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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으나 기타의 보고들은 평생유병율이 지역에 따

서

론

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i% 정도에 이르고 있으
며 많게는 2%까지 된다고 (Hwu등 1989)하였다.

공황장애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나

공황장애는 남녀에서 비슷한 비율로 생긴다고도 하였

타나며 증상으로는 빈맥과 발한, 질식감, 현기증. 사지의

으나 (Canino등 1987 ；Weissman 1990) 대부분의 조

저림 같은 신체 증상외에도 이인감과 이러다가는 죽을지

사들은 남성보다 여성에 빈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도 흑은 자제력을 잃고 미쳐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심한

다(이정균등 1985 ；이호영 등 1989 ；Bland등 1988 :

불안감등의 인지 증상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APA

Hwu등 1989 ；Robins등 1984 ；Wittchen 1986). 또

1987). 공황증은 증상의 발생 빈도와 증상의 수가

30세 이전에는 여성에서 빈발하나 나이가 들면 남녀의

DSMᅳm-R(APA 1987) 의 진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성별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고(Wittchen 1986) 하였

공황장애로. 증상의 수는 진단기준에 적합하나 공황증의

다.

월 발생빈도가 기준보다 적은 경우엔 반복적 공황발작

공황장애 환자의 공황증 발생에 대한 연구조사에 의하

(recurrent panic attack)으로 불리기도 한다(Von

면 첫 공황증을 경험하는 연령은 평균 26.6세 (Thyer등

Korff둥 1985).

1985) 이고

15~19세 사이에

가장

빈발하며 (Von

공황장애는 비교적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Korff등 1985), 남자에서는 19.3세로 여성(21.5세)에

데 최근의 보고들에 따르면 공황발작의 평생 유병율이 일

비해 일찍 발병한다 하였다. 이에 비해 민성길과 이호영

반인의 9.3%(Wittxhen 1986) 또는 10%(Weissman

(1985)은 공황발작의 초발연령이 평균 38.8세(남 : 39.

1990)라고 했다. 반면 공황장애는 공황발작보다는 다소

9, 여 : 38.8)로서 외국보다 상당히 늦게 발병한다고 보

낮은 빈도로 발생하며 나라에 따라 유병율에 약간의 차이

고하였다. 공황증은 외국에선 임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증

가 있다. 한국(이정균 등 1985 ； 이호영 등 1989), 미국

환자의 92% 가량이 집밖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발병

(Burnam둥 1987 ； Robins둥 1984), 캐나다(Bland둥

한다 했으나(Lelliott등 1989) 민성길과 이호영 (1985)

1988), 스위스(Angst와 DobIer~Mikola 1985), 대만

은 외부보다는 집안에서 처음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Hwu등 1989) 에서의 보고들을 종합해보면 이호영 등

하여 외국에서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1989)의 보고에서만 평생유병율이 0.48%로 1%가 채

한국에선 공황장애의 유병율(이정균 등 1985 ；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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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인과 김명정 1985), 젖산을 이용한 공황증 유발실험

연구(민성길과 이호영 1985 ； 이정태와 이성필 1991 ；

(임기영과 이호영 1986) 등의 연구가 있었다. 저자들은

지하철 같은 대중 교통수단, 디 자가운전시, c . 백화점

공황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 . 나

• 학교 ■직장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a. 여행도중,

이, 가족력 , 공황증의 초발연령과 초발 장소, 발병후 병

口. 집에서 혼자 있거나 잠자던 도중, u. 터널이나 밀폐

원을 방문하기 까지의 기간. 공황증으로 움급실을 방문

된 장소 등 , A. 그외의 장소), 7) 첫 공황증부터 본 병원

한 회수 , 우울장애의 병발 여부 등 임상적 특징이 어떠

을 방문할 때까지의 기간(개월), 8) 우울장애의 병발 여

한지 알아보고 이전에 발표된 것들과 비교해 보고자 했

부 , 9) 공황증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지

다.

여부와 그 회수 등을 조사하였다. 우울장애 여부는 환자
와의 면담을 통해 DSMᅳEI-R의 주요 우울증과 기분부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전중의 진단기준에 적합한 경우 우울장애가 있다고 했으
며 다른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1. 연구 대상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분석은 t-test와 Chi

본 조사 연구는 1994년 2월 초 부터 12월 말까지 이

squareOO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p 〈0.

화의대 목동병원 신경정신과 외래를 방문한 환자들 중

05를 기준으로 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부여하였으며 유

저자들의 진료 결과 주증상의 임상소견이 공황증상이라

의성이 없는 경우는 n.s.(non significance)로 기술하

고 진단된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상환자들은

였다.

한번이라도 DSM-m-R(APA 1987) 의 공황발작(이후

결

공황증으로 표기함) 진단기준에 적합한 중상이 있었던

고卜

환자들이었으며 이 집단에는 공황장애 환자와 반복적
공황증 환자가 포함되었다. 임장공포중의 유무는 고려

1. 진단명 및 병발 질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상환자군에는 갑자기 공황중이

전체 대상환자 92명중 공황장애는 42명(남 : 13, 여 :

생긴 환자는 물론이고 이전부터 주요 우울증이나 기분

29), 반복적 공황증 44명(남 : 13, 여 : 31), 임장공포증

부전증 (dysthymia)등의 우울장애. 범불안 장애 , 주정

을 동반한 공황중 6명(남 : 3, 여 : 3)이었다. 조사 당시

중독등이 있다가 공황증을 경험한 환자들도 대상환자군

우울장애가 함께 있었던 경우는 23명(25%, 남 : 녀 ==

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과거 갑상선 기능장애로 진단 또

5 ：18)으로 남녀 각 집단의 17.2% 와 28.6%를 차지하

는 치료를 받았거나 현재 치료중인 환자는 대상에서 제

고 있었다(X2= 1.37, d f= l, n.s.).

외하였다.
대상환자에게는 연구조사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이에
구두로 동의한 경우에만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면담검
사를 완성한 대상환자의 수는 92명 (남 : 29명, 여 :

63명) 이었다.
2. 조사 방법
자자들의 조사 연구에 구두 동의한 대상환자에게는 진
료를 마친 다음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질환에
대한 편견없이 저자들이 임의 작성한 양식을 가지고 면
담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조사하였다.

2. 성별 및 나이
대상환자 92명중 남자는 29명(31.5%). 여자는 62명

(68.5% )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37.2 ± 10.7세이었다. 성
별로는 남녀 각각 35.5 ±9.2세(연령범위 15~53세),

38.0 土 1.4세(16~63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t = 1.13, df = 90, n.s.). 연령별로는 30대
가 44명 (47.8% )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3.

의 정신병력

대상환자의 가족중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와 병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신과 문제로 진료를

면담조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받은 적이 있었던 경우는 19명으로 보고되었다. 이중 공

1)

황장애는 대상환자의 부모에서 1명과 형제에서 4명이,

환자의 나이, 2) 성별 , 3) 결혼 여부, 4) 환자의 가

족중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유무와 병

우울증은 부모에서 3명, 자녀에서 1명. 형제에서 1명이

명 , 5) 첫 공황증이 있었을 당시의 나이 (초발연령), 6)

각각 보고되었으며 정신분열증과 불안증등은 대상환자

첫 공황중이 생겼던 장소(초발장소. 보기 : •기. 버스나

의 9명에서 보고되었다.

Table 1. Number of panic patients in age distribution

Age(yr)

Male(%)

Female(%)

Total(%)

<20
20 〜 24

1( 3.4)

3( 4.8)
2( 3.2)

3( 4.8)

4( 4.3)
3( 3.3)
13(14.1)
24(26.1)
20(21.7)
6( 6.5)
7( 7.6)
7( 7.6)
4( 4.3)
3( 3.3)

63(100)

92(100)

25 〜 29
30 〜 34
3 5 -3 9
40 〜 44
45~49
50〜 54
55~59
60〜

1( 3.4)
6(20.7)
8(27.6)
5(17.2)
2( 6.9)
3(10.3)
3(10.3)
0
0
29(100)

Total

7(11.1)
16(25.4)
15(23.8)
4( 6.3)
4( 6.3)
4( 6.3)
4( 6.3)

Table 2. Age when the first panic attack occured for 92
panic patients
Age(yr)

Male(%)

Female(%)

<20
20 〜 24
25〜 29

2( 6.5)
3(10.3)
6(20.7)

4( 6.3)
8(12.7)

3ᄋ〜
35 〜
40 〜
45 〜
50 〜
55〜
60〜

8(27.6)
2( 6.9)

34
39
44
49
54
59

29(100 ) 62(100 ) 92(100 )

Total
* ：p <0.025

df = 1, n.s.). a . 여행도중 : 2명 (0 : 2,X2= 0.83, df =
1, n.s.),

口.

집에서 발병한 경우 ：49명(10 ：39,X2=

5.93, df= 1, p <0.025), 그외의 장소에서 3명(0 ：3)
이었으며 대답이 없었던 경우가 12명 (6 ：6)으로 나타나
남자의 경우엔 대중교통수단이. 여성의 경우엔 집에서
처음 공황중이 있었다고 했던 49명중 잠을 자다가 증상

2( 6.9)
0
0

3( 4.8)
3( 4.8)

3( 3.3)
3( 3.3)

63(100)

92(100)

이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황중이 빈발하였다. 집에서
이 있었던 경우는 6명 (0:6, X2= 2.90, d f= l,n.s.),
혼자 있다 경험한 경우는 22명(7 ：15,X2= 0.001, df =

1, n.s.)이었으며 그외는 자세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
다 (Table 3).

대상환자들의 공황증 초발연령은 평균 34.2 ± 11.4세
남자에선 33.2±9.9세 (15~53세),

Male(%) Female(%) Total(%)
7( 7.6)*
Public transportation
5(17.2)
2( 3.2)
4( 4.3)
Driving
3(10.3)
1( 1.6)
Crowded places
5(17.2) 11(17.5) 16(17.4)
(Hospital, work etc)
2( 3.2)
2( 2.2)
Travelling
0
10( 34.2) 39( 61.9) 49( 53.3)*
Home
7( 24.1) 15( 23.8) 22( 23.9)
Alone
6( 9.5) 6( 6.5)
During sleep
0
No memory
3( 10.1) 18( 28.6) 20( 21.7)
2( 3.2) 2( 2.2)
0
Others
6( 20.7) 6( 9.5) 12( 13.0)
No answer

8( 8.7)
5( 5.4)

4. 초발연령
였으며

Place and situation

11(12.0)
7( 7.6)

5( 7.9)
4( 6.3)
3( 4.8)

2( 6.9)
4(13.8)

29(100)

Total

12(19.0)
12(19.0)
9(14.3)

Total(%)
6( 6.5)
11(12.0)
18(19.6)
20(21.7)

Table 3. Places and situations where the first panic at
tack occured for 92 panic patients

여자에선

34.7 ±12.1세 (15~63세)로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다소
늦게 초발하는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t = 0.63, df = 90, n.s.). 초발연령을 연령군으로 나
누어 본 결과 30~34세에서 남녀 모두 가장 빈발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40세 이후 초발했다고 한 경우도 26명
(남 : 녀 = 8 : 18) 이나 되었다(Table 2).

5. 초발장소
첫 증상이 있었던 장소나 상황에 대해. 飞 버스나 지
하철 등의 대중 교통수단 : 7명(남 : 여 = 5 : 2, X2= 5.

50, df= 1, p <0.025), ᄂ. 자신이 운전하던 도중 : 4명
(3 ：1, X2= 3.79, df= 1, n.s.), ᄃ. 백화점 ■학교 • 회
사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 15명(5 ：10,X2= 0.03,

6. 첫 증상 후 병원을 방문하기까지의 기 간 (개월 )
첫 공황증상이 있은 후 본 병원을 방문하기 까지의 기
간은 평균 37.6 土 51.6개월로 남자의 경우엔 31.8 ± 36.

0개월(범위 ：1일〜50개월). 여자의 경우엔 40.2±57.
0개월(1주〜 144개월)로 여자환자가 병원에 늦게 찾아오
는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 = 0.86,

df = 90, n.s.).
7. 응급실 방문회수
공황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회수를 조사한 결과 대상
환자들중 38명 (41.3% )이 한번 이상 응급실을 찾은 적
이 있다고 하였다. 성 별로는 남녀가 10명과 28명으로 각
성별 집단의 34.4% 와 44.4%나 되었다.. 1회 방문한 경
우는 17명(5: 12), 2회는 7명(1:6). 3~5회는 13명

(4 ：9), 6회이상 방문한 경우는 여자 1명으로 남자에 비

Intprval
v ai

if

〈

1 mt

1〜 5 mts
6 〜 12 mts
〜 5 yrs
〜 10 yrs
> 1 0 yrs
No answer
Total

-

Male
PP
4
6
2
11
4
0
2
29

PD
1

%
25

1

16.7

0
2

0
18.2
25

1
0
5

0
17.2

PP
10
7
14
21
7
4
0
63

Female
PD
2

PP
14
13
16

Total
PD
3

2
3
8
3
0

%
20
28.6
21.4
38.1
42.9
0

32
11
4

10
4
0

23.1
18.8
31.3
36.4
0

18

28.6

2
92

23

25

3
3

%
21.4

PP ：panic patients, PD : patients with depressive disorder
m t: month, yrs : years
해 여자환자가 응급실을 자주 찾는 편이었으나 통계적으

유병율에 관한 조사에서 25~44세 (Faravelli 1985 ；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X2= 0.80, df = 1, n.s.).

Thyer등 1985 ；Von Korff등 1985)에서 유병율이 가장

8.

첫 증상후 치료 시작까지의 기간과 우울증상

높았으나 40세 이후에는 유병율이 점차 낮아지고(Von

병원 방문 당시의 우울장애 병발과는 별개로 첫 증상

KorfE등 1985) 65세 이후에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Roy-

이 있은 다음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시작하기까지의 기

Byme등 1986). 남자의 경우엔 30~40세에서, 여자의

간을 조사해서 이 경과기간이 우울중상 발현과 어떤 관

경우엔 25~34세로 여성에서 어린 나이에 호발한다고 하

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첫 증상 이후 병원을 방

였다(Roy-Byme등 1986).

문하기 까지의 기간을 일개월 이하, 5개월 이하, 12개월

반면 이정균 등 (1985)의 조사에선 25~44세 연령군의

이하, 5년 이하, 10년 이하,.10년 이상으로 나누어 본 다

유병율이 가장 높았고 이후엔 이와 유병율에 별 차이가

음 10년 이상을 제외하고 이 경과기간별로 주요 우울증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호영 등 (1989)의 조사에선

이나 기분부전증 등의 우울장애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성

24세 이하와 45세 이후의 유병율이 비슷하게 높았으나

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대상환자 92명중

24~44세의 유병율은 오히려 낮다고 해 이정균 등

23명(25%)에서 우울장애가 있었으며 여성에서는 병원

(1985)의 것과는 반대의 결과였다. 일반인구를 대상으

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자주 병발하는 양상이 었으나 통계

로 한 연구는 아니나 본 연구에서는 30~34세가 가장 많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X2= 2.17, df=4, n.s.)

았으며 30대가 47.8%로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

(Table 4).

어 다른 보고들과 유사한 결과였으며 본 연구와 비슷한
방법으로 조사 했던 민성길과 이호영(1985)의 결과와도

토

같았다. 연령군으로 분류된 유병율에서 성별 차이는 의
의가 없었다.

공황장애나 공황증은 평생유병율이 서론에서 언급되었

공황장애가 남녀 모두에 비슷한 비율로 생긴다고도 했

다시피 비교적 흔히 발생하는 중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으나 (Wittchen 1986) 대부분의 보고들은 (이정균등

에서의 유병율은 이정균 등 (1985)의 조사에선 도시의 1.

1985 ； 이호영 등 1989; Bland등 1988; Hwu등

11%,농촌은 2.6%로 , 이호영 등 (1989)의 조사에선 이보

1989 ； Robins등 1984 ； Wittchen과 Essau 1993)

다 더 낮은 0.48% 라고 달리 보고된 바 있다. 도시에서의

여자에서 빈발한다 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르나 본 연구

유병율(이정균 등 1985)은 외국에서의 유병율(Angst와

에서도 대상환자 92명중 63명(68.5%)이 여성으로, 남

Dobler-Mikola 1985 : Bland둥 1988 ； Bumam등

자 (29명.31.5%)에 비해 2배 이상 이어서 대부분의 보고

1987 ； Robins등 1984)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들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한 이정

같은 동양권인 대만(Hwu등 1989)의 공황장애 유병율 2.

균 등 (1985)과 이호영 등 (198)의 결과는 물론이고 병원

0% 정도에 비하면 낮은 편이었다. 연령군별 공황장애의

을 찾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민성길과 이호영 (1984)의

보고도 마찬가지 결과였다. 불안증의 증신증상을 여성들

장공포증이 없는 환자에선 집에서 첫 증상을 경험하는

이 더 호소하여 병원을 자주 찾는 경향이 본 연구 결과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런 결과는 과거 Leffiott등 (1989)

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

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들은 임장공포를 동반한 공황증

유병율과는 달리 공황증상이 처음 생긴 나이(초발연

환자에선 첫 공황증상이 대중적인 장소, 예를 들면 길 •

령)에 대해서는 빠르면 15~19세 사이라고(Von Korff

상점 ■대중 교통수단 ■군중들 속에서 약 81%가 발생한

등 1985) 했으나 다른 보고들은(Faravelli 1985 ； Sh-

다 하였다. 반면에 학교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eehan등 1981: Thyer등 1985) 평균 24~27세 사이

11%,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8%에 지나지 않았다. 임

에 주로. 초발한다 하였다. Sheehan등 (1981)은 적어도

장공포를 포함한 공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

15~29세 사이에서 65%정도 초발하며 공황증 환자의

성길과 이호영 (1985)은 첫 증상의 장소가 전체적으로 보

81%는 30세 이전에 첫 증상을 경험 한다 하였다. 초발연

면 집 . 직장 . 교통수단의 순으로 빈발한다고 해 외국의

령은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 남자에선 19.3세 , 여자에선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외국의 보고(Faravelli등 1992 ：

21.5세 (Dick등 1994)로 남자에서 다소 일찍 초발한다

Lelliot등 1989)에서는 성별 차이에 대한 보고가 없었으

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선 초발연령이 34.3세로 민성길

나 민성길과 이호영(1985)은 남자에선 직장에서 여성에

과 이호영 (1984) 의 38.8세보다는 다소 빨랐으나 외국보

선 집에서 가장 빈발한다고 보고하여 성에 따라 초발장소

다는 상당히 늦게 초발하는 양상이 었으며 남녀간의 초발

가 달랐다.

연령 차이도 찾을 수 없었다. 연구 대상 환자의 초발연

본 조사 연구에선 Table 3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

령 분포에 있어서는 Table 2와 같이 남녀 모두 30대 전

면 집에서 발병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53.3%). 사람이

반과 20대 후반에서 가장 흔히 초발하였다.

많이 모이는 곳(17.4%), 대중교통 수단(7.6%), 운전 도

Sheehan둥 (1981)은 30세 이전에 81%,40세 이전에

중 (4.3%)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로는 남자의 경우

는 적어도 96% 정도에서 초발한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

엔 집에서(34.3%), 대중 교통수단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는 Table 2에서와 같이 30세 이전, 40세 이전에 초발

곳(각 17.2%), 운전 도중(10.3% )의 순이었으며 여성의

했다고 한 환자가 각각 38.1%, 71.8%로서 Sheehan등

경우엔 집에서(61.9%), 사람 많이 모인 곳 (17.5% )의 순

(1981) 의 결과에 비해 적게 초발했고 40세 이후에 첫 증

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민성길과 이호영(1985)의 결

상이 있었던 경우도 26명이나 되어 40세 이후 초발할 가

과와 같았다. 그러나 남자에서는 직장에서 제일 많이 발

능성이 4% 정도라고 한 보고 (Sheehan등 1981) 에 비

생한다는 이들의 보고와는 달리 집에서 초발하는 경우가

해 늦게 초발하는 환자가 많은 편이었다. 또 남성에 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대중 교통수단에

해 여성에서 광범위한 연령층에서 첫 증상이 생긴다고

서 . 여자는 집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이성에 비해 많았다.

볼 수 있으며 이런 결과는 한국에서의 두 보고(이정균

그외에는 이들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였다.

등 1985 ；이호영 등 1989) 모두 40세 이후에 유병율이
높다고 한 결과를 다소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환자들 가족에서의 정신질환 유무를 질문해 본 결

본 연구와 민성길과 이호영(1985) 의 결과와 앞서의
두 결과(Faravelli등 1992 ； Lelliott등 1989)는 큰 차
이가 있다. 외국의 두 보고는 모두 집보다는 길 ■직장 ■

과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가 19명으로 보고되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장소에서 빈발한다고 하면서.

중 공황장애는 대상환자의 부모에서 1명 형제에서 4명이

그 이유를 집보다 외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

보고되었는데. 다른 외국의 보고(Crowe등 1983 ；Ras-

이라기 보다는 집보다는 직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

kin등 1982)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나 민성길과 이호영

이 더 불안을 일으키거나(Lelliott등 1992), 이런 장소

의 결과(1985)보다는 많이 보고되었다고 생각된다.

를 더 위험스럽게 느끼기 때문이거나(Finlay-Jones와

첫 공황증상을 경험했던 장소에 대한 연구에서 Fara-

Brown 1981), 공황증이 발생할 경우 다른 사람들로부

velli등 (1992)은 대중 교통수단에서 9.25%, 고속도로

터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절박감 때문에 (Faravelli

운전중 15.9%,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22.7%, 여행

등 1992)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두 보고

중 9.2%, 집에서 29.5%가 경험했다고 했으며. 특히 임

가 모두 집에서 ■흔히 발병하고, 특히 남자보다는 여성이

장공포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 임

집에서 빈발하는. 양상으로 보아 여성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이들이 집에서 증상이 약하게라도 나타나는

있을 것 같은 심리적 충격이 남자들에게 더 절박해서가

경우 주위사람 누구로 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지도

아닐까 추측해본다.

모른다는 생각이 공황증상으로 발전하게 하지 않나 생각

외국의 보고 (Dick등 1994) 에 의하면 공황장애 환자

된다. 저자들의 임상경험에 비추어 보면 여성 공황증 환

들에서 우울증에 대한 평생 유병 가능성이 73.4% 라고까

자에서 남편이 출장을 떠나는 경우 증상이 자주 생기고

지 한 것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고들은(Winokur

출장에서 돌아오면 공황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 이

1988 : Wittchen 1986 : Wittchen과 Essau 1989,

러한 절박감이 여성, 특히 주부들의 공황증 유발에 중요

1993) 공황장애 환자에서의 우울증 평생 유병율이 32〜

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임장공포증도

50% 정도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공황증 이전부터 우울

있다고 한 6명의 환자들의 초발장소를 조사한 결과 대중

중이 있는 경우보다는 공황증 이후 이차적으로 생긴 우

교통수단에서 2명,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2명, 여

울증이 대부분이라 했다. 임상연구에서도 공황증 또는

행 도중 1명 , 집에서 1명이 공황증상을 경험했던 것으로

임장공포증 환자에서 주요 우울증이 24~88% 정도 발

나타나 임장공포중의 발생에는 집보다 외부에서 발생하

견된다고 보고되고 있다(Wittchen과 Essau 1993). 본

는 경우가 많다고 한 보고들 (Faravelli등 1989 ； Lei-

연구에서는 공황증으로 병원을 방문할 당시 주요 우울증

liott등 1989)과 유사한 결과였다.

또는 기분부전증이 함께 있었던 경우가 남자 5명(17.

저자들의 임상경험에 의하면 공황증 환자들이 집에서

2%), 여자 18명(28.6% ),전체적으론 23명(25% )으로

잠을 자던중 공황증이 생기기도 하고 심하면 응급실을

외국에서 발표된 우울증 병발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

찾았다고 하는 환자들을 비교적 흔히 보는데 본.조사에

었다. 그러나 일반인 대상의 역학조사에서 이정균 등

서는 92명의 환자중 6명(6.5%)이, 민성길과 이호영

(1985) 의 보고에선 주요 우울증과 기분부전증의 유병율

(1985) 의 조사에선 100명중 10명이 수면중 첫 공황증이

이 5.7% 였으며 이호영 등 (1989)의 조사에선 기분부전

있었다고 했다. 초발장소만 조사했기 때문에 이들에서

증만이 1.79% 정도로 보고된 바 있는데, 이에 비하면 본

이후 계속 수면중 공황중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

연구에서의 25%는 여러 여건을 감안한다 해도 상당히

지만 보고에 의하면 공황장애 환자의 약 70%가 야간 공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녀간의 차이는 통

황발작의 경험이 있으며 NREM 수면 동안에 주로 생긴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 했는데(Roy-Byrne 1988), 이때는 꿈도 없는 시기여

본 조사 연구에서는 첫 공황증상전 우울증이 있었는지

서 인지기능의 개입없이도 생리적으로 스스로 공황증이

아니면 공황증이 생긴 다음 우울장애가 있었는지 구분하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하였다(이호영 1992). 하지만

지 않고 다만 병원 방문 당시의 우울증 여부만을 환자와

이와는 반대로 수면도중 각성상태가 저하되면서 뇌의 경

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외국에서의 보고에서 공황중

보체계를 둔화시키기 때문에 공황증상을 일으킬 가능성

의 이차적 증상으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낮다고 한 보고도(Lelliott등 1989) 있어 수면과 공

고 (Wittchen 1986 ；Wittchen과 Essau 1989) 했기 때

황증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 연구가 더 있어야 하겠다.

문에 저자들은 나름대로 이를 확인해보고자 처음 공황증

첫 공황중상이 있은 다음 본 병원을 방문하기 까지의

상이 생긴 후 경과한 기간과 우울증상이 있는 환자의 수

기간, 소위 잠복기 (latent period, Sheehan둥 1981)가

를 계산해 기간이 경과할 수록 우울장애에 포함되는 환자

평균 38개월로 여성보다는 남자 환자가 병원을 빨리 찾

가 증가하는지 여부로 알아보기로 했다. 그 결과 Table

아오는 양상이었다. Sheehan등 (1981)은 잠복기가 무

4에서와 같이 남자 환자에서와는 달리 여자환자들에선

려 12.7년이 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에 비하면 짧은 편

경과기간이 길수록 우울장애가 병발하는 환자가 많아지

아 아닌가 한다. 남자 환자들이 병원을 더 빨리 찾아오

는 양상이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경과기간이 1개월

는 경향은 여성이 정신과를 자주 방문한다는 통상적인

이내인 경우에서 우울장애 병발 비율이 높았다가 적어지

관념에 비추어 보면 다소 의외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고 점차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인데 통계적으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문헌이 없어 비교할

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황

수는 없고 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갑작스런 증상

장애 환자의 우울장애가 공황증에 의해 이차적으로 생기

발현 때문에 자제력을 잃을 것 같은 , 사회생활에 영향이

는 경우가 더 흔하다는 보고들을(Winokur 1988 ；

Wittchen 1986 ； Wittchen과 Essau 1989, 1993) 확
인할 수 없었다.

1) 공황증은 남성 (31.5%)에 비해 여성 (68.5%)에서
흔히 나타나며 30대의 환자가 가장 많았다(44.8%).

공황증의 큰 특징이라면 협심증이나 질식감 같은 절박

2) 평균 초발 연령은 34.2세 (SD= 11.4)였으며,통계

한 증상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적 차이는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남녀 각각 33.2세 (SD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APA 1987), 이런 증상 때문

= 9.9,연령범위 ：15~53세)와 34.7세(SD= 12.1,연령

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임상에서 비교적 흔하다는 느

범위 : 15~63세)이었다 (p>0.05).

낌 이 들었다. 저자들은 공황증상의 환자들이 얼마나 자

3) 초발장소로는 남녀 모두 집에서 가장 흔히 발생했

주 응급실을 찾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대상환

으며,그 다음으로는 남자의 경우엔 대중적 밀집장소,대

자들중 38명 (41.3% )이 한번 이상 응급실을 찾은 적이

중교통수단 순이었고, 여성의 경우엔 대중적 밀집장소

있다고 기억하고 있었고 남자(10명, 34, 4% )보다 여자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엔 여성에 비해 대중 교통수단에

환자 (28명 , 44.4% )가 다소 많은 양상이었으나 통계적으

서(P <0.025), 여성에선 집에서 발생하는 편이었다(p

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 여성환자는 무려 10여회나 응급

<0.025). 임장공포증이 있었던 환자에선 집보다 외부

실을 찾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공황증상 때문에 응급실

에서 초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을 찾았던 환자들은 대부분이 응급실에서의 일률적 검사

4) 초발이후 병원을 방문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37.6

(혈액학 • 전해질 • 심전도 및 흉부 사진)등에서 6ᅵ무 이

개월 (SD = 51.6)이었으며 남자(31.8 ±36.0개월)가 여

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엔 단순히 "신경성이니

자 환자 (40.2 土 57.0개월)보다 다소 일찍 찾아오는 경향

안심하라” , “이상 없다”, "신경쓰지 마라” 는 등의 말만

이었으나 유의 한 수준은 아니었다(p> 0.05).

담당의사에게서 들었을 뿐 신경정신과적 진단 검사를 추

5) 대상 환자의 25%에서 우울장애가 병발했으며 41.

천받았던 적은 없다고 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응급실 의

3%의 환자가 공황증상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한 적이 있

사들로 부터 의뢰되어 오는 공황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

었다.

는 추세이고, 특히 정신과 순환근무를 하면서 본 연구에
다소라도 참여했던 의사들에서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
은 인상이어서 이들에 대한 공황장애의 교육이 공황증

중심 단어 : 공황발작(공황증) ■초발연령과
장애.

환자를 조기에 찾아 적절히 치료하는데 중요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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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Clinical Study on Panic Attack Onset

Young-Chul Kim, M.D., Jong-Won Kim, M.D.
Department o f Neuropsychiatry, College o 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The authors examined the age, places and situation in which the first panic attack occurred,
comorbidity of depressive disorder, and frequency of visiting emergency room in 92 panic pa
ti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panic attack was more prevalent in female(68.5%) than male(31.5%) and in the age
group of 30's(44.8%).
2) The mean age of the first panic attack was 34.4 years and there was no differences
between sexes.
3) In the places and situation in which the first panic attack occured, the panic attack most
frequently occured at home. After that, the crowded places and public transportation for male
and the public transportation for female were panicogenic situation in this study.
4) The latent period between the first panic attack and the first hospital visit was 37.6
months and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sexes.
5) The 25% and 41.3% of the panic patients had depressive disorder and visited emergency
room.
KEY WORDS ：Panic attack • Age and situation of panic onset • Depressive disor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