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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산업재해 환자들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최경숙1)†·임채기1)·최재욱2)·강성규3)·염용태2)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Occupational Acciden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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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 산업 재해로 신체적 손상을 입고 입원해 있는 일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PTSD 발병
여부를 조사하고, 산업 재해와 관련된 위험 인자를 파악하여 산업재해 이후 근로자들이 겪게 될 신체
적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문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 법：
2000년 7월에서 2000년 9월 사이에 산업 재해로 인해 신체적인 부상을 입고 입원 중인 인천 소
재 산재병원의 남성 입원환자 47명을 대상으로 PTSD 발병여부와 관련 인자를 연구하기 위하여 구
조화된 설문 조사와 CAPS를 이용한 진단적 면담을 시행하였다.

결 과：
CAPS를 이용한 면접조사 결과 최종 연구 대상자 47명중 12명(25.5%)이 PTSD로 나타났으며, 모
두 증상의 지속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분류되었다. PTSD군 12명과 nonPTSD군 45명을 비교한 결과 BDI, STAI-I, STAI-II, IES 점수는 PTSD 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 또한 SCR-90-R의 세부항목 중 편집 사고를 나타내는 PAR 점수가 유일하게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그 외의 항목들은 PTSD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산재 관련 위험 인자
의 비교에서 환자가 주관적으로 보고한 의식의 상실 경험만이 PTSD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이
전의 다른 연구자와 일치된 소견을 보였다.

결 론：
이상의 결과는 산재 사고 이후에 PTSD가 발생하고,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만성화를 겪을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험 인자 중에서 사고 관련 위험 인자로 의식의 상실에 대한 주관적인
보고만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다른 인자들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일자：2001년 9월 5일
심사완료：2002년 3월 19일
1)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St. Andrew’s Neuropsychiatric Hospital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3)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
Corresponding author

－ 461 －

그러나 여러 가지 연구의 제한점이 많으므로 연구 시점을 달리하고 많은 대상자를 포함한 후속 연구
를 시행해야 산업재해와 PTSD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산업재해·CAPS.

고를 목격한 근로자 41명 중 11명(26.8%)이 PTSD를

서

론

경험하였다는 보고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PTSD에 대한 연구로는 보훈병원 환자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외상성 사고에 노출되는데,

들을 대상으로 참전 국가 유공자들에서 외상 후 스트레

그러한 사건으로는 실제적인 죽음이나 죽음에 대한 위협

스 장애의 위험 인자에 관한 것,18) 삼풍사고 생존자들을

혹은 심각한 상해, 신체적 보전에 대한 위협, 타인의 죽

대상으로 한 연구,19)20) 교통사고 후 신체 손상 환자에

음이나 부상 혹은 그들의 신체 보전을 위협하는 사건의

대한 연구가21)22) 있었을 뿐 산업현장의 사고와 관련된

목격, 가족이나 친지들이 경험한 예기치 못한 잔혹한 죽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실정이다.

음이나 심각한 상해 혹은 죽음이나 상해에 대한 협박에

1999년도 우리나라 통계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대해 알게 되는 것 등이 있다. 외상성 사건에 노출 이후

인구에서 순환기질환과 신생물 다음으로 운수사고가 사

에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망원인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어린이에서는 익수사

등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재 경험하고, 그

고와 추락사고가 사망 2위와 4위를 차지하여23) 사고와

사건과 관련되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게 된다. 또

관련된 사망 및 충격 등에 의한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

한 일반적으로 반응이 마비되고 각성 상태가 증가되는

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에 의한 사망 중

증상이 지속되고 사회적, 직업적, 혹은 다른 중요한 기

에서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미

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초래

국에서는 1999년도에 전체 근로자 133,488,000명 중

하게 되는데 이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6,023명이 산업 재해로 사망하였고,24) 우리나라에서는

Stress Disorder, 이하 PTSD)라고 한다.1) 따라서 이

근로자 7,582,479명 중 2,291명이 산업 재해로 사망하

장애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외상으로 경험될 만큼 심한

였다.23) 우리나라의 중대 재해율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2)

높은 상태인데,25) 1999년의 우리나라 산업 재해 통계는

지금까지의 PTSD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쟁,3-6) 천

재해자가 55,234명 사망자가 2,291명으로 재해자 수는

재지변,7) 교통 사고등과8-10) 관련된 것이었다. 최근엔

전년도에 비해 7.22%, 사망자의 경우에는 3.57% 증가

11)

재난 구조대로 참가했던 사람들에 대한

했다.26) 산재사고에서는 사고 못지않게 후유장애가 남는

연구도 보고되었다.12) 직업과 관련된 PTSD에 대한 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1999년에는 55,405명의

구로 Schottenfeld와 Cullen13)이 수행한 직업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19,591명이 장애판정을 받았으며

PTSD의 구분에 대한 연구가 있고, 직업으로 기인한 PT-

이 중 357명은 거의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3급 이상의

폭력성 범죄,

14)

SD의 증례 연구도 있었다. Weisaeth 는 폭발과 화재

장애판정을 받았다. 1998년에는 54,514명의 재해가 발

로 인해 심한 손상을 받은 246명의 근로자들에서 외상

생하였으며, 24,759명이 장애판정을 받았고, 389명이 3

15)

후 스트레스증후군을 보고하였고, Al-Naser와 Everly

급 이상의 중증장애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산업 재해가

는 소방관에서 PTSD의 유병률이 18.5%라는 연구를 발

발생했을 때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72.48%나 된다

16)

표하였다. 또한 Ramussen 등 은 심한 산업 재해로 인

는 보고27)처럼 산재사고에서는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것

한 PTSD에 대한 연구에서 직업으로 인한 중등도 혹은

이외에도 공상 등으로 처리되는 미보고 사례가 많은 것

중한 부상은 PTSD 및 만성적인 정신적 고통과 관련이

으로 알려져 실제 산재사고는 이러한 통계보다 훨씬 많

있으므로 신체적 손상 외에 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

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건강하던 근로

17)

다고 주장하였으며, Hu 등 은 중국의 건설 현장에서 사

자가 사고에 의해 갑자기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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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rauma factors

Traumatic stressor exposure

Post-exposure factors

• Temperament

•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 Structural and functional

• Pre-existing anxiety or major depression

potentially traumatic events

• Characteristics of family origin

social support
• Economic resources

• Socioeconomic status

• Additional stressors

• Early trauma history

PTSD

Fig. 1. Factors postulated to affect the develolp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심한 후유장애가 발생하여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이

에 방문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한 조사 참여자

므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 근로자가 겪는 심

에게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나누어주어 작성하게 하고,

적 충격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

설문지를 수거하면서 임상가를 위한 외상후 스트레스장

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애 척도(Clinician-Administered PTSD Scale, 이하

산업 재해 근로자들도 신체적 손상 및 장애로 인한 문

CAPS)28-30)를 이용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내

제 외에 PTSD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에

용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고의 주관적 심각성, 사고 당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산

시 다른 사망자 혹은 부상자 유무, 이전 사고 경험, 정

업 재해로 신체적 손상을 입고 입원해 있는 일부 근로자

신과적 치료 경험, 산재 보상 유무 및 만족도 등이 포함되

들을 대상으로 PTSD 발병 여부를 조사하고, 산업 재

었다. 그리고 구조화된 설문지인 Beck의 우울 검사(Beck

해와 관련된 위험 인자를 파악하여 산업재해 이후 근로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31)32) Spielberger

자들이 겪게 될 신체적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

가 개발한 상태 불안을 측정하는 STAI-Ⅰ(State Trait

강 문제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Anxiety Inventory Ⅰ) 및 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STAIⅡ(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Ⅱ),33)34) 간이정신

연구대상 및 방법

진단 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이하
SCL-90-R),35) 사건 충격 척도(Impact of Event Scale,
이하 IES)36)37)등도 같이 조사하였다. 산재 보상에 민감

1. 연구대상
2000년 7월에서 2000년 9월 사이에 산업 재해로 인

한 대상군의 과잉보고를 제한하고자 연구목적을 설명하

해 신체적인 부상을 입고 입원 중인 인천 소재 산재병

고 조사 참여 동의를 얻을 때, 본 연구는 환자의 직접적

원의 남성 입원환자 361명 중 설문지를 이해할 수 있으

인 보상에 관련이 없고, 본 조사로 인한 피해는 없으며,

며,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고, 일대일의 진단적 면담을

조사 내용은 비밀로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CAPS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

면담은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일대일로 수행하였고, 소

361명 중 73명의 환자들이 설문지 조사 참여에 동의하

요 시간은 3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였으나 이들 중 26명의 환자는 설문지를 불완전하게 작

CAPS을 이용한 진단적 면접 조사 결과로 DSM-Ⅳ

성하거나 직접적인 진단면접을 거절하여 제외하였고 47

의 PTSD 기준을 충족시키는 12명을 PTSD 군으로 하

명을 최종 분석 대상자로 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자 47

고, 그렇지 않은 35명을 비 PTSD군으로 나누어 PTSD

명은 정형외과 환자가 24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

의 세부 증상의 특성을 비교하였고, PTSD로 분류된 군

였고, 그 외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환자가 각

과 그렇지 않은 군 사이에 정신과적 상태를 보기 위해

각 6명이었고, 일반외과 환자가 5명이었다.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를 하여 각 척도를 비교하였다. 또
한 PTSD 발생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인자의 영향을 파

2. 연구 방법
입원 중인 환자들을 일 인의 정신과 의사가 직접 병실

악하기 위해 PTSD군과 non-PTSD군 사이에 PT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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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인을 조사한 다음, King 등38)이 설명한 도식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그림 1)을 참고로 하여 관련 인자들을 비교하였다. 산
재 사고를 당하기 이전의 위험 인자로는 부상이전의 정
신과 치료 경력, 사회 경제적인 상태 인자로 고용 기간,
교육 수준, 당시의 수입 정도, 이전의 전쟁 경험과 부상
경험이 포함되었고, 부상 당시에 노출된 스트레스 인자
로는 사고 당시 의식의 소실 여부 및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상의 중한 정도, 그리고 가까운 친지의 사망 혹

Age(yrs), mean±D

PTSD
(N=12)

Non-PTSD
(N=35)

N(%)

N(%)

46.8±10.1

46.8±10.1

0.398
0.455

Smoking(%)
Non-smoker

3(25.0)

4(11.4)

Smoker

4(33.3)

14(40.0)

Ex-smoker

5(41.7)

17(48.6)

10(83.3)

19(54.3)

2(16.7)

16(45.7)

은 부상 여부 등이 포함되었으며, 산재로 인한 부상 이

Alcohol drinking

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인자로 부상 후 입원 기

Non-drinker

간, 사회경제적 지지 요인으로 결혼 상태 및 경제적인 문

Drinker

제, 그리고 보상에 대한 만족도 등이 포함되었다.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3. 통계분석
통계 검정은 SAS ver 6.12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
고, 각각의 연속 변수들의 평균치는 Student’
s t-test
를, 비연속 변수는 Chi-square 검정을 PTSD군과 nonPTSD군간에 시행하였다.

p

0.074

상과 연관되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거나 일반적인
반응의 마비’
를 나타내는 항목 중‘미래가 단축되는 느
낌’
에 대한 보고는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나머지 증상은 PTSD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으며,‘중요한 활동에 흥미나 참여 저하’및‘정서 범
위의 제한’
항목의 보고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증가된

연구결과

각성 반응’
의 증상 항목은 모두 PTSD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보고를 보였는데,‘잠들기 어려움 또는 잠을 계속

1. 일반적인 특성 비교
최종 분석 대상자 47명 중 CAPS를 이용한 면접 조
사결과 PTSD군은 12명, non-PTSD군은 35명이었다.
산업 재해로 부상당한 환자들에서 PTSD 발생에 영향
을 미치는 인자들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인 특
성과 유발 요인을 PTSD군과 non-PTSD군 사이에 비
교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했을 때 평균 연령은
PTSD군과 non-PTSD 군이 각각 46.8±10.1세와 46.

자기 어려움’
과‘집중의 어려움’
에 대한 보고가 많았다.
그 외에 PTSD에 관련된 증상은 다른 세부 항목에 비
해 보고 빈도가 낮은 편이었는데‘명령에 대한행동 또
는 태만함에 대한 죄책감’
과‘생존한 것에 대한 죄책감’
항목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고,‘환경에 대한 자각
감소’
와‘비현실감’및‘이인화’는 PTSD군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표 2).

8±10.1로 비슷하였고, 조사 당시 흡연율도 두 집단에

3. BDI, STAI-Ⅰ, STAI-Ⅱ, IES의 비교

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음주율은 non-PTSD군에서

Beck의 우울 검사 점수인 BDI 점수는 PTSD군에서
30.4±8.0으로 Non-PTSD의 21.5±9.0보다 유의한

음주자가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1).

2. PTSD군과 non-PTSD군 사이의 PTSD 세부 증상
비교
PTSD로 조사된 12명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35명과
DSM-Ⅳ의 PTSD 세부 증상을 비교한 결과‘외상성
사건에 대한 재경험’항목은 PTSD군이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PTSD군에서‘사건에 대한 반복적이
고 집요하게 떠오르는 고통스런 회상’
과‘외상적 사건과

차이를 보였고, 상태 불안을 측정하는 STAI-Ⅰ와 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STAI-Ⅱ는 PTSD군에서 각각 48.0±
9.3과 49.7±6.5로 나타나서 Non-PTSD군의 41.1±
5.9와 45.1±5.9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사
건충격 척도 점수 즉, IES 점수는 PTSD군에서 44.9±
6.6으로 Non-PTSD의 28.7±11.2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내적 또는 외적 단서에 노출되었

4. SCL-90-R 점수의 비교

을 때 심각한 심리적 고통’
에 대한 보고가 많았다.‘외

SCL-90-R 검사를 분석한 결과 세부항목 중 편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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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ymptoms of PTSD reported by patients with and without PTSD
PTSD(N=12)

Non-PTSD(n=35)

N(%)

N(%)

Intrusive recollections

9(75.0)

3( 8.6)

0.001

Distressing dreams

7(58.3)

2( 5.7)

0.001

Acting of feeling as if event were recurring

3(25.0)

1( 2.7)

0.018

Psychological distress at exposure to cues

9(75.0)

2( 5.7)

0.001

Physiological reactivity on exposure to cues

8(66.8)

4(11.4)

0.001

Avoidance of thoughts or feelings

8(66.8)

3( 8.6)

0.001

Avoidance of activities, places, or people

3(25.0)

2( 5.7)

0.062

Inability to recall important aspect of trauma

6(50.0)

3( 8.57)

0.002

Diminished interest in activities

10(83.3)

8(22.7)

0.001

Detachment or estrangement

6(50.0)

1( 2.7)

0.001

11(91.7)

4( 11.4)

0.001

3(25.0)

4( 11.4)

0.254

10(83.3)

10(28.6)

0.001

4(33.3)

3( 8.6)

0.038

p

Reexperiencing symptoms

Avoidance and numbing symptoms

Restricted range of affect
Sense of a foreshortened future
Hyperarousal symptoms
Difficulty falling or staying asleep
Irritability or outbursts of anger
Difficulty concentrating

10(83.3)

3( 8.6)

0.001

Hypervigilance

2(16.7)

0( 0.0)

0.014

Exaggerated startle response

3(25.0)

1( 2.9)

0.018

Guilt over acts of commission or omission

1( 8.3)

1( 2.9)

0.417

Survivor guilt

1( 8.3)

0( 0.0)

0.084

Reduction in awareness of surroundings

5(41.7)

0( 0.0)

0.001

Derealization

4(33.3)

0( 0.0)

0.001

3(25.0)

0( 0.0)

0.002

Associated features

Depersonalization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able 3. The comparison of BDI, STAI-I, STAI-II, IES between two groups

DI, PST점수도 PTSD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표 4).

PTSD

Non-PTSD

Mean±D

Mean±D

BDI

30.4±8.0

21.5± 9.0

0.004

1) 산업 재해 발생 이전의 위험 인자 비교

STAI-I

48.0±9.3

41.1± 5.9

0.048

산재 사고를 당하기 이전의 위험 인자들을 비교한 결

STAI-II

49.7±6.5

45.1± 5.9

0.029

과 고용 기간은 PTSD군에서 길었지만 차이가 없었고,

0.0001

전쟁 경험도 PTSD군이 3명(25%)으로 비교군의 2명

IES
44.9±6.6
28.7±11.2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STAI-I：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I
STAI-II：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II
IES：Impact of Event Scale

5. 위험 요인 비교

p

(6%)보다 더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 외 부상 경험 및 정신과 치료 경력도 PTSD 군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 수준과 사

소견을 나타내는 PAR 점수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

고 당시의 수입 정도의 분포도 유사하였다(표 5).

를 보이지 않았으나, 나머지 항목 점수는 모두 PTSD군

2) 산업 재해 발생 당시의 위험 인자 비교

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Global index인 GSI, PS-

부상 당시에 노출된 스트레스 인자들 중 사고당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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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mparison of SCL-90-R between two groups

Table 6. Comparison of traumatic stressor exposure between two groups

PTSD

Non-PTSD

Mean±D

Mean±D

SOM

23.1±9.4

14.5±7.8

0.003

O-C

19.8±8.8

10.9±5.7

0.0002

I-S

15.1±7.5

7.3±4.8

0.005

Head trauma

0( 0.0)

4(11.4)

DEP

27.9±10.9

13.7±8.0

0.000

Extremities

5(41.7)

10(28.6)

ANX

20.7±10.3

8.1±5.3

0.001

Electric burn

1( 8.3)

1( 2.7)

HOS

8.6±5.2

4.0±3.4

0.012

Loss of consciousness

PHOB

9.8±5.7

4.1±3.3

0.005

Subjective severity of injury

p

Symptom dimension

Exposed occupational
injury
Back injury

PTSD

Non-PTSD

N(%)

N(%)

6(50.0)

11(91.7)

20(57.1) 0.464

21(60.0) 0.042

PAR

5.9±4.1

3.7±3.8

0.100

Minimal

0( 0.0)

PSY

16.6±8.7

6.4±4.8

0.002

Moderate

4(33.3)

13(38.2)

Severe

8(66.7)

19(55.9)

No serious

0( 0.0)

1( 2.9)

Global index
GSI

159.4±66.8

79.9±41.8

0.002

PSDI

2.2±0.8

1.5±0.4

0.023

PST
71.6±12.4 50.5±41.8 0.002
SCL-90-R：Symptom Checklist-90-Revision
SOM：Somatization, O-C：Obsessive-Compulsive, I-S：
Interpersonal Sensitivity, DEP：Depression, ANX：Anxiety, HOS：Hostility, PHOB：Phobic Anxiety, PAR：Paranoid Ideation, PSY：Psychoticism, GSI：Global Severity Index, PSDI：Positive Symptom Distress Index,
PST：Positive Symptoms Total
Table 5. Comparison of pretrauma factors between
two groups

Employed period(yrs),
mean±D

PTSD

Non-PTSD

N(%)

N(%)

9.8±10.1

Education(yrs), mean±D 11.5±3.4
Previous psychiatric
1(8.3)
treatment history(%)

Dead/wounded in relatives 2(16.7)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uration after injury(yrs),
mean±D

7.0±7.5 0.363

Previous monthly income

4(11.4) 0.220

PTSD

Non-PTSD

N(%)

N(%)

p

3.9±4.9 4.8±6.9 0.588

Marital status
Married

0( 0.0) 1.000

1( 2.9) 0.816

Table 7. Comparison of post-exposure factors between
two groups

p

10.5±2.9 0.305

p

8(66.8) 28(80.0) 0.094

Unmarried

2(16.6)

6(17.1)

Widower

2(16.6)

0( 0.0)

0( 0.0)

1( 2.9)

Divorced
Financial difficulty

11(91.7) 27(77.1) 0.270

Satisfaction for compensation 5(41.7) 16(45.7) 0.796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low 1,000,000won

3(25.0)

1,000,000-2,000,000 won

5(41.7)

16(45.7)

는‘심각한 사고였다’고 보고한 수가 각각 8명(67%)

Above 2,000,000won

4(33.3)

13(37.2)

과 19(56%)으로 비슷하였다. 부상 당시 가까운 친지의

War experience

6(17.1) 0.349

3(25.0)

2( 5.9) 0.067

Previous trauma history
8(66.7)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19(66.8) 0.454

부상 혹은 사망 여부는 PTSD 군에서 17%으로 비교군
의 11%과 차이가 없었다(표 6).

3) 산업 재해 발생 이후의 위험 인자 비교
상의 종류는 척추손상, 두부 손상, 사지 및 기타 열상 등

산재로 인한 부상 이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미한 손상, 전기 화상 등이었는데, 두 집단 간의 사고

인자들의 분석 결과 산재 이후 입원 기간은 PTSD군이

종류의 분포차이는 없었다. 환자가 보고한 의식 소실 여

3.9년으로 non-PTSD의 4.8년 보다 짧았지만 유의한

부는 PTSD군에서 11명(91%), non-PTSD군에서 21

차이가 아니었고, 두 집단의 결혼 상태는 사별한 상태가

명(60%)으로 PTSD 군에서 더 많은 수에서 있다고 보

PTSD 군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고, non-PTSD군에서

고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인 부상의 중증 정도

더 높은 결혼한 상태를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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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5명(41%)과 16명(46%)이 만

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3개월 이상이면 만성 외상후

족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PTSD군에

스트레스장애로 분류한다.1) 본 연구 대상자들은 사고를

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수의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한

당한지 평균 4~5년 이상 된 장기 입원 중인 환자들로서

차이는 아니었다. 두 집단의 모든 환자들은 조사 당시에

PTSD로 분류된 12명 모두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

산업 재해로 처리되어 치료비 보조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고 있는 상태로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고 할 수 있

(표 7).

다. 이선미와 김동인이22)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
고 발생 2년 후 추적 연구에서 PTSD 발생률이 38.9%

고

찰

로 보고하여 많은 환자들이 만성화를 겪는다고 하였듯
이 산업 재해 환자들도 상당수가 만성적인 PTSD를 경

최근에 산업 현장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에 대해 의

험할 가능성이 있다. 사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PTSD

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반

와 다른 스트레스 관련 정신적 반응으로 고통을 받고 있

적으로 두 가지 부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으나, 많은 의사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들을 PTSD

해왔는데, 그것은 산업 재해와 같은 사고와 관련된 연구

보다는 불안증이나 우울증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어39)

와 다양한 형태의 직업과 관련된 일상의 스트레스와 관

만성 PTSD 환자는 보건 체계 내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

련된 연구이다.39) 생명이 위험한 상황과 폭력적이거나

고, 찾아내기도 힘들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45) 산업 재

괴기한 장면에 노출되기 쉬운 소방관, 경찰, 인명 구조

해 환자들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

대, 의료직 종사자 등의 일부 직업에서 스트레스 관련 연

제로 본 연구에서도 PTSD로 진단된 환자들도 50%만

40-43)

구가 일부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 현장에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었을 뿐이다. 결국 치료되지 않은

서 재해를 당한 후에 신체적인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PTSD는 우울증, 공격적 행동,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

장기간 입원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PTSD의 발생 여

과 같은 다른 질환과, 적응 장애 등을 동반하여 더욱 파

부와 산업 재해와 관련된 PTSD 유발 인자들에 대한 조

악하기 힘들게 되어,39) McFarlane46)47)의 주장과 같이

사를 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자 47명 중 PTSD가 12명

PTSD의 조기 색출과 개입이 적응 장애와 만성적인 결과

으로 25.5%를 나타났으나 대상군들이 다양한 사업장에

를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정신질환

서 여러 가지 사고를 경험하고 부상의 정도도 일정한지

과의 관련성 연구에서 사고 경험 후 4개월에 평가하여

않은 상태로 입원 중인 환자들이었으며, 무작위로 선별

40%이상의 사람이 PTSD 진단 기준에 만족하였고 또

한 것이 아니라 연구 참가에 동의한 환자들이었기 때문

한 동시에 주요 우울증을 동반하였으며, 우울 증상은 충

에 어떤 한 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병률로

격 후 초기에 볼 수 있고 만성 PTSD의 강력한 예측 인

서의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산업재해로 입원하여

자라는 보고48)를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우울 척도가

산재 기금으로 신체적인 부상을 치료 중인 환자 중에

PTSD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non-PTSD 군에서도 일

PTSD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Kilpatrick과

반적인 유병률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울증

Resnick44)이 사건과 관련하여 PTSD의 위험에 대한 연

이 PTSD 발병 이후에 올 수도 있지만, 산재 사고를 경

구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도 아니고 부상도 입지 않은

험하고 장기 입원한 상태로 있는 연구 대상군의 특성상

사건을 경험한 경우 PTSD 유병률은 9.1~14.7%, 생명

일반 집단 보다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을 위협하는 사건 경험 후에는 34.5~38.6%, 부상을 당

보여준다. 사고 초기의 IES 척도가 PTSD의 만성화를

한 경우에는 42.9%로 위험도가 증가하였고, 생명을 위협

예측해 줄 수 있다는 보고48)49)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하는 사건과 부상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면 59.2~65.9%

는 사고를 당한지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IES 척도가

로 증가한다고 보고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 이

두 집단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PTSD군에

후에 PTSD 유병률도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 DSM-

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SCL-90- R의 세부

Ⅳ 진단에서는 심한 스트레스 반응 및 적응 장애를 증상

척도 중 PAR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두 집단 모

의 발현이 4주 이내이고 2일에서 4주간 지속되면 급성

두 일반인구의 평균치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연

스트레스장애로, 증상의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이면 급

구 집단 특성이 사고 이후 장기 입원을 해오면서 겪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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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과 장해 보상과 관련한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 의식

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상 자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를 비교하였으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TSD의 가장

DSM-Ⅲ-R 진단 기준부터 사건 경험 후 개인의 주

강력한 위험 인자인 사고의 종류 및 강도가 두 집단 사

관적인 인지 및 사건에 대한 반응에 대해 강조를 하여

이에 유사하였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된 인자는 차이를

사건 그 자체와 같이 중요시되었고, 대 재난 외의 여러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인자들에서

가지 사고와 관련된 PTSD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없었는데, 대상자의 수가 너

다.50) March51)은 여러 문헌을 검토한 결과 사건의 스

무 적은 것이 한 이유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

트레스 크기와 PTSD 발생 위험이 선형 상관관계를 보

된다. 또한 사고 후 장기간 경과된 상태에서 조사를 시행

인다고 하였고, Davidson과 Smith52)는 사고 관련 위험

하였고, 환자들의 대부분이 다른 병원에서 후송된 환자

요인으로는 신체적 부상, 의사의 진찰, 입원 등이 있다

였기 때문에 사고 이전 및 사고 관련 인자에 대한 정확

고 보고하였다. 사건 이전의 PTSD 관련 요인은 부모의

한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정신과 질병력, 유아기의 사건 충격, 부성 결핍, 소아 및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재 병

청소년기의 행동 장애, 10세 이전의 부모와의 이별 혹은

원에 입원 중인 산업 재해 환자들로 접근도가 낮고 참여

부모의 이혼, 심한 신경증, 내향성, 정신질환의 과거력,

동기가 낮은 집단이다. 연구 대상이 사고 직후의 환자들

15세 이전의 자기 신뢰감 저하, 사고 전후 일상생활 스

이 아니라 사고 후 장기 입원 중인 환자들이기 때문에

트레스, 여성 등이라고 알려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위

만성 PTSD를 반영하는 것이면서 산업 재해와 관련된 최

험인자를 King 등38)의 가설에 따라 사고 이전의 요인,

초의 연구이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로, 과잉 보

사고와 관련된 요인, 사고 이후의 관련 인자로 나누어 분

고를 제한 하고자 적극적인 동기 부여를 하지 않아 참여

석을 하였다. 사고 이전의 관련 요인 중에 유의한 변수

도가 낮아 조사 대상자 수가 너무 적었고, 둘째로 특정

가 없었으며, 다만 유의하지 않지만 이전의 참전 경험이

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없어 일반화 할 수 없다는 것이고,

PTSD군에서 많아 충격으로서의 전쟁경험이 영향을 줄

셋째로 대상자가 보상에 민감한 집단으로 왜곡된 보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고 이전의 기질이나

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과 넷째로

성격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그 직업

기억에 의존한 연구로 두 집단 간에 기억의 정확성이 차

에의 근무 기간 외에 직업에 대한 만족도 등이 조사되

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 않아 PTSD 군의 개인적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제한

이상과 같이 장기 입원 중인 산업 재해 환자들 중 상

점이 많다. 사고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환자가 보고한 의

당수가 PTSD를 만성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제대로

식의 소실이 PTSD군에 유의하게 많았는데, 이는 김승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고 있고, 환자 자신도 PTSD에

태 등19)이 의식 상실 경험이 PTSD, 우울, 불안 증상의

대해 무지한 상태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신체적

심각성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소

인 치료 및 보상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견이다. 의식의 상실이 객관적으로 관찰된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산업 재해와 관련된 특징적인 인자를 설명

환자가 자신의 기억으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부상의

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으므로 규모가 더 크고, 시점이 다

정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보다 부상 강도에 대한 주관

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산업 현장에서

적인 경험을 가까울 가능성이 있으나, 두부 손상의 영향

사고 직후부터 치료의 종결까지 신체적인 질병 및 장애

으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사고 이후의 인자

뿐만 아니라 PTSD 및 기타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조

들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없었고, 결혼 상

사 및 관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태에서 non-PTSD에서 다소 안정된 양상을 보이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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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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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Occupational Accident Patients
Kyeong-Sook Choi, M.D., Chae-Ki Lim, M.D., Jae-Wook Choi, M.D.,
Seong-Kyu Kang, M.D., Yong-Tae, Yum, M.D.
St. Andrew’s Neuropsychiatric Hospital
Objectives：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develop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fter occupational physical injuries and the risk factors in occupational accident patients for
PTSD.
Methods：Forty-seven occupational accident patients with physical injuries were administered BDI,
STAI I and II, SCL-90-R, IES and questionnaires for risk factors and Clinician-Administered PTSD
Scale(CAPS).
Results：
1) 12 patients(25%) were diagnosed as PTSD.
2) The BDI, STAI I and II and IES scores are significantly high(<0.05) in PTSD group than nonPTSD group.
3) The subscales of SCL-90-R, with an exception of PAR subscale, showed higher scores(<0.05)
in PTSD group.
4) The loss of consciousness(LOC) was only significant risk factor in the occupational accidentrelated factors(<0.05).
Conclusion：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development of PTSD among occupational accident
patients. The loss of consciousness(LOC) was the only signiticant risk factor for PTSD in occupational
accident patients.
KEY WORDS：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Occupational·Accident·Clinician-Admini-

stered PTSD Scale(CAPS)·Risk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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