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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성 뇌경색의 위험인자에 대한 분석:

1개 대학병원 신경과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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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Risk Factors for Recurrent Ischemic Stroke:

Based on Data of Outpatient Clinic in an University Hospital

Boo Jung, M.D., Oong-Yong Yoon, M.D., Kee-Hyung Park, M.D., Kyu-Yong Lee, M.D., Young Joo Lee, M.D, 
Hee-Tae Kim, M. d., Seung-Hyun Kim, M.D., Juhan Kim, M.D., Myung-Ho Kim, M.D.

Department of Neurology,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uri, Korea

Background: Risk factors for recurrent stroke have been evaluated in a few community-based epidemiologic studies.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risk factors of recurrent ischemic stroke. Methods: All patients enrolled as acute ischemic 
stroke patients from Jan. 1998 to Dec. 2000, and who had visited out-patient clinics at regular intervals with a good 
compliance were included as subjects. Subjects with poor compliance and those expired were excluded. Subjects with 
recurrent ischemic stroke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diagnostic criteria for recurrent ischemic stroke.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ics (age, sex), risk factors of strok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hyperlipidemia, cardiac 
disease, transient ischemic attack, smoking, alcohol), and types of stroke (TOAST classification)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factors responsible for recurrent ischemic stroke. Results: Among 599 patients with ischemic stroke, 43 patients (7.2%) 
were identified as having recurrent stroke (27 men and 16 women; mean age=66.3 years). Hypertension and 
hyperlipidemia were the risk factors whic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inducing recurrent ischemic stroke. According 
to the TOAST classification, cardioembolism was more prevalent in recurrent ischemic stroke. Conclusions: Hypertension, 
hyperlipidemia, cardioembolism plays a significant role in recurrent ischemic stroke. Therefore, the control of these risk 
factors appears to be important for reducing further recurrent ischemic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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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저

서  론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는 우리 나라 사망률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인 병이며 급성기에 뇌졸중에 대

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 하지만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뇌졸중 위험인자를 미리 분석하여 조

절함으로써 뇌졸중의 1차 혹은 2차 예방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1,2 뇌졸중의 위험인자에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고연령이 알려져 있고, 그 외에 당

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일과성허혈발작(TIA), 심장

질환(관상동맥 질환, 심방세동) 등도 뇌졸중을 잘 일으

킨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뇌졸중은 흔히 재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재발할 

경우 예후가 더 나쁘다.1,2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1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은 3%에서 22%까지, 5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은 10%

에서 53%라고 보고되고 있다.3-6 몇몇 연구에서는 1차 예

방 만큼이나 뇌졸중 발생 이후의 2차 예방도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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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재발을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인

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국내의 경우에도 뇌

졸중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뇌졸중 재

발의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재발에 더 주의를 해야 하는 뇌경색의 경

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경색으로 진단 받고 정기적으

로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약

물 복용을 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혈성 뇌졸중의 재

발률, 재발의 위험인자 및 아형(subtypes)에 따른 재발

률의 차이, 재발의 위험인자 등을 후향적으로 조사하고 

이의 임상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하 다.

대상과 방법

1. 대상

본 연구는 1998년 1월 초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한

양대학교 의료원에서 최초로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

던 환자 616명 중에서, 적어도 정기적으로 매 1-2개월 

간격으로 외래를 방문하면서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았고 

최소 2년 이상 추적 관찰한 599명을 대상으로 하 다. 추

적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10명)와 뇌경색이나 다른 원인

으로 사망한 경우(7명) 등은 제외하 다. 

2. 방법

후향적으로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연구 대상인 599명

을 만 2년 동안 경과를 관찰하여 재발 여부 및 위험인자

들을 조사하 다.

뇌경색은 신경과 전문의가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으면

서 CT 혹은 MRI상 확인이 되는 경우에 진단을 하 고, 

다른 원인(종양, 간질, 독성 등)에 의한 경우와 일과성

허혈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은 제외하 다. 그

리고 뇌경색의 아형(subtypes) 분류는 TOAST (Trial 

of ORG 10172 in Acute Stroke Treatment)7 분류 기준

을 따랐다.

재발성 뇌경색의 정의는 최초 뇌경색으로 진단 받고 

정기적인 통원 치료를 통해 약물 복용 등의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에서 첫 뇌경색 발생으로부터 21일 이후에 24

시간 동안 지속하는 새로운 신경학적 이상이 생기거나, 

기존의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 혹은 21일 이내에 발

생할 경우에는 최초의 병변 위치와 상이한 곳에 발생

한 경우로 하 다. CT나 MRI상 새로운 병변이 보이더

라도 무증상인 경우는 제외하 다.4,8

위험인자로는 연령 및 성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일과성 뇌허혈발작, 흡연, 음주 등 총 10가지 

항목을 조사하 다.3-5,8-14 고혈압은 입원 이전에 이미 진

단되었던 경우나 뇌경색의 급성기가 지난 후에도 지속

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완기 혈압이 90 

mmHg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 고,15 당뇨는 입원 이전에 

이미 진단되었거나, 내원 8시간 이후 공복 혈당이 126 

mg/dL 이상, 임의 혈당검사 시 혈당이 200 mg/dL 이상

이고 당뇨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식사 두 시간 후 혈당

이 200 mg/dL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 다. 고지혈증은 

공복 혈액검사상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mg/dL 이

상,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130 mg/dL 이상으로 정의

하 으며, 심장질환은 입원 전후 내과 전문의에 의해 진

단을 받은 경우로 관상동맥 질환, 심판막 질환, 부정맥, 

심실 혹은 심방내 혈전, 확장성 심근병증, 심부전 등을 

모두 포함하 다. 일과성허혈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은 뇌혈류 장애에 기인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상

으로 회복되는 발작적 국소 뇌기능 장애에 한하여 환자

나 보호자의 병력 청취 및 진찰 기록으로 조사를 하 고
16,17
 흡연은 정기적으로 하루에 5개피 이상 피우는 사람

을 흡연자로 보았고 음주는 3개월 이상 매일 알코올 섭

취량이 20 g 이상되는 경우(10 g당 맥주 1캔, 와인 1잔, 

혹은 희석하지 않은 독주 1잔에 해당)를 위험인자로 구

분하 다.18

이를 기준으로 초회 발병으로 끝난 환자군과 뇌경색

이 재발한 환자군 사이의 위험인자들을 비교하 고 뇌

경색의 아형, 병변 위치에 따라 재발의 차이 및 상호관

계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통계적 처리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를 이용하여 연속변

수인 경우에는 Student's t test, 연속변수가 아닌 경우

는 chi-square test로 단변량 분석을 하 고 서로 향

을 주는 변수(위험인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변

량 분석인 로지스틱 다변량 회귀분석(logistic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 다.6,8,12

결  과

1. 연령 및 성별분포

전체 대상인 599명 중에서 남자는 292명, 여자는 307

명이었다. 그 중 뇌경색 재발군은 43명(7.2%)이었다. 재

발군은 남자 27명(62.8%), 여자 16명(37.2%), 비재발군

은 남자 265명(47.7%), 여자 291명(52.3%)으로 두 군간

에 남녀 비율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두 군 간의 평균 연

령(재발군; 64.34세, 비재발군; 66.3세)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아형에 따른 특성 

TOAST 분류에 따른 뇌경색의 아형 분류는 단변량 

분석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다변량 분석

에서 심인성색전증(cardioembolism)에 의한 뇌경색의 

은 Odds ratio가 6.67 (P=0.002)로 다른 종류의 뇌경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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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risk factors between recurrent group and non-recurrent group (univariate analysis)

Not recur (n=556) Recur (n=43) Total (n=599)
p-value

N % N % N %

Sex
M
F

265
291

47.7
52.3

27
16

62.8
37.2

292
307

48.7
51.3

0.059

Age* (years) 64.3 66.3 0.257

Vascular territory
Anterior
Posterior
Multiple

256
127
173

46.0
22.8
31.1

19
11
13

44.2
25.6
30.2

275
138
186

45.9
23.0
31.1

0.918

TOAST

LAA
CE
SAO
OC
UND

138
84

115
8

211

24.8
15.1
20.7
1.4

37.9

13
14
 4
․

12

30.2
32.6
 9.3
․

27.9

151
 98
119
  8
223

25.2
16.4
19.9
 1.3
37.2

0.054

Diabetes
(－)
(＋)

379
177

68.2
31.8

25
18

58.1
41.9

404
195

67.4
32.6

0.180

Hypertension
(－)
(＋)

308
248

55.4
44.6

12
31

27.9
72.1

320
279

53.4
46.6

0.001

Hyperlipidemia
(－)
(＋)

470
86

84.5
15.5

27
16

62.8
37.2

497
102

83.0
17.0

0.001

Heart disease
(－)
(＋)

459
97

82.6
17.4

33
10

76.7
23.3

492
107

82.1
17.9

0.309

TIA
(－)
(＋)

506
50

91.0
9.0

42
18

97.7
 2.3

548
 51

91.5
 8.5

0.162

Smoking
(－)
(＋)

405
151

72.8
27.2

35
 8

81.4
18.6

440
159

73.5
26.5

0.282

Alcohol
(－)
(＋)

397
159

71.4
28.6

34
 9

79.1
20.9

431
168

72.0
28.0

0.378

*t-test for continuous data, Chi-square test for other noncontinuous data, (－); not present, (＋); present, Non-recur; non-recurrent group, 
Re; recurrent group, N; number, TOAST; Trial of ORG 10172 in Acute Stroke Treatment,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3. 재발에 향을 미치는 위험인자

뇌경색의 위험인자의 비율이 재발군과 비재발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보았을 때, 단변량분석에서는 성

별, 나이, 뇌경색 부위, 아형분류, 당뇨, 심장질환, 일과성

허혈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 흡연, 음주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Table 2). 위험인자 상호 간

의 향을 보정하기 위한 다변량 분석에서는 심인성색

전증(OR=6.67, P=0.002) 이외에 역시 고혈압(OR=3.64, 

P=0.001)과 고지혈증(OR=3.16, P=0.002)이 뇌경색 재발

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고  찰

뇌졸중의 재발은 뇌졸중 환자들에게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노

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평균 연령이 높아지

게 되고 그와 더불어 노인 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

은 관심이 따르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뇌졸중 환자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뇌졸중의 1차 및 2차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다. 

뇌졸중 재발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열공성 경색

(lacunar infarction)의 경우는 1년 내 재발률이 3-16%, 

3년 내에는 21% 고 비열공성 경색(nonlacunar infarc-

tion), 즉 대혈관 죽상경화증(large-artery atherosclerosis)

은 2년 동안 재발률이 22% 정도 으며, 심인성색전증의 

경우는 1년은 5-12%, 5년은 32%로 보고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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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ultivariate analysis of risk factors (logistic multiple 
regression)

OR 95% CI p-value

Sex 2.42 1.21-4.84 0.120

Age 1.02 0.99-1.06 0.156

TOAST

LAA
CE
SAO
OC
UND

1.13
6.67
0.43
0.04
1.21

0.87-1.23
2.00-22.3
0.13-1.51
0.00-0.09
0.48-3.05

0.145
0.002*
0.189
0.804
0.678

DM
Hypertension
Hyperlipidemia
Heart disease
TIA
Smoking
Alcohol

1.71
3.64
3.16
0.35
0.20
0.64
0.74

0.85-3.45
1.66-7.99
1.52-6.57
0.11-1.09
0.03-1.66
0.28-1.48
0.33-1.65

0.133
0.001*
0.002*
0.069
0.136
0.292
0.456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DM; Diabetes mellitus, 
TOAST; Trial of ORG 10172 in Acute Stroke Treatment,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 LAA; Large-artery, atherosclerosis CE; 
Cardioembolism, SAO; small-vessel occlusion, OC; stroke of other 
determined etiology, UD; stroke of undetermined etiology

다.10,18,19 본 연구의 재발률은 7.2%(599명 중 43명)로 다

른 문헌들에 비해 낮았다. 그 이유로는 특정 지역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3차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 고, 대상군들이 비교적 통원 치료를 잘 받

아 위험인자 조절이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경우, 재발군의 연령 및 성별은 재발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 을 때 차이가 없었다. 타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같은 결과도 있는 반면에, 일과성허혈발작이

나 심근경색 같은 위험인자를 가지는 경우에 나이가 많

을수록 재발률과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고 남성이 

전체적으로 재발할 확률이 높으며 여성이 초기에 재발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가 있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1,4,6,9,11,13,14

고혈압과 뇌졸중의 재발과는 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이완기 혈압이 높을수록 뇌졸중의 재

발률이 높아지며 고혈압의 관리가 뇌졸중의 발생을 현

저하게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뇌졸중의 재발도 상당히 

억제한다는 보고들이 있다.15,20 본 연구에서도 고혈압이 

있는 환자군에서 다른 위험인자군의 환자들보다 재발할 

확률이 더 높았다. 또한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

는 경우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및 울혈성 심부전 등의 

합병증으로 예후에 향을 준다고 하 으며 따라서 고

혈압의 치료가 환자의 사망률과 이환율을 감소시킨다

고 하 다.2,15,20

고지혈증 역시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인자 중의 하나

이다. 본 연구에서도 재발한 군의 고지혈증 동반율이 재

발하지 않은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타 연구에서도 콜

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뇌졸중의 1차와 2차 예방에 모

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statin계열의 약물의 경우

는 신경보호 효과(neuroprotective effect)까지 있어 특히 

뇌졸중이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다.21,22 

심장질환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질환의 유무가 재발

한 군과 재발하지 않은 군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TOAST 분류에서는 심인성색전증이 다른 뇌경색보다 

재발률이 유의하게 높았다(OR=6.67, P=0.002). 이는 심

장 질환 환자군에 심인성색전증을 유발하는 심방세동 

등의 질환 외에도 색전증을 유발하지 않은 질환까지 포

함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조

정훈 등(1998)이나 이애  등(1991)에 의하면 심방세동 

등의 색전증을 유발하는 심장 질환이 재발에 강력한 

향을 주는 인자로 인식되고 있어 적절한 예방 조치가 있

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3,24 따라서 이런 심인성색전

증이 의심되는 환자인 경우에는 주의 깊은 관찰, 검사 및 

재발에 대한 예방이 필요한데, 치료적인 면에서 보면 항

응고제의 투여가 심인성색전증에서 뇌경색의 재발을 예

방하는 데 도움을 주나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고, 그 외 

항혈소판제제나 수술적인 요법은 항응고제보다 효과가 

낮은 것으로 생각한다.25 

당뇨와 뇌졸중 재발 및 사망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입원 당시 혈당이 예후와 연관성이 있

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입원 시 고혈당이 있는 경우, 

뇌졸중 발생 후 30일 동안 사망률이 14%로 혈당이 120 

mg/dL 이하 을 때의 6%보다 2배 이상 높았고, 2년 재

발률도 유의하게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1 또한 반대로 유

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은 결과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환

자들의 당뇨 조절이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 다.
26
 

본 연구에서 당뇨의 경우에는 재발한 군과 재발하지 않

은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뇌졸중 발병 시 혹은 

그 이후의 혈당 조절은 뇌졸중의 재발과 예후를 결정하

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과성허혈발작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재발의 위험

인자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일과성허혈발작에 대

한 논문에서 60세 이상의 노인, 10분 이상의 발작 지속 

시간을 갖는 경우가 발작의 재발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고, 그와는 반대로 일측성인 

경우 연속해서 오는 뇌경색의 회복에 좋은 향을 미친

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다.27,28 이것은 다른 인자에 

의한 향에 의해 뇌졸중이 올 수가 있고 발작 후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치료 방법 등에 의해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논란이 많다.29 

알코올은 적당한 정도로 섭취하면 뇌졸중을 감소시키

지만 과량 복용하는 경우에는 뇌졸중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뇌출혈 발생과 알코올 간에 긴 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1,30 
하지만, 뇌졸중 재발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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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흡연의 경우도 뇌졸중 위험인자로 인식되고 있으나 

뇌졸중 재발과의 인과 관계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추적 조사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 그 이상의 장기적 추적 관찰을 통한 뇌경색의 

재발은 확인하지 못하 고 둘째, 조사 대상을 뇌출혈을 

제외한 뇌경색으로 한정하여 뇌경색의 재발에 대해서만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셋째, 지역 사회 기반이 아니라 병

원에 내원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뇌경색

의 위험인자들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절되었다는 변

수가 있었고 따라서 실제의 뇌졸중 재발과는 거리가 있

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외래 환자를 기반으로 한 연

구이므로 개개인마다 추적 간격이나 검사 횟수 및 간격

이 달랐고, 이에 치료 방법과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뇌졸중의 위험인자와 재발에 대한 평가는 상

호간 혹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장기간의 연구와 더불어 환자군을 병원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기반으로 확대한 광범위한 조사

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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