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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과 불안 증상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울분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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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diating Effect of Embitterment on the Effects of Anxiety & Depressive Symptoms
on Suicide in Patients with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Namgil Ryu, MD1, Jihoon Oh, MD, PhD1, Hyeon-Hee Shim, MA2, and Jeong-Ho Chae, MD, PhD1
Department of Psychiatry1, Seoul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The Catholic Emotion Research Laboratory2, Catholic Biomedical Industrial Institut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ABSTRACT

Objective :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depression, anxiety and embitterment are highly related to
suicid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embitterment between depression, anxiety and
suicide.
Methods : A total of 174 participants with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were evaluated with STAI-S,
STAI-T, PHQ-9, PTED scale, SSI and suicide attempt history. A mediation analysis using bootstrapping was
utilized in order to estimate the indirect eff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on suicide through embitterment.
Results : Embitterment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0.291, 95% CI(0.18, 0.40)], and also i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e attempt
[b=0.066, 95% CI(0.02, 0.16)]. Although a direct effect of anxiety on suicide attempt was not significant, but
embitterment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suicide attempt
Conclusion : This suggests that embitterment may be a significant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xiety and suicide. Understanding the mediating role of embitterment on
suicide may helpful to prevent suicide. (Anxiety and Mood 2020;16(2):76-82)
KEY WORDS : Depression·Anxiety·Embitterment·PTED·Suicidal ideation·Suicide attempt·Mediation.

서

있다.2 또한 우울은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론

발견되는 일반적인 특징이며,3 여러 심리 부검 연구들에 의하
국내 자살 사망자 수는 2018년 한 해 13,670명으로 전년

면 자살 사망자들의 가장 흔한 공존 질환은 우울증이었다.4,5

대비 1,207명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불안 역시 자살과 연관성이 있는데, 공존하는 다른 정신 질환

1

따르면 자살은 10~30대에서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1위이다.

과 관계없이 불안장애가 자살 행동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

2018년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자살률(OECD 표준인구 10

로 알려져 있다.6 따라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울 및

만 명당 명) 역시 한국은 24.7명 수준으로, OECD 평균 11.5명

불안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자살 위험성을 예측하고 환자들

에 비해 월등히 높아 자살은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보건문제

이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평가 및 처치하는 것이

이다.

중요하다.

우울은 자살과 가장 관련 있는 단일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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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DSM-5 진단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외상 후
울분장애(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PTED)’도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질환 중 하나이다.7 외상 후
울분장애는 DSM-5 분류상으로는 기존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나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로 분류되기는 하나, 일상생활에서 불공정
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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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울분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독특한 질환 분류이다. 울분

도와 특이도가 높아 일차 진료 환경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embitterment)이란 실망감, 모욕감 또는 패배자가 된 감정,

장점이 있다. 이 척도는 우울 증상에 대해 9개의 문항으로 구

복수심에 불타지만 무력한 감정을 포괄하는 복합 감정이다.8

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0점에서 3점까지 채점할 수 있어 총점

우울 및 불안은 울분과 관련이 있는데 PTED 환자들은 범불

은 0점에서 27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안장애, 주요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 광장공포증, 공황장애

심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내에서 표준화 연구 및 신뢰

9

등과 같은 여러 우울 및 불안장애들을 함께 진단받았다. 또

도, 타당도 연구를 통해 PHQ-9 한국어 번역본의 유용성이

한 PTED 환자들은 활동량 저하, 반복적인 침습적 사고, 사

입증되었다.13,14 본 연구에서는 자살 사고에 관해 물어보는

건을 반추시키는 자극에 대한 회피, 식욕 및 의욕 상실, 불면

9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점수의 합계를 사용하였다.

등과 같은 우울 및 불안장애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을 보였다.10 한편 한국인 일반인구에서 중증 이상의 PTED의

불안 평가 척도

유병률은 13.3%이었으며 이는 독일 일반인구에서 중증 이상

불안을 평가하기 위해 Spielberger 등15이 고안한 상태-특

의 PTED의 유병률인 2.5%와 비교하여 훨씬 높은 수준이

성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한국어

11

다. 이처럼 한국인에서 울분이라는 정서와 PTED가 중요한

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STAI는 각각 20문항으로 이루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울분과 자

어져 있고,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상태불안 척도(STAI-S)와

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특성불안 척도(STAI-T)로 구성 되어

연구는 우울 및 불안이 자살 사고와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

있다. 상태불안은 일시적인 감정의 상태로서 특정 상황이나

향을 확인하고, 울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주관적이고 의식적인 불안을 뜻

하여 시행되었다.

한다. 특성불안은 특정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 고유
가 내재하고 있는 불안성향을 뜻하고 자신이 평소에 어떻게

대상 및 방법

느끼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측정한다. 각각의 항목은 1점에서
4점까지 채점할 수 있어 총점은 20점에서 80점 사이로 측정

본 연구는 2016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내원한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

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이 심각함을 의
미한다.

인 환자 중 DSM-IV에 의거하여 주요우울장애, 기분부전장
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울장애 등의 우울장애로 진단된 환

울분 평가 척도

자와 강박장애,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 외상 후

울분을 평가하기 위해 Linden 등16 이 개발한 외상 후 울분

스트레스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불안장애 등의 불안장애

장애 자가 평가 척도(PTED self-rating scale, PTED 척도)를

로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자들의 정보는

국내 표준화한 한국어판 PTED 척도를 사용하였다. PTED 척

자가 보고식의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이 중에서

도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19개의 문항은 크게 심리적

정보가 충실히 작성되어 분석이 가능한 총 174명의 정보를 대

상태와 사회적 기능, 그리고 사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 및 복수에

상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

대한 생각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목은 0점

은 뒤 동의를 하였으며 서울성모병원 임상연구 윤리심의위원

에서 4점까지의 점수로 평가되며 총점은 0점에서 76점 사이로

회의 승인(IRB No.KC09FZZZ0211)을 받았다.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어판 PTED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76, 내적 합치도는 0.962였다.17 전체 항목의

연구 도구 및 척도

평균 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오랜 기간 울분으로 고통 받는
‘지속적 울분’ 상태로 해석하며, 2.5점 이상인 경우 울분으로

우울 평가 척도

인한 심한 장애가 있는 ‘극심한 울분’ 상태라고 할 수 있다.16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위해 Spitzer 등12이 고안한 환자 건
강 설문지(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를 한국

자살 사고 평가 척도

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살 사고를 평가하기 위해서 Beck이 고안한 자살 사고 척

우울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PHQ-9는 자가보고 형식의

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를 한국어로 번안한 것

설문지이며 DSM-IV의 우울 삽화의 진단 기준에 맞추어 고

을 사용하였다.18 SSI는 다양한 영역의 자기파괴적인 생각과

안된 것으로 다른 우울증 선별검사들에 비해 간략하고, 민감

욕구를 평가하는 총 1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가 보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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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로 각 항목은 0점에서 2점으로 평가되고 총점의 범위

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우울

는 0점에서 3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사고의 정도가

및 불안과 자살 사고 및 자살 시도의 각각의 연관성에 관한

심각함을 의미한다. 총점이 9점에서 11점이면 가벼운 자살 사

울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고, 12점에서 14점이면 중등도의 자살 사고, 15점 이상이면

version 3.4(model 4)를 사용하였다.20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

고도의 자살 사고가 있음을 의미한다.19

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분석(bootstrapping analysis)을
이용하였다.20 부트스트래핑의 재표본수는 5,000개였으며 매개

통계 분석

효과는 추정치가 신뢰구간 95%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전체 대상자를 1년 이내 자살 시도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통계 유의

로 나누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성별, 연령, 결혼 상태, 종

수준은 p-value 0.05 미만, 신뢰구간은 95%로 정의하였다.

교, 고용상태, 소득)와 여러 척도 점수(불안, 우울, 울분, 자살

결

사고)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

과

를 제시하였고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
인구학적 배경

으로 비교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
으며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analyses)으로 비교하였다.

총 174명 중 남자는 84명(48.3%), 여자는 90명(51.7%)이었

연령, 우울 척도, 불안 척도, 울분 척도, 자살 사고 척도들

으며, 1년 이내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집단(n=33)의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174 psychiatric outpatients
Total

Suicidal attempt

n (%)

Yes, n (%)

No, n (%)

174 (100.0)

33 (19.0)

141 (81.0)

84 (48.3)

11 (33.3)

73 (51.8)

Sex
Male
Female
Age, years

90 (51.7)
33.06±12.1

22 (66.7)

68 (48.2)

27.52±9.7

34.36±12.2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Separated

108 (62.1)

25 (75.8)

83 (58.9)

59 (33.9)

7 (21.2)

52 (36.9)

4 (2.3)

1 (3.0)

3 (2.1)

Divorced

3 (1.7)

0(0.0)

3 (2.1)

Bereaved

0 (0.0)

0(0.0)

0 (0.0)

Middle school graduated

69 (39.7)

17 (51.5)

52 (36.9)

High school graduated

23 (13.2)

4 (12.1)

19 (13.5)

≥College education

82 (47.1)

12 (36.4)

70 (49.6)

43 (24.7)

8 (24.2)

35 (24.8)

Education

Religion
Catholic
Christian

44 (25.3)

4 (12.1)

40 (28.4)

Buddhist

12 (6.9)

2 (6.1)

10 (7.1)

Others

1 (0.6)

0 (0.0)

1 (0.7)

None

74 (42.5)

19 (57.6)

55 (39.0)

Yes

67 (38.5)

9 (27.3)

58 (41.1)

No

107 (61.5)

24 (72.7)

83 (58.9)

22 (12.6)

5 (15.2)

17 (12.1)

Employment status

Monthly income (Korean won)
＜1 million
1-2 million

43 (24.7)

9 (27.3)

34 (24.1)

2-3 million

43 (24.7)

7 (21.2)

36 (25.5)

3-4 million

66 (37.9)

12 (36.4)

54 (38.3)

78

t or χ2

p

3.641

0.056

-3.006

0.003

3.962

0.266

2.483

0.289

5.239

0.264

2.170

0.141

0.53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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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령은 27.52세로 1년 이내에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집

자살 사고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627(p＜0.001), 울분을 통

단(n=141)의 평균연령인 34.36세보다 낮았다. 결혼 상태나 교

한 매개효과는 0.291[95% CI (0.18, 0.40)]이었다(Figure 1).

육 수준, 종교, 취업 상태, 소득은 1년 이내 자살 시도군과 비

우울이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울분의 매개효과

시도군과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able 1). 참여

는 총 효과의 31.7%를 설명하였다.

대상자 중 주요우울장애는 53명, 기분부전장애는 11명, 달리

다음으로 울분이 자살 시도에 미치는 효과는 0.047(p=

분류되지 않은 우울장애는 32명, 공황장애는 35명, 범불안장

0.014)이었으며, 우울이 자살 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164

애는 9명, 강박장애는 7명, 사회불안장애는 6명, 외상 후 스

(p=0.001), 울분을 통한 매개효과는 0.066[95% CI (0.02,

트레스장애는 4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불안장애는 17명이었

0.16)]이었다(Figure 2). 우울이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

다. STAI-S, STAI-T, PHQ-9, PTED 척도 점수는 1년 이내

어서 울분의 매개효과는 총 효과의 28.7%를 설명하였다.

자살 시도군과 자살 비시도군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4에 각각의 매개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상태불
안 및 특성불안이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울분의

(Table 2).
상관분석 결과, 자살 사고와 연령은 역상관(r=-0.230)을

매개효과는 각각 0.183[95% CI (0.03, 0.25)], 0.201[95% CI

보였으며, 자살사고와 우울(r=0.674), 상태불안(r=0.590), 특

(0.13, 0.28)]이었다(Figure 3, 5). 상태불안 및 특성불안이 자

성불안(r=0.600), 울분(r=0.610)은 정상관이 있었다(Table 3).

살 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울분의 매
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각각 0.054[95% CI (0.02,

매개분석

0.11)], 0.060[95% CI (0.03, 0.12)]로 확인되었다(Figure 4, 6).

각각의 매개분석에서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종교, 고용상

고

태,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공변수로 설정하였다. 우

찰

울이 울분에 미치는 효과는 1.405(p＜0.001)이었고, 울분이
자살 사고에 미치는 효과는 0.207(p＜0.001)이었으며, 우울이

본 연구를 통해 우울과 불안이 자살 사고 및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울분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

Table 2. Comparison of psychiatric symptom scale scores between suicide attempters and non-attempters
Total

Suicidal attempt
t or χ2

Embitterment
(PTEDS)

p

n (%)

Yes, n (%)

No, n (%)

174 (100.0)

33 (19.0)

141 (81.0)

PHQ-9

11.98±6.7

18.00±4.5

10.57±6.3

STAI-S

59.51±11.9 66.12±8.5

57.96±12.0 4.558 ＜0.001

STAI-T

61.64±11.4 68.33±9.2

60.07±11.3 4.444 ＜0.001

PTEDS

43.76±16.8 56.33±12.7 40.82±16.3 5.113 ＜0.001

SSI

11.64±9.38 22.09±6.8

Scale

9.19±8.1

1.405
(p＜0.001)

0.207
(p＜0.001)

Depressive
symptoms
(PHQ-9)

Suicide
ideation (SSI)

7.831 ＜0.001

Direct effect : 0.627 (p＜0.001)
Indirect effect : 0.291 [95% CI (0.18, 0.40)]

8.431 ＜0.001

PHQ-9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STAI-S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te, STAI-T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Trait, PTEDS :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self-rating scale, SSI :
Scale for Suicidal Ideation

Figure 1. Model of depressive symptoms as predictor of suicidal
ideation, mediated by embitterment.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Age
Age

PHQ-9

STAI-S

STAI-T

PTEDS

1

PHQ-9

-0.188*

1

STAI-S

-0.200

†

0.696

†

1

STAI-T

-0.312

†

0.675

†

0.833

†

1

PTEDS

-0.037

0.566

†

0.550

†

0.542

†

1

SSI

-0.230

0.674

†

0.590

†

0.600

†

0.610

†

†

* : p＜0.05, † : p＜0.01. PHQ-9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STAI-S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te, STAI-T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Trait, PTEDS :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self-rating scale, SSI : Scale for Suicidal Ideation

Embitterment
(PTEDS)
1.405
(p＜0.001)

0.047
(p=0.014)

Depressive
symptoms
(PHQ-9)

Suicide
attempt

Direct effect : 0.164 (p=0.001)
Indirect effect : 0.066 [95% CI (0.02, 0.16)]

Figure 2. Model of depressive symptoms as predictor of suicide
attempt, mediated by embitt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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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대한 울분의 매개효과
Table 4. Coefficients and indirect effects of separate mediation analysis (n=174)
X

M

PHQ-9

PTEDS

STAI-S

PTEDS

STAI-T

PTEDS

Y

b (X→M)

b (M→Y)

SSI

1.405

†

0.207

Suicide attempt

1.405

†

b of direct effect

†

b of indirect effect

(X→Y)

[95% CI]

0.627

†

0.291 [0.18, 0.40]

0.047*

0.164*

0.066 [0.02, 0.16]

†

0.275

0.183 [0.03, 0.25]

†

SSI

0.778

0.234

†

Suicide attempt

0.778

0.069

†

SSI

0.831

†

0.243

†

Suicide attempt

0.831

†

0.072

†

†

0.019 (p=0.502)

0.054 [0.02, 0.11]

0.274

0.201 [0.13, 0.28]

†

0.012 (p=0.645)

0.060 [0.03, 0.12]

* : p＜0.05, † : p＜0.01. PHQ-9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STAI-S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te, STAI-T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Trait, PTEDS :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self-rating scale, SSI : Scale for Suicidal Ideation

Embitterment
(PTEDS)

Embitterment
(PTEDS)

0.778
(p＜0.001)

0.234
(p＜0.001)

0.831
(p＜0.001)

0.243
(p＜0.001)

State-anxiety
(STAI-S)

Suicide
ideation (SSI)

Trait-anxiety
(STAI-T)

Suicide
ideation (SSI)

Direct effect : 0.275 (p＜0.001)
Indirect effect : 0.183 [95% CI (0.03, 0.25)]

Direct effect : 0.274 (p＜0.001)
Indirect effect : 0.201 [95% CI (0.13, 0.28)]

Figure 3. Model of state-anxiety as predictor of suicidal ideation,
mediated by embitterment.

Figure 5. Model of trait-anxiety as predictor of suicidal ideation,
mediated by embitterment.

Embitterment
(PTEDS)

Embitterment
(PTEDS)

0.778
(p＜0.001)

0.069
(p＜0.001)

0.831
(p＜0.001)

0.072
(p＜0.001)

State-anxiety
(STAI-S)

Suicide
attempt

Trait-anxiety
(STAI-T)

Suicide
attempt

Direct effect : 0.019 (p=0.502)
Indirect effect : 0.054 [95% CI (0.02, 0.11)]

Direct effect : 0.012 (p=0.645)
Indirect effect : 0.060 [95% CI (0.03, 0.12)]

Figure 4. Model of state-anxiety as predictor of suicide attempt,
mediated by embitterment.

Figure 6. Model of trait-anxiety as predictor of suicide attempt,
mediated by embitterment.

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이 자살 사고 및 자살 시도에

자살 사고나 자살 행동을 보였던 환자들이 높은 수준의 불안

미치는 영향에서 울분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과 충동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고, Keyes 등24은 불안장

는 우울 및 불안 증상이 있는 사람 중에서 울분이 높은 경우

애 환자에서 충동적인 분노나 공격성이 흔하게 나타난다고

에는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였다. 이는 심한 불안이 충동성을 유발하여 자살 사고나

우울은 자살 사고나 자살 시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만
21

Ayyash-abdo 에 의하면 우울이 반드시 자살 사고나 자살

자살 행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울분도 충동성 및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시도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는 우울과 자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PTED 환자 중 72.8%가 기물을 파손

살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하거나 신체적 손상을 가할 생각이 있다고 하였고 35.9%가

Dumais 등22은 주요우울장애에서 충동-공격적 성격이 있을

타인을 해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PTED 환자

때 자살의 위험이 높아지며, 충동-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중 33.3%가 자살 사고를 보였으며 울분의 정도가 심할수록

23

것이 자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pter 등 은

80

공격적인 사고(aggressive ideation)와 자살 사고의 정도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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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남길 등

해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7 뿐만 아니라 울분과 관련된 공

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혜(wisdom)란 어렵거나 해결

격성이 자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 연구

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가 있었다.25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울, 불안 및 울분

있다. 실제로 PTED 환자 중에서 지혜 치료를 받은 군과 그렇

등의 정서와 동반된 충동성이나 공격성과 같은 요인이 자살

지 않은 군 사이에서 훈련 전후의 간이정신진단검사(Symp-

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여겨진다.

tom Checklist-90, SCL-90) 점수와 지혜 평가 척도(wisdom

본 연구에서 우울이 자살 사고나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

rating scale)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에 있어 울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는데, 이는 우울 증상이

있었다.28 지혜 평가 척도란 가상의 현실을 문제로 주고 그에

있는 환자들이 울분으로 인해 유발되는 충동성이나 공격성

대한 환자의 생각을 기록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9개의 항목으

으로 인해 자살 사고나 자살 행동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 예

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지혜 치료를

상할 수 있다. 또한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방어기제의 유형과

통해 울분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자살 사고 및 자살 시도

충동성 그리고 자살 시도에 관한 연구에서 방어기제의 유형

가 감소할 수도 있겠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지혜 평가 척도와

중 수동-공격성(passive-aggression), 행동화(acting out), 투

자살과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

사(projection)와 같은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우

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PTED의 치료법 중에 쾌락 전

26

자살 시도와 연관성이 높았는데, 울분이 우울장애 환자에

략(hedonia strategies)이 있다.28 이러한 치료 전략은 환자로

서 나타나는 미성숙한 방어기제들을 촉진함으로써 우울이

하여금 부정적 사건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고 자기 관리를

자살로 연결되는 과정을 매개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할 수 있게 하며 삶에서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환

한편 본 연구에서 불안이 자살 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

자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피할 수 없지만 삶의 부정적인 면과

의하지 않았지만 울분을 통하여 자살 시도에 미치는 매개효

긍정적인 면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과는 유의하였다. 불안장애 환자들은 높은 수준의 불안과 걱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

정,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자살 사고가 심해질 것으로

하였기에 대상자들이 객관적인 평가와 다를 수 있으며 후향

6

생각되는데, 이에 더불어 울분에 의해 충동성이나 공격성이

적 조사이므로 회상 편향(recall bias)이나 과소 보고 혹은 과

유발됨으로써 결국 자살 시도까지 이어질 것이라 추측해볼

대 보고의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 얻어

수 있다. 추후 우울 및 불안이 자살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울

진 자료를 기초로 하였고, 우울과 자살 사고 및 자살 시도에

분의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치는 영향에 울분이 매개한다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우울

한국에서 일어났던 울분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적 이슈는

이 울분에 선행됨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이 있다. 2020년 2월에 사회적참사 특

데에 어려움이 있다. 추후 전향적 연구를 고안하거나 우울과

별조사위원회에서 발표된 ‘2019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정 실태

울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

조사’에 따르면 성인 피해자의 78.9%는 만성적 울분 상태였다

째, 연구 대상자가 우울 및 불안장애 환자이기 때문에 기저질

고 하며, 피해자 중에서 ‘극심한 울분’ 상태의 비율이 50.1%로

환의 종류와 심각도가 척도 점수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일반 인구(10.7%)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고 한다. 특히 피해자

있다. 넷째, 연구 대상자가 일 대학병원의 편의 표본(conve-

의 49.4%가 자살 사고를 보이고 피해자의 11.0%가 자살 시도

nience sample)으로 174명의 환자들 중 1년 이내에 자살을 시

의 과거력이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정신건강 고위험 상황

도한 환자들의 비율이 일반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선

27

에 놓여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자살 위험성이

택 편향(selection bias)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본 연구 결과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피해자들의 울분을 다뤄주는 것

를 일반 인구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이 자살을 방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제시된 사회인구학적 요인 이외에 가족력, 환경적

임상적으로 PTED 환자들은 치료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치

요인, 사회적 지지, 과거 외상 경험, 최근 스트레스 사건 등의

28

료에 대한 저항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PTED의 치료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

인지 행동적 접근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환자가 부정적 사

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건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 파악하고 사건 자체 뿐
만 아니라 사건으로 인해 유발된 감정도 환자에게 고통을 줄

결

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환자로 하여금 사건으로 인해 유
발된 부정적 감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29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이전에 연구되지 않았던 우울과 불안이

Linden 등30은 PTED 환자에게 지혜 치료(wisdom therapy)

자살 사고 및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울분의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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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밝혀내었다.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대면할 때 울
분에 대한 탐색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아직 DSM-5 진단에
반영되지 않은 PTED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 : 우울·불안·울분·외상 후 울분장애·자살사고·

(PHQ-9). Anxiety Mood 2010;6:119-124.

15. Spielberger C, Rickman R. Assessment of state and trait anxiety.
16.
17.

자살시도·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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