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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

본 연구는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

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강원도 W시에 소재한 Y대학병원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총 110명의 환자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도구 중 뇌졸중 발생위험도는 Framingham Heart Study (2013)에서 제시한

Stroke Risk Profile을 사용하여 계산된 점수로 예측할 수 있는 뇌졸중 발생확률로 측

정하였으며, 뇌졸중 지식은 Yoon 등(2001)이 개발하고, 송희영(200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건강증진행위는 Walker 등(1995)이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Ⅱ (HPLP-Ⅱ)를 윤순녕과 김정희(1999)가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4월 한 달간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 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two sample

t-test와 one way ANOVA, 그리고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뇌졸중 발생위험도의 평균은 11.74±10.76%이고, 뇌졸중 지식의 평균은 67.88±14.51

점이며, 건강증진행위의 평균은 2.27±0.44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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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지식, 건강증

진행위를 살펴본 결과, 대상자의 뇌졸중 발생위험도는 성별(t=2.76, p=.007)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뇌졸중 지식은 최종학력(t=-1.97, p=.052), 소득(t=-2.83,

p=.006)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건강증진행위는 성별(t=-2.36, p=.02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하부영역 중 신체활동은 직업유무(t=2.41, p=.018),

건강책임은 종교유무(t=-2.23, p=.028), 영적성장과 대인관계는 성별(t=-2.11, p=.037

/ t=-2.83, p=.005), 스트레스관리는 직업유무(t=2.15, p=.034)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뇌졸중 발생위험도와 뇌졸중 지식 및 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

았으며,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26, p<.01)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음주, 흡연 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뇌졸중

발생위험도가 더 높게 측정되었고, 이와 반대로 건강증진행위 실천정도는 남자에 비

해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과 학력수준이 낮은 사람이 뇌졸중 지식이 더 낮

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므로 뇌졸중 예방교육에서 이들 결과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므로 뇌졸중

발생 위험군의 뇌졸중 지식을 향상시키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이들의 건강증진행위

의 실천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뇌졸중 발생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예방적 간호

중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이 되는 말 :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지식, 건강증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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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사망 원인 중 부동의

1,2,3위는 각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었고, 2011년에는 단일질환 사망 원인 1위

가 뇌혈관 질환, 공동 2위는 폐암과 자살, 4위는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 등)인 것으

로 보도되어 한국인은 뇌혈관질환으로 가장 많이 죽음을 맞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통계청, 2012).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인 뇌졸중은 뇌의 한 부위에 갑자기 혈액순

환 장애가 발생되며, 그 부위의 신경기능 소실이 발생된 후 24시간 이후 증상이 지

속되는 것을 말한다. 뇌졸중은 경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수 시간 내

에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신경학적 장애를 남기거나 사망

에 이를 수 있다(강삼석 등, 2005). 뇌졸중이 발병되면 환자의 15-20%가 사망하게

되고, 10%는 완전 회복되며, 나머지 70-75%는 뇌의 침범 영역에 따라 운동, 감각,

인지, 언어 등 다양한 기능장애를 갖게 된다(Hardie, Hankey, Jamrozik, Broadhurst,

& Anderson, 2004).

주로 노인질환으로 인식되었던 뇌졸중이 최근에는 30-40대의 뇌졸중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식생활의 변화와 운동부족 등 불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뇌

졸중의 주원인인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

다.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고혈압은 2007년 24.6%에서 2011년 28.5%로

증가하였고, 당뇨병은 2001년 8.6%에서 2011년 9.8%로 최근 10년간 약 1% 증가하였

다. 또한 고지혈증은 1998년 10.0%에서 2011년 13.8%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대

한신경과학회(2007)에서는 이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을 비롯한 고령,

가족력, 흡연, 부적절한 식이와 영양, 운동부족, 비만 등을 뇌졸중 발병의 위험요인으

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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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메사츄세츠 주(州)의 Framingham에서 실시된 36년간의 추적 역학조사 연구

에 의해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 뇌졸중 위험 프로파일 또는 건강위험평가 함수가 개발

되었는데(Wolf, Agostino, Belanger, & Kannel, 1991), Framingham 심장연구에서 제

시한 뇌졸중 위험지표는 연령, 수축기 혈압, 당뇨 및 심혈관계 질환유무, 흡연여부, 심

방세동, 좌심실 비대, 고혈압 약복용 여부이며, 여기서 제시한 뇌졸중 위험 프로파일

을 통해 상대적 위험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Framingham Heart Study, 2013). 뇌졸중

위험 프로파일의 효용성의 중요한 가치는 여러 잠재적 위험요소를 수정함으로써 뇌졸

중 발생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인구 노령화에 따라 뇌졸중 발생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55세

이후에는 매 10년마다 뇌졸중 위험이 두 배로 증가한다(Rosenberg & Popelka, 2000).

고혈압은 유병률이 높은 가장 중요한 조절 가능한 위험요인(Wang & Wang, 2004)으

로 선행연구에서 이완기압을 5-6mmHg 낮추면 뇌졸중 발병을 42%까지 낮출 수 있는

보고가 있어(Greenland, Croft, & Mensah, 2004), 뇌졸중 예방을 위한 혈압조절의 중

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흡연여부는 뇌졸중 발생에 2배 정도 영향을 미치고(Thom et

al., 2006), 같은 연령의 당뇨환자가 비당뇨환자 보다 뇌경색 빈도가 1.8-6배 정도 높

으며(Pearson et al., 2002; Goldstein et al., 2001), 당뇨를 잘 치료하지 않는 그룹에서

뇌졸중 재발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진영, 1999). 또한 비활동적인 사람은 활

동적인 사람에 비해 뇌출혈의 빈도가 2-3배 증가되며(Abott, Rodriguez, Burchfiel, &

Curb, 1994), 매일 30분씩 중등도 운동을 하면 비만과 당뇨병을 조절할 수 있고,

HDL-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며 혈압을 낮추는 동시에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Goldstein et al., 2001). 결국 이들 뇌졸중 발생위험요인을 줄이면 궁극적으로 뇌졸중

발병을 줄일 수 있으므로 뇌졸중 발병이전의 발병 위험요소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연

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안산 지역사회 노인 코호트 연구에 참여한 2.767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뇌

졸중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44.8%만이 뇌졸중이 뇌혈관성 질환임을 알고 있

었으며, 정확한 뇌졸중 전구증상을 2개 이상 알고 있는 노인은 24%밖에 되지 않았다

(박범식 등, 2002). 뇌졸중 위험요인 관리 및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뇌졸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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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이 중요하며(Yoon, Heller, Levi, Wiggers, & Fitzgerald, 2001), 특히 뇌졸중의

징후 및 경고증상에 대한 지식은 신속한 병원방문과 성공적인 초기치료에 중요한 요

인으로 제시되고 있어(Lee, Kim, & Lim, 2005) 일차, 이차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하겠

다. 그리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졸중 발생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대상자의

뇌졸중 지식 증가를 위한 교육과 중재가 필요하며, 이러한 중재에 앞서 대상자 집단

의 지식에 대한 정확한 사정이 선행되어야 한다(Yoon et al., 2001).

뇌졸중은 발병 후 치료에 역점을 두는 것보다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를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Ezzati et al., 2003), 이를 통해 뇌졸중 발병율을 80% 감소시

킬 수 있다(National Stroke Association〔NSA〕, 2010). 또한 한 번 뇌졸중이 발생하

면 다시 뇌졸중이 재발할 위험이 높아 가장 최선의 치료는 예방이다(대한뇌졸중학회,

2005). 하지만 2006년 우리나라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만성질환 예방과 재발 방지

를 위한 건강증진행위가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조사 대상의 대다수 국민이 뇌,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은 75.8%, 예방가능성은 74%로 높게 인지하고 있으나 본인과

질병과의 연관성은 17.1%, 예방활동 실천율은 9.2%에 불과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명신(2004)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관리 및 예방을 위해 건강증진행위 및 생활

습관을 변화하려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기관리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일상생활에서의 바람직한 건강증진행위의 실천을 통해 뇌졸중 위험인자를 제

거하고 유병율을 감소시킬 수 있음은 자명하다. 즉 뇌졸중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미

흡으로 뇌졸중이 발생하므로 뇌졸중 증상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위험요인 감소

를 위해 불건강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증진함으로써 뇌졸중 발

생을 예방하도록 돕는 간호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지금까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뇌졸중관련 지식과

건강증진행위 실천에 관한 선행연구가 시도되었으며(박선일, 2004; 박해숙, 2012; 박

혜경, 2003; 이명신, 2004; 이은정, 2011; 이혜련, 2010 등),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뇌

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다. 이외에 노인(장미경, 2004), 직장인(배성신,

2007)과 고혈압 전 단계인 성인 여성(송희영, 2008)을 대상으로 시도한 연구가 있었

으며, 뇌졸중 환자가 아닌 뇌졸중 발생위험군을 대상으로 시도된 국내 연구는 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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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이 건강증진행위와 발작예상 대처행동에 대해 조사한 연구 외에는 찾기가 어

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발생위험군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환

자의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지식, 그리고 건강증진행위 이행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추후 뇌졸중 예방관리에 필요한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고안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뇌졸중 발생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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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발생 위험군의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지식과 건강

증진행위를 파악하여 뇌졸중 발생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뇌졸중 발생위험도를 파악한다.

2)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뇌졸중 지식 정도를 파악한다.

3)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파악한다.

4)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지식과 건강

증진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5)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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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뇌졸중 발생위험군

뇌졸중 발생의 위험을 가진 집단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고지혈증, 고령,

가족력, 흡연, 부적절한 식이와 영양, 운동부족, 비만 등 한 가지 이상 위험요인을 가

진 대상자를 말한다(대한신경과학회, 2007).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중 한 가지 이상을 진단받은 자로서 뇌졸중을 진단받지 않은 사람이다.

2)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발생위험도는 뇌졸중 위험요인으로 인해 뇌졸중에 걸릴 우려정도를 의미하

며(대한뇌졸중학회, 2011), 본 연구에서는 Framingham Heart Study (2013)에서 제시

한 Stroke Risk Profile을 사용하여 계산된 점수로 예측할 수 있는 뇌졸중 발생확률로

측정한다. 뇌졸중 위험을 사정하는 Stroke Risk Profile은 나이, 수축기혈압, 흡연, 당

뇨 및 심혈관계 질환 유무에 따라 점수를 주는 것으로 점수에 따라 10년 내 뇌졸중

예상 발병확률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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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뇌졸중 지식

 지식이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욕구와 호기심에서부터 그 대상의 특정한 방향으

로 사고가 진행된 결과로 생긴 것이고, 동기, 욕구, 호기심 같은 정의적 요소의 지원

으로 만들어지며(허경철, 조덕주, 소경희, 2001), 뇌졸중 지식이란 뇌졸중에 관한 객관

적 타당성을 요구하는 판단의 체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Yoon 등(2001)이 개발한

뇌졸중의 위험요인, 경고증상과 치료에 대한 지식을 묻는 15문항의 도구를 송희영

(200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뇌졸중 위험요인 인지는 대한뇌졸중학회(2011)와 미국뇌졸중학회(American Stroke

Association〔ASA〕, 2009)에서 제시한 뇌졸중 위험요인의 목록을 제시한 후 뇌졸중

위험요인으로 알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4) 건강증진행위

생활양식의 구성요소가 되는 계속적인 활동으로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하여 능

동적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안녕 수준 뿐 아니라 자아실현, 자기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이다(Pender, 1987; Walker, Sechrist, & Pender, 1987). 본 연구

에서는 Walker, Sechrist와 Pender(1995)가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Ⅱ (HPLP-Ⅱ)를 윤순녕과 김정희(1999)가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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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뇌졸중 발생위험 요인

  뇌졸중이란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혈관 질환으로써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

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라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한

다(대한뇌졸중학회, 2011). WHO에서는 “뇌졸중은 분명한 혈관의 원인이 없으면서, 뇌

기능의 국소적인 혹은 전반적인 결손의 증후가 급속하게 발생되어 죽음에 이르게 하

거나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5).

뇌졸중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으로 만성적인 장애와 질병의 주된 원

인이며(American Heart Association〔AHA〕, 2007),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2위이고,

단일 질환으로는 1위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율은 13.9%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매년

총 의료비 지출이 10% 이상 증가되고 있다. 또한 뇌졸중은 성인에서 신체적 장애를 일

으키는 주범이기도 하며 특히 이러한 신체적 장애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구성원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뇌졸중 유병율 추이를 살펴보면 50세 이

상 전체에서 2010년 3,071명에서 2011년 3,204명으로 약 13.3%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살

펴보면, 50-59세는 2010년 1,170명에서 2011년 1,185명으로 증가하였고, 60-69세는 2010

년 1,028명에서 2011년 1,02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70세 이상에서는 873명에서 2011년

990명으로 증가하여(통계청, 2012), 70세 이상의 노인보다는 50대 이상에서 뇌졸중 유병

율이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뇌졸중 발생시 1인당 연간 약 500만원의 진료

비가 들어가며(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연간 뇌졸중 진료비는 2005년 5,625억원에서

2009년 8,703억원으로 54.7%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이전에는 뇌졸중이 주로 노인질환으로 인식되었지만 요즈음은 30-40대에도 흔히

발병하며, 이는 식생활의 변화와 운동부족으로 인해 뇌졸중의 주원인인 비만,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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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고지혈증 등의 발생률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조절이 적절하게 되지 않기 때문

이라 할 수 있다(대한뇌졸중학회, 2011). 뇌졸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부

정맥, 고지혈증, 당뇨, 혈액응고 장애, 흡연, 과섬유소원혈증, 뇌졸중의 가족력 등이 있

으며, 그 외에도 음주, 경구피임약 등의 영향을 주며(AHA, 2007; Goldstein et al.,

2001; 대한뇌졸중학회, 2011), 교정 불가능한 요인과 교정 가능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정 불가능한 요인으로는 나이, 성별, 인종, 뇌졸중 가족력, 저체중, 출산 등이

있으며, 교정 가능한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고지혈증, 무증상 경동

맥협착 등이 있다(Goldstein et al., 2006). 뇌졸중 위험요인 중 교정 가능한 위험요인

을 예방하는 것으로 뇌졸중 발병을 80% 감소시킬 수 있음이 발표되어 교정 가능한

위험요인 조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옥지원, 2007).

조절 가능한 위험요인 중 고혈압은 가장 중요한 뇌졸중의 원인으로 뇌졸중 환자의

약 70%가 고혈압으로 발생하며(Sacco, Shi, Zamanillo, & Kargman, 1994; 박혜경,

2003),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Framingham 뇌졸중 위험점수에 의한 뇌

졸중 10년 평균 발생 확률이 21%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Choi & Park, 2010). 실제

로 수축기압을 5-6mmHg를 낮추면 뇌졸중 발병률을 42%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

였다(Greenland et al., 2004).

고혈압은 혈관 내벽의 손상으로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 혈관 벽이 두꺼워지면서

혈관이 좁아져 막히면 뇌경색을 초래하거나 좁은 혈관벽이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해

파열하게 되어 뇌출혈의 원인이 된다(박철완, 2003). 2011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고혈압 유병율 추이는 28.5%이고, 여자에 비해 남자가 약 6% 정도 높으며, 30대, 40

대, 50대는 남자의 고혈압 유병율이 여자보다 높고, 60대와 70대에서는 여자의 유병율

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고혈압을 관리하는 수준의 편차가 큰데 특히 30대와

40대 남자 고혈압 유병자의 인지율 및 치료율, 조절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국민건강영양조사, 2011).

당뇨병은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병변을 생성시키는 독립 인자로 관상동맥과 뇌동맥

에 죽상경화증을 유발하고, 가속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하여 혈전색전증의 위험을 높인

다(Nagata et al., 2003). 따라서 당뇨환자가 같은 연령의 비당뇨환자보다 뇌경색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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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2-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노재규, 1990; 최진영, 1999). 당뇨병의

유병율을 살펴보면, 2001년 8.6%에서 2011년 9.8%로 최근 10년간 약 1% 증가하였음

을 알 수 있다(국민건강영양조사, 2011).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의 원인을 제공하므로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인자의 하나이며

(노재규, 1990),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만 30세 이상)은 1998년 10.0%에서 2011년

13.8%로 3.8% 증가하였다. 또한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만 30세 이상)은 1998년

10.2%에서 2001년 19.6%로 9.4% 증가하였지만 2005년을 기준으로 약 16%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또한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판막증, 심실세동 등 심장질환이 있으면

심장 내 혈액의 흐름에 이상이 생겨 혈액이 심장 내에 부분적으로 정체되어 응고되고

혈전이 생겨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하게 된다(박철완, 2003).

또한, LDL-콜레스테롤 농도가 정상보다 높을 때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남자는

49%, 여자는 32% 증가되고(Giles, Croft, Greenlund, Ford, & Kittner, 1998), 혈중 콜

레스테롤이 높으면 뇌경색이 발생하며(Plutzky & Ridker, 2001), 총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에 비례해 비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사망위험이 증가한다(Iso, Jacobs, Wentworth,

Neaton, & Cohen, 1989)는 것을 의미한다.

흡연 여부는 뇌졸중 발생에 2배 정도 영향을 미친다(Thom et al., 2006). 또한 흡

연은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

고, 혈액 중의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이상복 등, 1997). 현재 흡연율

(만 19세 이상)은 2011년 남자 47.3%로, 1998년 이후 감소 경향이었으나 2008년 이

후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6.8%로 연도별 큰 차이는 없었다. 미

국의 경우 2011년 흡연율(18세 이상)은 남자 21.5%, 여자 16.5%로 미국에 비해 우리

나라 남자는 약 2배 정도 흡연율이 높았고, 여자는 약 2배 낮음을 알 수 있다(국민

건강영양조사, 2011).

적당량의 음주(남성 1-2잔/일, 여성 1잔/일)는 혈전생성을 억제하고, HDL-콜레스

테롤 수치를 높임으로써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Goldstein et al., 2001).

하지만 과다한 음주는 혈관의 긴장도를 높여주고 심박출량의 증가, 호르몬의 증가 등

을 유발하여 혈압을 상승시킨다(박영임, 1994). 2011년 월간 음주율(만 19세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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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남자 77.6%, 여자 44.2%로 2010년과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국민건강영

양조사, 2011).

비활동적인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에 비해 뇌출혈의 빈도가 2-3배 증가하며 신체활

동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Abott et al, 1994). 비만은 뇌졸

중을 일으킬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의 원인이 되며, 간접적으로 뇌

졸중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 간주된다. 비만의 유병률(만 19세 이상)은 1998년

26.0%에서 2005년 31.3%로 5.3% 증가한 상태로 최근 5년간 31%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국민건강영양조사, 201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뇌졸중의 위험요인의 발생률과 유병률은 매년 증가

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조절 가능한 뇌졸중 위험요인은 일상생활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므로 이상에 제시된 위험요인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의 문제

인식과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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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

건강지식은 건강증진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박용희, 안옥

희, 정연강, 1998)으로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 환자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박춘자, 1995). 지식의 중요성은 행동변화에 있으며(장미경, 2004), 또한 건강에 대한

인식, 태도 등은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위는 다시 그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므로(Maggs & Abedi, 1997)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인식과 건강지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혜련, 2010).

지식이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욕구와 호기심에서부터 그 대상의 특정한 방향으

로 사고가 진행된 결과로 생긴 것이고 동기, 욕구, 호기심 같은 정의적 요소의 지원으

로 만들어진다(허경철 등, 2001). 또한 개인의 건강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는 적절한

건강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능력과 관련되므로 뇌졸중 위험질환 관련 주

요 지표들과 발병 위험과의 관련성을 인식시키는 것은 개인에게 자신의 뇌졸중 예방

과 관련된 중요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에게 생

활습관 개선을 위한 행위실천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송희영, 허혜경, 박소미,

2012). 대상자의 환경과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에 맞는 체계적이고, 적절한 교육을 개

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대상자의 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대상자의 교육요구도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질병

에 대한 지식부족을 초래한다(Clark & Smith, 1998).

뇌졸중으로 인해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으므로 되도록 빨리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뇌졸중 발병 시 빠른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뇌졸중

초급성기에는 혈전용해제 치료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치료를 시행할 수 없

으므로 그만큼 뇌조직의 손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대한뇌졸중학회, 2005).

뇌졸중의 초기 증상 및 징후는 한 쪽 팔다리의 힘이 없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말

을 못하거나 발음이 어눌하다. 그리고 어지럽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고,

한쪽 눈이 안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인다. 심한두통이 있으면 속이 울렁거

리고 토한다(고명환, 신용일, 이삼규, 2008). 이러한 뇌졸중 초기 증상 및 징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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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갖고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미시간에 거주하는 성

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뇌졸중 증상 및 징후와 관련된 3개의 가상 시나리오를 주었을

때, 적절하게 911에 전화하는지를 조사하여 뇌졸중에 대한 지식과 911 요청과의 관계

를 조사한 바 있으며, 이 조사에서는 뇌졸중 지식과 911 요청에는 상관관계가 없었고

지식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Reeves, Rafferty, Aranha,

& Theisen, 2008).

미국은 뇌졸중으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인 비용으로 2007년까지 620억이 넘는 금

액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미국뇌졸중협회는 대중의 뇌졸중 위험 증상

과 징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AHA, 2007). 뇌졸중에 대

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개인이 자신의 뇌졸중 위험요인 노출여부 및 건강관리의 필요

성을 인식할 수 있고, 생활습관 개선행위 실천이 동기화될 수 있다(Weltermanl et al,

2003; Morgann, Chambers, Banerji, Gater, & Jordan, 2005).

건강증진이란 안녕상태에 도달하기 위하여 스스로 필요한 요구를 확인하여 생활방

식을 변화하도록 대상자로 하여금 힘을 갖게 하는 활동이 확장되는 것이다(변영순, 장

희정, 1992). 건강증진행위는 개인이 건강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조화로운 정서와 긍

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질병치료 및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Pender,

1996), 이러한 건강증진행위가 건강한 생활양식내로 통합될 때 각 발달단계에서는 건

강의 증진, 기능적 능력의 강화,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져오게 되며,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ender, 1996).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Walker 등(1987)은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HPLP)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후 이를

1995년 HPLP-Ⅱ로 수정하였는데, HPLP-Ⅱ의 6가지 영역은 신체 활동, 영적 성장, 자

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돌보거나 필요시 건강 교육을 받는 건강책임, 음

식의 선택과 식사양상을 설정하는 영양, 친밀감 및 친교와 관련된 관계를 유지하는 대

인관계, 스트레스원을 인식하고 조절, 이완하는 스트레스 관리이다(Walker et al, 1995).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한 번 형성되면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옥지원, 2007), 생활

양식 변화를 위해서는 그릇된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실제적인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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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요구된다(박주성, 1994). 또한 현대의 질병 양상인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 같

은 만성질환은 서구화, 현대적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의 건강증진행위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이혜련, 2010), 건강증진행위는 만성질

환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건강관리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잠재적

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 온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김미경, 2003).

매일 30분씩 중등도의 운동을 하면 비만과 당뇨병을 조절할 수 있고, HDL-콜레스

테롤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동시에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Goldstein et al.,

2001). 또한, 과다한 소금 섭취 등의 식이는 나이의 증가와 함께 고혈압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고(김종성, 최스미, 1998; Nagata, Takatsuka, Shimizu, &

Shimizu, 2004), 실제 수축기압을 5-6mmHg 낮추는 경우 뇌졸중 발병률을 42%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Greenland et al., 2004)는 뇌졸중 예방 측면에서 생활습관

위험요인 조절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송희영 등, 2012). 또한 Law, Frost와

Wald(1991)의 연구에 의하면 혈압치료 후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은 15% 감소되고, 소

금 섭취를 하루 3g 줄인 경우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은 28% 감소된다고 하였다.

또한,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할수록 뇌졸중 위험이 높고, 식습관이 좋고 운동을 많이

할수록 뇌졸중 위험이 낮다(김노영, 2008). Chiuve 등(2008)도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서는 금연을 하거나 매일 운동을 하고, 절주와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하여 건강증진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뇌졸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 우리나라에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뇌졸중 관련 지식과 관련 변수로 건강증

진행위, 자기효능감, 약물복용이행, 교육요구도 등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그동안

아래와 같이 시도되어 왔다.

일과성 허혈발작 환자의 지식에 관한 연구결과(이은정, 2011), 뇌졸중지식은 평균

21.41±5.69점으로, 하위영역에서 뇌졸중 증상 지식 7.48±2.52점, 뇌졸중 정의 및 대처

방법 8.77±2.38점, 뇌졸중 위험인자 5.17±2.34점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증진행위는

2.82±0.42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뇌졸중 지식은 건강증진행위의 하위영역인 자아실

현(r=.208, p=.016), 건강책임(r=.172)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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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뇌졸중 환자의 뇌졸중관련 지식, 자기효능감, 약물복용이행과의 관계를 연구

한 박해숙(2012)은 뇌졸중 환자의 학력에 따라 뇌졸중관련 지식의 차이가 있으며 동

반질환의 유무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보였다. 뇌졸중관련 지식과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물복용이행과 자기효

능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뇌졸중 관련 지식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약물복용이행을 잘 할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함을 알 수 있

었다.

그리고 이혜련(2010)의 뇌졸중 환자의 뇌졸중 건강 지식, 건강증진행위, 건강위험

지표에 관한 연구에서는 뇌졸중 건강지식과 뇌졸중 건강증진행위, 뇌졸중 건강위험지

표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으나 진단기간이 길수록 뇌졸중 건강지식의 정의 및

관리방법 영역과 뇌졸중 건강증진행위와 치료이행도 영역 및 뇌졸중 건강위험지표는

좋은 점수가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시도한

박선일(2004)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

감과 건강증진행위,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과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는 각각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명신(2004)의 뇌졸중 환자의 건강증진행위

와 관련요인의 연구에서 영역별 수행정도를 살펴보면, 금연이 수행정도가 가장 높았

으며 그 다음으로 식습관, 건강관리, 스트레스관리, 운동영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송희영(2008)은 고혈압 전 단계의 여성을 대상으로 뇌졸중 위험과 뇌졸중 지

식을 측정하였을 때 지식측정 점수는 총 45점 만점에 29.15점이었고, 뇌졸중 위험요인

에 대한 지식 중 위험요인으로 가장 많이 제시한 요인은 스트레스였으며, 뇌졸중 경

고증상으로는 얼굴이나 사지의 갑작스런 저림이나 무력감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

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뇌졸중 지식을 연구한 장미경(2004)은 대상자의 지식정도는

질환의 특성에 관해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증상에 대해서는 뇌졸중 교육을 받은 경우

에서 높았고, 정보획득 경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정도는 본

인이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높았으며,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연령이 65-69세인 경우,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가 높았다. 대상자의 지식, 교육요구도의 상관관계는 지식이 높

으면 교육요구도가 높았으며, 질환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 높으면 질환의 특성, 위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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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배우고 싶은 내용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았고, 증상에 대한 지식이 높으면 배우

고 싶은 내용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그리고 배성신(2007)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뇌졸중 지식 및 교육요구도 조사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총점 27점 만점에 평균 17.52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으로는

뇌졸중 질환의 특성이 3.0±1.00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흔히 나타나

는 뇌졸중 증상 6.01±2.53점, 뇌졸중의 위험요인 8.56±3.02점 순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발생위험군을 대상으로 시도된 연구로 이민경(2011)의 연구에서 건강증진

행위 이행정도의 전체 평균점수는 69.25점으로 낮은 정도의 이행수준을 나타내었으며,

건강증진행위 영역 중 건강책임, 영양, 대인관계, 스트레스관리, 영적성장, 신체활동 순

으로 건강증진행위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뇌졸중환자를 대상으로 뇌졸중지식과 건강증진에 관해 조사한 선행연구들

에서 올바른 건강지식 습득과 바람직한 건강증진행위를 유도하여 뇌졸중 악화와 재발

을 방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뇌졸중 발생위험군을 대상으로 뇌졸중 지식과 건

강증진행위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따라서 뇌졸중 발생위험군으로 하여금

뇌졸중의 질병을 이해하고 위험요인 및 생활습관을 바꾸어 건강증진행위를 이행하여,

뇌졸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을 유지, 증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시도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뇌졸중발생 위험군의 뇌졸중 지식과 건강

증진행위 이행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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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

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뇌졸중 발생위험군을 표적모집단으로 하고, 강원도 W시에 거주

하는 뇌졸중 발생위험군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W시에 소재한 Y 대학병원에서 고혈

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으로 선정한다.

표본수를 결정하기 위해 G*Power 3.1.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효과크기(f²)를 0.15

로, 유의수준(α)를 0.05, 검정력 0.80 하에서 회귀분석을 위해 산출된 표본수는 104명

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15명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선정 기준

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2)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국문해독이 가능한 자

3) 54-84세 중 뇌졸중으로 진단받지 않은 자

4) 의무기록을 통해 2년 이내의 심전도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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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발생위험도는 Framingham Heart Study (2013)에서 제시한 Stroke Risk

Profile을 사용하여 계산된 점수로 예측할 수 있는 뇌졸중 발생확률로 측정한다. 뇌졸

중 위험을 사정하는 Stroke Risk Profile은 나이, 수축기혈압, 흡연, 당뇨 및 심혈관계

질환 유무에 따라 점수를 주는 것으로 점수에 따라 10년 내 뇌졸중 예상 발병확률이

함께 제시된다(부록 2. 참조). 뇌졸중 발생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한 혈압 측정은 외래

를 방문한 환자는 10-15분 휴식을 취한 후 외래에 배치된 전자혈압계로 측정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오전 8시에 전자혈압계로 측정한 혈압을 사용하

였다. 당뇨 병력과 흡연여부는 대상자에게 물어서 확인하였으며, 심혈관 질환은 환자

가 알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 모두 전자의무기록(수진내역)으로 연구자가 직접

확인하였다. 심방세동과 좌심실 비대유무는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대상자의 최근 2년

이내 심전도 결과를 연구자가 직접 확인하였다.

2) 뇌졸중 지식

뇌졸중 지식은 Yoon 등(2001)이 개발한 뇌졸중의 위험요인, 경고증상과 치료에

대한 지식을 묻는 15문항의 도구를 송희영(200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

며, 송희영(2008)에서의 Cronbach's ɑ값은 .8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Kuder–

Richardson Formula 20 (KR-20)의 값은 0.45였다. 본 연구에서의 뇌졸중 지식 측정

도구는 뇌졸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묻는 다양한 내용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어

KR-20의 값이 낮게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Mcdowell, 2006; Wikipedia, 2013).

문항 점수는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 처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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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으며, 가능점수 범위는 0-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뇌졸중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뇌졸중 위험요인 인지는 대한뇌졸중학회(2011)과 미국뇌졸중학회(ASA, 2009)

에서 제시한 뇌졸중 위험요인의 목록을 제시한 후 뇌졸중 위험요인으로 알고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3)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Walker 등(1995)이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Ⅱ (HPLP-Ⅱ)도구의 문항을 윤순녕과 김정희(1999)가 한국어로 번역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HPLP-Ⅱ는 6개의 하위개념으로 신체 활동 8문항, 건강책임 9

문항, 영적 성장 9문항, 영양 9문항, 대인관계 9문항, 스트레스관리 8문항의 총 52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

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 Likert 척도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의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ɑ값은 .94이고, 윤순녕과 김정

희(1999)에서의 Cronbach's ɑ값은 .91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값은 .92이었

다. 하부영역의 Cronbach's ɑ값은 신체활동 .91, 건강책임 .80, 영적성장 .78, 영양 .56,

대인관계 .70, 스트레스 .6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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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

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2012-2)을 받은 후 실시하

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4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 장소는 강원도

에 소재한 Y대학병원으로 연구자가 간호국을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내용, 자료수집

등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외래, 병동의 간호과장을 만나 연구 목적과 내

용, 자료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자가 방문 또는 입원

하는 외래와 병동을 방문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확인한 후 본 연구의 목적

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직접 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15-25분 정도였으며, 115명의 대상자 중

에서 중도 철회, 응답이 누락되거나 중복 체크한 5명의 대상자가 탈락 되어 최종 110

명(96%)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논문을 계획할 때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가 뇌졸중 발생위험도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수를 선정하였으나 자료수집 후 분석결과,

뇌졸중 발생위험도와 이들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서 회귀분

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 110명은 상관관

계 분석의 효과크기(ρ) 0.3, 유의수준(α) 0.05, 검정력 0.80 하에서 상관분석을 위한 표

본 수 84명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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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IBM SPSS statistics 20.0 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α)을 0.05로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도구의 신뢰도는 KR-20과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 수

행 정도의 차이는 two sample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4)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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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1.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일반적 특성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평균연

령은 65.05±6.99세이며, 54-64세가 55명(50%)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남자 46명

(41.8%), 여자 64명(58.2%)이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74명(67.3%)이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36명(32.7%)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유무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77명(70.0%)이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33명(30.0%)이며, 가족형태는 동

거인이 있는 경우는 81명(73.6%), 동거인이 없는 경우는 29명(26.4%)이었다. 또한 직

업이 있는 경우는 45명(40.9%), 직업이 없는 경우는 65명(55.5%)이며, 소득은 100만원

미만은 61명(55.5%), 100만원 이상은 49명(44.5%)이었다. 뇌졸중 발생 위험질병의 종

류는 고혈압 85명(77.3%), 당뇨병 47명(42.7%), 고지혈증 33명(30.0%), 심장질환 48명

(43.6%)으로 중복 응답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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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수(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범위)

연령

54-64세

65-74세

75-84세

55(50.0)

40(36.4)

15(13.6)

65.05±6.99

(54-81)

성별
남자

여자

46(41.8)

64(52.8)

종교
유

무

74(67.3)

36(32.7)

결혼 상태
배우자 유

배우자 무

77(70.0)

33(30.0)

가족 형태
동거인 유

동거인 무

81(73.6)

29(26.4)

최종학력
초졸 이하

중졸 이상

50(45.5)

60(54.5)

직업
유

무

45(40.9)

65(59.1)

소득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61(55.5)

49(44.5)

질병종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85(77.3)

47(42.7)

33(30.0)

48(43.6)

<표 1>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일반적 특성

N=110

* 중복 응답 포함



- 24 -

2.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뇌졸중 발생위험도의 평균은 11.74±10.76%로 나타났다. 뇌졸

중 지식은 67.88±14.51점으로 나타났으며<표 2-1>, 뇌졸중 위험요인에 대한 인지정도

를 분석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뇌졸중 위험요인으로 고혈압(96.4%)을 가장 높

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가장 낮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심장질환(59.1%)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행위의 평량 평균은 2.27±0.44점이며, 하부영역별로는 신체활동 1.94±0.83

점, 건강책임 1.90±0.52점, 영적성장 2.26±0.65점, 영양 2.73±0.44점, 대인관계 2.46±0.52

점, 스트레스관리 2.28±0.56점으로 영양영역의 건강증진행위 실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표 2-1>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뇌졸중 발생위험도와 뇌졸중 지식

N=110

변수(문항 수) 평균±표준편차(단위) 범위

뇌졸중 발생위험도 11.74±10.76(%) 1-52

뇌졸중 지식(15) 67.88±14.51(점) 13.33-100



- 25 -

위험요인 빈도(백분율)

고혈압 106(96.4)

비만 89(80.9)

고지혈증 88(80.0)

뇌졸중 가족력 87(79.1)

흡연 82(74.5)

음주 81(73.5)

순환문제 80(72.7)

고령 72(65.5)

당뇨병 68(61.8)

심장질환 65(59.1)

<표 2-2>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뇌졸중 위험요인에 대한 인지

N=110

*
중복 응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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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건강증진행위

N=110

변수(문항 수) 평균±표준편차 범위 평량평균±표준편차 범위

건강증진행위(52) 117.78±23.01 79-198 2.27±0.44 1-4

신체활동(8) 15.54±6.67 8-32 1.94±0.83 1-4

건강책임(9) 17.09±4.67 10-34 1.90±0.52 1-4

영적성장(9) 20.34±5.82 9-34 2.26±0.65 1-4

영양(9) 24.53±3.95 15-35 2.73±0.44 1-4

대인관계(9) 22.11±4.65 13-36 2.46±0.52 1-4

스트레스(8) 18.26±4.48 10-32 2.28±0.5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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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뇌졸중 발생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에 따른 뇌졸중 발생위험도는 남자는 14.98±11.33%, 여자는

9.41±9.77%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뇌졸중 발생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2.76, p=.007). 종교의 유무, 배우자의 유무, 동거인의 유무, 학력, 직업유무, 소득에

따른 뇌졸중 발생위험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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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 p

성별
남자

여자

14.98±11.33

9.41±9.77
2.76 .007

종교
유

무

12.19±11.61

10.81±8.83
-.63 .529

결혼 상태
배우자 유

배우자 무

11.45±10.52

12.39±11.45
.42 .677

가족 형태
동거인 유

동거인 무

11.41±10.67

12.66±11.16
.53 .594

최종학력
초졸 이하

중졸 이상

11.84±10.83

11.65±10.80
.09 .927

직업
유

무

11.31±11.27

12.03±10.47
.34 .732

소득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2.26±11.11

11.08±10.39
.57 .570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뇌졸중 발생위험도

N=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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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뇌졸중 지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뇌졸중 지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령이 낮을수록, 여자에 비해 남자가 뇌졸중 지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는 초졸 이하는 64.93±15.23점,

중졸 이상은 70.33±13.53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뇌졸중 지식이 유의하게 높았고

(t=-1.97, p=.052), 소득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100만원 미만은

64.48±14.84점, 100만원 이상은 72.11±13.03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뇌졸중 지식이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83, p=.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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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F p

연령

54-64세

65-74세

75-84세

71.03±14.92

65.00±10.54

64.00±19.81

2.70 .072

성별
남자

여자

70.87±13.29

65.73±15.07
1.85 .672

종교
유

무

67.12±15.10

69.44±13.27
.79 .432

결혼 상태
배우자 유

배우자 무

67.36±14.89

69.09±13.73
.57 .567

가족 형태
동거인 유

동거인 무

68.64±14.43

65.75±14.77
-.92 .359

최종학력
초졸 이하

중졸 이상

64.93±15.23

70.33±13.53
-1.97 .052

직업
유

무

68.30±14.51

67.59±14.62
-.25 .803

소득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64.48±14.84

72.11±13.03
-2.83 .006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뇌졸중 지식

N=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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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건강증진행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건강증진행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1>과

같다. 남자 2.15점±0.41점에 비해 여자 2.34±0.46점으로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t=-2.36, p=.020). 또한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

행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건강증진행위의 하부영역(신체활동, 건강

책임, 영적성장, 영양, 대인관계, 스트레스)을 분석한 결과는 <표 5-2, 5-3>과 같다.

신체활동 영역에서는 직업이 없는 사람(2.10±0.85점)이 직업이 있는 사람(1.72±0.66점)

에 비해 신체활동을 유의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41, p=.018). 건강책

임 영역에서는 종교가 없는 사람(1.74±0.45점)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 (1.97±0.54점)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t=-2.23, p=.028),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책임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15, p=.034).

영적성장 영역에서는 남자(2.11±0.60점)에 비해 여자(2.37±0.66점)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t=-2.11, p=.037), 영양 영역에서는 각 항목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가 없었다. 그리고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남자(2.30±0.39점)에 비해 여

자(2.57±0.52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2.83, p=.005), 스트레스 영역에서 직업

이 있는 사람(2.17±0.48점)보다 직업이 없는 사람(2.38±0.60점)이 더 유의하게 건강증

진행위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15, p=.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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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F p

연령

54-64세

65-74세

75-84세

2.30±0.46

2.26±0.42

2.15±0.45

.68 .509

성별
남자

여자

2.15±0.41

2.35±0.45
-2.36 .020

종교
유

무

2.31±0.47

2.18±0.37
-1.49 .138

결혼 상태
배우자 유

배우자 무

2.27±0.44

2.26±0.46
-.07 .944

가족 형태
동거인 유

동거인 무

2.26±0.43

2.27±0.48
.10 .923

최종학력
초졸 이하

중졸 이상

2.18±0.42

2.32±0.46
-1.41 .160

직업
유

무

2.20±0.39

2.20±0.41
1.20 .232

소득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22±0.41

2.33±0.48
-1.31 .193

<표 5-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건강증진행위

N=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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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신체활동

(M±SD)
t/F p

건강책임

(M±SD)
t/F p

영적성장

(M±SD)
t/F p

연령

54-64세

65-74세

75-84세

1.93±0.80

2.02±0.92

1.79±0.71

.42 .660

1.96±0.56

1.86±0.49

1.76±0.41

1.05 .354

2.34±0.65

2.24±0.62

2.03±0.69

1.35 .263

성별
남자

여자

1.84±0.77

2.01±0.88
-1.06 .290

1.80±0.51

1.97±0.52
-1.63 .105

2.11±0.60

2.37±0.66
-2.11 .037

종교
유

무

1.98±0.85

1.87±0.80
-.65 .519

1.97±0.54

1.74±0.44
-2.23 .028

2.32±0.67

2.14±0.60
-1.37 .173

결혼 상태
배우자 유

배우자 무

1.92±0.82

2.00±0.87
.45 .658

1.86±0.49

1.97±0.57
.98 .329

2.32±0.65

2.14±0.64
-1.22 .224

가족 형태
동거인 유

동거인 무

1.96±0.84

1.90±0.81
-.34 .734

1.86±0.48

2.01±0.60
1.32 .190

2.27±0.65

2.22±0.64
-.40 .691

최종학력
초졸 이하

중졸 이상

1.87±0.81

2.01±0.85
-88 .379

1.88±0.48

1.92±0.55
-.39 .697

2.17±0.63

2.33±0.65
-1.28 .203

직업
유

무

1.72±0.66

2.10±0.91
2.41 .018

1.90±0.54

1.90±0.51
-.08 .937

2.24±0.68

2.31±0.61
-.43 .670

소득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89±0.80

2.01±0.88
-.71 .480

1.81±0.47

2.02±0.56
-2.15 .034

2.20±0.63

2.34±0.66
-1.14 .257

<표 5-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건강증진행위(신체활동, 건강책임, 영적성장)

N=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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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영양

(M±SD)
t/F p

대인관계

(M±SD)
t/F p

스트레스

(M±SD)
t/F p

연령

54-64세

65-74세

75-84세

2.77±0.44

2.67±0.42

2.71±0.47

.67 .514

2.44±0.53

2.48±0.51

2.45±0.51

.04 .960

2.31±0.57

2.29±0.51

2.15±0.68

.50 .611

성별
남자

여자

2.64±0.39

2.79±0.46
-1.74 .084

2.30±0.39

2.57±0.52
-2.83 .005

2.20±0.46

2.35±0.59
-1.39 .167

종교
유

무

2.74±0.45

2.70±0.41
-.36 .721

2.52±0.50

2.33±0.52
-1.85 .066

2.30±0.60

2.26±0.47
-.34 .736

결혼 상태
배우자 유

배우자 무

2.75±0.45

2.67±0.54
-.86 .390

2.45±0.50

2.47±0.56
.20 .845

2.28±0.52

2.28±0.65
.14 .989

가족 형태
동거인 유

동거인 무

2.73±0.41

2.70±0.51
-.23 .815

2.45±0.50

2.47±0.56
.18 .859

2.28±0.52

2.29±0.67
.11 .910

최종학력
초졸 이하

중졸 이상

2.65±0.37

2.79±0.48
-1.68 .096

2.43±0.53

2.48±0.51
-.47 .639

2.17±0.52

2.38±0.58
-1.91 .059

직업
유

무

2.71±0.40

2.74±0.48
.43 .670

2.44±0.49

2.48±0.56
.46 .651

2.17±0.48

2.38±0.60
2.15 .034

소득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66±0.40

2.81±0.48
-1.73 .087

2.45±0.50

2.46±0.54
-.11 .913

2.27±0.57

2.30±0.56
-.26 .796

<표 5-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건강증진행위(영양, 대인관계, 스트레스)

N=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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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뇌졸중지식 건강증진행위

발생위험도 -.039 -.048

뇌졸중 지식 .326
**

6.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는 상관관계(r=.326,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

N=110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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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지식, 건강증진행위 이

행정도를 파악하여 뇌졸중 발생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뇌졸중 위험발생확률을 사정하기 위해 사용된 Framingham 위험점수

는 뇌졸중 주요 위험요인의 심각도 및 유무에 따라 점수를 매겨 각 위험점수의 총합

으로 뇌졸중의 위험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이 Framingham 위험점수는 뇌졸중뿐만

아니라 관상동맥질환과 일과성 허혈성 발작 등의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위험도를 산

출할 수 있도록 분화되어 있고(Framingham Heart Study, 2013), 이 방법은 즉각적으

로 중재해야 할 위험군을 감별해내고, 환자에게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치료에 대해 동

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hoi et al., 2001).

본 연구대상자의 10년 내 뇌졸중 발생위험도, 즉 위험확률이 11.74%로 나타났는데,

고혈압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송희영(2008)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위험점수가 4.48점

으로 대상자의 72%가 위험점수, 5점 이하로 10년 내 뇌졸중 예상 발생률이 2% 미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54-81세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

장질환자인데 반해 송희영(2008)의 연구는 20세 이상의 고혈압 전 단계의 여성으로

대상자 모두 비흡연자였고, 심장질환이 없으므로 Framingham 발생위험 확률이 본 연

구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병원과 3차 병원을 방문하는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Framingham 위험점수의

뇌졸중 발생확률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68.1세로 두 집단의 뇌졸

중 발생확률은 21%이며 개인병원 환자의 경우 16%, 3차 병원 환자의 경우 24%로 3차

병원 고혈압 환자가 뇌졸중 발생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Choi & Park,

2010),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이 65.05세임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로 3차 병

원에서 자료 수집을 실시한 본 연구대상보다 두 집단 모두 발생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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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hoi와 Park(2010)의 연구에서 뇌졸중 발생확률이 남자 21%, 여자 19.5%

로 여자보다 남자가 높게 나타나서 성별에 따른 뇌졸중 발생위험도에서 남성이 여성

보다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같은 대상자나

도구는 아니지만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비만도를 이용하여

위험지표를 조사한 이혜련(2010)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위험지표가 더 높게 나타난 결

과와도 일치한다. 반면에 전국 37개 종합병원의 심장내과를 방문하는 1,402명의 고혈

압환자를 대상으로 뇌졸중의 발생확률을 조사한 연구(Choi & Park, 2009)에서는 여자

(24.17%), 남자(24.39%)로 남녀의 뇌졸중 발생확률은 큰 차이가 없었고, 본 연구의 남

자(14.98%), 여자(9.41%)보다 높은 뇌졸중 발생확률을 보였는데, 뇌졸중 발생에 가장

중요한 고혈압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뇌졸중 지식은 위험요인 및 경고증상에 대한 뇌졸중의 예방과 조기 치료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뇌졸중 지식은 위험요인과 경고증상으로 측정하였으며,

뇌졸중 정의 및 경고증상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67.88점이었고, 뇌졸중 위험요인에

대한 인지의 비율은 고혈압(96.4%)이 높은 반면 당뇨병(61.8%)과 심장질환(59.1%)은

고혈압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인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뇌졸중 지식을 측정한 송희영(2008)의 연구는 지식점수의

범위가 15-45점으로 평균 29.15점이었으며, 100점으로 환산 하였을 때 64.78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지식 점수가 송희영(200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희영 등(2012)의 도시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뇌졸중 지식이 15점 만점에 평균 9.34점이며, 100점으로 환산 하였을 때

62.26점으로 본 연구보다 뇌졸중 지식의 점수가 낮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고혈압, 스

트레스 및 운동 부족은 78% 이상이 위험요인이라고 응답한 반면 협심증 및 심방세동

을 위험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 미만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송희영 등, 2012). 본 연구와 송희영 등(2012)의 대상자 모두 당뇨와 심장질

환이 뇌졸중의 조절 가능한 위험요인이라는 것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뇌졸중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조절측면에서 정확한 인식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일치하므로 뇌졸중 교육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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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측정도구가 같지는 않지만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혜련(2010)의 연구

에서는 뇌졸중 건강지식이 25점 만점에 평균 17.08점으로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68.32점이었고, 이은정(2011)은 33점 만점에 평균 21.41점으로 100점 환산하였을 때

64.88점으로 측정되었다. 이혜련(2010)의 평균 연령이 53.75세이고, 이민경(2011)의

평균 연령이 61.68세인 것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평균 연령 65.05세, 뇌졸중 지식

점수 67.88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 대상자가 연령에 비해 뇌졸중관련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혜련(2010)과 이은정(2011)은 뇌졸중 환

자를 대상으로 지식을 묻는 것이어서 뇌졸중 관리방법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

고, 이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전체적인 지식 점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 노인을 대상으로 뇌졸중 지식을 조사한 장미경(2004)의 연구에서 뇌졸중 지

식은 25점 만점 중 평균 18.30점이며,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73.2점으로 본 연구보

다 높았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뇌졸중 지식을 조사한 배성신(2007)의 연구에서는 27점

만점의 뇌졸중 지식 평균이 17.58점으로 100점 환산점수는 65.11점으로 본 연구의 평

균 67.88점보다 낮게 나타나서 배성신(2007)의 지식점수가 평균 연령 41.45세에 비해

다소 낮게 측정되어 30-40대 젊은 층에 대한 뇌졸중 정보 및 지식이 낮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뇌졸중은 발생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의 관리 및 규칙

적인 운동, 올바른 식이, 금연, 금주를 통해 예방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 포함된 고혈

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건강증진

행위의 이행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27점으로 100만 만점을 환산 하였을 때 56.5점

으로 낮은 이행수준을 보였다. 이는 Walker 등(1995)이 개발한 HPLP-Ⅱ 도구를 사용

한 연구들 중 뇌졸중 발생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이민경(2010)의 연구에서 건강증진행

위 이행정도가 4점 만점의 평균 2.77점으로 100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69.25점으로

본 연구의 건강증진행위 이행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대상자

의 연령에 따라 건강증진행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연령이 올라갈수록

건강증진행위 이행점수 평균이 낮아진 본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본 연구의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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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5세인 반면 이민경(2010)의 평균 연령은 60.77세로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건강

증진행위 이행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해 본다.

본 연구 대상자의 뇌졸중 지식은 최종학력과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는데, 이는 교육수준과 월 소득에 따라 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박해숙(2012),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이은정(2011), 그리고 월 평균

수입에 따라 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배성신(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현장에서 학력과 소득이 낮은 대상자에게 뇌졸중 관련지식을 더욱

강조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민경(2010)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이행정도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건강증진행위 이행정도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에서 뇌졸중

발생위험도와 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건강증

진행위 이행정도가 남자보다 더 높은 여자의 뇌졸중 발생위험확률이 남자보다 유의하

게 낮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건강증진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수록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건강증진행위 하부 영역 중 이민경(2010)의 연구에서는 건강

책임, 영양,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영적성장, 신체활동 순으로 이행정도를 보인 반

면 본 연구에서는 영양,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영적성장, 신체활동, 건강책임 순으

로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하고 있었으며 영양영역이 높은 수준의 이행정도를 보였고,

건강책임영역의 이행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HPLP 도구와 박혜경(2003)의 도구

를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뇌졸중 환자의 건강증진행위를 조사한 이혜련(2010)

의 연구에서는 4점 만점의 평균이 3.08점으로 비교적 건강증진행위 이행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 이행정도는 건강책임, 생활습관,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치료이

행도, 자아실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혜련(2010)과 같은 도구를 사용한 이은정

(2011)의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 이행정도 평균은 2.82점이며, 자아실현, 건강책임, 스

트레스, 대인관계, 치료이행도, 생활습관 순이었다. 또한 이명신(2004)에서는 건강증진

행위 이행의 평균이 2.71점이고 금연, 식습관,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운동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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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박선일(2006)에서는 건강증진행위 이행의 평균이 2.37점으로 나타났다. 이

들 연구들은 모두 뇌졸중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질병에 대한 심각

성을 인식하여 행위실천의 동기가 더 부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보다 상대적으로

건강증진행위 이행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며, 하부 영역별 이행정도는

연구마다 각각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뇌졸중 발생위험도와 뇌졸중 지식 및 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뇌졸중 발생위험도와 뇌졸중 지식, 뇌졸중 발생위험도와 건강증진행위 간에는 아주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

진행위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희영(2008)에서

뇌졸중 위험과 뇌졸중 지식 간의 상관관계가 음의 상관관계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고, 송희영 등(2012)에서 뇌졸중 생활습관 위험요인의 수와 뇌졸중 지식이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혜

련(2010)에서도 뇌졸중 위험지표와 건강증진행위, 뇌졸중 위험지표와 뇌졸중 지식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도 일치한다. 이는 뇌졸중 지식이 높은 사람이 뇌

졸중 발생위험이 낮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뇌졸중 발생위험이 높은 사람이 본인의 건

강상태에 더욱 민감하여 관련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뇌졸중 발생위험이 높

은 사람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강증진행위를 더 실천할 수도 있지

만 건강증진행위를 평소에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해 뇌졸중 발생위험이 더 높을 수도

있어서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혜련(2010)에서 뇌졸중 건강지식과 건강증진행위 이행의 상관관계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은정(2011)에서도 뇌졸중 지식의 하위영역과 건강증진

행위 하위영역 중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영역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뇌졸중 지

식과 건강증진행위 이행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 이행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뇌졸중 지식이 높을수

록 건강증진행위 실천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음을 제시한 본 연구결과와는 상충됨을 보

였으므로 이에 대해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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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일 대학병원에서 뇌졸중 발생위험군에 해당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자를 선정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

다. 다양한 지식이나 기술을 측정하고 있을 때 KR-20값이 낮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Gigawiz, 2013) 있지만, 본 연구에 앞서 뇌졸중 발생위험군을 대상으로 뇌졸중 지식

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도구의 신뢰도를 미리 검증하지 못하

였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 이행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뇌졸

중 발생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뇌졸중 지식을 적극

적으로 잘 교육하면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의 실천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뇌졸중 발생의 조절 가능한 위험요인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뇌졸중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자보다 남자가 건강증진행위 이행정도가 낮고 뇌졸중 발생위험도가 높았

으므로 실무에서 특히 남자 환자의 뇌졸중 예방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학

력과 소득이 낮은 사람의 뇌졸중 지식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으므로 이들에게 뇌졸중

에 대한 정보를 더욱 강조하여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추후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뇌졸중 예방을 위한 중

재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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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

를 파악하여 뇌졸중 발생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W시에 소재한 Y 대학병원의 뇌졸중 발생위험군인 고혈압, 당뇨

병, 고지혈증,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

사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뇌졸중 발생위험도는 Framingham Heart Study

(2013)의 Stroke Risk Profile에서 제시하는 나이, 수축기 혈압, 흡연, 당뇨 및 심혈관

계 질환 유무에 따라 계산되는 점수에 의한 10년 내 뇌졸중 발생확률로 측정하였다.

뇌졸중 지식은 Yoon 등(2001)이 개발한 뇌졸중 위험요인, 경고증상과 치료에 대한 지

식을 묻는 15문항을 송희영(200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뇌졸중 지식이 높음을 의미하며, 뇌졸중 위험요인은 대한뇌졸중학회(2011)와 미국뇌졸

중학회(ASA, 2009)에서 제시한 10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건강증진행위는

Walker 등(1995)이 개발한 HPLP-Ⅱ를 윤순녕과 김정희(1999)가 한국어로 번역한 도

구 52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이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료 수집은 2013년 4월 한 달간 연구자와 대상자의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실시하

였으며 총 115명의 자료 중 110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 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수의 실수와 백분율, 평

균과 표준편차, two sample t-test와 one way ANOVA, 그리고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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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뇌졸중 발생위험도의 평균은 11.74±10.76%이고, 뇌졸중 지식의 평균 67.88±14.51점

이며, 뇌졸중 위험요인에 대한 인지는 고혈압(96.4%)을 가장 높게, 심장질환

(59.1%)을 가장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행위의 평균은 2.27±0.44

점이었으며, 건강증진행위의 하부영역은 영양 영역이 2.73±3.95점으로 이행정도가

가장 높았고, 건강책임 영역이 1.90±0.52점으로 이행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졸중 발생위험도는 성별(t=2.76, p=.007)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 뇌졸중 지식은 최종학력(t=-1.97, p=.052))과 소득(t=-2.83,

p=.006)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는 성별(t=-2.36, p=.02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건강증진행위 하부영역 중 신체활동은 직업유무(t=2.41, p=.018)에

따라, 건강책임은 종교유무(t=-2.23, p=.028)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영적

성장과 대인관계는 성별(t=-2.11, p=.037 / t=-2.83, p=.005)에 따라, 스트레스 관리

는 직업유무(t=2.15, p=.034)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뇌졸중 발생위험도와 뇌졸중 지식 및 건강증진행위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으

며,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26,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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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의 뇌졸중 발생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팅에서 폭넓게 반복연구를 시도할 것을 제안

한다.

2) 뇌졸중 지식과 뇌졸중 위험요인의 인지를 높이기 위해 뇌졸중 예방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3) 건강증진행위 이행정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뇌졸중 위험요인 중 조절

가능한 위험요인을 줄임으로써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뇌졸중 발생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그 효

과를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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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일반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

니다.

본 설문지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을 진단 받으신 환자분의 뇌졸중

위험, 뇌졸중 관련 지식, 건강증진행위 이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앞으로 뇌졸중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

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답하여 주신 모든 내용은 중요한 자료가 되며, 무기명으

로 처리됩니다. 또한 순수하게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

니다.

연구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라도 자유롭게

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성실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어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4월

연세대학교 대학원(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석사과정

연구자 노 지 희 드림

연락처 : 010-44**-****

이메일 : red*****@hanmail.net

------------------------------------------------------------------

본인은 연구의 취지와 참여 및 철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연구자로부터 듣고 이

해하였으며 자의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함에 동의합니다.

2013년 월 일

연구참여자 (인)

부록 1. 동의서 및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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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특성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란에 V 표시를 하거나 기록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종교는?

① 없음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 )

4. 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⑤ 기타 ( )

5. 귀하의 가족 형태는?

① 혼자 산다. ② 부부끼리만 산다. ③ 가족과 함께 산다. ④ 동거인과 함께 산다.

⑤ 기타( )

6.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이상

⑥ 교육 년수 ( )

7.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공무원 ② 회사원 ③ 전문직 ④ 자영업 ⑤ 농업 및 어업 ⑥ 주부 ⑦ 무직

⑧ 기타 ( )

8.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199만원 ③ 200만원-299만원 ④ 300만원-399만원

⑤ 4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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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중 위험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란에 V 표시를 하거나 기록하여 주십시오.

1. 귀하는 혈압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진단 ( )개월 또는 년

2. 귀하는 당뇨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진단 ( )개월 또는 년

3. 귀하는 흡연을 하십니까? ① 한다. ② 안 한다.

③ ( )개월 또는 년 ④ ( )개피/일

4.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① 약물을 복용한다. ②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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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병이다.

2. 평소 먹는 혈압약이 있다면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

이 나타날 때 약을 추가로 더 먹는다.

3. 피를 묽게하는 약(예:아스피린)을 먹으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4. 뇌졸중은 40-50대 보다는 60대 이후에 많이 생긴다.

5.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는 다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6. 뇌졸중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일단 변화가 있는지

지켜본다.

7. 가족 중 뇌졸중이나 심장발작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

면 뇌졸중 걸릴 위험이 많다.

8. 뇌졸중과 생활습관과는 별 관계가 없다.

뇌졸중

초기에는

갑자기

9. 한 쪽 팔다리가 힘이 빠져 움직이기

어렵거나 저리고 감각이 없어진다.

10. 전신이 마비된다.

11. 한쪽 눈 또는 양쪽 눈 모두가 흐려

지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

12. 갑자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남이 무슨 말

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다.

13. 특별한 이유 없이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

14. 특별한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중심

을 못 잡고 넘어진다.

15. 갑자기 가슴이 아프거나 조인다.

▶ 뇌졸중 지식

※ 다음은 뇌졸중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되는 것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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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의 문제와 관심을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

한다.

2.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먹는다.

3. 비정상적인 증상과 징후가 있으면 의사, 약사,

간호사와 상의한다.

4. 계획된 운동 프로그램을 따른다.

5. 충분한 수변을 취한다.

6. 나는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

7. 나는 다른 사람이 잘한 일에 대해 칭찬을 잘

한다.

8. 설탕과 당분 함유 음식을 적게 먹으려고 노력

한다.

9. 건강증진에 관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거나

글을 읽는다.

고령 뇌졸중 가족력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콜레스테롤 높음) 심장질환(부정맥, 좌심실 비대 등)

비만 순환문제(팔, 다리 저림 등)

흡연 음주

※ 아래 항목 중 뇌졸중 위험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 건강증진행위

※ 다음은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V 표시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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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0.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 20분 이상 활기차

게 운동을 한다. (예;활기찬 산책,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이나 춤, 계단 오르기 등)

11. 매일 약간의 휴식을 갖는다.

12. 나는 삶의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13. 나는 하루 세끼를 먹는다.

14.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15. 건강 전문가(의사, 약사, 간호사)의 교육 내용

에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한다.

16. 경하거나 중정도의 신체 활동을 한다.

(예:주 5회 이상 또는 30-40분 간 지속적인 걷기)

17. 나의 삶에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인다.

18.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19. 가까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

20. 매일 소량의 과일을 먹는다.

21. 나는 의사, 약사, 간호사의 충고에 의문이

있을 때 다른 의사나, 약사, 간호사에게 의견

을 묻는다.

22. 취미, 오랜시간을 갖고 신체활동을 한다.

(예:수영, 댄스 등)

23. 잠들기 전 즐거운 생각을 한다.

24. 만족감과 평화로움을 느낀다.

25. 다른 사람에게 관심, 사랑, 따뜻함을 잘 표현

한다.

26. 매일 야채류를 충분하게 먹는다.



- 58 -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27. 나의 건강문제를 건강전문가와 상의한다.

28.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스트레칭 한다.

29.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특정한 방법을

사용한다.

30. 장기적인 삶의 목적을 향해 살아간다.

31.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

32. 매일 우유, 요구르트, 치즈를 적당량 먹는다.

33.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신체적인 변화나 위험

신호를 알기위해 나의 몸을 관찰하다.

34. 일상생활 중에 운동을 한다.

35. 알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에 균형이 있다.

36. 매일 흥미와 보람을 찾는다.

37. 친교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 한다.

38. 고기나 생선, 달걀, 견과류(호두,땅콩)를

적당량 먹는다.

39. 자신의 건강관리 방법을 알기 위해 의사,

약사, 간호사에게 정보를 구한다.

40. 운동은 나의 몸 상태에 맞게 적당량 한다.

(예: 운동 할 때 맥박수를 확인)

41. 매일 15-20분 동안 이완이나 명상을 한다.

42.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고

있다.

43. 지역사회원(보건소, 주간보호센터 등)의 간호

제공자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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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항목 결 과

혈압(SBP)

당뇨(history of diabetes)

흡연

CVD

(cardiovascular disease)

myocardial infarction

angina pectoris

coronary insufficiency

intermittent claudication

congestive heart failure

AF: history of atrial
fibrillation

LVH: electrocardiogram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44. 상품화된 식품은 영양소, 지방, 염분의 성분

표시를 읽고 산다.

45. 건강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46.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운동을 한다.

47. 피곤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한다.

48. 나보다 더 큰 힘(예: 절대자)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49.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토론과 타협으로

해결한다.

50. 아침을 먹는다.

51. 필요하면 상담이나 지도를 받는다.

52.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을 한다.

▶ 연구자 기록 

대상자 이름:                             병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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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0 +1 +2 +3 +4 +5 +6 +7 +8 +9 +10

Age,y 54-56 57-59 60-62 63-65 66-68 69-72 73-75 76-78 79-81 82-84 85

Untreated SBP,

mmHg
97-105

106-

115

116-

125

126-

135

136-

145

146-

155

156-

165

166-

175

176-

185

186-

195

196-

205

Treated SBP,

mmHg
97-105

106-

112

113-

117

118-

123

124-

129

130-

135

136-

142

143-

150

151-

161

162-

176

177-

205

Diabetes No Yes

Cigs N0 Yes

CVD N0 Yes

AF N0 Yes

LVH No Yes

부록 2. Framingham Heart Study(2013): Stroke Risk Probability

남자



- 61 -

point

0 +1 +2 +3 +4 +5 +6 +7 +8 +9 +10

Age,y 54-56 57-59 60-62 63-64 65-67 68-70 71-73 74-76 77-78 79-81 82-84

Untreated

SBP, mmHg
95-106

107-

118

119-

130

131-

143

144-

155

156-

167

168-

180

181-

192

193-

204

205-

216

Treated SBP,

mmHg
95-106

107-

113

114-

119

120-

125

126-

131

132-

139

140-

148

149-

160

161-

204

205-

216

Diabetes No Yes

Cigs N0 Yes

CVD N0 Yes

AF N0 Yes

LVH No Yes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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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0-year

Probability,

%

point

10-year

Probability,

%

point

10-year

Probability,

%

point

10-year

Probability,

%

point

10-year

Probability,

%

point

10-year

Probability,

%

1 3 11 11 21 42 1 1 11 8 21 43

2 3 12 13 22 47 2 1 12 9 22 50

3 4 13 15 23 52 3 2 13 11 23 57

4 4 14 17 24 57 4 2 14 13 24 64

5 5 15 20 25 63 5 2 15 16 25 71

6 5 16 22 26 68 6 3 16 19 26 78

7 6 17 26 27 74 7 4 17 23 27 84

8 7 18 29 28 79 8 4 18 27

9 8 19 33 29 84 9 5 19 32

10 10 20 37 30 88 10 6 20 37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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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ability of stroke, knowledge of stroke,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of stroke risk groups

Noh, Ji Hee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bability of stroke,

knowledge of stroke, and health-promoting lifestyle among stroke risk group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was used.

Among patients with underlying hypertension, diabetes, hyperlipidemia, or

cardiovascular diseases, data were analyzed for 110 patients who were recruited

from a hospital located in Gangwon Province, South Korea. The probability of

stroke was calculated using the Stroke Risk Profile from the Framingham Heart

Study (2013), knowledge of stroke was measured using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Yoon et al. (2001) and revised by Song (2008), and health-promoting lifestyle

was measured using the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Ⅱ (HPLP-Ⅱ),

developed by Walker et al. (1995) and translated into Korean by Yoon and Kim

(1999).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in April, 2013.

Frequency analysis, two sample t-test, one 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used with IBM SPSS statistics 20.0 version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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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re as followed:

1) The average probability of stroke was 11.74±10.76%, the average score for

knowledge of stroke was 67.88±14.51, and for health-promoting lifestyle,

2.27±0.44.

2) The probability of strok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t=2.76, p=.007). Knowledge differed according to patients’ highest level of

education (t=-1.97, p=.052) and salary (t=-2.83, p=.006). Health-promoting lifestyl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t=-2.36, p=.020). Among the

subcategories of health-promoting lifestyle, physical activity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job status (t=2.41, p=.018), health responsibility according to

religion status (t=-2.23, p=.028), spiritual growth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ccording to gender (t=-2.11, p=.037/ t=-2.83, p=.034), and stress management

according to job status (t=2.15, p=.034).

3)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robability of stroke and knowledge

of stroke or probability of stroke and health-promoting lifestyle, bu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stroke and health-promoting lifestyle.

In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e necessity of active education to increase

knowledge related to stroke which will contribute to an increase in health-promoting

behaviors and make primary prevention a reality in the reduction of the risk of

stroke among stroke risk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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