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뇌졸중의 날 연구*:
4 개국(브라질, 아일랜드, 대한민국, 미국) 분석에 근거한 주요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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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뇌졸중에 대해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성의 뇌졸중 발병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거나 실제로 뇌졸중이 발생하는 확률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각 국가의 응답자 중 약 절반 또는 그 이상이 뇌졸중에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함 (아일랜드 74%, 미국 71%, 한국 58%, 브라질 48%)
 면담 대상 성인 10 명중 한 명만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뇌졸중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미국 17%, 브라질 13%, 아일랜드 8%, 한국 5%).
 응답자 5 명중 한 명의 비율로 6 명중 한 명에게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아일랜드
22%, 미국 18%, 브라질 18%, 한국 17%)
 여성 5 명 중 한 명에게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는 조사 응답자는 6 명 중 1 명 미만으로
나타남 (미국 19%, 브라질 16%, 아일랜드 16%, 한국 10%)
일부 응답자들은 고혈압과 흡연이 뇌졸중의 위험 인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당뇨와 체중 조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질문할 경우 고혈압과 흡연이 뇌졸중 관련 중요한 위험 인자임을 알고 있는
성인은 4 명 중 한 명임
 당뇨나 과체중이 위험 인자임을 아는 응답자는 10 명중 단 한 명꼴임
 이와 달리, 9 가지 위험 인자 목록을 제시하면 이들 항목 중 7 가지가 실제 위험 인자에 해당한다고
확언할 수 있는 성인은 10 명 중 6 명 이상
성인 중 일부는 어눌한 말투, 안면 또는 팔 마비 및 이유 없이 갑작스러운 두통이 뇌졸중의 전조 징후 및
증상임을 알고 있지만, 균형 또는 협응력 상실, 시력 문제나 혼동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5 명 중 한 명은 어눌한 말투가 뇌졸중의 지표라고 말할 수 있음
 약 7 명 중 한 명은 무감각/마비와 두통이 전조 징후 또는 증상이라고 응답
 시력 문제, 균형 문제 및 혼동이 뇌졸중 발생 또는 전조 증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응답자는
각각 6 퍼센트, 3 퍼센트, 3 퍼센트에 불과함
 뇌졸중의 5 가지 전조 징후 및 증상 목록을 제시할 경우, 해당 항목 중 뇌졸중의 지표에 해당될 수
있는 네 가지 항목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성인은 10 명 중 6 명 이상
긍정적인 면으로는 조사 응답자의 대다수가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여 뇌졸중 의심자를 즉시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응답자는 10 명 중 약 9 명꼴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여 뇌졸중 의심자를 즉시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브라질 92%, 미국 89%, 아일랜드 89%, 한국 85%)

*본 세계 뇌졸중의 날 연구는 2014년 10월 2일부터 9일까지 세계의 네 개 주요 도시(뉴욕, 상파울루, 더블린,
서울)에서 18세 이상의 성인 1,41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대도시당 350명 이상). 그리고 비교를 위해
2014년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각국에 거주하는 성인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본
온라인 설문 조사는 코비디엔의 후원으로 국제 여론 조사 기업인 APCO Insight가 실시했습니다. 설문 조사
응답자는 설문 조사 패널로 참가하기로 동의한 사람 중에서 선별했습니다. 데이터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각 국가나 대도시 지역의 성인 인구 구성을 적절히 반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