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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난민에 관한 뇌 영상 연구 동향:
주제범위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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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in Brain Imaging Research on Refugee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Scop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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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search trends and find whethe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of refugees could affect structural or functional changes of brains of those under MRI, focusing on volumes, functional connectivities, and
metabolites. Methods: A literature search was done using PubMed, Embase, RISS, and KMBase to identify studies that matched our
research purpose. A total of eight studies were identified using Prisma flow diagram by two reviewers independently. Results: Eight
studies were identified. Three studies were on North Korean defectors as subjects. The number of studies that observed structural
changes, functional changes, and metabolite changes in brains was 2, 5, and 2, respectively. Although each study observed various
parts of the brain, anterior cingulate cortex (ACC) was observed commonly in three studies. The PTSD group showed reduction of
ACC volume and N-acetyl-aspartate (NAA) metabolite in ACC compared to the non- PTSD group. When exposed to negative stimuli,
the PTSD group showed higher neural activity than the non-PTSD group, but not vice versa. Conclusion: ACC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volume, neural activity, and NAA metabolite between the PTSD and the non-PTSD group, resulting in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ructural changes, functional changes, metabolite changes, respectively. This study showed the need for conducting more research using various biomarker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TSD of refugees and their brain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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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해, 심각한 사고, 테러 행위, 전쟁/전투, 강간 또는 그 밖의 폭력

서 론

적인 개인적 폭행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신 질환이다[1]. 주된 증상으로는 충격적

1. 연구의 필요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자

인 사건의 재경험과 이와 관련된 상황 및 자극에서 회피하려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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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경향이 있으며, 이후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충격으로 주변의 소

근에는 이러한 임상적인 진단 기준과 더불어 뇌 영상 결과와 객관

리나 자극에 대해 강렬하게 반응하거나 높은 각성상태로 고통을

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PTSD를 연구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받기도 한다[2].

특히 난민 대상 PTSD 연구에서 그 효용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 WHO)의 ‘난민과 이민

자기 공명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기술은 신체

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행 계획, 2019-2023’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부위에 해당하는 타겟에 고주파를 발생시킨 뒤 공명하는 신체의

적으로 2억 5,800만 명의 난민과 이민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

수소 원자핵 신호 차이를 컴퓨터로 영상화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다[3]. 난민은 자국의 내전, 분쟁, 또는 박해를 피해 피난을 떠난 사

MRI는 PTSD 환자의 뇌의 구조적(structural) ·기능적(functional)인

람들이라는 점에서 더 좋은 일자리 및 교육을 누리기 위해 자발적

변화 및 뇌내 대사물질 농도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으로 이민을 선택하는 이민자와는 구별되는데, 유엔난민기구의 연

있다. 뇌의 구조적인 변화 연구에서는 MRI, 뇌의 기능적인 변화 연

례보고서에 따르면 난민의 수는 2012년 4,520만 명에서 2018년 7,080

구에서는 기능적 MRI (functional MRI, fMRI) 가 활용되는데, fMRI

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4].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으

는 뇌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존 MRI 기능에 뇌의 혈류

로 이주한 난민의 정신건강에 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 의하

및 산소농도 변화를 측정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휴식기 뇌 연결망

면 전체 난민 중 9%가 PTSD를, 5%가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았는

(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rsFC) 또는 중재 후 뇌의 활성화

데, 이러한 난민의 PTSD 유병률은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 인구와 비

정도를 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PTSD 환자에서는 회백질의 국

교 시 약 10배 높은 비율로 PTSD가 난민의 주요 정신 건강 문제임을

소적 위축 또는 분획성 이방성(fractional anisotropy) 감소가 발견되

시사한다[5]. 또한, 독일의 동독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1%

었고, 백색질, 해마, 편도체, 오른쪽 배측 전전두피질(rostral ventro-

의 대상자가 적응장애를 진단받는 등 사회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

medial prefrontal cortex, rvPFC), 등쪽 전방 대상 피질(dorsal anterior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cingulate cortex, dACC) 및 미상핵의 부피 감소가 보고되었다[17,18].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

이처럼 PTSD 환자의 뇌의 구조적 변화를 연구한 문헌에서 다양한

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뇌 부위에서 부피 감소가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뇌의 구조적인 부

취득하지 아니한 자들이다[7].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적 고립

피 감소와 동반하여 발생하는 뇌기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기

및 식량난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대거 발생하였고, 1998년에 947명

능적 MRI (fMRI), 핵자기공명분광법(magnetic resonance spectrosco-

이었던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9년 12월 기준 약

py, MRS), 자기 뇌파 검사(magnetoencephalography), 자화강조영상

33,000명으로 증가하였다[8].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함

(susceptibility-weighted imaging, SWI)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종적

께 북한이탈주민의 망명이 허용된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이주현상

인 연구가 제안되고 있다[2].

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고, 현재는 남한,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의

MRI를 활용하여 PTSD 대상자를 연구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국가 또는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미국 및 유럽으로의 이주를 시도

를 살펴보면, PTSD 대상자의 경우 주로 해마 부피감소가 일관성 있

한다는 점과 북한으로 송환 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게 나타난 반면, 기능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로 부위마다

이탈주민 역시 난민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9]. 또한, 북한이

활성화 정도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고, PTSD 난민에 대한 MRI 연

탈 주민 역시 탈북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외상 경험으

구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는 없었다[19,20]. 이처럼 정보가 부

로 인해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1].

족하거나 제한된 경우, 특정 영역에 대한 근거의 특성 및 범위, 주요

난민의 경우 거주 지역, 정착 기간에 따라 정신 건강 양상이 다르

개념을 매핑이 용이한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통해 향후 연구 방향

게 보고되고 있는데, 난민의 PTSD 유병률은 10-30%로 다양하게 보

을 제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TSD 난민을 대상으로

고되었고[12], 일부 연구에서는 65%까지 보고되었다[13]. 북한이탈

MRI를 사용하여 뇌의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측정한 연구에 대한

주민의 PTSD 유병률도 5.9%에서 79.5%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PTSD 진

데, 이는 남한 국민의 PTSD 유병률로 알려진 0.6-1.6%보다 매우 높

단과 간호중재 평가에 뇌의 구조적·기능적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은 수치이다[14]. PTSD 진단 시, 침습 증상, 회피, 부정적 인지 및 감정

있는 근거를 탐색하고자 한다.

의 변화, 각성 등의 증상을 기반으로 진단하는 DSM-5와 ICD-11를
활용하는데[15], 난민의 경우, 본인이 거주했던 문화권을 벗어나서
이주한 특성을 고려하여 PTSD 진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16]. 최
www.bionursingjournal.or.kr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MRI를 활용하여 PTSD 난민을 연구한 문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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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여 PTSD와 뇌의 구조적 및 기능적 변화의 관계를 파악하고

검색을 위해 RISS, KMBase 검색엔진을 이용하였고, 난민에 대한 검

자 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색 용어는 (“난민” OR “이민자” OR “북한이탈주민” OR “이주민”), 외

1) MRI를 활용한 PTSD 난민 연구의 특성을 확인한다.

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관련된 검색 용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

2) PTSD에 따른 뇌의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확인한다.

애” OR “PTSD”), MRI와 관련된 검색 용어는 (“MRI” OR ”magnetic
resonance imaging” OR “자기공명 영상장치”)이었다.

연구 방법
2) 자료수집과 선별
1. 연구 설계

PubMed, CINAHL, psycINFO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검색한 결과

본 연구는 PTSD를 갖고 있는 난민을 대상으로 MRI를 이용하여

각각 12편, 7편, 6편의 문헌이 도출되었으며, 중복되는 문헌 9편을 제

뇌 구조나 기능을 분석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주제

거하여 총 16편의 논문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토를 수행하였다.

범위 문헌 고찰 연구이다.

RISS, KMBase 검색엔진에서는 0편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또한 case
report 논문 2편, 19세 미만 대상자를 다룬 논문 1편, 대상자가 난민

2. 연구 대상

이 아닌 논문 2편, full-text가 아닌 논문 1편, PTSD 대상자가 아닌 논

PTSD 진단을 받은 난민을 대상으로 MRI 검사를 시행하여 뇌의

문 1편, review 논문 1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선택된 문헌은 국외

구조적 기능적 결과를 포함한 모든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논문 8편이었다(Figure 1). 모든 과정은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대상 문헌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고, 모든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1) 선정기준

3) 자료 분석

선정기준은 1) 19세 이상의 난민을 대상자로 한 연구, 2) PTSD를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엑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하여 자료 기입

갖고 있는 자가 포함된 연구, 3) MRI를 활용한 연구, 4) 영어 또는 한
글로 출판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review 논문, case report 논문, 학위논문은 제외하였다.

Identification

2) 제외기준

Identification of studies via databases and registers

Records identified from:
Databases (n = 25)
Registers (n = 0)

Records removed before screening:
Duplicate records removed (n = 9)

3. 자료수집
1) 자료검색

Records screened (n = 16)

보건의료분야에서 정신질환 관련 논문이 수록된 3개의 국외 데

Records excluded (n = 0)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였고, 출판 연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21년 2월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검

Screening

이터베이스와 2개의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였다. 자료검색은

색하였다. 국외문헌 검색을 위해 PubMed, CINAHL, psycINFO의 검

Reports sought for retrieval (n = 16 )

Reports assessed for
eligibility (n = 16)

색엔진을 이용하였고, 난민에 대한 검색 용어는 (refugee* OR ‘asylum seeker*’ OR immigrant* OR migrant* OR ‘displaced person*’ OR

Reports not retrieved (n = 0)

Reports excluded:
Inappropriate subject (n = 4)
Inappropriate study design (n = 3)
Not full-text article (n = 1)

post-traumatic”[MeSH Terms] 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OR “ptsd”) OR (“stress” AND “disor-

Included

‘displaced people*’), PTSD와 관련된 검색 용어는 (“stress disorders,
Studies included in review (n = 8)
Reports of included studies (n = 0)

ders” AND “post-traumatic”)), MRI와 관련된 검색 용어는 ((“magnetic
resonance imaging”) OR (“MR imaging”) OR (MRI))이었다. 국내문헌
www.bionursingjournal.or.kr

Figure 1. Prisma flow diagram.
https://doi.org/10.7586/jkbns.2021.2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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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MRI를 활용한 PTSD 난

시상과 우측 중심후이랑 간 기능적 연결성이 PTSD 대상자와 건강

민 연구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유형, 지역, 연구집단, 목적,

한 대상자가 PTSD는 없으나 트라우마에 노출된 대상자보다 더 높

측정도구, 주요 결과를 추출하여 기술적 분석을 하였다. 2명의 연구

았다. 하지만 좌측 시상과 좌측 중심전이랑 간 기능적 연결성은 건

자가 독립적으로 자료 기입형식을 이용하여, 8편의 개별 논문으로

강한 대상자가, PTSD 대상자와 PTSD는 없으나 트라우마에 노출된

부터 자료를 반복적으로 추출하면서, 자료 기입형식을 업데이트하

대상자보다 높았다[A3]. 또한, 좌측 편도체와 측두엽 전전두피질 간

였고, 각자의 자료 추출방식이 연구 질문과 목적에 일치하는지를

기능적 연결성, 그리고 좌측 편도체와 좌측 등 전대상피질 간 기능

모든 연구자가 함께 재검토하고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적 연결성은 PTSD 발병 비율이 더 큰 북한이탈 주민이 남한 주민보
다 높았다[A4]. PTSD군과 대조군 간 뇌의 기저부위와 피질 간 기능

연구 결과

적 연결성은 어떤 특정부위를 측정했는지에 따라 유의하거나 유의
하지 않았고, 특정 부위에서 PTSD군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가 발

1. 연구 논문의 특성

견된 경우에도 그 부위에 대한 추가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총 8편의 논문 중 조사 연구 5편, 실험 연구 3편이 확인되었다. 북

중재를 포함하여 뇌의 신경활성화 정도를 연구한 3편의 실험연

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3편이었으며, 쿠르드족 난민 및

구에서는 PTSD 증상이 높은 대상자일수록 부정적인 자극이 주어

시리아 난민을 주 대상자로 포함된 연구가 각각 2편이 존재했고, 국

지면 뇌의 신경활성화 정도가 증가한지만, 보상 중재와 긍정적인 자

적이 불분명한 난민이 대상자인 연구가 1편이었다. 8편의 연구에서

극이 주어졌을 때 뇌의 신경활성화 정도가 감소한다는 공통점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약 39세 였으며, 연구 대상자로 남성만 포함

확인되었다. 반면 연구마다 활성화된 뇌 부위는 차이가 존재하였

된 연구가 5편이었다(Table 1).

다. 공포 안면 중재 시행 동안 좌측 해마는 고문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고문을 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높은 신경활성화 정도를

2. 뇌의 구조적·기능적 변화

보였다[A5]. 긍정적인 사진을 보았을 때 피질 부위에 해당하는 방추

MRI를 통해 뇌의 구조적 변화를 관찰한 연구는 2편, fMRI를 통

형이랑, 우하측두이랑, 좌중심 후두이랑에서 PTSD 집단이 무증상

해 기능적 변화를 관찰한 연구는 5편, MRS를 통해 뇌의 대사물질

집단보다 낮은 신경활성화 정도를 보였다[A6]. 이차성 정신질환은

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 2편이 확인되었다. 특히 fMRI를 사용한 연

양극성 장애나 조현병과 같은 일차성 정신질환 없이 환각, 의식 변

구는 뇌의 신경학적 변화를 관찰한 실험 연구 3편, 중재 없이 뇌의

화 등 정상적인 현실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를 동반하는데[21], 보상

휴식기 연결성을 관찰한 연구 2편이 포함되었다(Table 2).

중재가 주어졌을 때, 기저부위인 좌측 선접합 등측 조가비핵과 피
질 부위인 중앙 전전두피질에서 이차성 정신질환이 있는 PTSD환

1) 뇌의 구조적 변화

자가 이차성 정신질환이 없는 PTSD 환자보다 낮은 신경활성화 정

뇌의 구조적 변화를 관찰한 연구는 2편이었는데, 해마와 뇌섬의

도를 보였다[A7]. 뇌 신경활성도를 파악함으로써 PTSD 증상 유무

부피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유의한 부피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PTSD 환자의 이차성 정신질환의 유무를 알아낼 수 있

[A1]. 반면 대상피질의 다양한 부위(bilateral isthmus of the cingulate,

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right inferior parietal cortex, bilateral rostral anterior cingulate cortex,
left isthmus of the cingulate)의 부피변화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건강
한 대상자에 비해 PTSD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대상자에게는 유의한 부피 감소가 발견되었다[A2].

3) 대사물질 농도 변화

총 2편의 논문에서 대사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측정부위
는 해마와 뇌섬, 전대상피질이다. 해마와 뇌섬에서 PTSD 집단,
PTSD가 없지만 트라우마는 있는 집단, 트라우마가 없는 집단 간 유

2) 뇌의 기능적 변화

의한 N-acetyl-aspartate (NAA) 농도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능적 변화를 관찰한 연구는 총 5편으로, 중재 없이 뇌의 휴식

전대상피질에서 PTSD 대상자가 non-PTSD 대상자보다 낮은 수치

기 연결성을 측정한 연구 2편, 중재 시행 후 뇌의 신경활성화 정도를

의 NAA 농도를 보였다[A8]. PTSD 대상자가 모든 뇌 부위에서 NAA

측정한 연구 3편이었다.

농도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유의한 변화를 보

중재 없이 시상과 중심이랑 간 뇌의 휴식기 연결성을 측정한 연

인 전대상피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구에서는, 우측 시상과 좌측 중심후이랑 간 기능적 연결성과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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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study

Experimental New Zealand Ethnicity:
To investigate neurocircuitry associated with
study
Not Shown
threat and reward processing following
Age: 38.8 years (mean) torture
Gender: Men (n = 58)

Kim et al.,
(2020) [A4]

Liddell et al.,
(2020) [A5]

Uldall et al.,
Experimental
(2020) [A6]
study

Observation
study

Jeon et al.,
(2020) [A3]

Purpose

Observation
study

Sample

Denmark

To investigate anhedonia in PTSD using fMRI Group differences in neural activity
Ethnicity:
Syria (29.0%)
while presenting positive pictures before and
after symptom provocation using
Iraq (24.0%)
personalized Trauma Scripts
Afghanistan (20.0%)
Iran (9.0%)
Others (18.0%)
Age: 42 years (mean)
Gender: Men (n = 69)

Group differences in neural activity

To investigate rsFC between the thalamus and 1. D
 ifferences in resting state functional
Republic of Ethnicity:
connectivity in the thalamus
Korea
North Korean (n = 85) cortical brain regions, as well as the
 ifferences in functional connectivity
Age: 39 years (mean)
relationships of this rsFC with PTSD-related 2. D
strengths by cortical regions
Gender: Men (n = 20)
characteristics
3. A
 ssociations between thalamic rsFC and the
Women (n = 65)
clinical features of PTSD
To investigate in resting state functional
1. D
 ifferences in functional connectivity of the
Republic of Ethnicity:
amygdala
Korea
North Korean (n = 45) connectiv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2. C
 orrelation between alexithymia and
alexithymia in refugees
South Korean(n = 40)
connectivity strength of the amygdala
Age: 35.5 years (mean)
Gender: Men (n = 20)
Women (n = 65)

Germany

MRI-measures

Non-MRI Measures

(Continued to the next page)

1. CAPD-5: to assess current and lifetime PTSD
symptoms
2. LEC: PTSD assessment
3. SCAN: to diagnose PTSD, depression and
personality change

1. HTQ: trauma assessment
2. DSM-5: to assess PTSD and depression
3. PSSI: PTSD symptom severity
4. HSCL: depression symptom severity

1. CAPS: PTSD assessment
2. BDI: depression
3. TAS: alexithymia
4. Trauma Exposure checklist for NK Refugees

1. CAPS: PTSD assessment
2. BDI: depression
3. Trauma Exposure Check List for North Korean
Refugees

Ethnicity: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raumatic stress 1. Volume of hippocampus and insula
1. CAPS-DX: PTSD assessment
Albanian (n = 1)
experiences and PTSD on both brain
2. N
 AA and NAA/Creatine ratio in hippocampus 2. MP test: memory test
Serbian (n = 1)
structures and functions in hippocampus
and insula
3.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buse and
Romani (n = 1)
and insula
neglect during childhood
Turkish (n = 1)
4. M.I.N.I: neuropsychiatric symptoms
Age: 34 years (mean)
5. A shortened version of the Vivo Checklist of
Gender: Men (n = 47)
War, Detention and Torture Events
Ethnicity:
To investigate PTSD-related, structural
Differences in cortical volume (prefrontal,
1. CAPS-DX: PTSD assessment
Kurdish (n = 48)
alterations in cortical regions.
parietal and posterior midline regions)
2. M.I.N.I: neuropsychiatric symptoms
Albanian (n = 1)
3. A shortened version of the Vivo Checklist of
Serbian (n = 1)
War, Detention and Torture Events
Romani (n = 1)
Turkish (n = 1)
Age: 33. 5 years (mean)
Gender: Men (n = 52)

Eckart et al.,
(2011) [A2]

Country

Observation
study

Eckart et al.,
(2012) [A1]

Germany

Study design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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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활용 PTSD 난민 연구동향

163

https://doi.org/10.7586/jkbns.2021.23.3.159

www.bionursingjournal.or.kr

Observation
study

Uldall et al.,
(2020) [A7]

Shin et al.,
(2017) [A8]

Country

Sample

Purpose

Ethnicity:
To investigate psychotic and anhedonic
Syria (29.0%)
symptoms in PTSD is related to reward
Iraq (24.0%)
processing of the brain using fMRI
Afghanistan (20.0%)
Iran (9.0%)
Others (18.0%)
Age: 41 years (mean)
Gender: Men (n = 70)

Republic of Ethnicity: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Korea
North Korean (n = 53) neurocognitive characteristics and neural
Age: 46 years (mean)
metabolite concentrations in North Korean
Gender: Men (n = 4)
refugees with PTSD.
Women (n = 49)

Denmark

MRI-measures

1. M
 etabolites in Hippocampus: Glutamic acid,
NAA, Glutamic acid + Glutamine
2. M
 etabolites in ACC: Creatine, Glutamine,
Myo-inositol, NAA, NAA+NAAG

Group differences in neural activity

Non-MRI Measures

1. CAPS-DX: PTSD assessment
2. MMPI-PTSD: PTSD assessment
3 .BDI: depression
4. STAI: anxiety
5. K-WAIS: cognitive function
6. EXIT: cognitive function
7. The Rey-Kim memory test: verbal and visual
memory

1. CAPS-5: PTSD assessment
2. LEC: PTSD assessment
3. SCAN: to diagnose PTSD, depression and
personality change
4. HTQ: to assess PTSD, depression, and anxiety
5. HSCL-25: to assess PTSD, depression, and
anxiety

CAPS-DX = Clinician-Administered PTSD Scale for DSM-IV; CAPS-5 = Clinician-Administered PTSD Scale for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MMPI-PTSD =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PTSD;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STAI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K-WAIS = Korean version of the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AVLT = 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CFT = Complex
Figure Test; EXIT = Executive Intelligence Test; MINI = Mini-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MP test = a test for the memory of places of objects; NAA = N-Acetylaspartate; ACC = Anterior Cingulate Cortex;
NAAG = N-acetylaspartylglutamate; LEC = life events checklist; SCAN = Schedules for Clinical Assessment in Neuropsychiatry; PTSD-NSP = PTSD patients with no secondary psychotic symptoms; PTSD-SP = PTSD
patients with secondary psychotic symptoms; RHC = refugee healthy controls; HTQ = Harvard trauma questionnaire; HSCL-25 = Hopkins Symptoms Check List-25; SCID = The Korean version of the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schedule for DSM-4 Axis 1 Disorders; TEC = trauma-exposed controls; HC = healthy controls; TAS = Toronto Alexithymia Scal.

Study design

Experimental
study

Author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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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utcomes of the Selected Studies
Author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Eckart et al.,
(2012) [A1]

PTSD: Traumatized non-PTSD: Healthy subject (n) = 20:16:11
CAPS DX-score
PTSD: Traumatized = 68.90:13.05 (p< .001)

Eckart et al.,
(2011) [A2]

PTSD: Traumatized non-PTSD: Healthy subject (n) = 20:19:13
CAPS DX-score
PTSD: Traumatized = 68.90:13.05 (p< .001)

Jeon et al.,
(2020) [A3]

PTSD: Traumatized non-PTSD: Healthy subject (n) = 23:22:40
CAPS total, current (mean)
PTSD: Traumatized non-PTSD = 41.22:5.55 (p< .001)
CAPS total, lifetime (mean)
PTSD: Traumatized non-PTSD = 68.96:12.00 (p< .001)
NK with PTSD: NK without PTSD (n) = 10:35
Current CAPS total of NK (mean) = 23.78
Lifetime CAPS total of NK (mean) = 41.11

Kim et al.,
(2020) [A4]

Liddell et al.,
(2020) [A5]

Uldall SW et al.,
(2020) [A6]

Uldall SW et al.,
(2020) [A7]
Shin et al.,
(2017) [A8]

MRI outcome
Volume
Hippocampu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3 group.
Insula: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3 group.
NAA concentration
Left and right hippocampu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3 group.
Insula: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3 group
Volume
Bilateral isthmus of the cingulate: Traumatized < nontraumatized (p= .017),
PTSD < nontraumatized (p= .013)
Right inferior parietal cortex: Traumatized < nontraumatized (p= .049),
PTSD < nontraumatized (p= .001)
Bilateral rostal anterior cingulate cortex: Traumatized < nontraumatized
(p= 0.026), PTSD < nontraumatized (p= .004)
Left isthmus of the cingulate: Traumatized < nontraumatized (p= .02),
PTSD < nontraumatized (p= .002)
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rsFC)
Right thalamus and left postcentral gyrus: PTSD,HC > TEC (p= .001)
Left thalamus and left precentral gyrus: HC > PTSD, TEC (p= .018)
Left thalamus and right postcentral gyrus: PTSD, HC > TEC (p= .002)

Functional connectivity
Left amygdala and bilateral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 NK > SK
(p= .047: left, p= .003: right)
Left amygdala and left 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 (dACC): NK > SK (p= .001)
Torture survivor group: Non-torture survivor group (n) = 31:27 Neural activity in happy face processing
PTSD diagnosis (DSM-5)
Right ventral striatum: TS < NTS (p< .001)
TS group: NTS group = 14:10 ( p= .531)
Neural activity in fear face processing
Left hippocampus: TS > NTS (p< .001)
PTSD: Healthy subject (n) = 38:31
Neural activity when viewing positive pictures
CAPS-5 score (PTSD participants)
Fusiform gyrus: RHC > PTSD (p< .001)
Arousal symptoms (mean)
Right inferior temporal gyrus : RHC > PTSD (p< .001)
PTSD: Non-PTSD = 17.5:8.3 (p< .001)
Left middle occipital gyrus : RHC > PTSD (p< .001)
Avoidance symptoms (mean)
Correlation between neural activity and anhedonia when viewing
PTSD: Non-PTSD = 7.8:3.6 (p= .002)
positive pictures
Dissociation symptoms (mean)
Neural activity & anhedonia: Negative (p= .003)
PTSD: Non-PTSD = 7.8:3.5 (p= .003)
PTSD-NSP: PTSD-SP: RHC (n) = 18:21:31
Neural activity with monetary reward task
Harvard Trauma Questionnaire (mean)
Left precommissural dorsal putamen (pre-DPU): PTSD-SP < PTSD-NSP (p< .050)
PTSD-NSP: PTSD-SP: RHC = 2.8:3.1:1.4 (p= .010)
Medial prefrontal cortex (mPFC): PTSD < RHC (p= .007)
PTSD: non-PTSD (n) = 30:23
NAA concentration
CAPS-DX-score
Anterior Cingulate Cortex (ACC): PTSD < Non-PTSD (p< .019)
PTSD: Non-PTSD = 51.7:13.5 (p< .001)

논 의

최근 정신건강 분야 연구에서 MRI를 PTSD 진단과 중재의 평가
에 활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22-24], 대부분 전쟁을 경험한

본 연구는 PTSD 난민을 대상으로 MRI를 활용한 연구를 고찰함

군인,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 등을

으로써, 향후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난민 대상 PTSD 진단 및 간호

대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5-28]. PTSD난민을 대상으

중재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 탐색을 위해 시행된 주제범위 문

로 한 연구에서 MRI를 활용한 연구가 8편으로 제한된 것은 난민이

헌 고찰 연구이다. PTSD 난민에게 사용할 수 있는 뇌 바이오마커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이 있다. 특정 지역 또는 캠프

탐색을 위해 MRI 활용 연구에 관한 주제 범위 문헌 고찰을 시행한

에 거주하는 난민을 연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

결과, 아직 연구가 8편으로 그 수가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가 필요하고, 캠프 방문이 가능해지더라도 난민의 어려운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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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여건은 연구 참여의 제한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9].

윤진수· 김민수· 추상희

가 건강한 대상자보다 낮은 반면[A3], 좌측 편도체와 측두엽 전전두

본 연구에서 확인된 PTSD 난민을 대상으로 MRI를 사용하여 뇌

피질 간 기능적 연결성, 그리고 좌측 편도체와 좌측 등 전대상피질

의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측정한 연구는 독일, 덴마크, 뉴질랜드에

간 기능적 연결성은 PTSD대상자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A4], 뇌의

서 시행된 연구가 5편,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

휴식기 연결성을 난민 PTSD의 진단 바이오마커로 활용하기 위해

가 3편이었다. 해외에서 연구된 문헌 5편은 모두 남성만을 연구 대

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상자로 선정한 반면, 국내에서 연구된 문헌 3편의 연구 대상자는 여

특정 뇌 부위에서 PTSD대상자와 건강한 대상자 간의 신경활성

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포함되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도 차이를 보기 위해 긍정안면중재 및 공포안면중재와 보상중재를

71%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30].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PTSD 대상자가 대조군에 비해 긍정 안면 중

PTSD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31],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고

재 및 보상중재에는 더 낮은 신경활성화정도를, 공포안면중재에는

정된 성역할이나 유전, 그리고 호르몬이 PTSD에 영향을 주기 때문

더 높은 신경활성화정도를 보였다[A5,A6,A7]. 이는 편도체-청반-전

이다[32]. 또한 성별에 따라 경험한 트라우마의 종류와 빈도도 다른

대상 회로에서, PTSD 대상자에게 발견되는 원심성 비아드레날린성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남성은 주로 강제추방이나 수감, 반면에 여

투사가 청반으로부터 이루어지면 전대상의 공포 조건화 기능이 저

성은 성폭력이나 납치에 주로 노출되어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것으

하되어 공포 반응에 대한 과활성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로 알려져 있다[33]. 따라서 향후 PTSD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41]. 또한 PTSD 대상자에게서 발견되는 편도체와 전대상피질 사이

진행할 때에는 이러한 성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 유의한 휴식기 연결성은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단편적인 공포자

뇌의 구조적 변화를 측정한 문헌 2편에서는 해마와 뇌섬, 또는 전

극만 등장해도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대뇌피질 부위의 부피를 측정하였는데, 해마는 대상을 인식하고 맥

데 기여하는 것으로 유추된다[A3]. 즉, 트라우마 경험 이후 공포자

락을 파악하는 등 현실적인 상황 파악에 관여하고[34], 뇌섬은 공포

극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전대상피질 간 휴식기 연결성이 높아지

상황에서 뇌의 가교 역할 및 감정의 상기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

고, 편도체-청반-전대상 회로의 비아드레날린성 투사로 인한 공포

져 있다[35]. 사건의 재경험과 자극으로부터의 회피가 PTSD의 주된

자극 과활성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PTSD 증상 중 하나인 공포자

증상이므로, 해마와 뇌섬의 기능은 PTSD증상과 관련이 높아 연구

극에 대한 과활성화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긍

의 주된 관심부위이다[36]. 참전군인을 대상으로 PTSD 심각도와 해

정적 자극에는 신경이 둔해지지만, 부정적 자극에는 신경이 과활성

마의 부피 간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PTSD 심각도가 높을수록

화되는 PTSD 대상자의 뇌의 기전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간호중

해마의 부피가 감소하였고[37], 뇌섬 또한 PTSD 대상자에서 부피가

재 개발 및 평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감소됨이 보고된 바 있다[38].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PTSD 난

뇌의 대사물질 변화를 연구한 문헌은 2편으로, 전대상피질의

민을 대상으로 해마와 뇌섬의 부피변화를 관찰한 문헌은 1편뿐으

NAA수치는 PTSD대상자가 건강한 대상자에 비해 낮게 측정된 반

로, 해마와 뇌섬의 부피 변화가 PTSD 난민에게 유의하게 나타나는

면[A8], 해마와 뇌섬에서는 대사물질 농도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를 보이지 않았다[A1]. NAA는 단백질 안정성을 유지하는 뇌에 존재

전대상피질은 해마와 편도체 등의 감정조절 변연계와 연결되어

하는 유기화합물로, 단백질 접힘 오류로 유발되는 알츠하이머병,

있어 자극과 반응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공포반응에 대

파킨슨병, 헌팅턴 무도병 등의 신경퇴행성 질환의 바이오마커로 가

한 선택적 집중과 소멸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공포에 대한 과활성화

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42]. 과거에 동물실험에서 해마 NAA 수치의

가 발생하는 PTSD증상과 연관성이 깊다[39]. 142명의 참전 군인을

감소가 PTSD증상을 예견하는 지표로 쓰일 가능성이 제시되었으

대상으로 전대상피질의 부피와 PTSD 증상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며[43], 최근 47명의 성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결과, 전대상피질의 부피가 더 작은 대상자일수록 상황에서 더 높

PTSD대상자에게도 해마의 NAA수치의 감소가 발견되었다[44]. 전

은 신경흥분상태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대상피질이 해마와 편도체의 신경활동을 제어하는 특성을 고려할

[40]. PTSD난민에서 전대상피질의 위축은 자극의 습관화를 방해하

때[45], PTSD 대상자가 건강한 대상자보다 전대상피질에서 NAA 농

여 위협적 자극에 대한 과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가 낮게 발견된 연구 결과는 전대상피질이 해마보다 더 선제적인

PTSD대상자의 뇌의 기능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중재 없이 시

PTSD예측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상과 중심이랑 간 뇌의 휴식기 연결성을 측정한 2편의 연구결과에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간호중재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데

서, 좌측 시상과 좌측 중심전이랑 간 기능적 연결성은 PTSD대상자

있어서 환자보고 증상 이외에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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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임상전문가에 의한 임상적 진단에 의존하
는 PTSD 관련 분야에서 MRI를 활용한 진단 및 간호중재 평가가 가
능해진다면 문화권이 다른 국가나 사회에서 이주한 난민을 대상으
로 PTSD에 대한 조기 스크리닝과 적극적인 간호중재 도입이 가능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fMRI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PTSD상태와 심각성, 증상 등을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PTSD
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간호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PTSD를 조기 스크리닝하고 필요한 간호중재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간호연구를 활성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 론
PTSD 난민을 대상으로 뇌영상기법을 사용한 연구에 관해 주제범
위 문헌 고찰을 한 결과 최종 선택된 논문은 8편으로, 아직 연구가 제
한적으로 이루어짐이 확인되었다. 제한된 논문 편수에도 불구하고
MRI를 통해 PTSD가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일으키는 뇌 부위는 다
양하게 탐색되고 있어 아직 연구가 초기단계임이 확인되었다. PTSD
와 뇌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변화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체계적인 연
구는 향후 간호사에 의한 데이터 기반 조기 스크리닝과 비침습적 간
호중재의 도입과 평가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므
로 관련 연구가 간호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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