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세계적으로 여성 사망률 높은 뇌졸중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

코비디엔과 세계 뇌졸중 기구, 여론조사 통해 뇌졸중 예방 및 치료 옵션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발표

(서울, 2014 년 10 월 22 일) – 코비디엔과 세계 뇌졸중 기구(World Stroke Organization, WSO)의
후원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높은 사망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으로 인한 위협과 그와 관련된 경고 징후에 대해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18 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뇌졸중과 그의 예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뇌졸중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17%만이 약 6 명 중 1 명에게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5%만이 남성보다 여성의 뇌졸중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권순억 교수는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6 명 중 1 명에게 발생하는 질병임에도
이에 대한 위험성과 예방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뇌졸중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망원인 2 위, 한국인의 사망원인 3 위로 알려져 있지만 누구나 알기만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질병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뇌졸중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인지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사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위험 요소에 대한 지식은 일반적으로 낮다. 한국인 4 명 중 1 명만이 흡연(26%)과 고혈압(23%)이
뇌졸중 위험 요소이며, 10 명 중 1 명 미만(9%)이 당뇨병과 체중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뇌졸중 경고 징후와 증상에 대한 지식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중 4%만이 어눌한
말투가 뇌졸중의 경고 징후 또는 증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2%만이 안면 마비 및 처짐이
경고 신호임을 알고 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조사 응답자의 10 명 중 9 명이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여 뇌졸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계 뇌졸중 기구 회장 스티븐 데이비스(Stephen Davis) 박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졸중과 그 증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세계 뇌졸중 기구는 코비디엔과 협력하여 ‘Take 2 Tell 2’
(2 명에게 말하는데 2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뇌졸중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한국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비디엔은 올해 세계 뇌졸중 캠페인의 플래티넘 후원사로서 세계 뇌졸중 기구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이번 설문 조사와 더불어 뇌졸중 환자와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10 월 29 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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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번 ‘Take 2 Tell 2’ 캠페인은 단 2 분이면 뇌졸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울러 2 명에게 뇌졸중의 증후에 대해 전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스티븐 데이비스 박사는 “매년 1700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뇌졸중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뇌졸중 확산을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전 세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예방 관리와 인지도 제고는 뇌졸중과의 싸움에
있어 중요하고 이러한 목표를 위해 코비디엔을 파트너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뇌졸중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캠페인 웹사이트(www.take2forstroke.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신이 즐겨 찾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해시태그 #take2forstroke 를 사용해 동영상 및 사진으로
뇌졸중 관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코비디엔은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더블린, 미국 뉴욕 및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도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29 일 오전 11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번 행사는 무료 혈압 검사, 서대문 응급의료서비스의 뇌졸중 증상과 대응교육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뇌졸중 선서를 공유할 수 있는 포토월 등으로 구성된다.
마이클 타노프(Michael Tarnoff) 코비디엔 글로벌 최고의료담당 임원은 “6 초마다 생명을 앗아가는
뇌졸중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으며 이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시급하다. 이번 캠페인은 가족과 친구들이
뇌졸중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방법 교육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코비디엔은 세계 뇌졸중 캠페인의 대표 후원사로서 글로벌 세계 뇌졸중 기구의 프로그램 후원을
통해 뇌졸중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교육 자료와 기타 인식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캠페인
웹사이트와 뇌졸중의 위험 요소, 예방 및 치료 옵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자료도
제공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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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이번 세계 뇌졸중의 날 연구는 18세 이상 성인 350명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됐다. 또한, 비교를 위해 2014년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성인 505명도 인터뷰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코비디엔의 후원으로 국제 여론조사기관인 APCO Insight가 실시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조사 패널로 참가하기로 동의한 사람들 중에서 선별됐으며, 데이터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서울과
수도권 지역 또는 대한민국의 성인 인구 구성을 반영했다.
코비디엔(Covidien)
코비디엔은 전문의료진과 환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혁신적인 의료기술 솔루션과 환자 케어 제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업체이다. 코비디엔의 헌신적인 전문가들은 환자들과 간병인을 위해 전 세계에서
생명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전 세계 3 만 8000 여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중인 코비디엔은
150 개 이상의 국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3 년 매출액은 102 억 달러에 이른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covidien.com 또는 공식 트위터 계정 www.twitter.com/covidien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 뇌졸중 기구
세계 뇌졸중 기구(World Stroke Organization, WSO)는 뇌졸중의 예방, 치료 및 장기 관리를 통해 전 세계의
뇌졸중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6 년 10 월 설립됐다. 뇌졸중 지원 그룹을 비롯한 전 세계의 개인
및 조직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뇌졸중에 대한 글로벌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공식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국제 뇌졸중 NGO 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worldstroke.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ke 2 Tell 2’ 캠페인
2 분이면 뇌졸중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글로벌 뇌졸중 인식 개선 캠페인이다. 누구나 단
2 분이라는 시간으로 뇌졸중의 예방, 시험, 경고 징후 또는 치료에 대해 알아보거나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뇌졸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뇌졸중에 관한 자신의 경험담 공유나 캠페인 참가를
원하면 캠페인 홈페이지 www.take2forstroke.com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문의
코비디엔코리아

박선 과장

02-6196-5524,

sun.park@covidien.com

브라이먼 커뮤니케이션스

정미리 과장

02-2084-9221,

miri@briman.co.kr

세계 뇌졸중 기구

Jose Julio Divino, MPH

+41 22 906 9123, campaigns@world-strok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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