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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comorbidity according to the patterns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in patient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Methods :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and beck
anxiety inventory (BAI) were administered to 151 PTSD patients classified into four groups of adaptation,
vulnerable temperament, immature personality and composite vulnerabil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MANOVA and Chi-square tests were conducted to analyze
differences in BDI, BAI, temperament and character scores and rate of comorbid disorders between the four
groups.
Results : The immature character and complex vulnerability group showed the higher rate of comorbid
depression disorder. Anxiety and depression severit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especially
depression severity had higher scores in the immature character and complex vulnerability groups and anxiety severity had higher scores in the complex vulnerability group than adaptive group. The immature character and complex vulnerability groups showed significantly lower score on the temperament scale of reward
dependence and persistent.
Conclusion : The results demonstrate the significance of adaptive characteristics on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regardless of vulnerable temperaments, and its consequent role in the management of character factors relative to intervention regarding PTSD. (Anxiety and Mood 2019;15(2):94-100)
KEY WORDS : PTSD·Temperament·Character·Anxiety·Depression.

서

론

적 또는 대리적으로 노출된 이후 나타나는 침투적 기억, 재경
험, 회피, 정서적 마비와 과각성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정신장애이다.1 이러한 PTSD 환자는 우울장애, 공황장애와

PTSD)는 전쟁, 자연재해부터 교통사고, 산업재해, 폭행, 강간

범불안장애를 포함하는 불안장애, 물질사용장애, 성격장애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상성 또는 스트레스성 사건에 직접

등 여러 정신장애와의 높은 공병률을 보일 뿐 아니라,2,3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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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으나 비환자 집단에 비해 높은 우
울 및 불안 수준을 나타내는 등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4
최근까지 이러한 PTSD를 유발 및 지속시키는 다양한 요인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5,6 특히, 성격적인 특징은 유전
및 환경 요인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비정상적
인 정신적·심리적 상태를 매개한다는 점에서 PTSD의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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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7 성격(per-

하는 것과 연관된다. 마지막으로 자기초월(self-trancen-

sonality)이란 개인의 감정, 사고, 행동양식을 포함하고, 개인

denec)은 자신을 우주나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일체

의 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 개념으로, Kraepelin8

감을 느끼는 정도를 반영하며, 이는 영성 및 종교적 신앙의

은 성격이 개인의 태도, 대인관계와 자아상을 특징짓고, 정신

수용, 감사 성향과 관련된다.

질환 발달의 기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러한 Coloninger의 모델에 기초하여 측정된 기질 및 성

에 따라 정신과적 장애의 치료에서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 적

격 특성은 여러 정신질환과의 관련성이 연구되어 왔다. 특히,

용하여야 할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다양한 성격 특성과

PTSD 환자의 기질 및 성격 특성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는 높

PTSD와의 연관성이 연구되어 왔다. 일례로 PTSD로 진단된

은 위험회피와 자극추구, 낮은 사회적 민감성이 베트남 참전

참전 군인의 경우, NEO 성격척도를 사용한 성격 특성에서는

군인의 PTSD 증상과 연관됨을 확인하였다.12 이후 외상 사건

유의미하게 낮은 호감성과 높은 외향성을 보였고,9 화상으로

과 관련된 국내외 PTSD환자들의 연구에서도 높은 위험회피

인한 PTSD 환자의 경우 높은 신경증 수준과 낮은 외향성이

와 높은 자극추구의 동시 상승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7,13,14

나타났다.10

이에 대해 Cloninger 등11은 기질 차원 중에서도 자극추구와

Cloninger 등11의 심리생물학적 성격 모델은 성격(person-

위험회피 두 척도가 동시 상승할 경우, 보상을 얻기 위한 접

ality)이 기질(temperament)과 성격 특성(character)라는 두

근 행동을 하는 동시에 위험을 피하기 위한 회피 행동이 나

개의 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기질은 환경적인

타나게 되면서 접근-회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자극에 대한 자동적인 정서적 반응 성향을 의미하며, 유전적

있다. 자극추구를 통해 즉각적으로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측면과 연관된 일생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으로 알려져

욕구와 위험을 회피함으로써 안전을 지속하고자 하는 두 가

있다. 이와 달리 성격 특성은 개인이 지니는 목표와 가치의

지의 상반된 욕구를 함께 충족시키기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차이 같은 상대적으로 의식적인 자기-개념(self-concept)과

두 기질이 모두 높을 경우 개인은 혼란감을 경험하기 쉽고,

관련된다. 이처럼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동일시하

우울감 등의 정서적 고통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으며, 신경증

고 있는가를 포함하는 성격 특성은 기질을 바탕으로 한 환경

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데, 사회문화적인 학습의 영

자극 추구와 위험회피 척도가 모두 높은 상태가 개인의 적응

향을 받으면서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한 개인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취약한 기질적 특성으로 알려

은 자기-개념을 통해 현재의 경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평가하

지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자율성과 연

게 되고, 그에 따라 정서 반응도 변화하기 때문에, 성격 특성

대감을 기초로 하여 성격의 성숙도(character maturity)를 설

에 따라 개인의 적응 수준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명하였다. 특히, 자율성과 연대감이 모두 낮은 경우를 미성숙

Cloninger 등11이 제시한 모델을 기초로 기질 및 성격검사

성격(immature character)으로 보았으며, 이 성격 특성을 지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가 만들어 졌

닌 경우에는 성격장애의 가능성이 높고, 방어적이고 혼란스

는데, 이는 4개의 기질과 3개의 성격 특성을 측정한다. 먼저

러우며 적대적인 특성을 보임으로써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

기질에는 행동 활성화 체계와 관련되어 새로운 자극이나 보

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

상 추구에 대한 행동을 활성화하거나 반대로 적극적으로 처

이처럼 현재까지 비임상 집단이나 다른 임상 집단에 비해

벌을 회피하는 행동 활성화와 관련된 자극추구(novelty

PTSD 환자들이 지니는 기질 및 성격 유형은 비교적 많이 연

seeking), 행동 억제 체계와 관련되어 처벌이나 위험 신호에

구되었으나, 개인이 보유한 기질 및 성격 특성의 조합에 따라

대한 반응으로서 행동을 억제하는 위험회피(harm avoid-

PTSD 환자의 임상적인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ance), 사회적인 보상 신호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하는 사회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질과 성격 특성을 고려한 심리

민감성(reward dependence)과 지속적인 강화 없이도 한번 보

적 개입이 일괄적인 치료 프로토콜에 비해 더욱 효과적임을

상된 행동을 꾸준히 지속하려는 유전성 경향인 인내력(per-

고려할 때, 개인의 특정한 기질 및 성격 특성의 보유 여부와

sistence)이 포함된다. 성격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과의

임상적 특성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을 얼마나 ‘자율적인 인간’으로 인식하

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특히, PTSD에서 우울장애와 불안

는가를 반영하는 자율성(self-directedness)은 행동에 대한

장애의 공병이 흔히 나타나고, 공병을 지닌 경우 더 부정적인

통제력, 자기효능감, 자존감, 책임감과 관련된다. 또한 연대감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operativeness)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을 집단의 한 부

취약 기질, 미성숙한 성격 특성의 보유 여부에 따라 PTSD 환

분이라고 지각하고 집단 내 타인과 동일시하며 이들을 수용

자를 분류하고, 집단에 따라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 공병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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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불안 및 우울 심각도, 다른 기질 및 성격 특성의 차이가

우울 증상 : 한국판 백 우울 척도 2판 (Korean-Beck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Depression Inventory-, K-BDI-Ⅱ)
우울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Beck 등이 개발한 백 우울

대상 및 방법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Chung 등18이 번
안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BDI를 사용하였다. 연구를 위해 저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작권자인 한국심리주식회사를 통해 설문지를 구입하고, 연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

구 목적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이

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No. 2019-03-018). 자료 수집은 병

척도는 우울감, 죄책감, 자살사고, 수면문제 등을 포함한 총

록 점검(chart review)을 통해 후향적으로 진행되었고, 2012년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0=전혀 그렇지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

않다~3=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여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의학과에 내원한 입원 및 외래 환자 중 DSM-IV 진단 기준

증상을 심하게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척

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게 PTSD로 진단된 만 19세 이상의

도의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환자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PTSD로 진단된 환자 중 종합심리
평가가 시행된 환자는 167명이었고, 이들 중 뇌손상이나 지적

불안 증상 : 한국판 백 불안 척도(Korean-Beck Anxiety

제한 등으로 적절한 자기보고가 어려워 검사의 신뢰도를 저

Inventory, K-BAI)

해하는 16명(9.5%)을 제외한 15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

불안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Beck, Epstein, Brown과

었다. 이 중 남성은 88명(58.3%), 여성은 63명(41.7%)이었다. 이

Steer이 개발한 백 불안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들의 평균 연령은 39.7세(SD=16.54)였다. 외상 유형으로는 가

BAI)를 Yook과 Kim19이 번안한 한국판 BAI를 사용하였다.

정 및 학교 폭력을 포함하는 대인 외상이 107명(70.9%)이었

연구를 위해 저작권자인 한국심리주식회사를 통해 설문지를

고, 교통사고와 산재를 포함하는 비대인 외상이 44명(29.1%)

구입하고 연구 목적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이었다. 공병 장애로는 우울장애가 33.1%로 가장 많은 비중

받았다. 이 척도는 불안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불안장애(9.2%), 성격장애(4%)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0=전혀 그

으로 많았다.

렇지 않다~3=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여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증상을 심하게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 도구

는 척도의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기질 및 성격 특성 :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집단 분류

Character Inventory, TCI)
기질 및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Cloninger 등의 모델

먼저, Cloninger 등11의 제안에 따라,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가 모두 70%ile 이상일 경우를 취약 기질로, 자율성과 연대

에 근거하여 Goth, Cloninger와 Schmeck이 제작한 단축형

감 수준이 모두 30%ile 이하일 경우를 미성숙 성격 특성으로

독일판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

정의하였고, 전체 집단을 취약 기질과 미성숙 성격 특성의 보

ventory-RS)를 Min 등17이 국내에서 번안 및 표준화한 한국

유 여부에 따라 다음의 하위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형 성인용 기질 및 성격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 19

취약 기질과 미성숙 성격 특성을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검사로 총 140문항에

다른 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절한 적응이 가능한 집

대해 리커트 5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단으로 여겨지므로 적응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평정한다. 구성을 살펴보면 4개의 기질 차원(자극추구, 위험

다음으로 취약 기질만을 보유한 집단은 취약기질집단, 미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과 3개의 성격 특성(자율성, 연

성숙 성격 특성만을 보유한 집단은 미성숙성격집단으로 분

대감, 자기초월)을 포함하는 총 7개의 척도와 29개의 하위척

류하였고, 취약 기질과 미성숙 성격 특성을 모두 보유한 집단

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7개 척도의 백분위 점수

을 복합취약성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PTSD 환자

가 사용되었고, 백분위 점수가 70%ile 이상일 경우를 해당

151명 중 48명(32%)이 취약한 기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

기질이나 성격 특성이 높은 수준으로, 30%ile 이하일 때 해

고, 71명(47%)이 미성숙 성격 특성에 해당하였다. 이 두 요인

당 기질이나 성격 특성이 낮은 수준으로 해석하였다.

의 여부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적응집단 68명
(43%), 취약기질집단 12명(8%), 미성숙성격집단 35명(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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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χ2=4.16, p=0.245), 우울장애

복합취약성집단 36명(24%)으로 나타났다.

공병 비율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χ2=13.43,
자료 분석

p＜0.01). 구체적으로 우울장애 공병을 보인 50명 중 18명

집단 간 성별, 연령, 우울 및 불안장애의 비율에서 차이가

(36%)이 복합취약성집단에 해당하였고, 미성숙성격집단이 16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분산분석(ANOVA)과

명(32%), 적응집단이 14명(20%) 취약기질집단이 2명(4%) 순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시행하였다. 또한 본 연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Table 1).

구의 목적인 특정 기질 및 성격 유형에 따라 우울 및 불안 심
각도와 기질 및 성격 특성(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자기초월)에

기질 및 성격 특성 조합에 따른 우울 및 불안 증상, 다른

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

기질 및 성격 특성 차이

(MANOVA)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사후 검증을 위해 Schef-

취약 기질과 미성숙 성격 특성 보유 여부에 따라 네 집단

fe 분석법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컴퓨터용 소프트

에 따른 우울 및 불안 증상 심각도와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웨어인 SPSS 18.0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양쪽 방향으로

자기초월 척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때,

α수치 0.05 이하일 때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연령과 성별,
공병 장애를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

결

과

하였다. 그 결과는 Tab1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 자율성과 연대감 성격 특성의 경우, 이들의 점

인구통계학적 특성

수 차이에 근거하여 집단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집단에 따른

각 집단의 평균 연령은 각각 적응집단 43.41세, 취약기질집

차이 검증에서 제외하였다.

단 44.33세, 미성숙성격집단 39.69세, 복합취약성집단 35세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우울 심각도에서 네 집단 간 차이가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249, p=0.024). 성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145)=10.25, p＜0.001). Scheffe 검

별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적응집단 38%, 취약기질집단 50%,

증을 통한 사후분석 결과, 적응집단이 미성숙성격집단(p＜

미성숙성격집단 77%, 복합취약성집단 29%로 다양하였고, 집

0.001)과 복합취약성집단(p＜0.001)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우

단 간 성별의 비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χ2=24.04,

울 심각도를 보였으나, 적응집단과 취약기질집단 간에는 유의

p＜0.001). 취약 기질과 미성숙 성격 특성 보유 여부에 따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불안 심각도에서도 네 집단

공병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 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F(3,145)=3.99, p＜0.01), 사후분석

과,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6.537,

결과 복합취약성만이 적응집단에 비해 높은 불안 수준을 보

p=0.009).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장애별 공병률

였다(p＜0.001).

을 확인한 결과, 불안장애 공병 비율에서는 집단에 따른 유의

다음으로 기질 및 성격 특성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적

Table 1. Demographic and background characteristics (%)
Characteristic
Age (mean, SD)

All

Adaptation

(n=151)

(n=68)

39.69 (16.54)

43.41 (16.45)

Vulnerable

Immature

Composite

temperament

character

vulnerability

(n=12)

(n=35)

(n=36)

44.33 (14.28)

35.69 (14.30)

35.00 (17.06)

Gender
Male

58.3

38.2

50

77.1

80.6

Female

41.7

61.8

50

22.9

19.4

Traumatic event
Interpersonal

29.1

20.6

25

34.3

41.7

Impersonal

70.9

79.4

75

65.7

58.3

Comorbidity
Depression

33.1

20.6

16.7

45.7

50

F or χ2

p

3.249

0.024*

24.043

0.000

5.693

0.128

26.537

0.009

13.426

0.004

‡

†

Anxiety

9.2

8.8

25

8.5

5.6

4.157

0.245

Personality

4.0

4.4

0

5.7

2.7

0.944

0.815

Others

1.3

1.4

0

2.9

0

1.284

0.733

†

*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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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among groups with temperament and character patterns (mean, SD)
MANOVA§

Vulnerable

Immature

Composite

temperament

character

vulnerability

F (3,145)

p

Post Hoc

25.90 (1.41)

32.39 (3.14)

36.15 (1.87)

38.41 (1.86)

10.776

0.000*

A<C, D

24.99 (1.70)

31.96 (3.79)

31.79 (2.56)

34.43 (2.25)

4.088

0.008

A<D

Reward dependence

40.95 (3.13)

46.43 (6.99)

9.14 (4.16)

18.67 (4.15)

15.042

Persistent

46.64 (3.57)

57.30 (7.97)

10.37 (4.75)

24.05 (4.73)

15.357

Self-transcendence

55.35 (3.79)

54.84 (8.45)

37.93 (3.04)

57.26 (5.02)

3.303

Adaptation
Depression
BDI
Anxiety
BAI

†

Temperament and character
0.000* C, D<A, B
0.000* C, D<A, B
0.022

‡

C<A

A : Adaptation, B : Vulnerable temperament, C : Immature character, D : Composite vulnerability. * : p＜0.05, †: p＜0.01, ‡: p＜0.001,
§ : With control for age and gender

민감성에서도 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145)=

취약한 기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성격 특성(character)이 취

13.66, p＜0.001]. 사후 분석 결과, 적응집단이 복합취약성 집

약한 기질을 보상할만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비교적 성숙

단(p＜0.001)과 미성숙성격집단(p＜0.001)에 비해 높은 사회

한 성격(personality)을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보다 성

적 민감성 수준을 보였을 뿐 아니라, 취약기질집단 역시 미성

숙한 성격을 지닌 경우 병리적인 문제에 덜 취약할 수 있음을

숙성격집단(p＜0.001)과 복합취약성집단(p＜0.001)에 비해 사

보여준다.21,22 달리 말하면, 취약 기질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

회적 민감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적응집단과 취약기질집단

이 개인의 적응적 성격 특성, 즉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연대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내력 역시 집단

감의 여부가 환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 및 적응 수준과 더

간 차이가 유의미 하였는데[F(3,145)=14.36, p＜0.001], 적응집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23 이러한 결과는 PTSD 환자들이 보이

단이 미성숙성격집단(p＜0.001)과 복합취약성집단(p＜0.01)에

는 우울 증상에 대한 개입에서 이들의 성격적 특성을 우선적

비해 높은 인내력을 보였을 뿐 아니라, 취약기질집단도 미성

으로 고려하고, 이를 보완할만한 대처 기술을 향상시킬 필요

숙성격집단(p＜0.001)과 복합취약성집단(p＜0.01)에 비해 인내

수 있는 개입 전략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력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초월에서도 네 집단 간

둘째, 복합취약성집단이 적응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

차이를 보였는데[F(3,145)=3.01, p＜0.05], 미성숙성격집단이 적

준의 불안을 경험하는 것과 달리, 취약기질이나 미성숙 성격

응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자기초월 수준을 나타냈다(p

특성을 단일하게 보유한 집단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0.05).

않았다. 이는 우울 증상에서 미성숙 성격 특성을 지닌 경우
상대적으로 적응적인 기질적 특성을 지니더라도 이로 인한

고

찰

부정적인 영향을 보완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불안 증상에서
는 미성숙 성격 특성을 지니더라도 기질적으로 위험회피나

본 연구는 Cloninger 등11의 제안에 기반하여 TCI로 측정

자극추구 기질이 낮을 경우 성격 특성의 부정적 역할을 보완

된 기질 및 성격 특성의 특정 조합에 따라 PTSD 환자들의

하여 불안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불안 및 우울 수준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다. 이는 PTSD에서 나타나는 불안이 다른 불안장애와 달리

우울 수준 및 우울장애 공병률에서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

외상성 사건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반응성 불안의 특성을 띄

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성숙성격집단과 복합취약

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PTSD에서 나타는 불안

성집단이 적응집단에 비해 더 심각한 우울 수준을 보였을 뿐

증상은 외상성 사건과 연관된 자극과 접촉할 때 증가하게 된

아니라 우울장애 공병률이 높았다. 하지만 취약기질집단과

다.24 따라서 취약 기질을 보유한 개인이 촉발 자극으로 인해

적응집단 간 우울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일시적으로 불안이 상승하더라도, 그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도

다. 이는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이 동시에 상승할 경우,

록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거나 타인에게 도움행동을 요청할

우울 및 불안에 더욱 취약하다는 기존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

수 있는 성격 특성을 지닌 경우 쉽게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

20

이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 연구에서 기질에 따른 차이를 독

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성숙 성격 특성을 지니더라도 기

립적으로 살펴본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성격 특성에 대한

질적으로 위험자극에 대해 덜 억제되고 위축되는 특성이 있

결합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하게

을 경우 촉발 자극에 의해 불안이 상승하는 폭이 낮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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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PTSD 환자들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

어떠한 전략을 통해 불안을 조절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 역시 요구된다.

밝힌다면, PTSD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보다 나은 대처 방
식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변인들 간
의 관련성과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셋째, 불안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것과 달리 불

인과관계에 대해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즉, 성격 특성

안장애 공병률에서는 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이 불안 및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반대로 현재 경험

않았다. 특정 불안장애의 진단은 공포, 불안 혹은 회피 행동

하는 불안 및 우울 증상에 의해 성격 특성이 변화하였는지에

을 일으키는 대상이나 상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지적 관념

대해 명확하게 밝힐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장기

1

에 의해 구분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집단에 관계없

적인 경과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종단 연구 설계를 통해

이 불안을 유발하는 인지적 특성이 유사함을 시사한다. 즉,

각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다.

PTSD가 불안 증상을 포함하는 장애이기 때문에 주관적으

셋째, 본 연구는 임상 현장에서 PTSD로 진단된 환자군을

로 경험하는 불안의 수준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기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특정 외상 사건을 경험한 PTSD 환

질이나 성격적 특성이 PTSD 환자들이 불안을 외상 관련 자

자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비록 분석 과정

극 외의 자극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에서 외상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에 대해 단순히 대인 및 비대인 유형

마지막으로, 미성숙 성격 특성을 보유한 두 집단은 다른 집

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

단에 비해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이 모두 유의미하게 낮았

로 PTSD 환자들는 외상 사건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하는 이

다. 개인의 성격 특성이 기질적 요인에 기반하여 형성됨을 고

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

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미성숙한 성격 특성을 보유한 PTSD

를 고려하여 특정 외상 집단군에서 이러한 기질 및 성격적

환자가 다른 경우보다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에서 기질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

취약성을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두 기질적 취약성은

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체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또는 처벌이 예상될 때 적응적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환자의 심리측정적 변인들

인 행동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11 이를 고려할 때, 미성숙 성

은 긴 치료기간 내 다양한 시점에 실시되었다. 따라서 분석

격을 보유한 경우 정신질환에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결과가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혼입 요인들의 영향을 받

집단보다 적을 수 있겠다. 이에 따라, 미성숙 성격 특성을 보

았을 가능성이 있겠다. 특히, 병록 점검에 의한 후향적 연구

유한 PTSD 환자의 치료에서 적응적 행동 방략에 대한 개입

로 진행되어 PTSD 증상 심각도와 같이 현재 환자가 경험하

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는 심리적 고통감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에 대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한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 어려웠다. 게다가 다른 임상 집단이

임상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진단을 받은 PTSD 환자를 대상으

나 비임상 대조집단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나타

로 이들의 기질 및 성격 특성 유형에 따른 증상 심각도 및 적

난 결과가 PTSD 환자 고유의 특성 때문인지 기질 및 성격

응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기질 및 성격 특성 조합에

특성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대규모 표

따른 집단 분류 시 집단 내 피험자 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

본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제변인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반복

였다. 취약기질 집단에 포함된 피험자가 매우 소수였기 때문

검증이 필요하겠다.

에 이들이 실제 취약기질집단을 대표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따라서 현재 연구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결

론

과소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추후 취약기질 집
단에서 충분한 수의 피험자를 포함하여 취약기질집단과 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기질 및 성격 특성의 보유 여부에

른 집단과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필요

따라 PTSD 환자들을 적응, 취약기질, 미성숙성격, 복합취약

성이 있겠다. 다만, 성격 특성의 경우 기질과 환경 간의 상호

성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불안 및 우울

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

증상의 수준이나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의 공병률에 차이가

상성 사건을 경험할 경우 이미 형성된 성격적 특성에 변화를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복합취약성집단에서 적응집단

13,25

유발하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취약 기질을 가진 개인이

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불안 및 우울 수준을 보였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면서 복합취약성집단으로 변화되었을

다. 흥미로운 점은 기존 연구에서와 달리 자극추구와 위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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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기질이 모두 높은 집단은 적응집단과 모든 측면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자율성과 연대감 수준이 낮
은 성격 특성을 보유한 집단은 우울 수준 및 우울 공병률에
있어 적응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PTSD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과 기질 및 성격 특성을 개별적으로 살
펴본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기질과 성격 특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기질보다 성격 특성

Livingstone 1921.

9. Fauerbach JA, Lawrence JW, Schmidt CW, Munster AM, Costa PT.
10.
11.
12.

이 불안 및 우울 증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 성격 특성은 기질에 비해 치료를 통하여 변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러한 결과는 PTSD

13.

환자의 개입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PTSD 환자를 평가하는데 있어 이러한 성격 특성을 좀 더 면
밀히 다룰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4.

중심 단어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기질·성격 특성·우울·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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