/ fishery
workers/ labor
Others

1
0.94 (0.76~1.16)
1.24 (1.03~1.48)

.535
.020

1
0.94 (0.76~1.16)
1.24 (1.04~1.49)

.561
.018

1.09 (0.92~1.30)

.318

1.09 (0.91~1.30)

.334

With spouse
Without spouse

1
1.32 (1.12~1.45)

＜.001

1
1.28 (1.17~1.40)

＜.001

Good/ fair
Poor

1
1.05 (0.96~1.14)

.272

≤4/month
≥2/week

1
1.14 (1.02~1.27)

.017

No
Yes

1
1.27 (1.13~1.42)

＜.001

High
Low

1
1.01 (0.92~1.16)

.798

≥25
＜25

1
1.07 (0.98~1.15)

.121

Yes
No

1
1.04 (0.95~1.13)

.388

Age (year)

Education

Occupation

Marital status
Subjective health status
Drinking (frequency)
Current smoking
Perceived stress
2

Body mass index (kg/m )
Education for the management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OR (95% CI)

p

OR (95% CI)

p

CI=confidence interval; OR=odds ratio; †Missing values of n=188 are excluded for analysis, Nagelkerke R2=0.05, Wald F=30.47, p＜.001;
‡
Missing values of n=1,278 are excluded for analysis, Nagelkerke R2=0.05, Wald F=19.27, p＜.001.

순노무직 및 농림어업이 1.24배(95% CI=1.03~1.48) 높았으

으로 유의하였다. 연령에 따른 뇌졸중 경고증상 비인지 교차비

며, 결혼상태에 따른 비인지 교차비는 배우자 있음에 비해 배우

는 ‘50~69세’에 비해 ‘30~49세’가 1.43배(95% CI=1.20~1.70),

자 없음이 1.32배(95% CI=1.12~1.45) 높았다.

‘70세 이상’이 1.38배(95% CI=1.26~1.51) 높았다. 교육수준에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건강 관련 변수를 포함한 다변량 로지

따른 비인지 교차비는 대학교 이상에 비해 초졸 이하 1.91배

스틱 회귀분석 결과(Model II)의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

(95% CI=1.65~2.20), 중졸 1.51배(95% CI=1.31~1.75), 고졸

타났으며(Wald F=19.27, p<.001), Nagelkerke의 결정계수

이 1.24배(95% CI=1.09~1.42) 높았다. 직업에 따른 비인지 교

2

(R )는 약 5%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Model II에서는 연령,

차비는 전문행정관리 및 사무직에 비해 기능단순노무직 및 농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 음주 빈도, 현재 흡연 상태가 통계적

림어업이 1.24배(95% CI=1.04~1.49) 높았으며, 결혼상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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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비인지 교차비는 배우자 있음에 비해 배우자 없음이 1.28배

의 뇌졸중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지식 혹은

(95% CI=1.17~1.40) 높았다. 음주 빈도에 따른 비인지 교차비

인지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젊은 연령층이라도 고혈압

는 ‘월 4회 이하’에 비해 ‘주 2회 이상’이 1.14배(95% CI=1.02~

과 당뇨를 모두 가진 환자들은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가

1.27) 높았고 현재 흡연 상태에 따른 비인지 교차비는 비흡연자

족이나 주변 사람 중에서 뇌졸중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긴급

에 비해 현재 흡연자가 1.27배(95% CI=1.13~1.42) 높았다.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뇌졸중 경고증상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연령이 증가할수록 뇌졸중 발생 위험이

논

의

높아[2] 고령인 경우 뇌졸중 경고증상을 더욱 잘 인지하도록 해
야 한다. 교육수준에 따른 비인지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는데

뇌졸중 발생 시 응급대처에 필수적인 요소는 뇌졸중 경고증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뇌졸중 경고

상에 대한 빠른 인지이다.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들은

증상에 대한 인지율이 낮았다[11,13,16,20,21,27]. 또한 직업군

뇌졸중 발생의 고위험군이라는 점에서 뇌졸중 초기에 나타나

에서는 전문행정관리 및 사무직에 비해 기능단순노무직 및 농

는 경고증상에 대해 누구보다 더욱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럼

림어업 종사자의 비인지가 높았는데,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내

에도 불구하고 5가지 뇌졸중 경고증상 중 한개도 인지하지 못

용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심뇌혈관질환 인

하는 대상자는 11.8%에 이르며, 5가지 모두를 인지하고 있는

지도를 확인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기능단순노무직과 농림

대상자는 48.8%로 절반에 못 미쳤다. 국외의 경우도 약 50%가

어업 종사자의 인지도가 낮다는 결과[28]를 보면 기능단순노

뇌졸중 경고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19] 우리나라와 비

무직 및 농림어업 종사자는 타 직종에 비해 뇌졸중 경고증상에

슷한 실정이다. 이처럼 높은 비인지율은 당뇨병, 고혈압 등 뇌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접촉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졸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

서 지역사회 뇌졸중 및 경고증상 관련 교육홍보사업은 특히

있어 경고증상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따라

30~40대 젊은 연령층 및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 기능단순노무

서 뇌졸중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일차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

직 및 농림어업 종사자에 집중하여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료기관에서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고위험군을 우선

한편 배우자가 있는 군에 비해 배우자가 없는 군에서 뇌졸중 경

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하며, 고혈압 ․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고증상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혼자 있는 상태에서 뇌졸중이

에서 뇌졸중의 경고증상과 대처방법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발생하는 경우 119호출이나 현장구급을 도울 사람이 없어 스

교육을 강화해야 하겠다.

스로가 뇌졸중 경고증상을 인지하고 스스로 응급대처를 할 수

본 연구대상자들은 뇌졸중의 대표적인 5가지 경고증상 중

있도록 경고증상을 인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한편 음주 및

‘갑자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생긴다’를 경고

흡연에 따른 비인지는 음주 빈도가 높은 군과 현재 흡연군이 유

증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갑자

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뇌졸중 고위험군인 고혈압

기 한쪽 눈이나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

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빈도와 흡연 비율

인다’는 증상에 대한 인지율이 낮았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이 높다는 사실은 금주와 금연 중재의 필요성을 나타내며, 이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허

에 덧붙여 음주나 흡연이 뇌졸중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혈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언어장애, 편마비

뇌졸중 발생 시 경고증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뇌

등에 대한 인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시야장애, 심한 두통

졸중 경고증상에 관한 한 선행연구에서 흡연과 음주는 비인지

에 대한 인지율은 낮은 편이었으며[11,16,25], 국외의 선행연

율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하였으나[13]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구에서도 시야장애, 심한 두통에 대한 인지율이 가장 낮았다

흡연자 53.5%, 과도 음주를 하는 대상자 50.5%가 경고증상을

[12,14]. 이러한 결과는 뇌졸중 경고증상에 대한 교육 시 시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경고증상 인지에 대한 위험군임

장애와 심한 두통 증상이 뇌졸중 경고증상이라는 점을 보다 강

을 알 수 있다. 흡연과 음주는 뇌졸중 발생과 사망 위험을 높이

조하여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는 유해한 생활습관이므로[29,30] 고혈압을 동반한 당뇨병 환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인 Model II 를 보면 뇌졸중
경고증상에 대한 비인지는 50~60대에 비해 30~40대와 70세

자 중 흡연자나 과도 음주자에게 뇌졸중 경고증상에 대한 교육
과 관리가 시급하다.

이상에서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도 20~30대의 젊은 연령층에

본 연구결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Model II 에서 통계

서 뇌졸중에 대한 지식이 낮았는데[26],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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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성별, 소득수준, 거주지이다.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뇌졸중
경고증상 인지율은 여성에서[16] 혹은 남성이[31] 더 높기도
하여 일정치 않고 소득이 높을수록 뇌졸중 지식(경고증상, 위

뇌졸중 발생 고위험군인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의 뇌

험요인 인지)이 높다고 보고되었다[19,20]. 또한 국내의 선행

졸중 경고증상 인지율과 비인지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확인하

연구에서 거주지는 뇌졸중 경고증상 여부와 관련이 없었으며

는 것은 뇌졸중으로 인한 심각한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본

[11,16], 외국의 경우는 도시 지역 거주자가 경고증상 등에 대

적인 노력이다. 결론적으로 30~49세 혹은 70세 이상, 낮은 교

한 인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19,20], 농촌 지역은 의료자원

육수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높은 음주빈도, 현재 흡연은 뇌졸

의 부족과 뇌졸중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웠

중 경고증상 인지에 대한 위험요인이다. 이러한 위험요인이 있

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특성에 따른 분석을 시도한 선행연

는 경우 뇌졸중 발생 시 응급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 이들을 우

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나, 비만인 경우 뇌졸중

선 중재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뇌졸중 고위험군

증상에 대한 지식이 낮았다[21]. 이처럼 연구결과들이 일관되

인 고혈압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의 뇌졸중 경고증상 인지율을

지 않아 뇌졸중 경고증상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특화된 홍보전략 수립과 중재

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가 요구된다. 현재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심뇌

한편 뇌졸중 관리에 있어 낮은 인지율의 개선을 위해 교육을

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월 1주)의 전국적인 레드서클 합동

강조하고 있으나[11,16],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 ․ 당뇨병 관리

캠페인을 적극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

교육 이수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라 본다. 한편 2017년 이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뇌졸중

고혈압 ․ 당뇨병 관리교육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

및 심근경색 경고증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추

으며, 이는 교육 전략 개선의 필요성을 밑받침하는 중요한 결과

후 일반인을 비롯하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경

라고 할 수 있다. 특정기간 동안 수행된 뇌졸중 교육홍보사업이

고증상과 관련된 연구를 제언한다.

지역주민의 뇌졸중 경고증상 및 골든타임 인지도에 미치는 효
과를 평가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뇌졸중 경고증상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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