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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일반적으로 자살과 자살 사고의 가장 주된 위험 인자는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의 동반 유
무이다. 그러나 정신과적 질환 외에 신체적 질환의 동반 유무 또한 자살 및 자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뇌졸중 환자들에 있어 자살율이 증가한다는 몇몇의 보고
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자살 사고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살 사고의 발현율을 조사하고, 자살 사고 유무에 따른 사회문
화적 변인 및 신경과적, 정신과적 임상 양상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1999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뇌졸중 센터에 입원한 77명의 급성기 뇌졸중 환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Beck Suicidal Ideation Scale(BSIS)을 이용하여 자살 사고를 평가하였고, 우울 증상
과 불안 증상은 각각 Beck Depression Inventory(BDI)와 Beck Anxiety Inventory(BAI)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체계의 정도는 사회적 지지체계 척도(Social Support Scale)를 사용하였으며, 뇌졸중 후 신경학
적 장애의 정도는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NIHSS)와 Barthel's Index를 사용하였다.

결 과：
약 35%의 뇌졸중 환자들이 심한 자살 사고를 보고하였다. 심한 자살 사고군에서 심하지 않은 자살 사고
군에 비해 BDI, BAI 그리고 사회적 지지체계 척도 점수가 높은 반면, Barthel's index와 NIHSS는 두 군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심한 자살 사고를 지닌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은 우울 증상이나 불안 증상
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부의 환자들은 우울 증상이나 불안 증상 없이 자살 사고를 보고하였다.

결 론：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의 많은 수가 정신과적 평가와 개입이 필요한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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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불안 및 우울 증상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직접 또는 간접적
인 방법을 통한 자살 사고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뇌졸중·자살 사고·우울 증상·불안 증상·신경학적 장애.

살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많은 연구들이

서

론

뇌졸중 후에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동반됨을 보고하였
으며,11)12) 본 저자들도 이전의 연구를 통해 급성기 뇌

최근 들어 자살은 주요한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인식

졸중 환자들의 많은 수가 우울 증상과 불안 증상을 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살에 의한 사망률

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3)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1)

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살은 오랫동안 정

뇌졸중 환자들에게 있어 자살율 및 자살 사고는 증가되

신과 영역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자살 사

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Garden 등은 뇌졸중

고(suicidal ideation)는 자살 시도(suicidal attempt)와

후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2명의 환자들을 소개하였

함께 자살로 인한 사망의 가장 중요한 선행 징후이다.2)

고, 전체 재활치료팀에서 조기에 자살의 위험도를 평가

따라서 자살 사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살의 위험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14) Stenager 등

높은 대상을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을 함으로써 자살을

은 뇌졸중 환자들의 자살율이 일반인들에 비해 의미있

예방하는 것은 임상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 보건 측면에

게 높으며, 따라서 뇌졸중 환자들의 정신사회적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5)

일반적으로 자살과 자살 사고의 가장 주된 위험 인자
는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의 존재이다.

또한 Kishi 등도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많은 수가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16)

그러나 정신과적 질환 외에 당뇨병과 같은 만성적인 내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뇌졸중

과질환 에서부터 여드름과 같은 피부 질환에 이르기까

환자의 자살 사고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바가 없다. 따

지 신체적 질환의 동반 유무 또한 자살 및 자살 사고에

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3)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한 신체적 질

자살 사고의 발현율을 조사하고, 자살 사고 유무에 따

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

른 사회문화적 변인 및 신경과적, 정신과적 임상 양상

4)5)

살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심각한 신체적 질환은 다

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른 어떤 스트레스 보다도, 개인으로 하여금 죽음의 문

방

제를 직접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6) 따라서 신체적 질

법

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살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self-harm) 생각들을 가지

1. 연구 대상

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연구 대상은 1999년 9월부터 2000년 6월 사이에 한

일반적인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신경학적 질환을 가

림대학교 성심병원 뇌졸중 센터에 입원하여, 뇌영상 촬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자살율이 증가한다는 몇몇

영을 실시한 후 2인 이상의 신경과 전문의에 의해 급

의 보고들이 있다. Stenager 등은 다발성 근위축증 환

성기 뇌졸중으로 진단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이들 환자군이 일반

뇌졸중 발생 이전에 치매,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

인들에 비해 자살로 인한 사망의 위험율이 1.83배 높

적 과거력을 지닌 경우와 뇌졸중 후 일상적인 대화나

7)

다고 보고하였다.

그 밖에 Devivo 등은 척수손상 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

자에게서,8) Matthews 등은 간질 환자에 있어서 자살

하였다. 모든 조사는 뇌졸중 발병 후 7～10일 이내에 실

9)

시하였다.

의 위험도가 증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울증 환자의 약 45%가 자살을 시도하고, 15%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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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째, 심한 자살 사고군과 심하지 않은 자살 사고군 사이

자살 사고의 평가는 Beck등에 의해 고안된 자가보고

의 사회인구학적 요인들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stud-

형 검사인 자살 사고 척도(Beck Suicidal Ideation Sc-

ent’t-test와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다. 셋째,

ale, BSIS)17)를 신민섭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신뢰도 및

심한 자살 사고군과 심하지 않은 자살 사고군 사이의

18)

자살 사고 척도는

신경과적, 정신과적 임상 양상들 차이를 알아 보기 위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3점 척도(0～2)로 평가

해, 자살 사고의 경중을 독립변수로 BDI점수, BAI점수,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사고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체계 척도, Barthel’
s index점수, NIHSS를

우울증상과 불안증상의 평가는 Beck 등에 의해 고안

종속변수로 하여 student’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된 자가보고형(self report) 검사인 Beck Depression

심한 자살 사고군과 심하지 않은 자살 사고군 사이에

타당도를 검증한 것을 사용하였다.

19)

20)

Inventory(BDI) 와 Beck Anxiety Inventory(BAI)

불안 증상 및 우울 증상의 심각도에 따른 분류의 차이

를 사용하였다. 척도 개발자의 기준에 따라, BDI는 BDI

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이용

는 증상의 심각도를 총점에 의거하여 정상(9점 이하),

하였다.

경한(mild) 우울(10～15점), 중등도(moderate) 우울

결

(16～20점), 심한(severe) 우울(21～63 점)로 분류한

과

다. 또한 BAI도 척도 개발자의 기준에 따라 증상의 심각
도를 총점에 의거하여 정상(9점 이하), 경한 불안(10～

1. 연구대상군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15점), 중등도 불안(16～20점), 심한 불안(21～63점)

34세에서 88세 사이의 연령분포를 보이는 77명의

으로 분류한다.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평균 연령

뇌졸중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 정도의 평가는 신경과

은 62.6±11.6세였고, 남자가 51명, 여자가 26명이었

전문의가 Barthel’
s Index21)와 National Institutes of

다. 뇌졸중의 형태는 뇌출혈이 6명, 뇌경색이 71명이었

22)

Health Stroke Scale(NIHSS) 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다. 평균 Barthel’
s index score는 91.5±18.8이었고

사용하였다.

평균 NIHSS는 2.3±2.3이었다.

Barthel’
s Index는 기능적으로 얼마나 독립된 생활
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간호가 필요한 정
도를 측정할 수 있다. 총 10개의 항목을 걸쳐 평가하며,
각 항목당 0, 5, 10, 15의 점수를 매긴다. 점수가 낮을
수록 많은 도움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NIHSS)는 뇌졸중의 심
한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의식수준, 질문에
대한 응답 및 명령에 대한 수행 정도, 안구운동(gaze),
시야 손상의 정도, 안면마비 등의 영역에 대한 평가를
합산하여 0점에서 24점까지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뇌졸중으로 인한 신경학적 장애의 정도
가 심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체계(social support system)의 평가는
박지원 등이 소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응용하여 평가
하였다.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1～5점 척도로

2.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서 자살 사고의 발현율
특별한 질병이나 신체적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
순히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위해 건강검진센터를 방문
한 일반인들 중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15명을 선택
하였고 자살 사고를 측정하였다. 이들의 자살 사고 척도
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0.86±1.23이었다. 이를 근거
로 평균보다 2 표준편차 이상 높은 자살사고 척도를 가
지고 있는 경우, 즉 자살 사고 척도가 4점 이상인 경우를
심한 자살 사고군으로, 4점 미만인 경우를 심하지 않은
자살 사고군으로 정의하였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총 77명의 급성기 뇌졸중 환자 중 35.1%(27명)가
심한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64.9%(50명)는 심
하지 않은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3. 심한 자살 사고군과 심하지 않은 자살 사고군의 사
회인구학적 특징 비교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23)

평균 연령, 성별 분포, 교육 수준, 종교 및 직업의 유

통계 및 분석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첫째, 전체

무, 만성 질환의 과거력 유무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뇌졸중 환자 중 자살 사고의 발현율을 알아 보았다. 둘

들은 심한 자살 사고군과 심하지 않은 자살 사고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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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s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patients with severe suicidal ideation
and pati-ents without severe suicidal ideation
Patients without Patients with
severe suicidal severe suicidal
ideation(N＝50) ideation(N＝27)

Characteristics
Age(year)
Sex

Male
Female

Education(year)
Religion

Yes

61.9±11.7

31(62.0%)

20(74.1%)

19(38.0%)

7(25.9%)

8.5±4.4

7.7±4.9

22(44.0%)

No
Current job

63.0±11.6

28(56.0%)

Table 2. Comparisons of neurologic and psychiatric
sym-ptoms between patients with severe suicidal ideation and patients without severe suicidal ideation
Patients without Patients with
severe suicidal severe suicidal
ideation
ideation

Characteristics
BI score
NIHSS
BDI score*

15(55.6%)
12(44.4%)

Yes

36(72.0%)

17(63.0%)

No

14(28.0%)

10(37.0%)

Past histories of Yes

21(42.0%)

19(70.4%)

chronic diseases No

29(58.0%)

8(29.6%)

BDI

Normal

classification† Mild

연구 대상자들 중 이전에 뇌졸중 과거력을 가지고 있던
환자가 4명에 불과하였기에 뇌졸중의 과거력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만성 질환의 과거력에 포함하여 비교하
였다.

4. 심한 자살 사고군과 심하지 않은 자살 사고군의 신
경과/정신과적 임상 양상 비교

2.5± 2.5

10.8± 8.1

19.3±10.6

25(50.0%)

5(18.5%)
6(22.2%)

Moderate

3( 6.0%)

5(28.5%)

Severe

6(12.0%)

11(40.7%)

8.3± 7.2

14.4±11.3

32(64.0%)

12(44.4%)

Normal

classification† Mild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93.4±18.2

2.1± 2.3

16(32.0%)

BAI score*
BAI

90.4±19.2

11(22.0%)

8(29.6%)

Moderate

4( 8.0%)

0( 0.0%)

Severe

3( 6.0%)

7(25.9%)

SSS score**
101.9±18.7
90.5±26.4
BI：Barthel’s index
NIHSS：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BAI：Beck Anxiety Inventory
SSS：Social Support System
*：p<0.01 in student’s t-test
**：p<0.05 in student’s t-test
†：p<0.05 by chi-square test for trend

심한 자살 사고군과 심하지 않은 자살 사고군 사이에
서 Barthel’
s index, NIHSS로 측정한 신경학적 장애

있는 경우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연

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심한

구들과 일치하는 소견이다.7-9) Kishi등도 급성기 뇌졸

자살 사고군은 심하지 않은 자살 사고군에 비해 유의하

중 환자들의 6.6%가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게 높은 우울 증상 및 불안 증상을 보였다. 그리고, 심

하였다.16) 다만, 본 연구에서는 Kishi 등의 보고에 비

한 자살 사고군은 심하지 않은 자살 사고군에 비해 유

해 높은 자살 사고 발현율을 보였는데 이는 자살 사고

의하게 낮은 사회적 지지체계 척도를 보였다. 또한, 심

를 평가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 자살 사고군에서 심하지 않은 자살 사고군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양식의 자가보고형 평가도구를

우울 증상 또는 불안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분류되는

사용한 반면, Kishi 등은 직접 면담을 통해 자살을 신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표 2).

중히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살 사고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자살 의지(suicidal intention)가 불분명할

고

경우에는 자살 사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찰

자살 사고의 기준을 좁게 정의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35.1%
가 심한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에서 보다 낮은 자살 사고 발현율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인들의 자살 사고 척도 평균보다 2 표준편차 이상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자살

높은 자살 사고 척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심한 자살

및 자살 사고가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것은 뇌졸중의

사고군으로 정의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일반인들에서보

특이한 소견인지, 아니면 신체적 질환을 가진 대부분의

다 훨씬 많은 수치이다. 이는 신경학적 질환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소견인지를 감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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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렵다. 기존의 보고들도 뇌졸중과 다른 질환에서의

한 뇌졸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는 별개로 뇌 국소 부위

자살 및 자살 사고 발현 빈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

의 손상 자체가 우울, 불안을 비롯한 여러 정신 병리의

구는 없었다. Stenager 등의 보고에 의하면, 덴마크에

발생을 초래하거나 직접 자살 충동이나 자살 사고를 불

서 뇌졸중 환자 37,86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

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Folstein 등은 뇌졸

살율은 0.37%였고, 6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중 환자와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

15)

였을 때 일반인들에 비해 1.3～2.2배 높은 수치였다.

구에서, 두 질환으로 인해 유발된 기능적 장애의 정도

Harkopp 등은 덴마크에서 888명의 척수손상 환자들

가 동일할 지라도 뇌졸중 환자에서 우울 증상의 발현율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5배

이 훨씬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특히 병변이 우반

높은 자살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24) Tanaka 등은

구(right hemisphere)에 위치할 때 우울증에 좀 더 취

일본에서 23,979명의 암환자들을 대상을 한 연구에서

약하며 의욕 저하,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

진단 5년 내의 자살율이 일반인에 비해 남자는 1.62배,

쉽다고 주장하였다.30) 또한 Persinger는 우측 전전두

25)

여자는 2.13배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tenager

엽과 측두두정엽 부위에 기능저하와 잦은 자살 충동이

등은 덴마크에서 다발성 근위축증 환자가 일반인들에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31) Rao는 뇌졸중 환자에서

7)

비해 1.83배 높은 자살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

자살 및 자살 사고의 발현율이 높은 것은 뇌졸중에 의

리고 Achte 등은 핀란드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뇌손상

한 뇌 병변으로 인해, 우울 증상 및 충동성과 관련이

환자가 일반인들에 비해 약 2배 높은 자살율을 보인다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두엽-피질하 뇌 회로(frontal-

고 보고하였다.26) 이런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subcortical brain circuit)에 흔히 손상을 받는 것 때문

뇌졸중과 다른 신체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자살율 사이

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2)

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 연

본 연구에서는 심한 자살 사고군과 심하지 않은 자살

구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사고군 사이에 Barthel’
s index, NIHSS로 측정한 신

연령과 성별 분포를,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서로 다른

경학적 장애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정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각기 다른

과적 임상 양상을 비교해 보면, 심한 자살 사고군에서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심하지 않은 자살 사고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우울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비슷한 사

증상과 불안 증상을, 그리고 유의하게 낮은 사회적 지

회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비슷한 정도의 장애를 지닌

지체계 정도를 보였다. 또한 심하지 않은 자살 사고군

뇌졸중 환자와 다른 신체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은 50.0%가 우울 증상, 36.0%가 불안 증상을 가진 것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자살율과 자살 사고를 직접 비교

으로 분류된 반면, 심한 자살 사고군은 81.5%가 우울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증상을, 55.6%가 불안 증상을 가진 것으로 분류되었다.

뇌졸중 환자에서 자살이나 자살 사고가 많은 것은 다

Carson 등은 신경과 질환으로 일반 신경과 클리닉

음과 같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된

(general neurology clinic)을 방문한 300명의 환자를

다. 첫째, 뇌졸중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정신 장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 10%의 환자들이 심각한 자

애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자살이나 자

살 사고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주요 우

살 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건강

울증을 동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시간의 경과

하고 독립적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던 한 개인에게,

에 따라 점점 악화되고 진행되는 신경과적 질환을 지닌

뇌졸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의사소통 및 이해력의 손

환자들에게서 자살 사고가 더 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실, 운동 및 감각의 손실 등은 심리적으로 커다란 스트

추측과는 달리, 자살 사고를 지닌 환자들의 대부분은 의

27)

레스를 유발한다.

또한 뇌졸중은 건강과 생명에 대한

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호한 증상과 진행되지 않는

위협을 주는 동시에 신체적 기능, 독립적인 생활, 사회

신경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33) 그들은 이런 결과를

적 활동 등의 상실을 경험하게 만든다.28) 이런 상실과

바탕으로 자존감 및 자신의 질병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29)

위협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인지에 대해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체적인 질병의

자살 및 자살 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또

심각도 자체가 아니라, 주요 우울증 등 정신 장애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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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Questions to assess suicide potential

무라고 주장하였다.33)
한편 Kishi 등도 자살 사고를 지닌 뇌졸중 환자의
75%가 주요 우울증을, 15%가 경한 우울증을 동반하
고 있으며, 자살 사고를 지닌 뇌졸중 환자들과 자살 사
고를 지니지 않은 뇌졸중 환자들 사이에 감각 기능 장
애를 제외한, 운동 기능 장애, 시각 장애, 구음 장애, 뇌
신경 징후, 소뇌 징후 등 대부분의 신경학적 검사상 차
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16)

1. Do yon feel that life is worth living? Have you ever
thought that life was not worth living?
2. Do you sometimes feel that you do not want to wake
up in the morning?
3. Do you feel that others would be better off if you were
dead?
4. Have you had thoughts of wanting to do away with
yourself?
5. Have you made plans to do away with yourself?
6. Have you actually tried to do away with yourself?

이런 기존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 중 많은 수에 있어 자살 사
고는 신경학적 장애의 정도보다는 불안, 우울 등 정신
과적 증상 및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지지 정도와 더
큰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뇌졸중 환자에 있어서 자살 사고는 실제 자살로 인한
사망을 초래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치료 순응도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살 사고를 지닌
뇌졸중 환자들은 재활 치료나 2차 예방을 위한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기능 저하가 고착되거나 뇌졸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신체적 질환을 가지
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이 자살 사
고와 치료 순응도의 심각한 저하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
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34)35)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 중 하나는 심
한 자살 사고를 가진 뇌졸중 환자들 중 18.5%가 BDI
상 정상 범주로, 44.4%가 BAI상 정상 범주로 분류되었
다는 것이다. 즉, 우울 증상과 불안 증상의 평가만으로
는 자살 사고를 지닌 모든 뇌졸중 환자들을 선별해 낼
수 없고, 비록 두드러진 우울 증상이나 불안 증상이 없
는 뇌졸중 환자라 할 지라도 자살 사고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Callahan 등은 신체적인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일
반인에 비해 자살율이 월등히 높으며, 이런 결과는 환
자가 우울 증상이나 알코올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 지라도 마찬가지임을 보고하였다.36) Druss 등도
일반적인 신체 질환을 가지고 있는 7,589명의 환자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자살 시도를 한 환자들의 단지 1/3만이 주요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합당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Druss
등은 우울 증상을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자살 위험성을
충분히 낮출 수 없으며, 자살 사고에 대한 선별 검사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7) 또한 Olfson 등도 신체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자살 위
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자살 사고에 대한 선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런 환자들은 비록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의 진단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지라도 자살의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38)
자살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에게 자살에
대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
법이다. 많은 의사들이 자살에 대한 질문 자체가 오히
려 환자들에게 자살 욕구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39), 실제로 환자와 자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자살을 촉발하지는 않는다.14) Garden
등은 뇌졸중 환자의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는 직접적인
질문의 예를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14)
하지만 비정신과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38) 또한 자살 사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환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부적절하게
느끼게 하며 결국 솔직한 대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Cooper-Patric 등은 비정신과
의사들이 부담 없이 환자들의 자살 사고를 평가하는 것
을 돕기 위해, 자살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
나는 수면장애, 기분장애, 죄책감, 절망감 등의 증상 목
록들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자살 사고를 평가하는 질
문 사항을 표 4와 같이 제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자
살 사고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대부분을 정확하게 발견
해 낼 수 있었다라고 보고하였다.40)
실제 임상에서는 모든 뇌졸중 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어느 한 가지 질문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환
자-의사 관계를 고려하여 직접적인 질문과 간접적인 질
문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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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Questions from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used in suicidal ideation screening questionnaire

구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셋

1. Sleep disturbance：Have you ever had a period of
2 weeks or more when you had trouble falling asleep,
staying asleep, waking up to early, or sleeping too
much?
2. Mood disturbance：Have you ever had 2 weeks or
more during which you felt sad, blue, depressed, or
when you lost interest and pleasure in things that
you usually cared about or enjoyed?
3. Guilt：Has there ever been a period of 2 weeks or
more when you felt worthless, sinful, or guilty?
4. Hopelessness：Has there ever been a period of time
when you felt that life was hopeless?

을 고려하지 않았다. 자살 사고는 충동성과도 밀접한 관

째, 자살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물학적 요인들
련이 있고, 충동성은 뇌의 전두엽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울 증상도 전두엽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심한 자살 사고군과 심
하지 않은 자살 사고군 사이에, 임상 증상 외에 뇌 병
변의 위치도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이런 측면을 조사하지 않았다. 향후 좀 더 많은 뇌
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진행한다면 흥미
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을 생각된다. 넷째, 자살 사
고에 대해서만 조사하였고, 실제 자살 시도나 자살에 의
한 사망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형태로든 자살 사고를 표현하는 뇌졸중 환자

자살을 시도한 환자들이나 자살에 의해 사망한 환자들

들은 반드시 정신과적 자문 의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면 본 연구와는 조금 다른 결

항우울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들에게도 환자가 자

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

살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가족

살 시도와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용

이 함께 참여한 상황에서 환자로 하여금‘자살을 안 하

이하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자살 사고에 대한 연구만

겠다는 약속(No-suicide contract) ’
을 하게 하는 것도

으로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좋은 방법이며, 외래를 자주 방문하게 하는 것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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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cidal Ideation of Patients in the Acute Stage of Stroke
Sejoo Kim, M.D., Youngshin Kim, M.D., Nakkyoung Choi, M.D.,
Donghyang Seo, M.D., Byung-Chul Lee, M.D., Manhong Lee, M.D.
Department of Psyhiatry,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Anyang

Objectives：The presence of psychiatric disorders including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risk factor of suicide. Also, suicidal risk is known to be increased
in patients who have serious medical illnesses. Like in patients with other medical illness, some authors
reported that suicidal risk is increased in patients with stroke. But there have been no reports with
Korean patien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requency of suicidal ideation of patients in
the acute stage of stroke, and to examin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sychiatric and neurological
symptoms between the patients with and without suicidal ideation.
Methods：Seventy seven hospitalized stroke patients at the Hallym Stroke Center from July of
1999 to June of 2000 were included in this study. Beck Suicidal Ideation Scale(BSIS) was used to
evaluate suicidal ideation.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and Beck Anxiety Inventory(BAI) for
depression and anxiety, and Social Support Scale(SSS) for social support system of the stroke patients
were used. Neurologic disabilities were rated wit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NIHSS)
and Barthel’s Index.
Results：Thirty five percent(N＝27) of the stroke patients reported severe suicidal ideation. Scores
of BDI, BAI and SSS were higher in the patients with severe suicidal ideation than their counterpar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Barthel's index score and NIHSS between two groups. Most patients with
severe suicidal ideation had depressive or anxiety symptoms. But patients without depressive or anxiety
symptoms also reported severe suicidal ideation.
Conclusions：Thirty five percent of stroke patients in acute stage of their illness have severe suicidal
ideation that requires careful psychiatric evaluation and intervention. Inclusion of routine assessment
of suicidal ideation in these patients is recommended.
KEY WORDS：Stroke·Suicidal ideation·Depressive symptoms·Anxiety symptoms·Neurolgic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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