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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후후유증:
펴로， 우울， 감정초절 장매， 분노 초절 장매를 중심으로
최스미 1)

뇌졸중 후 흔히 발생하는 후유증에는 운동장애，

증가{Glader， Stegmayr, & Aspltmd, 2(02)와도 관련

감각 장애， 피로 등이 있다. 뇌졸중 환자의 운동장애

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피로의 특성과 요인이 잘 알

로생기는마비증상을개선시키기 위해 우리는다양

려지지않았다

한 치료와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운

그러므로 뇌졸중의 감정장애 및 피로의 원인， 기

동장애와유사한 빈도로흔히 발생하는 뇌졸중후 감

전， 유발요인， 그리고 치료에 대한 고찰을 통해 뇌졸

정장애와 피로에 대해서는 인식도 부족하고 치료도

중 환자의 회복과 뇌졸중후 감정장애로 발생하는 환

소홀한 편이다. 뇌졸중후 발생하는감정장애눈환자

자 보호자 부담감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호 중

의 회복을 지연시키고(Kauhanen et al., 1999) 삶의

재 방안을 마련히는데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그l자 한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래King， 1996) 보호자의 부담

다.

감을 가중시 켜 (Choi-Kwon ,

Kim , Kwon , & Kim ,

2005b) 환자의 치료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 피로 또

1.뇌졸중후피로

한 뇌졸중 후 흔히 발생히는 후유증이다. 반면 피로

(Post-Stroke F:뼈gue， PoSF)

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또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환자의 치료 또한 마땅히 알려진 것이 없

뇌졸중후피로의 발생빈도， 원인과기전을규명

다 반면피로는뇌졸중환자의 활동에 여러 가지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Kwon

et a l., 2005a). 또한 환자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Malec , Richardson, Sinaki , & 0 ’Brien, 1990), 일상
생활동작(ADL)을 감소시키 며 (Glader， Stegmayr, &

Asplund , 2002) 삶 의 질 을 저 하 시 키 고 (Van
Zandvoort, Jappelle , Al gra, &DeH없n， 1998) 사망률

하기 위해 최근 간헐적으로 연구가 시행되었다 Van

der Werf, van den Broek, Anten, 그리고 Bleijenberg
(2001 )은 뇌졸중 환재n=90)와 대조군(n二50}을 조사
하였는데 대조군에서는 16%가 피로감을 호소한 반
면 뇌졸중 환자는 51%가 피로감을 호소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본인은 최근 220 명의 신경과 외 래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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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뇌졸중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뇌졸중 환

후 피로감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Choi-Kwon

자의 57%가 뇌졸중 후 피로를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

외.， 2005a). 뇌졸중 후 피로 발생의 또 다른 중요한 요

였다{αloi-Kwon

et 떠 , 2005a). 이는 최근 Glader 등

인으로 뇌병변의 위치가 보고되었다 (Staub &

(2002)이 4023 명의 뇌똘중 환자에게 우편으로 설문

Bogousslavsky, 2001; Bogousslavsky & Staub ,

조사를실시한결과약 40% 에서뇌졸중후피로감을

2003) 이들은 피로감 발생이 특정 뇌부위 특히 뇌간，

느낀다고 보고하였고 이 중 10%는 항상 피곤한 것으

시상，

로 답하였고 20% 에서는 종종 피곤하다고 한 선행 연

였다. 그러나 본 연구팀의 연구결과 피로와 특정 뇌

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였다. 본 연구자의 연구 결과

손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Kwon

피로의 정도는 경증이였으며 1 달에 20 일 이상 지속

et al. , 2005). 이는 아마도 피로가 특정 선경전달물질

되었다. 뇌졸중 후 피로는 환자의 정서적， 인지기능

의 이상과는관련이 없을가능성을시사하며 이는아

보다는신체활동에더중요한영호탤미쳤다 피로감

마도 피로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

을 호소하는 환자의 56%가 피로를 유발승}는 특별한

을의미한다.

이유가없다고해아마도신체적 장애가피로감의 일

et

subcortical 손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

피로의 치료제로 amantadine 이 소개되었으나

부만을 설명히는 것 같다. 뇌졸중 후 피로에 영향을

κrupp， Coyle, Doscher, et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범을 이용해 분석한 결

보고되 었다. 최근 본 연구자는

과 뇌졸중 전 피로， 우울증， 그리고 운동장애가 중요

reuptake inhibitor

한 요인으로 밝혀 졌다. 이 러한 결과는 피로가 다요인

연구를 시행하였으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의한결과임을알수있다.

(unpublished data).

반면 피로감과 우울증과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

은 것 같다{Staub

& Bogousslavsky, 200 1). 피로는 뇌

절장애와는 달리

al. , 1995) 효과가 없음이
selective serotonin

투여가 피로감의 회복에 미 치는

이는 아마도 피로가 다른 감정조

serotonin 신경 전달물질을 매개로

해서 단독으로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졸중 후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따라서 뇌졸중 후 피로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Astrom , Adolfsson , & Asplund , 1993; Stein ,

다양한약물요법 연구와피로에 영향을미칠수있는

Sliwinski, Gordon, & Hibbard , 1996) 특히

우울 관련

환자의 우울증 여부， 감정조절 상태， 그리고 피로감

증상인 볼변증 그라고 식욕감퇴로 인해 피로감이 유

을유발할수 있는다른 질환의 존재 여부등에 대한

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nco，

Espinosa , Arpa,

평가가 필요하다 본인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1999; Mohsenin

특별한 이유없이 피로감을 호소한 점을 생각하면 앞

피로는 우울증이 았는 환자의 증서l

으로 운동 요볍 또는 명상요법， 그리고 정서적， 사회

중의 하나이므로 본인은 우울증 질문지 중 피로를 포

적 지지 요볍 등이 피로감의 완화에 마치는 효과에

함하지 않는

대한연구도생각해볼수있다.

Baπeiro ，

&

Rodriguεz-Albarino ，

&Valor, 1995)

Geriatric depression scale을 이용하였

다 우울증이 없는환자에서도 50%가피로증세를보

디음은 피로감의 원인 중의 하나이며 뇌졸중 후

였고 피로 환자 중 25%가 우울증 증세가 있였다. 뇌

흔히 발생히는후유증중의 하나인 뇌졸중후우울증

졸중 후 피로는 뇌졸중 전 피로 유무와 관련이 있었

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다

으며 뇌졸중 전 피로 증상이 있였던 환자에서 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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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환자였다는점을들수있다.이외에도우리나라

2. 뇌졸중후우울증

에서는뇌졸중환자들은퇴원후가족이보살피게되

(Po야:-Stroke 1놓!ptes피on， PSD)

어 외국보다 빈도가 더 낮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PSD는 뇌졸중 후 운동장애， 실어증과 함께 흔히

나타나는 후유증이다. 그 빈도는 보고자 마다 많은

없다. 이제 PSD를 진단핸 다양한 도구를 먼저 살
펴보도록하자.

차이가 있어 12-64% 까지 다양하다. 서양에서 보고

뇌졸중 후 우울증을 진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된 바로는 PSD 의 빈도는 대략 급성기에는 40%

우울증 진단 도구가 사용된다. 이중 가장 유명한 것

(major 20%, minor 20%) 정도이며 만성기 에는 감소

은 DSM criteria 이다.9개의 항목 중 5 개 혹은 그 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Robinson， 2003; Robinson ,

상이 만족되면 major depression으로 진단할 수 있

Schultz, & Castillo , 2000). 이 처 럼 연구자들마다

다. 그 이 외 에 Hamilton scale(Desmond, Remien ,

PSD 발생빈도가 차이가 니는 이유는 PSD 진단 기준

Moroney, Stem, & Sano, 2003) , Zung scale(O비ra et

의 차이점 이외에도， 대상자의 차이 (general popula-

머.， 200 1)，

tion vs. in-patients vs. out-patients) , 진단 시 기 (급성

2000; Rampello et a l., 2004)등 여 러 가지 척도가

기 vs. 만성기)， 그리고 사회적， 인종적 차이도 관여

PSD의 진단에 사-용되고 있다

하는것으로생각된다.

Beck Depression Inventory(Kim & Choi ,

그러나 이런 도구를 샤용해 뇌졸중 후 우울증을

일반적으혹 PSD의 빈도는 뇌졸중의 초기에 높

진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위의

고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

여러 척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선체적 증상을 포함한

나초기에 우울증으로 진단 받지 않은 뇌졸중 환자의

다 예컨대삭욕저하，성욕저하，수면장애，피로등이

무려 30%가 6 개월 후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는 주장

우울증의 증서l로서 흔히 포함되는데， 실은 이 러한 증

도 있다(Robinson， Kubos , Staπ，

Rao , & Price, 1984).

상틀이 우울증으로 인해 생긴 것인지 뇌졸중자체에

즉초기부터 우울증상이 나타나는 환자가 있는 반면，

의한 증상인지 감별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환

제로 성욕저히-(Choi-Kwon & Kim, 2002) , 수면장애

자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Whyte와 Mulsant(2002)가

(Leppavuori , Pohjasvaara , Vataja , Kaste , &

최근 시행한 문헌 고찰에 의하면 PSD 는 뇌졸중의

Erkinjuntti , 2002) , 피로(Choi-Kwon et 떠.， 2005a) 등

초기가 아닌 3-67R 월 정도에 가장 빈도가 높으며 1

은 뇌졸중 환자의 30-60% 가 가지고 있는 흔한 증세

년 정도 지나변 이의 반 정도로 빈도가 저하된다고

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증세들은 우울증 때문이 아

한다.

니라 뇌졸중 환자가 복용히눈 약제의 부작용일 수도

우리나라에서 본 연구팀은서울아산병원에 내

있다.따라서 이제까지 이러한도구들을이용해보고

원한 외 래 환자를 대상으후 연구한 결과 (DSM IV

된 뇌졸중 후 우울증의 빈도는 실제보다 과대 평가

와 BDI의 cut-off level l3 사용) PSD의 빈도는 18%

되었을가능성이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우울한 기

정도였다{Kim & Choi-Kwon, 2000). 이처럼 서양에

분’을 갖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군을 나누어 조

비해 우울증의 빈도가 적은 이유는본 연구자의 연구

사해 보았을 때， 위에 언급한 선체적 증세들이 전자

대상이 비교적 선경학적 증세가 경하며， 아급성인 외

에서 더 흔하기는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중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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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으로보고되었다.

울중의 빈도는 23% 에서 21% 즉， 2%만이 감소한다

& Robinson,

그러나 역시 논란이 가장많이 되는 것중하나

1991).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후 어떤 학자들은 PSD

는 PSD 와 뇌졸중 병변의 위치와 관계이다.

의 진단기준에 DSMIV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무

Robinson 됨 1984)은 일찍이 좌측 전두엽의 앞쪽에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Chemerinski

& Robinson ,

뇌졸중이 있을 경우우울중이 잘 생긴다고 주장하였

2(00). 그러나 반대로 PSD 진단에는 신체적 증세를

다. 그러나이후오른쪽병변이 PSD 발생에 더 중요

포함하지 않는 우울증 척도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하디는 주장과(Dam， Pedersen ,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

MacHale, O’Rourke , Wardlaw, & Dennis, 1998), 병

결하기 위해 DSMIV와 선체적인 증상을 포함하지

변의 위치는 PSD 발생과아무런관련이 없다는주장

않는 Geriatric depression sc떠e을 같이 샤용한 결과

역시 나타났다(Burvill ， Johnson, Stewart-Wynne ,

거의 유사한 빈도를 얻었다 (Choi-Kwon et a l.,

와lderson，

2005a)

1998). Asσom 등{l 993)의 종적인 추적 연구에 의하

고 하였다(Fedoroff， Starkstein , Ri ce ,

&

J뻐πozik，

& Ahlgren , 1989;

1996; Pohjasvaara et al.,

PSD 빈도의 측정 에 관한 또 한가지 문제는 뇌졸

면급성기 환자에서는왼쪽대뇌 손상환자들。 lPSD

중후우울증관련 연구에서 실어증환자가제외된 점

를 많이 보이지만 3개월 이후부터 는 좌우 병변에 의

이다. PSD 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료 수집의

한차이가사라진다고하였다.

어려웅 때문에 실어증 환자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PSD와 뇌졸중 병변의 위치와의 상관관계를 조

는데 실어증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요인일 가능성이

사한 연구들의 문제점은초기에 시행된 PSD와뇌병

있으므로(Robinson et al. , 1984) 이 런 점 에서 PSD의

변의 위치와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뇌졸중

빈도가과소평가되었을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연

의 위치에 대한정밀한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구자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점을고려하여 기존

데에 있다.초기의 연구에서는뇌영상정보가아예

의 논문을 읽어야 하며 그 결과의 해석에 주의해야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CT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뇌

한다. 또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간을 영상화 하는 어려웅 때문에 뇌간 뇌졸중이 포함

선택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되지 못했다- 최근 MRI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대상

그렇다면 PSD는 어떻게 발생하며 어떤 환자에

환자의 수가 적은 경우 뇌졸중의 각 병변의 위치에

서 발생송니긍가? 디음은 PSD 관련 인자에 대한 연구

따른 환자의 수가 충분치 못해 통계 분석 이 어 렵다.

를살펴보도록하자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

따라서 충분한 환자를 대상으로 MRI동을 이용해 병

로 신체적 불편함의 정도(Astrom et a l., 1993;

변의 위치와 PSD의 관계를규명하논 연구가시행되

Herrmann , Bl ack , Lawrence , Szekely, & Szalai ,

기 전에는뇌졸중의 병변의 위치와 PSD와의 관계에

1998 ), 뇌졸중 발생 전 우울증 성향 (Andersen ，

대한논란은계속될것이다.

Ingemann-Nielsen, & Lauritzen, 1995

최근 본 연구팀은 MRI 또는 BrainCT로 뇌병변

Hemnann et 떠.， 1998), 뇌졸중 후 가족의 보살펌 없

의 위치가확인된환자를대상으로뇌졸중의 병변의

이 혼자 살거나 기관에서 지내는 상황(Asσomet 외.，

위치와 PSD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 평균 3개월 경과

1993; 와ldersen et 떠.， 1995) 등이 PSD 발생과 관련

한 뇌졸중 환자에서 PSD 발생이 좌우 차이 없이 병

Vesterg없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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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뇌의 앞쪽 (전뇌동맥 영역， 중뇌동맥의

fron ta1

은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branch 영 역) 에 있는 경우가 뒤쪽(parietal， occipi떼)

PSD와 일반적 우울증에서 치료의 반응이 다르다. 예

병변의 경우보다

컨대

장애

PSD 가 흔하였다. 이 사실은 운동

(motor disabi1ity)의

차이를 교정하여도 여전히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Kim

PSD 환자논 일반적 우울증 환자에 비해 SSRI

에 대한반응이 더 좋디-(Choi-Kwon et al., 2006).

& Choi-Kwon ,

반면 뇌졸중 후 선체적 불편， 사회적 부적응 때

2000). 따라서 저자눈 뇌졸중의 위치가 우울증을 결

문에 이차적으로 우울증이 나타난다는 견해에 대한

정하는 변수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최근의 meta-an외yS1S에서

meta-analysis 에서는 질병 발생 시간을 감안하더라

와 뇌졸중의 위치는 관련이 없는 것으혹 나타났다

도 뇌졸중의 위치와

PSD 간에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Carson et al. , 2000). 또한 뇌졸중의 증세 특히 운동

되었으￡로(Carson

et 따，

Hennann, &

마비 증세가 심할수록 PSD가 심한 경향이 있다. 이

Black, 1998) 아직 이 에 대한 정확한 결론은 나지 않

렇게 두 가지 상이한 견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조사

았다고할수있다.

한본인의 연구에 의하면 PSD는뇌의 앞쪽이 손상되

2000; Sin양1，

PSD

이제 PSD의 기전에 대해 살펴보도록하자.PSD

었을경우잘생기며동시에운동마비가섬한환자에

가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첫째， 뇌 손상에 의한

서 잘 생겼다. 그런데 통계적 처리에 의하면 운동마

신경전달물질의 변화 특히

등

비의 정도를좌L안하더라도뇌 손상의 위치는 여전히

의 변화에 의해 우울증이 생긴다논 견해와 둘째， 뇌

유의한차이가있었다. 이러한사실은 PSD가운동마

졸중 후 선체적 불편， 사회적 부적응 때문에 이차적

비 에 의한 이차적 현상이라기 보다는 뇌 손상에 의한

으로우울증이 나타난다쓴 견해가대립되고 있다

직접적인 증세라는 이론을 지지한대Kim &

adrenaline , serotonin

첫 번째 견해의 근거로는 먼저

Robinson 등

(1 984)과 같은 학자의 연구를 들 수 있다.

Choi-

Kwon, 2000) 그렇다고 이 논란이 해결된 것은 아니

Robinson

다 저자익 견해로는 PSD의 원인은 복잡한 것 갇다.

등은뇌손상의 위치에 따라 PSD의 빈도가달라진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에서 뇌 손상에

고주장한다. 그외에도오른쪽뇌 손상시 생기는원

의한 신경전탈물질의 변화와 정선적-사회적 문제 두

쪽 팔， 다리 마비 에 대한 무시 (anosognosia)현상이 있

가지가겹쳐진 것이 PSD의 원인이라고생각된다.또

는 환자도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는 보고를 들 수 있

한 PSD의 발병 시기에 따른원인의 차이，즉환자의

다{Starkstein， Be뼈er，

급성기， 만성기에 생기는 PSD는 각각 그 기전이 다

Fedoroft', Price , & Robinson,

1990). 즉 자신의 신경학적 결손을 모르는 상태에서

를가능성또한배제할수없다.

도우울증이 발생하므로우울증은신체적 불편에 의

그렇다면 PSD의 치료는가능한가?최근의 연구

한 이차적인 문제로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들은 PSD가 약물치료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였다

한 PSD는 비슷한 정도의 선체적 불편함을 초래히눈

(Lipsey, Robinson , Pearlson , Rao , & Price , 1984;

다른 질환의 경우에 비해서 그 빈도가 높으며 PSD논

Wi빠， Petit，

일반적인 우울증과 그 OJ상이 약간 다르다는 점도 첫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된 약물은 σicyclic

번째 견해를 지지한다- 즉 PSD는 그 정도가 심하더

sant(TCA) 인 nortriptyline이다. 일찍이 이중 맹겸 연

라도일반적인우울증과는달리자기 비하의 행동혹

구에서 nortriptyline이 PSD 에 효과가 있음이 발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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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Mazaux, & Barat, 2000). PSD의
antidepres-

간호학의 지평 제 2권 1 호

였다(Lipsey

et al., 1984)

그러나 이 러한 TCA는 노

system 기능

장애도 관여하는 여러 종류의 신경전달

인 연령 에서 졸림 (somno1ence ), 착란( confusion) , 구

물질 이상에 기 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Anderson，

갈(drymouth) 등 여러 부작용을 나타내는 단점이 있

Ingeman-Nie1sen, Vestergaard, & Ri is , 1994) SS Rl

다. 반면 SSRl는 사례연구에서 간헐적으로 효과가

만으혹는 그 치료 효과가 충분치 옷할 가능성이 있

있음이 보고되었다. 부작용 또한 TCA에 비해 적은

다. 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 PSD의 기전에서 논한 것

것으로 보고되었다 Andersen등은 66명의 PSD환자

처럼 PSD는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변화 이외에 신체

를 대상으혹 이중 맹겸 연구를 시행한 결과 SSRl인

적 기능 장애와 정신적， 사회적 문제로 유발될 수 있

이 PSD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발

cita10pram

Vestergaard & Lauritzen , 1994).

그렇다면 이제 PSD만큼 흔히 발생하나 아직 우

등(2000)도 fluoxetine 이 PSD 에 효과가

리에게 생소한 뇌졸중 후 감정조절장애에 대해 살펴

표하였다-{Anderson，
최근

Wiart

음은물론이다.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Fruehwald 등의 연구에 의

하면 급성 환자에서 fluoxεtme을 투여했을 때

가 개선되지 않았다(Fruehwa1d， Gatterbauer,

보도록하자.

PSD

Rehak,

3. 뇌졸중 후 감정조절 징매

& Baumhack1, 2003). 다만 이들을 오랜 시간 추적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우울증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했

(Po따-Stroke 표notional Inαm바lence，

다. 그러나그 개선 효괴는 open-1abe1 상태에서 조사

PSEI)

된 점이라는 사실이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PSEI는 뇌졸중 후 흔히 발생하는 후유증 중의

Robinson 됨2000)은 nortripty1ine 과 t1uoxetine을 비
교한 연구에서 전자가후자보다효과가 더 나은 것으
로 보고하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PSD 에서는

TCA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속f 견해가 대두되
었다-{H뼈nan

& Stem, 2003)

최근 본 연구자눈 선

경과 외래를 다니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tine 을 대조약과 비교한

fluoxe-

결과 fluoxetine은 PSD를 개

선시키는 효과가 없음을 보고하였다(Choi-Kwon

al. , 2oo6)

저자의 결과가

Wiart

등(2000)，

et

Andersen

등(1994)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다른 이유는 첫째로，
저자의 연구대상환자가우울증의 정도가경하기 때

문일가능성이 있다 저자의 환자들은아급성기의 외
래 환자였으나 선행 연구의 대상환자는 급성， 중증 환
자들이었다. 더군다나 저자들은 우울증으로 이미 정

선과적 치료플 받고 있는 환자들은 제외하였다. 둘째
로， PSD는

serotonerglc system 이 외 에 adrener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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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그 빈도는 15-34%로 보고도1 었다(House ，
Dεnnis，

Mo1yneux, War1ow, & Hawton, 1989; Kim,

1997 Morris , Robinson, & Raphae1 , 1993;). 이 렇게
빈도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용되는
도구， 대상자 집단의 인구 사회 적 차이， 조사 시기(급

성기

vs

만성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도구들이

자가 보고 형식으로 주관적이며 사정기간이 충분하
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House εt al.,

2003)

1989; Robinson,

Kim(l 997)은 좀 더 객관적인 도구를 개발하

였다 감정조절 장애

(Emotiona1

incontinεnce) 는

emotional 1ability 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
다. 이 미 병 적 웃음 (patho1ogica11aughing) 혹은 울음

(crying) 이랜 용어가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엄멸
하게 정 의하면 ’Exaggεrated，

forced, uncontrollab1e,

spasmodic and unre1ated with true emotion’ 상태 의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웃음이나울음을말한다.

et al., 2003) , 다발성

경화중(Schiffer，

Hemdon, &

PSEI 증세는 PSD와 달리 환자가 혼자 있을 때

Rudick , 1985) , 그리고 뇌손상(Muller， Murai ,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떠한 사회적， 감정적

BauerWittmund, & von Cramon, 1999) 환자에서도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보통이다. 가장 흔한 경

PSEI가 보고되었다.

우는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를 할 때인데， 사회

환자에서 만성 피질 억제가 감정의 표현에 관여하는

적， 감정적 교류가 있었던 사람을 만날 때 더욱 증상

피질하구조를활성화시켜 병적 웃음과울음이 나타

이 심해진다(Kim，

나는 것 같다고보고하였다.

1997). 환자의 증상은 실제 감정

과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장례식장에

Boylan 됨2003)은 아마도 간질

PSEI를 유발승}는 인자에 대한 연구도 시행되었

가서웃음을터뜨리는경우인데，이런증세는환자플

다. 유발요인으로는 여성(Kim &

당황케 하며， 사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얼

허혈성 뇌졸중(Kim & Choi-Kwon, 2000) , 중증 운동

반적으로 PSEI의 증세 중에서는 ’울음’ 이 ’웃음’ 보다

장애(Kim &

더 흔한데 둘 중 한가지 증세만 나타나거나 혹은 뜰

1998; Tang et al., 2004) ,

다 모두 나타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처음에 웃음

1996)등이 보고되었다. 이외에도 또 다른 가장 중요

으로시작했다가이것이울음으로바뀌거나，그반대

한 인자는 뇌졸중의 병변의 위치인 것으로 보인다

인 경우도 관찰된다{Poeck，

PSEI든 일측성 병변 보다는 양측성 혹은 미만성

1985)

Choi-Kwon, 2아애)，

Choi-Kwon, 2000) , 우울증(MacHa1e，
그리고 인지 장애 (Henon，

PSEI가 발생하는 시기는 다양한 것으후 보고되

병변이 있을 경우 흔히， 그리고 심하게 나타난다

었다. 뇌졸중 직후부터 관찰되는 경우도 있으나 수일

(Poeck, 1985). 하지만 일측성 병변시도 그 증세가 경

- 수주 후부터 관찰되는 경우가 더 많다 초기의 증상

할 뿐 실제로는 드물지 않게 나타니는 것을 알 수 있

은 주로 병적울음으로 시작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부검 소견(Poeck，

부적절한 웃음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Kim，

et a1., 1994; Kim, 2002) 에

1997). 그러나 뇌졸중 후

부 등에 뇌좀중이 있을 때 PSEI가 잘 나타난다 피질

이와 반대로 진행하는 경우

도 보고되었으며 (Ceccali ，

Poncent , Milandre , &

Rouyer, 1994) 간질 중첩증 환자의

경우에도 이와 반

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oylan，

Singh, & Devinsky, 2003).

Kaley,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차

1985) , 뇌 영상술 소견(Ceccaldi
의하면 기저핵， 뇌교의 배

하 부위가 침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질 병변 만으
로도 병적 웃음， 울음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최근까
지 의문시 되었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피 질 병변
만으로도 이러한 증세가 가능한 듯하다 (Kim

&

음 2개월 또는 1 년 안에 저절로증상이 좋아지는 것

Choi-Kwon , 2000).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대뇌의 앞

으로 보고되었다 (Derex ,

부분 즉， 전두엽에 병변이 있을 경우가 대뇌의 뒷 부

Ostrowsy, Ni양loghossian，

분 즉 두정 엽， 후두엽 손상시 보다 PSEI가 빈번하다.

& Trouillas , 1997; Kim, 1997; Poeck, 1985)
PSEI는뇌졸중이외에도다른신경계 질환에서

또한 PSEI는 PSD 에 비해 피질하 병변 즉 기저핵， 뇌

도 발생하는 것으혹 보고되었다 G떠lagher( 1989)는

교의 배부 병변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다(κm&

amyoσ'Opic

Choi-Kwon, 2000)

lateral schlerosis 환자에서 PSEI가 발생

소뇌 병 변시 에도 간혹 PSEI를

함을 보고 했으며 이 때 대부분의 환자에서 Bulbar의

볼 수 있으며 뇌졸중이 아닌 질환 예컨대 퇴행성 소

병변이 있었음을보고하였다. 이외에도간질(Boylan

뇌 변성 질환 시에도 PSEI가 나타니논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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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vizi , Anderson , Martin , D없n잃io， &

Dama
잃S
잉10α

’

웃음， 울음을나타내는환자들이 관찰된다.

그 외에도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발병 기

20
어
이1).
0

서양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뇌졸중 후
PSEI는

15-20%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한다{House et

전은

serotonin syst않1 dysfimction이다. 작은 크기 의

기저핵 병변의 경우 PSEI를 일으킨 병변은

globus

a1., 1989; Morris et a1., 1993). 반면 본 연구팀의 연구

p외lius interna를 침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위는

에 의하면 PSEI는 뇌졸중 증상 3 개월 이후에

특히

34% 에

서 나타나 오히려 우울증 보다도 더 흔하였다(Kim

serotonergic fiber가 풍부한 곳이대Kim， 2002).

그렇다면 PSEI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Hou않

이처 럼 우리 나라 환자에서 우

등(2004) 이 TC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

울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PSEI 의 빈도가 높은 것은

나 사례 연구들에서 SSRI가 치료 효과가 큰 것으로

PSEI를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이

보고되어 (M뻐and，

유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

serotone멍c dys따lction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 이 힘

PSEI 에 PSD를 포함하고 있어 높을 il';능성도 있다.

을 얻고 있다. 반면 이중 맹검법을 이용해 TCν}

그러나

Morris 등(1 993)은 PSEI가 PSD와 무관하게

PSEI 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발생한다고 보고하였고 본 연구팀과 다른 선행연구

(Schiffer, 1985) 작용 시간이 3 일에서 3 주간으로

에서도

SSRI를 이용한 치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남을

& αloi-Kwon， 2어0).

PSD

환자를 제외하고 있어 (Burns

1999; αloi-Kwon et a1., 2006) 본

et a1.,

연구팀의 연구 결

고려하면(N따13s

1996 P뻐zer， 1992) 발병기전이

& Anderson , 1993) TCA는

SSRI보

과가 PSD 환자로 인해 빈도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은

다 효과가 더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SRI를 이

희박하다. 또한 우리 나라 환자에서 서양 환자에 비

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PSD 환자를 포함하고 있

해 기저핵， 뇌교 등 피질하 병변이 더 많기 때문일 가

어 치료의 효과가 PSEI의 단독 치료 효과인지가 명

능성도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확하지 않다 최근 본 연구자와 공동연구자들은 PSD

진 연구에 의하면 뇌졸중 후 약 3 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 없는 환자 중 PSEI만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중

서 PSEI의 빈도가

맹검법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SSRI의 효과가 있

면

음을 보고하였다

6.3% , 저자의

디-{Tang

House 등(1 989)의 기준을 샤용하
기준을 사용하면 17.9% 라고 하였

et a1., 2004)

이는 아마도 높은 빈도가 도구

의차이에의한가능성이 있음을보여준다.

(Choi-Kwon, 2006).

또한 SSRI 의

효과는 약물투여를 중단한 후 3 개월 까지도 지속됨
을보고하였다.

이제 PSEI 의 병태생리적 기전에 대해 살펴보도

SSRI 치료는 뇌졸중 후 발생하는 분노조절 장애

록 하자. 피질하 병변시 PSEI가 흔한 점으로 보아

(post-sσoke

Wilson(l 924)은 대뇌로부터 상부 뇌간의 ’웃음/울음’

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생소한 PSAP 에 대해

센터로 향하는 조절작용에 문제가 생겨 dis-i며libi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t10n 혹은 release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했다. 여

기에 더해 최근 일부 저자들은 이 웃음/울음 조절 회

로에 소뇌의 조절작용이 판여한다고 주장한다

(Parvizi et al.,

20이). 실제로 소뇌 뇌졸중 후 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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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r proneness , PSAP) 에도

효과가 있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G뻐otti， 와ltonucci，

4. 되졸중 후 분노초절장매

, PSAP)

&Pa이ucci，

(Po하-Str빠 Ar핑~ Proneness

200 1 Gonzalez-Torreci1las , MendIewicz,

& Lobo, 1995).
뇌졸중 환자는 흔히 충동적이고， 화를 잘 내고1

Marra

이러한 치료는 환자의 궁극적인 예

후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최근

Jorge 등은 104

분노를조절하지 못한다. 일찍이 뇌졸중 환자가화를

명의 뇌졸중 환자에게 무작위로

버 럭 내는 현상이 기술된 적은 있지만(Paradiso ，

etrne , 그리고 위약 (placebo)을 초기 12주 동안 투여

Robinson, & 와ndt， 1996) 이 러한 PSAP가 체계적으

하고 9년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로 연구된 적은 거의 없다. 본 연구팀은 145 명의 외

etrne 을 치료한 군에서는 68% 가 생존한 반면 위약

래 환자를 대상으로，

을 투여한 환자는

Spielberger Trait Anger Scale윤

nortriptyline , fluoxnortriptyline, fluox-

36% 만 생존하였다(J orge ，

사용해서 뇌졸중발생 후분노를 잘 일으키는 성향이

Robinson , Amdt, & Starkstein, 2003) 그런데 이 러한

있는지 조사한 결과 무려 47 명 (32%) 에서

PSAP 증

투약 효과는 PSD가 있건 없건 동일하였다. 이 결과

Choi-Kwon , Kwon , & Seo ,

는 더 커다란 샘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증되어야

세가 나타났다(Kim，

2002). 이러한 PSAP 는 주로 기저핵과 뇌교 병변과

하논추후연구과제이다.

연관이 깊으며 이 런 환자들은 PSEI도 흔히 동반하고

뇌졸중 후 감정장애는 보호자의 부담감을 가중

있었다. 이는 뇌졸중 후 분노는 감정조절장애와 밀접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 이러한 결과를 보

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봐도

고하였는데 (Choi-Kwon，

serotomn 계의 이상

2005b) 환자의 뇌졸중 후

으로발생하는것으후볼수있다 기저핵，뇌교병변

우울증은 보호자의 우울증과 함께 전반적인 부담감

을 가진 환자는 흔히 PSEI , PSAP를 함께 가지고 있

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다. 본 연구팀은 SSRI 투여

다. 따라서 PSAP 역시 PS터와 더불어 뇌 손상에 의

후 환자의 우울증과 감정장애가 완화될 때 보호자의

한세로토닌계 이상현상의 한스펙트럼이 아넌가생

부담감 또한 감소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각된다.

(unpublished data)

예상과눈 탈리 보호자의 부담감

은 환자의 감정장애가 완화되었어도 감소되지 않았
는데 이는아마도감정장애 외에도보호자의 부담감

5. 감정초절 장애가 있는

에부정정인 영향을미치는다른요인의 작용때문인

환자의 삶의 질과보호자부담감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본 연구자는 또한 미국 시애틀

PSD와 감정조절장애는 단순한 정신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PSD는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
회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인자이며 (Parikh

et

떠.， 1990) 삶의 질 저하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우울증은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부
담감을 증가시킨다(Choi-Kwon

et al., 2005). 따라서

환자의 PSD를 치료하면 환자의 ADL 이 개선된다는

거주 뇌졸중보호자와 서울 거주 뇌졸중 환자의 보호

자부담감과부담감에 영호뇨을미치는요인을비교분
석하였다. 환자의 우울증이 보호자 부담감을 가중시

키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감정장애， 분노， 또는 피
로감이 있는환자를간호하든것。 1 가장어렵다고미
국， 한국 보호자들 모두 응탑하였다(unpublish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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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치료제 투여가 환자의 감정장애 및 피로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 그리고 더 니아가서
보호자의 부담감에 미치논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약
물치료뿐아니라이들의 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와보호자의 삶의 질을횡탱시키는노
력이 펼요하다， 최근우울증과감정조절 장애 환자의
뇌 내 세로토닌 전달체의 유전자 변이에 대한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 세로토닌 전달체 관련 다형 성
부위에 대한 연구를통해 뇌졸중환자의 감정조절장
애 발병의 취약성과 약물치료에 대한 개인의 반응의
차이에대한연구조사또한시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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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σact

Post-stroke fatigue , depression,
emotional incontinence, and anger-proneness
Smi Choi-Kwon 1)

Sσoke

patients often develop post stroke sequelae when they survive. Post stroke fatigue and emotional

disturbances including depression are cornrnon along with motor dysfunction. However, medical personnel
have pai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o emotional changes and the presence of fatigue following strokes. Poststroke fatigue was cornrnon, occurring in 57% ofthe patients in our series. The

post-sσoke

fatigue

appe따s

to

be related to the pre-stroke fatigue , physical disability and post stroke depression (PSD) although the relation
to the lesion location remains elusive
ηle

prevalence ofpost-stroke emotional disturbance has been reported to range from 12% to 64%.

까le

wide variation in the frequency of post stroke depression may be related to methodological heterogeneity in
items such as the criteria for depression, the timing of assessment, and thestudy population. Emotional incontinεnce ，

which is characterized by

of and factor

rlεlated

inappropriatε

to this post-stroke

or exιessive laughing or crying is also cornrnon. The incidence

εmotional

out-patients with single , unilateral

sσokε，

were related to motor dysfunction

뻐d

incontinence (PSEI) also remains unclear. We reported tal1t

18% had PSD and 34% had PS EI.

Althou방1

both PSD

뻐d

PSEI

location (anterior vs. posterior cortex) of the lesion, the latter was a

stronger determinant for PSD. PSEI was more clos eJ y associated with subcortical strokes than was PSD
Another manifestation of post stroke patients is the occurrence of post strokε anger proneness (PSAP).

They may becomε easily irritated, impulsive , less generous, and prone to be angry or aggressive at others. We
also have reported the PSAP whichseems to b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resence ofPS EI.

πle

lesion distri-

bution appears to be also similar. Both PSEI and PSAP respond well to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uggesting that these symptomsmay

bε

possibly related to the alteration of serotonin after brain

페따y.

PSAP also produces a great deal of frustration and embarrassment among patients and caregivers.

1) PhD , RN ,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Nursing; Researcher, RINS ,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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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wise ,

간호학의 지평 제 2권 1 호

In summary, emotional disturbances such as depression , emotional incontinence, anger-proneness and
fatigue are fairly common but under-recognized sequelae of sσoke. πlese emotional disturbances decreas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atients and caregivers, and may adversely affect the overall prognosis. Therefore , these
problems must be appropriately recognized and alleviated. Finding strategies to relieve the symptoms is imperative by understanding the causative factors in individual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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