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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음으로 정신 장애자등의 동통에 관한 연구를 보면

Maudsley(1895 ) 는 정신 장애자들이 동통을 빈번히
동통은 고대로부터 인간에게 인식되어 온 불유쾌한

호소 한다고 하였으며 Breuer(1895), Freud(1895 ) 등

증상 중의 하나이며,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가장

이 동통에 관한 정신 병리기전에 대해 정신분석학적

흔한 호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동통에 관한 연

증거를 제시한 이래, 동통이 하나의 정신적 상태와

구를 보면 Reuler등 (1980) 은 동통은 신경 생리학적으

밀접하게 연관된 증상임이 밝혀졌다. Benjamin(l988)

로 복잡한 현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서로

은 동통 호소 환자의 약 50 % 에서 정신질환이 있다고

다른 측면만을 강조할수 있어서 임상가들에게는 잘못

했고，2/3 정도에서만 검사상 신체질환을 갖고 있다고

된 개념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Merskey 와 Spear

하였다.

(1967) 는 동통이란 기본적으로 상해된 조직과 연관된

정신질환이 신체적질환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듯

“불유쾌한 경험” 이라고 하였으며, 동통 연구 국제연합

이，이와 유사하게 동통 호소도 신체질환과 관련없이

(1986) 에서는 동통을 실제적인 상해 또는 상해받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동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위험성에 대한 환자의 고통스러운 불유쾌한 감각이나

대부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기 보다는 신체

정서적인 느낌아라고 하여 감각 (sensation ) 뿐 아니라

적인 원인에만 집착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받으려는

지각 (perception ) 까지를 포함하였다 .

경향이 많다. 따라서 모든 동통 환자를 성공적으로

Bokan등 (1981) 은 동통을 평가하는데 환자의 사회적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및 정신적 접근을 모두 필

환경 조건에 대한 고려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하였

요로 하고 있다. Reich 등 (1988) 은 DSM-11I를 사용하여

으며 , Swanson(1984 ) 은 불안 및 우울증과 더불어 6

만성 동통환자의 98 % 가 정신과적인 임상진단을 가졌

개월 이상 지속되는 동통을 제 3 의 병적 정서라고 명명

고, 37 % 에서 인격 장애가 있다고 하였으며, Jensen

하였다. 또한 Korff등 (1988) 은 동통 증상이 발현되는

(1988) 및 Sternbach(1986 ) 등은 사회적 스트레스와5

요인으로 객관적인 신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평가 및 동통에 대한 행동반응의 특성도 연구대상으로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검사상 통증과 직접적인 관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Jensen(1986 ) 은 동통이

계가 있는 신체질환이 없다고 가정할수 있는 정신 장

란 정신 생리적 반응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 생리적

애자들이 호소하는 동통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동통에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성의 결과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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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절한 치료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

호소하는 집단(이하 경증 동통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 각 영역별 연구내용은 다음과

연구대상 영역 및 방법

같다.

1. 표집 대상

1) 종속 변인으로서의 동통집단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1988년 2 월 1 일부터 1989년

비정신병적 정신 장애자의 동통 호소 성향을 측정

1월 31 일까지 중대 부속 용산병원에 입원했던 정신

하기 위하여 진단적 면담표 (Dignostic Interview Sche-

장애자중에서 정신분열증 및 다른 정신병적 정신 장

dule ：이하 DIS로 약함, Robins et al, 1981) 중 동통

애자를 제외시킨 비정신병적 정신장애자 165명을 조

호소에 관한 10개의 문항을 선택하였다 . 10개문항 모

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추출된 총 대

두에서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상자는 남자는 81 명, 여자는 84 명이고, 연령별 분포는

않다”중 택일을 하도록 지시되었으며 , “자주 그렇다”는

30 세부터 39 세가 46 명(27.9 %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

2 점, “때때로 그렇다”는 1 점, “별로 그렇지 않다”는 0

음이 21세부터 29세로 39명 (23.6% ) 이었다.

점으로 평점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10문항의 총
점수 분포는 0 점ᅳ20 점사이에 분포하도록 제작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총점을 3 개 집단으로

연구자료는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직접 정신의학적

구분하였으며 , 0 점은 무동통집단, 1 점에서 10점은 경증

면접 및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 수집된

동통집단 , 11점에서 20점은 중증 동통집단으로 임의

자료는 SPSS program 을 통해 computer로 자료를 분석

구분하였다 (Box 1 참조)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학적 방법은 Chi-

square 검증법과 T 검증법이다.

2) 동통집단과 무동통집단간의 비교 분석
연령, 성별, 임상진단, 인격 특성 , 다면성 인성검사

(MMPI ) 를 독립 변인으로 하여 비정신병적 정신 장

3. 내용영역
본 연구의 내용 영역은 1차적으로 비정신적병적 정

애자의 동통에 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

신장애자중 동통을 호소하는 집단(이하 동통집단으로

3) 경증 동통집단과 중증 동통집단간의 비교 분석

약함)과 동통을 별로 호소하지 않는 집단(이하 무동

연령, 성별, 임상적 진단，인격 특성, 다면성 인성 검사,

통집단으로 약함)으로 구분되어 두 집단간의 차이는

동통 갯수, 동통부위 , 동통지속 여부, 신체 병변과의

분석하고 , 2 차적으로 동통집단 환자중 심하게 동통을

연관 유무，동통 시작 양상, 동통 기간, 생활 사건과

호소하는 집단(이하 중증 동통집단)과 경미한 동통을

연관성을 독립 변인으로 하여 동통의 심각도에 영향을

(Box) DIS에서 발췌한 동통에 관한 10개 문항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2

1

0

1. 두통으로 심하게 고생한 적이 있다.

2

1

0

2. 허리가 아파 큰 고통을 겪은 적이 있다.

2

1

0

3. 관절에 통증을 느낀 적이 있다.

2

1

0

4. 관절이외의 팔다리에 통증을 느낀 적이 있다.

2

1

0

5. 가슴에 통증을 느낀 적이 있다.

2

1

0

6. 월경과 관련없이 복통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적이 있다.

2

1

0

7. 소변을 볼 때 심한 통증을 느낀 적이 있다.

2

1

0

8. 수술한 것도 아닌데 소변을 전혀 못본 적이있다 .

2

1

0

9. 입속이나 국부에 심한 통증을 느낀 적이 았다.

2

1

0

10. 기타 신체부위에 통증을 느낀 적이 있다.

문

항

동통호소 변량의 94.3%는 다른 변인들에 의해 결정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 사 결 과

2) 인상 진단 및 병전 인격별 분석
임상진단과 동통과의 관계를 보면 신체양 장애 환자

1. 동통집단과 무동통집단의 비교분석

(동통집단 47.6%,무동통 집단 9.7%), 불안장애(동통
집단 4.9%, 무동통집단 1.6%), 적응장애(동통집단 9.7

1) 성별 및 연령별 분석

무동통집단 4.8 % )에서 동통을 많이 호소 하고 있다

동통집단 103명중 남성은 44 명 (42.7%) 여성은 59명

(p < 0 0 0 , X2=48.3, d f= 8 ), (Table 2).

(57.3 % )으로 여성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반면에
무동통집단 62 명중 남성은 37 명(59.7%), 여성은 25 명

또한 인격특성과 동통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히

(40.3 % )으로 남성에서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

스테리성 인격(동통집단 34.0%, 무동통집단 14.5%)

(p<0.05, X2=4.45, d f = l ) . 연령별로 보면 동통집단중

에서 동통을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며 , 이는 p<0.01,

40 세 이상이 42 명(40.7 % )으로 무동통집단의 15명(24.

(X2=6.68, d f = l )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2 % )보다 많았다 (p<0.05, X2=4.71, df 二1). 따라서

3) 다면성 인성 검사 성적

여성 환자 및 40 세 이상 환자군에서 동통을 호소하였다

다면성 인성검사 척도 소견과 동통과의 관계에서

(Table 1).

다면성 인성검사 각척도 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연령과 성별 자체가 동통 호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동통집단에서 무동통집단에 비해 심기증 척도 (H s ) ，

가정하고 상관비를 산출해본 결과 각각 Eta 二0.175, 0.

우울증 척도 (D), 히스테리성 척도 (Hy), 정신병질 척도

161의 관계를 보였다. 즉 연령은 동통호소 변량의 3.1%,

(Pt), 편집증 척도 (Pa), 정신분열병 척도(Sc), 사회적

성별은 2.6 % 정도를 결정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in pain group and non-pain group
Pain Group

Non-Pain Group

P. value

N=103(% )

N =62(% )

(Chi squre)

Eta2

Age ：
Under 40

61(59.3)

47(75.8)

p<0.05

Above 40

42(40.7)

15(24.2)

(4.71)

Male

44(42.7)

37(59.7)

p<0.05

Female

59(57.3)

25(40.3)

(4.45)

3.1%

Sex :
2.6%

Table 2 . Diagnosis in pain group and non-pain group
Pain Group

Non-pain Group

N =103(% )

N二 6 2 0 0

Depressive disorder

28(27.2)

21(33.9)

Somatoform disorder

49(47.6)

6( 9.7)

-

Diagnosis

P. value

10(16.1)

p<.000

5( 4.9)

1( 1.6)

(df=8, X2=48.3)

Adjustment disorder

10( 9.7)

3( 4.8)

Dissociative disorder

2( 1.9)

2( 3.3)

Personality disorder

2( 1.9)

6( 9.7)

Substance use disorder

1( 1.0)

5( 8.1)

Others

6( 5.8)

8(12.9)

Bipolar disorder
Anxiety disorder

Personality Trait

Pain Group

Non-pain Group

N =103(% )

N =62(% )

P. value

Histrionic p.

35(34.0)

9(14.5)

p<.05

Passive agressive p.

19(18.4)

12(19.4)

N.S.

Dependent p.

18(17.5)

9(14.5)

N.S.

Obsessive-compulsive p.

17(16.5)

8(12.9)

N.S.

Antisocial p.

2( 1.9)

7(11.3)

N.S.

Paranoid p.

5( 4.9)

7(11.3)

N.S.

Schizoid p.

4( 3.9)

3( 4.8)

N.S.

Schizotypal p.

1( 1.0)

2( 3.2)

N.S.

Borderline p.

2( 1.9)

5( 8.1)

N.S.

p=personality, N.S.=not significant

Table 4 . T scores for MMPI scales for pain and non
pain group
Pain group
N =103(% )

Non-pain group
N =62(% )

Significant

50.1± 10.5
56.9士 12.9
49.1士 11.1
62.2± 11.9
57.9士 12.1
62.4士 13.0
56.2± 11.6
50.7±8.5
56.5± 12.8
56.0± 12.5
57.6± 13.4
55.2± 11.2
52.6士 10.8

49.5± 12.6
56.0士 15.0
49.8 土 10.6
53.8± 10.6
48.7± 12.7
53.7± 11.4
54.5± 12.2
50.9士 10.7
50.1士 14.8
49.5± 12.9
51.7士 14.1
54.8± 11.5
48.2± 14.3

N.S.
N.S.
N.S.
p<0.001
p<0.001
p<0.001
N.S.
N.S.
p<0.05
p<0.05
p<0.05
N.S.
p<0.05

L
F
K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24 명(23.3 % )으로 무동통집단의 6 명(9.6 % )보다 많다
는것이 p<0.05(X2=4.40, d f = l ) 수준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 그밖에도 동통집단에서 37/73 형，69/96
형이 다소 높은 경향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Table 6).

2. 중증 동통집단과 경증 동통집단간의 비교 분석
1) 성별 및 연령별 분석
중증 집단은 40 명(38.8 % )으로 남자가 19 명(47.5),
여자가 21 명(52.5) 이며，경중 동통집단은 63 명(61.2%)
으로 남자가 25 명(39.7%), 여자가 39 명(60.9%) 이었고,
연령별 분포에서 보면，중증 동통집단이 40 세 이상에서

17명(42.5%), 경증 동통집단이 39세 이하에서 38 명(60.
3 % )으로 약간의 차이는 보였으나, 통계적인 의의는

N.S.=Not significant

없었다 (Table 7).

내향성 척도 (Si) 점수가 동통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신체 양 장애 및 기타 장애 (양극성 장애, 불안 장애, 적응

(Table 4).

장애，해리성 장애 , 인격 장애, 약물 남용, 기타를 포함 )

DSI-1II-R에 분류된 9개 진단 범주중 우울 장애와

다면성 인성검사 척도의 T 점수가 가장 높은 척도를

의 3 개 진단 군으로 임의 구분하여 이들 3 개 진단군과

비교해 볼 때, 동통집단에서 심기증 척도(H s), 히스

동통의 심각도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 신체양 장애

테리성 척도(Hy), 정신 분열병 척도 (Sc), 사회적 내

(경증 동통집단 47.6%, 중증 동통집단 47.5 % )와 우울

향성 척도 (Si), 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p<0.0001, X2=

장애(경증 동통집단 30.2% ，중증 동통집단 22.5 % )에

33.8, d f= 9 ). 또한 MMPI척도의 평균점수가 70을 보인

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인격 특성은 DSM-

경우를 비교하면, 동통집단에서 히스테리 척도 (Hy) 와

I1I-R에 분류된 A 집단( 편집형，정신 분열형, 정신분열성

심기증 척도 (Hs ) 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Hy ；p<.05,

인격 장애), B 집단 ( 히스테리성, 자기애적，경계선，반

^ = 9 .3 6 , d f = l. Hs ；p<0.005, X2= 12.78, d f = l ) (Ta

사회적 인격장애), C 집단 ( 수동공격성, 회피성, 의존성,

ble 5).
동통집단의 코드형은 전환형 V코드 (31 or 13type) 가

기타 인격장애)으로 구분하여 동통의 심각도와의 관
계성을 보였다 . 중증 동통집단에서는 A집단과 C 집단이

Highest scale***

T score 70

MMPI
Pain group

Non-pain group

Pain group

Non-pain group

N =103(% )

N =62(% )

N =103(% )

N =62(% )

28(27.2)*

4( 6.5)

22(21.4)

2( 3.2)

D

13(12.8)

4( 6.5)

8( 7.8)

5( 8.1)

Hy

35(33.9)**

5( 8.1)

23(22.3)

5( 8.1)

Pd

15(14.6)

8(12.9)

9( 8.7)

11(17.7)

Mf

1( 1.0)

5( 8.1)

2( 1.9)

9(14.5)

16(15.5)

13(21.0)

7( 6.8)

9(14.5)

Pt

16(15.5)

5( 8.1)

2( 1.9)

1( 1.6)

Sc

22(21.4)

9(14.5)

12(11.7)

4( 6.5)

Ma

10( 9.7)

5( 8.1)

9( 8.7)

13(21.0)

Si

5( 4.9)

4( 6.5)

9( 8.7)

3( 4.8)

scale

Hs

Pa

* P = <0.005
**P=<0.05
***P<0.0001，(X2=33.8, d f= 9 )

Table 6 . Frequency of code type in pain group and non-pain group
Code profile
1 -3 /3 -1
3 -7 /7 -3
2 -3 /3 -2
6 -9 /9 -6
1 -6 /6 -1
1 -8 /8 -1

Pain group
N=103(% )

Non-pain group
N =62(% )

P. value

24(23.3)
5( 4.8)
5( 4.8)
7( 6.7)
4( 3.8)
4( 3.8)

6(9.6)
-

p〈 .05
N.S.
N.S.
N.S.
N.S.
N.S.

3(4.8)
2(3.2)
1(1.6)

N.S.=Not significant

Table 7 . Age and sex in mild pain group and severe
pain group
Mild

중증 동통집단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p<0.025, X2=5.96, d f = l ) . 또한 동통 발생 기간을
Severe

P. value

6 개월이내 , 6 개월에서 1년 , 1년 이상으로 구분하고 동
통의 심각도와 관계를 보면 , 6 개월에서 1 년 사이에서

N = 63(% ) N =40(% )

중증 동통집단이 다른 많은 경향을 보였으 나 ，통계적

Age
Under 40

38(60.3)

23(57.5)

Above 40

25(39.7)

17(42.5)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9).

N.S.

선행 신체질환 병력을 외상 , 타질환 , 없었다로 구분
하고 , 심각도와 관계를 분석해 보면 중증 동통집단과

Sex
Male
Female

25(39.7)
39(60.9)

19(48.7)

경증 동통집단간의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또한

20(51.3)

선행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는 생 활 사 건 을 배우자 문 제 ,

N.S.

N.S.=Not significant

가정내 문 제 ( 시부모 , 부 모 ，형제 , 친척에 관한 일 포 함 )，
경제적 문제(직업 문제 포함 ), 기타，없다 , 로 구분하고

더 많았고 경증 동통집단에서는 B 집단이 더 많은 경

동통 심각도와의 관계를 볼때 , 가정내 문제는 중증

향을 보 였 다 (p<0.005, X2= 25.95, d f= 2 ), (Table 8).

동통집단에서 37.5 % 로 경증 동통집단의

17.5 % 보다

Krishnan(1988) 의 연구처럼 동통 발생 속도를 빠

많았고，배우자 문제는 경증 동통집단에서 33.3 졌로서

르게 , 느리게로 구분하여 동통의 심각도와 관계를 보면

중증 동통집단의 12.5 % 보다 많은 경향이었다 (p <0.05,

Mild

Severe

P. value

N =63(% )

N =40(% )

Diagnosis
Depressive disorder

19(30.2)

9(22.5)

Somatoform disorder

30(47.6)

19(47.5)

Others

14(22.2)

12(30.3)

N.S.

Personality trait
Cluster A

4( 6.4)

6(15.0)

p<0.000

Cluster B

29(46.0)

10(25.0)

(df=2, X2=25.9)

Cluster C

30(47.6)

24(60.0)

N.S.= Not significant

Table 9 . Onset and duration in mild pain group and severe pain group
Mild

Severe
N =40(% )

P. value

Onset
Rapid
Slow

27(42.9)
36(57.1)

27(67.5)
13(32.5)

<.025
(d f=l, ^ = 5 .9 6 )

Duration
lyear
lwk-5month
above 6month

22(34.9)
20(31.7)
21(33.4)

10(25.0)
20(50.0)
10(25.0)

N.S.

N.S.—Not significant

Table 10 . Previous physical illness and psychological events in mild pain group and severe pain group
P. value

Previous physical illness
Trauma
Other disease
None

16(25.4)
10(15.9)
37(58.7)

10(25.0)
8(20.0)
22(55.0)

N.S.

Psychological
Marital Problem
Intrafamilial problem
Economic problem
Others
None

t>
」 I
I
I
1X
X
X
X
/IV 스'.
\ ■'_//(V r v
1
1
1
8
2
2
1
1
1

5

통집단 95 %로 중증 동통집단의 37.5 %보다 많은 경
향을 보였다 (p<:0.05 ，X2= 15.09, d f= 7 ), (Table 11).

식부위，기타로 임의 구분하여, 동통의 심각도와의 관
계를 볼때, 복부 호소는 중증 동통집단이 20.6% 로 경증
동통집단의 17.5%보다 많았고 두통 호소는 경증 동

0

동통 부위를 두부, 경부, 흉부，배부，복부 , 사지 , 생

p<.05
(df=5, X2= 10.99)

5

9

X2= 10.99, d f= 5 ), (Table 10).

5

8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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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e
N =40(% )

5

Mild
N =63(% )

3)

다면성 인성검사 임상 척도별 비교

동통집단내에서 우울 장애와 신체양 장애 및 다른

Table 1 1. Pain site in mild pain group and severe
pain group

정신분석적 바탕위에 신체적인 동통을 역동적으로 이
해해야 한다는 이론을 주장한 바 있고, 따라서 동통을

P. value

Mild
Severe
N =63(% ) N 二 40(%)
Pain site
Head
Neck
Chest
Back
Abdomen
Extremity
Genitalia
Others

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한 이후로 Freud 는

포함하는 신체증상은 고통으로만 이해할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정서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해되어

60(95.0)
49(77.8)
9(14.2)
8(12.7)
11(17.5)
2( 3.1)
8(12.7)
4( 6.3)

15(37.5)
29(72.5)
5(12.5)
8(12.7)
13(20.6)
3( 4.8)
6(15.0)
4(10.0)

p<.05
(df 二 7, X2^ 15.69)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Engel(1959), Melzack

(1973) ，Merskey(1980 ) 등은 많은 동통 증상들이 정
서적인 요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경험들이 복합되어 동통을 형성한다고 강조하
그스 있 다 .

본 조사는 정신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자들의 동통 호소 유무를 추출하는

Table 1 2 . T scores for MMPI scales for depressive
disorder and somotoform disorder
Depressive

Somatoform

MMPI

disorder

disorder

scales

(N = 28 )

(N = 4 9)

Dx.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사자들의 주관적 영향이
개입되었으리라고 생각되며 조사 내용에서는 환자 자
신들의 호소에 주 역점을 두었다.

P

본 조사결과에서는 동통은 주로 성인증에 호소하고
있으며 40 세이상의 여성에서 흔한 것으로 나타났고 ,

L

48.2± 12.3

50.9±8.5

N.S.

특히 우울 장애가 많다는 것이 홍미 있는 사실이 다. 본

F

7.8士 13.6

50.9土 9.8

N.S.

조사에서 우울증 환자 49 명중 57.1% 인 28 명이 동통을

K

7.9± 10.5

48.6± 8.9

N.S.

호소하였는데 , 이는 60% 를 보고한 Knorring(1975), 56

Hs

62.8士 11.2

61.9± 13.2

N.S.

% ᅳ65% 를 보고한 Spear(1967 ) 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D

9.8 士 13.4

58.6± 11.5

N.S.

46 %를 보고한 Knorring(1983) 의 결과보다는 다소

Hy

64.6± 11.9

63.5士 13.8

N.S.

높았으며，Ward 등 (1979 ) 의 100%, Fishbain(1986 ) 의

Pd

57.4士 9.8

55.3士 11.8

N.S.

10—90 % 정도로 보고하여 본 조사와는 큰 차이를 보

Mf

52.3± 9.7

50.1士 7.6

N.S.

Pt

60.2± 15.3

54.9± 9.8

N.S.

Pa

57.1士 14.9

56.4士 12.1

N.S.

Sc

59.7± 14.9

56.9土 11.3

N.S.

Ma

56.5土 10.0

55.8土 11.0

N.S.

Si

51.3士 11.3

54.8± 9.3

N.S.

Dx. = diagnosis, N.S.=Not significant

였다. 또한 Lesse(1968 ) 과 Krishnan 등 (1985 ) 도 동통
환자에서 불안이나 우울증이 흔히 동반된다고 하였으
며, 특히 Klerman(1978 ) 은 정동 장애에서 낙담이나
비탄에 잠긴 기간과 동통의 관계가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 또한 Katon 등 (1982) 은 신체양 증상이 불안이
나 정서적인 장애를 표현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개념
화시켰고 , Romano둥 (1985 ) 은 만성 동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80% 에서 우울증이 있지만, 동통과 우울증과의

질환의 보보이각 척도별 평균 점수 분포는 Table 12와

관계는 아직 확실치 않게 보고있으며 Beutler 등 (1986)

같다. 우울 장애와 신체양 장애의 평균점수를 비교할때,

은 만성 동통과 우울증은 심리적으로 같게 보고있으며

정신 병질 척도(Pt) t=1.85, p<0.05 의 유의한 차이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우울상태가 좀더 수용할 수 있는

있었고 그외의 척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2).

동통이라는 경험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동통과 우울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
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확실히 동통과 우울

고

찰'

증과는 관계가 있으며, Kaplan둥 (1988 ) 과 같이 우울
증의 빈도가 남성보다 여성이 2 배 많다는 것을 고려

동통에 관한 개념은 초기에 감각적인 면만을 중시

한다면，여성집단에서 동통호소가 많다는 것이 우울

하다가 Aristoteles 가 감각적인면 뿐아니라 다른 복합

증과의 연관성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유

병율의 차이는 질문지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경향을 보였다 . 이는 Drossman(l982) 이 심인성 복

것으로 생각된다.

통에 관한 연구에서 중증인 경우가 경증보다 많았다고

본 조사에서는 신체양 장애가 동통 집단에서 49 명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47.6%), 이 중 여성이 35명 (71.4 % )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에서 동통환자들의 인격 특성의 빈도는 히

Fishbain 등 (1988) 이 만성 동통집단에서 37.8졌정도가

스테리성 인격이 많았으나, 비교적 경하게 동통을 호

신체양 장애에 포함된다는 보고에 비하면 다소 높은

소하는 편이었으며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인격과 같은

편이었고, Reich등 (1983) 의 연구에서 보면 약 30 %가

A 집단 인격 환자들과 수동 공격성, 회피성, 의존성

신체 양 장애를 보여주며, 특히 그 중 여성 이 68% 정도로

인격과 같은 C 집단 인격 환자들이 동통을 호소하는

동통을 호소하는 소견과 유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빈도는 적었으나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신체양 장애가 우울 장애에 비해 다소 많이 나타났는데,

심하게 호소하는 경향이었다. 이는 동통과 인격과의

Katon등 (1982) 이 언급한 것처럼, 주요 우울증의 신체

관계 에 관한 연구들중 Reich둥 (1983) 의 보고에 의하면

양 증상과 신체양 장애 사이의 진단의 애매성 때문에

동통 호소 환자들중 58.4 % 가 인격 장애 이며 그 중 30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 또한 본 조사에서 신체양

%가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라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장애 에 포함시킨 전환 장애 환자의 빈도가 많았던 점을

동통 환자의 37 % 에서 인격장애가 진단될 수 있다고

고려해 볼때 , 김명정, 김광일(1975) 등이 언급한 것처럼,

하였고, 이 중 14.9%가 수동 공격성 인격장애라고 보

최근 전환 장애 증상등이 동통을 포함한 비전형적인

고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Ellard(1970 ) 는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보상 신경증과 관계된 만성 동통 환자에서의 수동 공

본 조사에서 적응 장애환자중 동통집단이 10명(9.7

격성

인격이 보상과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 로，무동통 집단 3 명 (4.8%) 보다 동통 호소가 다소

Reich등 (1986) 은 강박성 인격장애에 또한 보상과 관

많은 경향을 보였다 . DSM-1I1-R에 의거하여 적응 장애

계된 것으로 24.9 %가 동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

환자들이 생활사건과 직접 연관되어 발병한다고 볼때,

하였다. 이러한 인격장애는 Fishbain(1988 ) 이 언급한

Jensen(1988), Howarth(l965), Stemberg(1968 ) 등의

DSM-II1-R의 C 집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이들 인격장

연구에서와 같이 동통이 생활사건, 사회적 스트레스에

애는 불안이 뚜렷한 것이 기본 특징으로 남성에 많은

대항하는 극복 능력과 취약성，심리적인 고민등과 연

분포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인

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격과 동통 유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이기

본 조사에서 동통환자의 부위별로 볼때, 두통이 75 명

때문에 본 조사에서처럼 동통의 심각도와 관계성에서

(72.8 % )으로 가장 많았다. Korff등 (1988) 은 6 개월 유

나타난 결과와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힘들다. 인격

병기간 동안 흔하게 발생되는 동통 부위로 요통 2/3,

B 집단은 동통을 통해 자신의 정서적 갈등을 해결할수

두통은 1/4 정도 호소하였고, 복통이나 흉통, 안면통등은

있는 집단이며 더 나아가서 이차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덜 호소하였다. 또 65세 이상에서 적은 유병율을 보였고

인격구조 집단 이므로 동통자체가 고통스럽지만은 않

여성에서 흔했다고 언급하여 본 조사와는 다소 차이를

은 집단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심각도 면에서 경증의

보였는데 , 이는 요통 환자의 경우 신경정신과를 내원

호소에 머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 집단은 편집적

하지 않는 경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Mersky(1963 ) 는

으로 또는 망상적으로 집착하는 인격구조 집단이기

거의 모든 정신질환에서 다발성 호소를 하고 있으며,

때문에 동통은 커다란 고통으로 나타나 결국 중증의

전환장애, 심인성 동통장애 , 망상 장애등에서 단일성

호소를 할수 있다고 생각된다 .

호소를 한다고 보고했다 . 본 조사에서 동통환자들 중

본 조사에서 선행유발 요인에 대해 나타난 결과를

다발성이 53명(50.5%), 단일성이 51 명(49.5 % )으로

보면 동통이 심할수록, 시부모와의 갈등, 형제와의 갈

서로 비슷한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신체양 장애, 특히

등, 부모와의 갈등과 같은 가정내 문제가 많고, 동통을

전환 장애의 빈도가 많았기 때문에 단일성 동통이 많이

덜 호소할수록 배우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났던 것으로 사료된다.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중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동통을 호소하는 정도가 심하다

중증 동통집단이 20.6% 로서 경증 동통집단의 17.5%

고 보고한 Shanfield등 (1972) 의 연구내용과 연관지어

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동통 진행 속도도 빠른

볼때, 한국 실정에는 배우자와의 갈등보다는 시부모

와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및 부모와의 갈등들이 스

결론적으로 동통호소 환자들은 심리적인 고통이 있

트레스가 더 많아서 동통호소도 더 심하게 한다고 추

을때, 동통이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동통에 대해 능

론할수있다. 또한 Jensen(1988 ) 의 연구에서 보면, 배

동적으로 대처할 수단들이 빈약한 인격구조에서, 이

우자 문제로 인해 동통을 호소한 경우가 31.9%, 가정

들은 더 많은 심리적 고통을 갖게 되고 이와 같은 악

내의 문제로 인한 경우가 22.3% 라고 하여 본 조사와

순환 과정에서 우울증, 불안 증상, 강박 증상을 갖고

유사하게 생활 사건중 배우자 문제와 가정내 문제가

정신병적 심리 구조인 사회적 철퇴나 사고 붕괴，장애된

동통의 주요 유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들을 종합해

사고를 갖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동통의 심각도를 결정해주는 요인이 인격 형태,

볼 때, 동통을 이해하는데 있어 정서와 그와 관계된

생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및 행동적인 측면이 이해 되어야 할 것으로 생

본 조사에서 동통환자들의 다면성 인성검사를 보면,

각되며, 동통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동통 제거에만

심기증 척도 (Hs), 히스테리 척도(Hy), 의미있게 상승

관심을 갖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할

되어 있으며,그외에도 편집증 척도(Pa), 정신병질 척도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이차적으로 발생한 불안과 정서가

(Pt), 정신분열증 척도(Sc), 사회내향성 척도(Si) 가

파국상황으로 이끄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격구조에

상승된 소견을 나타내었다. 코드형 분포에서도 1 ᅳ3/3

관한 심층적 접근이 필요하며 회피적이고 철퇴하려는

ᅳ1형, 즉 전환 부형이 동통집단에서 의미있게 상승되어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도와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있으며 70 이상의 T 점수나 가장 높은 T 점수 분포도

접근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

코드형과 일치하고 있는것을 볼수있다. 동통환자들의

결

다면성 인성검사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Stern-

론

bach(l973), Maruta(1976 ) 등은 만성 동통환자들이 거
의 예외없이 신경증 3 척도(neurotic triad), 즉 심기증

동통을 호소하는 비정신병적 정신 장애자들의 특성

척도(Hs), 우울증 척도 (D), 히스테리 척도 (Hy ) 의 상

을 알아봄으로써 동통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적

승을 보인다고 하였다 . 또한 Strassberg 등 (1981) 의 연

접근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된 본 연구는 중앙대

구에서 신경증 3 척도 및 코드 분포에서 볼때, 다발성

학교 부속 용산병원에 1988년 2 월 1 일부터 1989년 1월

동통집단이 단일성 동통집단 보다 신경증 3 척도 및

31 일까지 입원한 환자중 정신병적 정신 장애자들을

정신 분열증 척도 (Sc ) 가 의미있게 상승된 소견을 보

제외시킨 165명(동통집단 103명, 무동통 집단 62 명)을

였으며 3—1 /1 _ 3 코드형을 보였다. 이는 다발성 동통

대상으로 정신 의학적 면접 및 설문지 조사를 통해

집단에서 단일성 동통집단 보다 더 많은 심리적 갈등이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을 통해 co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여러 연구들과 본 조사결과

mputer 로 자료처리 되었으며，사용된 통계적 방법은

와는 유사한 소견을 나타내었다. Moore등 (1988) 의

Chi-square 검증법 및 T 검증법등이다. 분석 결과는 다

연구에서는 만성 동통환자에서 정신 분열증 척도(Sc)

음과 같다.

의 상승이 정신병적 환자에서는 괴이하고, 장애된 사고

1. 동통집단과 무동통 집단간의 차이를 보면,

및 사회적 철퇴등을 시사한다고 하며 비정신병적 환

1) 40 세 이상의 여성 정신 장애자들이 동통을 많이

자에서는 더욱 가중된 우울증 , 절망, 사고붕괴, 사회적
소외등을 시사해준다고 한것은 그들의 신체적 문제에
대한 증상과 후유증을 반영하는 것으로, 즉 심한 정신

호소하였다 .

2) 진단별로 볼때 신체양 장애, 우울 장애, 불안 장애,
적응 장애 환자들이 동통을 많이 호소하였다 .

병리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라고 보고하며, 본 조사 결

3) 다면성 인성검사 소견을 볼때 동통집단에서 Hs,

과에서 신경증 3 척도 이외에 정신분열증 척도，편집증

D, Hy, Pa, Pt, Sc, Si Scale이 높았고，특히 1—3 /3 - 1

척도, 사회내향성 척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환자들의

code 형이 많았다.

동통호소가 심각해짐으로서 절망적인 우울감정 및 사
고로 인해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사회적 소외감
및 인격 붕괴마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
이다.

2. 동통집단에서 동통 호소의 경중도의 차이를 분
석해 볼 때，

1)

인격 특성중 편집형，분열형, 분열성 인격과 같은

A 집단과 수동공격성, 회피성，의존성 인격과 같은 C

집단은 동통을 심하게 호소하고，반면에 반사회적 인격，
경계선 인격，히스테리성 인격과 같은 B 집단은 동통을
덜 호소하였다 .

Bokan JA, Reis RK and Katon W j(l98l) * Tertiary gain
and chronic pain. Pain 10 : 331-335
Cole ES(1970) : Psychiatry aspects of compensable in

2) 친척의 죽음이나, 시부모와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jury. Med J Aust 1 * 93-100

등을 포함한 가정내의 문제가 선행된 경우는 동통을

Cohen CA(1983) •• Foster HM, Peck III EL, Richmond

심하게 호소하였고, 반면에 배우자 문제나 직업을 포

V a ; MMPI Evaluation of patients with Chronic

함한 경제적인 문제가 선행된 경우는 동통을 덜 호소

Pain. Southern Medical Journal Vol 76，No 3

하였다.

Crission JE and Keefe FJ(1988) •• The relationship of lo

3) 급성 발병한 복통인 경우 동통을 심하게 호소하
였고, 서서히 발병한 두통인 경우엔 덜 호소하였다.

4) 동통집단에서 우울장애가 신체양 장애 환자보다
다면성 인성 검사상 정신병질 척도 (P t ) 가 높았다.

cus of control to pain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gical distress in chronic pain patents. Pain 35 : 147154
Crook J, Tunks E, Kalahen S and Roberts J(1988) : Co
ping with persistent pain, a comparison of per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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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Psychiatric Study on Pain Complaints of Non-psychotic Psychiatric Inpatients
Joon Mo Kim, M.D., Chull Na, M.D., PhJD., Kil Hong Lee, M.D., Ph.D.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Seoul

The study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t clinical aspect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pain that non-psychotic psychiatric inpatients complain.
The authors divided the subjects into pain group and non-pain group, and mild pain group and
severe pain group on the basis of scores measured by 10 items extracted from DIS.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by IBM PC AT computer, using SPSS program. Statistical methods employed
by Chi-squre test and T test.
The result are as follows ;
1) Female patients over 40 years of age have a tendency of complaining pains.
2) As for diagnosis, patients with somatoform disorder, depressive disorder, anxiety disorder
and adjustment disorder have a greater tendency of complaining pains.
3) In the pain group, Hs, D, Hy, Pa, Pt, Sc, Si scale scores of MMPI are higher than the non
pain group, especially 1-3/3-1 code profile are predominant in the pain group.
4) Class C and class A personality types tends to complain of severe pain, while class B personality
type tends to complain mild pain.
5) Severe pain group is more likely associated with abrupt onset of of abdominal pain, while
mild pain group is predominated by headache.
In conclusion, pain complained by non psychotic psychiatric patients seems to be associated with
personality trait, coping strategy and defensive maneu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