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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외상환자에서의 외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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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leberg와 Brooks 1975; Dikmen과 Reitan 1977).

서

론

그동안 두부외상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에서 인
지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어 왔지만 두부외상에 따

최근 자동차수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교통사고도 많아

르는 정신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다

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두부손상환자도 급속도로 증가하

(McMnlay등 1981). 두부외상에 따르는 정신사회적 후유

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두부손상환자들에 대한

증들로서는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변화 그리고 가

진단과 치료는 더욱 더 발달하게 됨에 따라 심각한 뇌손

족, 휴가, 그리고 직업에 대한 영향 등을 포함하게 된다

상환자라 할지라도 생존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그

(MKinlay등 1981). 이들중 뇌외상후 발생될 수 있는 정서

결과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적 문제의 회복은 인지기능의 호전과 병행될 수 있지만

도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Gualtieri 1991 ；Mandle-

(Dikmen과 Reitan 1977) 어떤 경우에서는 뇌외상후 기간

berg와, Brooks 1975). 그로 인해 이들에 대한 진단과 치

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점 더 악화되기도 한다(Fordyce

료 . 예후평가 그리고 보상을 위한 후유장애평가둥이 중요

1983). Fordyce등(1983)은 뇌외상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

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예후평가와 후유장

라 정서적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은 뇌외상후 초기에 발생

애평가는 두부외상환자들의 보상과 직결되는 요인이며 다

된 전반적인 인지적 혼돈상태가 호전되면서 환자가 자신의

른 한편으로는 향후치료와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

인지적, 사회적, 그리고.직업적인 적응에 문제가 많다는 것

는 요인들이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두부

을 인식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

외상환자들의 신경정신과적 증상들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

들로 인해서 두부외상환자들의 예후평가와 후유장애평가시

해가 필수적이다. 두부외상에 따르는 신경정신과적 후유

그 평가시기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이러한 후유

장애는 크게 인지적 장애와 정신사회적 장애로 대별될 수

장애 평가시기에 대해서 Kolb(1982)는 두부외상환자들의

있는데 인지적 장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호전된다고

후유장애 평가시 외상당시 섬망이 1주일 이상 지속된 경우

하며(Fordyce 1983) 회복의 정도는 뇌손상의 정도와 관

에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지난 이후에 평가해야 하고 또

련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Bond와 Brooks 1976;

외상 후 섬망이나 혼수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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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으나 후유장애평가시기에 대한 다른 연구보고는 그
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두부외상을 당한 환

Less than 6 months
N(Mean, SD)

More than 6 months

24(35.25, 9.89)
4(44.00, 9.24)
28(36.50,10.12)

42(32.36, 10.84)

N(Mean, SD)

Total
N(Mean, SD)

SEX
Male
Female
Subtotal

11(31.00, 9.43)
53(32.08, 10.50)

66(33.41, 10.52)
15(34.47, 10.83)
81(33.60, 10.52)

Table 2. Number, mean post-traumatic periods and standard deviation of respondents
Less than 6 months
N(Mean, SD)

More than 6 months
N(Mean, SD)

Total
N(Mean, SD)

SEX
Male

24(5.08,1.06)

Female
Subtotal

4(5.00, 0.00)
28(5.07, 0.98)

42(14.60, 8.88)
11(10.27, 4.67)
53(13.70, 8.34)

66(11.14, 8.45)
15( 8.87, 4.63)
81(10.72, 7.91)

자나 그 가족들은 외상 후 충분한 정신과적 치료도 받지 않

성격경향, 충동성 그리고 지능지수를 비교분석하여 보았

고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후유장애평

다.

가를 받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대상환자들의 개인적 자료와 병력은 환자와 보호자로

두부 외상환자들을 급성군 과 만성군 으로 나누어 증상들을

부터 조사하였으며 연구대상들의 증상의 정도는 김광일

비교해 봄으로서 두부외상환자들의 후유장애평가 시기를

등(1984)이 Derogatis(1977)가 제작한 Symptom Check-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본 예비연구를 시도하였

listr9(Hl(이하 SCL-90-R로 약칭함)을 번안하여 표준

다.

화한 간이정신진단 검사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SCL-90-R은 모두 9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신체화증상차원 12문항 , 강박증상차원 10문항, 대인예
민성차원 9문항, 우울증상차원 13문항 , 불안증상차원

1. 연구대상

10문항 , 적대감증상차원 6문항, 공포불안증상차원 7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1994년 ' 1월 1일부터 1994년

항 , 편집증상차원 6문항 , 정신증증상차원 10문항 그리고

10월 30일까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정신

부가적 문항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과에 내원한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외상 환자 81명(남자

각 차원의 점수를 구한 뒤 이를 문항수로 나눈 점수로

66명 , 여자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두부외상을

비교분석하였다. 각 문항마다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

당한 후 아직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환자는 28명(남자

라 ‘전혀 없다’(0점), ‘약간 있다’(1점), ‘웬만큼 있다’

24명 , 여자 4명)이었고 6개월이 지난 환자는 53명(남자

(2점). ‘꽤 심하다’(3점) 그리고 ‘아주 심하다’(4점)의
5점 평정을 하게 되어 있다.

42명, 여자 11명) 이었다.
전체조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33.60(표준편차 =10.

연구대상들의 성격경향은 김영환등 (1989) 에 의해 재

52)세였으며 두부외상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환자들

표준화된 다면적 인성검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은 평균 36.50(표준편차 =10.12)세, 6개월이상 경과한 환

척도별 점수채점은 Dahlstrom등 (1975)에 의한 방법에

자는 평균 32.08(표준편차 =10.50)세이었다(Table 1).

따랐다.

2. 연구방법

3. 통계방법

두부외상환자들을 외상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환

수집된 자료는 SPSS(Nie등 1975) program을 통해

자들과 6개월이상 경과된 환자들로 나누어 증상의 정도,

처리되었으며 각 집단간의 차이는 t-test를 통하여 검증

Less than
6 months
N =28
MEAN(SD)

More than
6 months
N=53
MEAN(SD)

丁

61

p value

1.88(1.00)
2.21(1.03)

-2.08
-1.34
-2.61
-1.64
-2.67
-1.58

61.98

0.041

SCL-90-R
Somatization

1.39(0.95)

Obsessive-compu Isve
Interpersonal sensitivity

1.86(1.17)

Depression
Anxiety
Hostility
Phobic anxiety
Paranoia
Psychotic symptom
Additional symptoms

1.10(1.04)
1.61(1.25)
1.38(0.88)
1.31(1.21)
1.10(0.94)
1.07(0.93)
0.99(0.93)

1.30(1.10)
Total score
1.34(0.91)
SD=standard deviation NS : not significant

1.76(1.13)
2.07(1.10)
1.98(1.10)
1.77(1.29)
1.84(1.18)
1.55(1.11)
1.62(1.06)
1.84(1.16)
1.88(0.99)

하였다.

-3.08
-2.08
-2.79
-2.07
-2.44

49.35
59.37
49.28
66.42
58.47
66.54
64.51
61.85
57.57
59.24

0.186
0.011
0.108
0.010
0.119
0.003
0.042
0.007
0.043
0.018

차이를 보여준 증상들의 종류를 보면 타당도 척도에서는

F척도(t=-2.79, p=0.008), 임상척도에서는 건강염려

결

과

증척도(t= - 3.03, p=0.004), 히스테리 척도(t=-2.

20, p=0.38), 우울중 척도(t= - 2.67, p=0.012), 정신
1. 정신증상 분석

쇠약증 척도(t=_4.23, p=0.000), 편집성 척도(t=-

김광일 등 (1984) 의 SCL-90~R을 이용하여 급성군과

2.78, p=0.008), 그리고 MF 척도(t= - 1.76, p=0.

만성군간의 증상들을 비교해 본 결과 10개 하위척도 모
두에서 만성군이 급성군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
었다. 이들중 두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준 증상들의 종류를 높은 점수별로 열거해보면 불안증상

(t= - 2.67, p=0.010), 신체화증상(t= ᅳ2.08, p=0.
041), 공포불안증상(t= - 3.08, p=0.003), 부가적 증상
(t=-2.07, p=0.043), 대인관계예민증상(t= - 2.61,
p=0.011), 정신병적증상(t= - 2.79, p=0.007), 그리
고 편집증상(t= -2.08, p=0.042) 등이었다(Table 3).

090)등이었다(Table 4).
3. 충동성 분석
급성군과 만성군간의 충동성을 조사해 본 결과 만성군
의 충동성 척도총점이 42.62(표준편차 =15.60)로서 급
성군의 31.86(표준편차=31.86)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
다 (t= 一3.58, p=0.001)(Table 5). 이를 하위척도로
나누어 비교분석해 본 결과 무계획 충동성 (t= - 1.78,

p=0.080), 운동성 충동성(t= -3.90, p=0.000), 그리
고 인지충동성 (t= - 4.21, p=0.000)등 3개 하위척도

2. 다면적 인성검사소견 분석

모두에서도 만성군의 점수가 급성군의 점수에 비해 높았

급성군과 만성군간의 다면적 인성검사소견을 조사해

다 (Table 5).

본 결과 타당도 척도에서는 F 척도가, 그리고 임상척도
에서는 건강염려증 척도, 우울증 척도, 히스테리 척도,

PD척도, MF척도, 편집성 척도, 정신쇠약증 척도, 정신
분열중 척도, MA척도, 그리고 사회적 내향성 ■척도 등

10개 척도 모두에서 만성군이 급성군에 비해 더 높은 점
수를 보여주었다. 이들중 두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4. 지능검사 소견 분석
급성군과 만성군간의 지능지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
체지능지수. 언어 성지능지수, 동작성 지능지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Table 6).

Table 4. Comparison of scores of MMPI profile between head trauma patients less than 6 months and more than 6

months
Less than
6 months
N =28
MEAN(SD)
MMPI profile
L
F
K
HS
D

59.38( 5.11)
50.75( 5.72)
54.25( 8.39)
61.13( 6.21)
59.75( 7.41)

HY

61.38( 9.82)
51.25(12.25)
47.88(11.62)

PD
MF
PA

53.63( 7.04)
53.25( 7.41)
58.63(10.35)
51.38(10.44)

PT
SC

More than
6 months

T

d.f.

p value

52.65
47.98
38.07
43.90
34.78
22.53

0.164
0.008

N = 53
MEAN(SD)
56.49(10.48)
56.67(10.28)
51.74(11.85)
67.74(10.10)
66.05( 9.61)

1.41
-2.79
0.91

67.40( 7.86)
56.95(11.18)
53.79(10.98)
61.16(13.49)

-3.03
-2.67
-2.20
-1.63
-1.76
-2.78

63.81(11.02)
63.14( 9.64)

-4.23
-1.52

MA
55.88( 9.09)
-1.53
SI
58.88(11.14)
57.88(13.04)
0.29
SD=standard deviation NS ：not significant
HS ：hypochondriasis, D ：depression, HY ：hysteria, PD : psychopathic deviate,
PA ：paranoia, PT ：psychasthenia, SC ：schizophrenia, MA : mania, SI ：social introversion

24.89
25.61
50.39
40.14
25.30
23.96
31.30

0.371
0.004
0.012
0.038
0.116
0.090
0.008
0.000
0.142
0.140
0.774

Table 5. Comparison of scores of barratt impulsivity scale between head trauma patients less than 6 months and more

than 6 months
Less than
6 months
N =28
MEAN(SD)
Subscale
Non-planning impulsivity

13.14( 6.59)
Motor impulsivity
8.00( 4.16)
Cognitive impulsivity
10.71( 2.42)
Total impulsivity
31.86(11.16)
SD=standard deviation NS ：not significant

More than
6 months
N=53
MEAN(SD)
15.98( 7.25)
12.57( 6.30)
14.08( 4.78)
42.62(15.60)

T

d.f.

p value

-1.78
-3.90
-4.21
-3.58

59.90
74.92
78.92
71.78

0.080
0.000
0.000
0.001

Table 6. Comparison of IQ between head trauma patients Less than 6 months and more than 6 months

Intelligence
FSIQ
VIQ

Less than
6 months
N =28

More than
6 months
N = 53

MEAN(SD)

MEAN(SD)

84.86(12.55)
84.79(10.99)

84.07(12.11)
84.45(11.97)

T

d.f.

p value

0.26
0.12
0.29

56.07
61.41

0.793
0.904

PIQ
85.79(13.26)
84.86(12.59)
55.39
0.770
SD=standard deviation NS ：not significant
FSIQ : full scale intelligence quotient, VIQ : verbal intelligence quotient, PIQ ：performance intelligence quotient

일반적인 반응이 관련된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

찰

뇌가 우리 신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하
고 또 조직이 섬세한 만큼 약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

Fordyce등 (1983) 의 분류에 따라 두부외상환자들을

다 . 그래서 외상의 정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성두부외상군과 만성두부외상군으로 나누어 두 군간

뇌외상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신기능이 심각하게 장애가

의 정서적 장애, 충동성, 그리고 인지기능의 차이를 알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신체의 손상때보다

보기 위하여 시도된 본 연구에서 정서적 장애 , 충동성의

더 심한 정서적 문제를 가질 것이라 생각된다. 두번째

경우에는 만성 두부외상군에서 급성 두부외상군에 비해

요인은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인데 대부분의 뇌외

더 심각한 장애를 보여 주었으나 인지기능의 경우에는

상 환자들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한 환자들이다.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SCL-90-R,

그래서 가해자나 산업체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MMPI, Barratt Impulsivity Scale, 그리고 WAIS를

받기를 원하게 된다(Lovell과 Franzen 1994). 두부외

통하여 얻어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서적 문제의 회복

상환자들의 경우 대부분은 외상 후 적어도 1년 이상이

은 인지기능의 호전과 함께 병행된다는 Dickmen과

지나야 후유장애판정을 하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된 의식

Reitan(1977)의 주장, 그리고 경도의 두부외상을 경험

적 또는 무의식적인 이차적 이득과 관련되어 정서적 문

한 대부분의 환자들에서는 수상후 1~6개월이내에 인지

제가 더 심각하게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적,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증상들이 점차적으로 감소된

이러한 점은 보상과 같은 이차적 이득과 관련없이 두부

다는 Barth등 (1983). Rimel등 (1981) 의 주장과는 상반

손상을 경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 보면 좀 더

되는 결과이지만 뇌손상 후 2년까지도 논리적 사고 , 정

명확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보처리, 기억. 주의집중 등에서 문제를 보이고 또 우울 ,

본 연구에서 SCL-90-R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보면

불안둥과 같은 정서적 증상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환

급성군에 비해 만성군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준 증상

자들이 있다는 Hall과 Bemstein(1991), Leininger등

은 불안중상, 신체화중상, 공포불안중상, 그리고 대인관

(1990), Yarnell과 Rossie(1988)의 연구결과, 그리고

계예민중상등과 같은 신경증적 증상, 그리고 편집증상등

외상 후 6개월이 안된 환자들에 비해서 외상 후 6개월이

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들이었는데 이들중 신경중적 중상

지난 환자들에서 정서적 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다고 주

들의 점수가 정신병적 증상들의 점수보다 더 높았다.

장한 Fordyce등 (1983) 의 연구결과와는 일치되는 소견

새보미를 통한 검사에서도 10개 임상척도 모두에서 만

이다. 이와 같이 연구보고들이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

성군에서 급성군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지만

주는 것은 두부외상을 경험한 환자들의 임상경과가 서로

그중에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준 증상은 건강염려중

다를 뿐만 아니라 두부외상 후 발생되는 정신과적 후유

척도, 히스테리 척도, 우울척도, 그리고 신경쇠약증 척

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생

도 . 편집성 척도, 그리고 남성/ 여성척도이었다. MMPI

각된다. 두부외상의 심각도, 외상의 부위 , 병전 인격, 외

검사에서도 SCL-90-R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신경증적

상 전의 여러가지 조건들, 사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와

척도의 점수가 정신병적 척도의 점수보다 더 높았다. 즉

보상문제 둥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연

만성군에서 급성군에 비해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준 정서

구대상의 선정에 따라 연구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날 것

적 증상들중에서 신경증적 증상들이 정신병적 중상들보

이라고 추측된다. 두부외상 후 발생되는 정서적 장애가

다 더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 역시 Fordyce둥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악화된다고 보고한 Fordyce등

(1983)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되는 소견들이다. 이와 같

(1983)은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두부외상 후 시간

이 만성군에서 신경증적 증상들이 정신병적 중상들보다

이 경과함에 따라 두부외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와 그로

더 심각하게 나타난 것은 두부손상에 대한 염려, 일상생

인한 적응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환자가 더 많이 인식

활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보상과 관련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도 물론 타당

된 문제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많이 관련되기 때문

성이 있지만 저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이 더 관

이라고 생각된다.

련된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두부외상에 대한 사람들의

급성군과 만성군 두 군간의 보보피의 타당도 척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급성군에서는 V형태를 보여준 반면

환자들에서는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정

만성군에서는 A 형태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만성

서적 증상들이 더 심했으며 더 충동적이었다. 그러나 지

군의 타당도 척도가 A 형태를 보여준 것은 염태호

적기능은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뇌

(1982). 이중용(1990), 그리고 정근재(1990) 등의 연구

외상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뇌외상으로 인한 적응

결과와 일치되는 소견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부외상의

상의 문제점들을 환자가 더 많이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

급성기에서는 자신의 증상을 감추려는 경향이 많은 반면

라 , 뇌가 우리 신체장기중 가장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급성기가 지나간 뒤에는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과장하려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상

는 경향.이 강하다는 박영숙(1994) 의 해석과도 일치되는

과 관련된 문제점등이 관련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

소견이라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들을 살펴볼

다 . 이러한 결과는 뇌외상환자들의 후유장애평가시기가

때 외상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던 환자들은 주로 치료

너무 빨라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해주며, 다른 한편으

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반면. 6개월이 경과된 환자들은

로는 뇌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인지기능뿐만

보상에 관심이 많았었고 또 보보조신의 타당도 척도에서

아니라 정서적 문제에 대한 치료도 초기부터 병행되어야

F 척도의 점수가 더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성군

함을 시사해 준다.

에서는 다소 증상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중심 단어 : 두부외상 ᅵ외상후기간 . 정서적 후유증.

이와 같이 두부외상환자들을 만성군과 급성군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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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Periods and Psychiatric Symptoms
in Patients with Head Trauma by Traffic Accident

Jae-Kwang Lee, M.D., Baik Seok Kee, M.D., Doo Byung Park, M.D.
Department o f Neuropsychiatry, College o f Medicine Chung Ang University, Seoul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t-traumatic period and the severity of
emotional distress, we examined 81 patients with head trauma by traffic accident using Symp
tom Checklist 90-R,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MMPI)，Barratt Impulsivity
Scale, and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as measurement tools. Among them 53 patients
were referred more than 6 months after traffic accident(mean period 13.70 months) and 28 pa
tients were referred within 6 months after traffic accident(mean period 5.07 months) for evalu
ation of their neuropsychiatric symptoms.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was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 post-traumatic period and the severity of emotional distress. The more chronic
head trauma patients were more emotionally distressed and impulsive compared to acute pa
tient group. These differences in emotional functioning appeared to be independent of level of
neuropsychological impairment measured by Wechsler Adult Intelligence Test. Increased aware
ness of impaired mental functioning with the passage of time, increased apprehension about
head injury, and compensation problem related to traffic accident were described as possible
causes of enhanced emotional distress in some chronic head trauma patients.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n effective time-period for evaluation of
sequellae of head trauma should not be a short one, and proper management of emotional
problem of head trauma patients must be performed from the early phase of treatment.
KEY WORDS : Head trauma • Post-traumatic period • Emotional sequell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