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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환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영향 요인 : 울분, 우울, 삶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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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o determine predictor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s in burn injured
patients and evaluate factors for identifying high risk group of PTSD.
Methods : This study examined sixty one patients aged in the range of 19-65 years with burn injuries.
All subjects completed self-assessment inventories about PTSD (The PTSD Check List for DSM-5. PCL-5),
depression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embitterment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self-rating scale, PTED scale) and meaning of lif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d ROC curve analysis were the tools used for analysis.
Results : The results revealed higher depression, embitterment and lower presence of meaning in life
predicted severe PTSD symptoms. ROC analysis indicated PTED scale and PHQ-9 were useful for discriminating high risk group of PTSD.
Conclusion : The present study established that the need to consider embitterment, depression and
meaning of life for alleviation and prevention of PTSD symptoms in burn patients. (Anxiety and Mood
2019;15(1):29-34)
KEY WORDS : Burn injury·Posttraumatic stress disorder·Embitterment·Depression·Meaning in life.

서

론

화상으로 인한 손상을 받아왔다.2 화상은 개인에게 죽음의
위협 혹은 심각한 상해를 가져다 주는 외상사건으로 분류할

화상은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비극적 사건 중 하나

수 있으며, 성인 화상환자의 우울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

로 외모, 주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심리, 사회, 신체기능 등

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유병률이 각각

전반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1 매년 화상환자는 증가하는

13~23% 및 13~45%일 정도로 심리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3

추세이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평균 화상환자 발

이 중 PTSD는 화상환자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

생 수는 545,462명, 연간 10만명 당 1,091명으로 많은 사람이

신병리이다. 그러나 모든 화상환자가 화재, 화학물질 노출 등
외상을 겪는다 해서 PTSD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4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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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이후 PTSD 발병위험을 심화하거나 완충효과를 지닌 요
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PTSD 예측요인은 외상사건을
기점으로 외상 이전, 외상, 외상 후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5
외상 이전 요인에는 성별, 나이, 성격특성, 심리질환 여부 등이
있고, 외상 요인에는 화상 원인, 상처 심각도 및 특징이 포함
되며, 외상 이후 요인으로는 가족 또는 사회로부터 지지 등으
로 분류할 수 있다.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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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은 PTSD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알
5,7

PTSD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려져 있다. 많은 수의 화상환자가 외상을 경험한 후에 중도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PTSD 발현 예측요인 중 성별, 나

혹은 심한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8 또한 외

이, 우울, 삶의 의미와 울분이 화상환자의 PTSD증상에 미치

상에 노출되기 이전에 우울증상이 있었을 경우 PTSD 발병위

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우울, 삶의 의미 그리고 울분 측정도구

험을 증가시키며, 외상사건 생존자들에게 우울과 PTSD증상

가 PTSD 위험군 변별에 유용성을 지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9,10

의 심각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러

대상 및 방법

외상사건 중, 화상을 경험하고 살아남은 이들의 대부분은 우
울과 PTSD증상을 겪고 있으나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연
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상환자의 우울이 PTSD
증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 한다.

연구대상
서울 소재의 화상 특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외상 후 울분장애(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방문한 만 19세부터 65세 성인 화상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

PTED)는 기존의 PTSD나 적응장애로 분류할 수 없는 울분

를 진행하였다. 화재, 전기 등으로 인해 화상을 입은 환자 61명

중심의 표현을 하는 특정한 상태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새롭

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대상자 중 남성 52명(85.2%), 여성 9

11

게 제시한 개념이다. PTED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명(14.8%)으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평균 연령은 41.21세

수 있는 부정적 사건에 의해 나타나는 반응장애이다. PTED

(±10.80)이었으며, 이 중 30대가 19명(31.1%)으로 가장 많았

는 부정적 사건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상기시킬 때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시점이 급성기(화상 후 4주이내)에 해당

마다 울분, 분노, 허탈감,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질환으로 정신

하는 대상자는 5명이었으며 평균 이환기간은 약 14주로 나타

건강에 현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PTED의 주요한 정

났다. 대상자의 화상 원인으로는 화염이 27명(44.3%)이 가장

서인 울분은 지속적인 실망감, 모욕감, 무력감, 복수심 등을

많았으며, 전기, 열탕에 의한 화상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특징으로 한다.12,13 화상환자가 겪는 외상은 갑작스럽게 발생

모든 대상자는 연구목적 등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하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특성을

동의서에 서면 동의하였으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및 서울

지닌다. 따라서 이들은 분노, 무력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성모병원 임상연구 윤리심의위원회 승인 하에 연구를 진행하

화상 이후 장기간 지속되는 치료과정에서 이들의 울분은 현

였다(IRB No. KC15OIMI0261).

저히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울분과 PTSD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PTSD증상에 대한 새로운 예측요

평 가
PTSD증상 측정을 위해 DSM-5 PTSD 측정 목록(PTSD
Checklist for DSM-5, PCL-5)을 사용하였다.18 이는 총 20

인을 탐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상을 겪은 생존자들의 삶을 부정적

문항이며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침습(intrusion), 회피

인 측면과 더불어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며 균형 잡힌

(avoidance), 부정적 인지와 감정변화(negative alterations in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cognitions and mood), 과각성(arousal and reactivity) 총 4

속에서 삶의 의미는 PTSD의 완충요인으로 주목 받고 있다.14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총점은 80점으로 계산되며 38점

삶의 의미(meaning in life)는 스스로 삶이 의미 있다는 주관

이상일 경우 PTSD를 의심할 수 있다.19 우울은 주요우울장애

적인 느낌인 ‘의미존재(presence of meaning)’와 개인의 삶에

진단을 위해 고안된 환자 건강 설문지(Patient Health Ques-

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동기 또는 지향을 뜻하는 ‘의미추구

tionnaire-9, PHQ-9)20를 한글로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을 이용

15

(search for meaning)’로 구성된다. 외상을 경험한 이후에

하였다.21 총 9문항으로 0~3점으로 증상의 정도를 평정하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 PTSD증상, 우울 등 심리적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증상 심각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적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향군인 대상 연구에서는

PTED 자가 평가 척도(PTED self-rating scale, PTED 척도)22

삶의 의미 수준이 낮을수록 PTSD 심각도를 증가시키는 것

를 국내 표준화한 한국어판 PTED 척도23를 사용하여 울분

17

으로 나타났다. 즉, 외상 이후 정신건강과 삶의 의미는 밀접

정도를 측정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

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상으로 인한 신체손상은 자

로 평정한다. 전체 항목의 평균 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오랜

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과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다양한

기간 울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태로 해석하며, 2.5점 이상

정신병리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다른 관점

인 경우 울분으로 인한 심한 장애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

에서 바라보게 되면, 삶의 의미 수준의 상승이 화상환자의

다.22 삶의 의미는 삶의 의미 질문지(Meaning in Life Que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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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현 등
Table 1. Sociodemographic and burn injury features (n=61)
Variable

N

%

Gender
Male
Female

52

85.2

9

14.8

Age

통계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PTSD, 우울증상, 울분, 삶의
의미 정도 확인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
시하여 성별, 나이, 우울, 울분, 삶의 의미가 화상환자의 PTSD

19-29 years

10

16.4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울, 울분,

30-39 years

19

31.1

삶의 의미 측정도구가 PTSD 위험군 변별에 유용한 도구인지

40-49 years

17

27.9

50-59 years

12

19.7

검증하기 위해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ROC) curve

60-65 years

3

4.9

Single

15

24.6

라 PCL-5 총점이 38점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자료분석

Married

37

60.7

은 SPSS 21.0 version for Window(SPSS Inc, Chicago, IL,

Marital status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들의 Area Under the Curve(AUC)
를 비교하였다. PTSD 위험군은 Weathers 등19의 제안에 따

Divorce

4

6.6

USA)를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 양측검정으

Bereavement

2

3.3

Missing

3

4.9

로 정의하였다.

Elementary school

1

1.6

Middle school

5

8.2

Education

결

과

High school

29

47.5

College

16

26.2

Undergraduate/graduate

10

16.4

Yes

10

16.4

No

3

4.9

측정한 울분은 1.76(±0.87)로 울분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48

78.7

상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를 측정하는 MLQ의

Flame

27

44.3

Electrical

12

19.7

Liquid

1

1.6

Missing

21

34.4

Unemployment after burn

Missing
Etiology

화상환자의 PTSD, 우울증상, 울분, 삶의 의미 수준
본 연구 대상자에서 PCL-5로 측정한 PTSD증상은 29.30
(±20.69)이었으며, PHQ-9으로 측정한 우울증상은 11.46
(±7.59)로 중간 정도의 우울을 보이고 있었다. PTED 척도로

총점 평균 값은 45.72(±10.97)이었다(Table 2).

Location of burn*

화상환자의 PTSD 증상 예측요인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우울, 울분, 삶의 의미 하위요인
중 의미존재가 순서대로 PTSD증상에 영향을 주었으며, 1단
계에 투입된 우울은 PTSD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그

Head

34

17

Neck

15

7.5

설명력은 63.9%이었다. 2단계에서 울분이 추가되어 설명량은

Arms

40

20

Hands

24

12

11.1%가 증가되어 전체 설명력은 75%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3

Anterior trunk

23

11.5

Posterior trunk

18

9

Lower limbs

40

20

이다. 우울증상(β=0.47, p＜0.01)과 울분(β=0.41, p＜0.01)이 높

6

3

고, 의미존재(β=-0.20, p＜0.01)의 수준이 낮을수록 PTSD증상

Missing

단계에서는 의미존재가 추가되면서 설명력 3.4%가 더해져 3가
지 예측변인들이 PTSD증상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총 78.3%

* : Multiple answers

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ionnaire, MLQ)15를 국내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

PTSD 위험군 변별도구 검증

다.24 총 10문항,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2가지 하위요인

먼저 연구대상자 중 21명이 위험군에 포함되었고, ROC

중 의미존재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curve를 이용하여 PHQ-9, PTED 척도, MLQ의 AUC 값을

것을 뜻한다. 의미추구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추구하고자

살펴보았다. PHQ-9의 AUC는 0.884(SE=0.04, p＜0.01)이었

하는 욕구가 큰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총점이 높을수록 삶

으며, PTED 척도는 0.925(SE=0.05, p＜0.01), MLQ는 통계적

의 의미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igure 1). AUC는 0.9~1.0일 경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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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 in burn patients (n=61)
PCL-5

M

SD

ROC curve
1.0

29.30

20.69

Intrusion

7.95

5.50

Avoidance

3.31

2.62

Negative alterations in cognitions and mood

9.89

7.84

Arousal and reactivity

8.16

6.19

11.46

7.59

1.76

0.87

PHQ-9
PTED scale
MLQ

45.72

10.97

MLQ-P

22.56

6.75

MLQ-S

23.16

5.92

0.8

0.6
Sensitivity

Variable

0.4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PCL-5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ecklist for DSM-5, PHQ-9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TED scale :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selfrating scale, MLQ :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P :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presence of meaning, MLQ-S :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searching for meaning
Table 3. The results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predictor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n=61)
Step
1
2

Variables

B

Constant

4.32

Depression

2.18

Constant

0.80

1.42

0.52

†

Embitterment

10.29

0.44

†

Constant

11.07

Depression

1.28

0.47

†

Embitterment

9.75

0.41

†

Presence of meaning

F
104.5

†

0.2

0.0
0.0

0.2

0.4

0.6

0.8

1.0

1-specificity

Figure 1. ROC curves of PHQ-9, PTED scale, MLQ for detection
of high risk PTSD group.

†

0.639

-5.09

Depression
3

R2 (ΔR2)

β

Source of the
curve
PHQ-9
PTED scale
MLQ
Reference line

결과이다.26 외상 후 PTSD 진단을 받은 생존자는 우울증상

86.86

†

68.71

†

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고 PTSD증상과 상호작용 하게 된

0.639

다. 본 연구를 통해 우울과 PTSD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다

0.75 (0.111)
0.639
0.75 (0.111)

-0.60 -0.20* 0.783 (0.034)

* : p＜0.01, † : p＜0.000

시 확인하였으며, 화상환자의 PTSD증상을 심화시키는 데에
우울증상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회귀모형에 울분이 추가되어 PTSD증상에 대한 설
명력이 약 11% 증가한 점은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
분이다. 이미 PTSD의 위험요인으로 널리 알려진 우울을 넘어

우 정확한 것이며 0.7~0.9이면 비교적 정확한 것이라 할 수 있
25

서는 새로운 요인으로 울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최근 빈번

다. 따라서 PHQ-9과 PTED 척도가 PTSD 위험군 변별의

한 울분의 호소와 PTSD증상 심화 간의 관련성을 지적한 선

예측 정확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각 척도의 민감도와 특

행연구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27 따라서 화상환자의

이도를 확인하였을 때, PTED 척도는 2.16점, PHQ-9은 13.5

울분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치료방안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

점일 때 민감도와 특이도가 가장 높아 PTSD 위험군과 그렇

하다. Linden 등28은 지혜를 통해 고통스러운 외상사건을 재

지 않은 군을 가장 잘 변별할 수 있는 절단점으로 나타났다.

처리하고 현재의 감정을 조절하여 미래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지혜 치료(wisdom therapy)를 제안하였다. 울분을 호소하는

고

찰

환자들은 대부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환자의 관
점을 바꾸려 하기보다 공감과 수용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

본 연구는 화상환자의 PTSD증상 예측요인과 각 변인의

요하다. 또한 환자가 경험한 외상사건에 의해 겪게 되는 고통

측정도구가 PTSD 위험군 변별에 유용한지 확인하였다. 이를

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외

위해 성인 화상환자 6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

의 불쾌한 감정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음을 자각하게 해주는

울과 울분 수준이 높고 의미존재 수준이 낮을수록 PTSD증

것이 필요하다.

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예측요인 중 가장 설

한편 삶의 의미 중 의미존재 수준이 낮을수록 PTSD증상

명력이 큰 요인이었다. 이는 화상 생존자 대상의 추적연구에서

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우울, 조증 삽화 등 정동장애 진단 여부가 화상을 입은 12개월

느끼는 것이 PTSD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

이후 PTSD증상의 예측인자 중 하나라고 밝힌 것을 지지하는

다. 의미존재는 적응적 삶과 회복에 중요한 요인이며, 삶의 의

32

Anxiety and Mood █ Volume 15, No 1 █ April, 2019

황지현 등

미 발견은 외상사건에 대한 대처행동으로 볼 수 있다.16,29 자

는 외상사건으로 이로 인한 PTSD증상의 예측요인을 탐색하

신의 삶에 나타난 변화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여 PTSD증상

고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우울, 울분

완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의미추구가 유의한 영향력을

과 낮은 수준의 의미존재가 PTSD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미치지 못한 이유를 추측해보면, 의미추구는 삶의 의미를 추

나타났다. 또한 PTED 척도, PHQ-9이 PTSD 위험군 변별에

구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유용한 척도인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PTSD증상을 완화시

29

이를 찾지 못하면 심리적 고통이 심화될 수 있다. 동기의 양

키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울, 울분 그리고 삶의 의미 수

가적 측면이 반영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즉, 화

준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상 이후 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의미추구보
다 현재의 삶이 의미 있다고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
구의 최종 회귀모형에서 성별과 나이는 제외되었다. 이는 선

중심 단어 : 화상·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울분·우울·삶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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