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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I의 기질 및 성격 유형과 MMPI-2-RF 성격병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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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emperament,
Characteristics, and Personality Psychopathology
in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Restructured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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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temperament, characteristics, and personality psychopathology in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Restructured Form (MMPI-2-RF) in psychiatric patients.
Methods : The TCI and MMPI-2-RF data of 240 psychiatric patients were us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aspects of vulnerable temperament and immature character into four groups.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TCI and MMPI-2-RF scores
between the four groups.
Results : All five personality psychopathologi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four groups. However, the diagnosis rate of multiple mental disorder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four groups.
Conclusion : The findings suggest that acquired personality trait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adaptation of the individual, and personality pathological factors appear differently according to temperament and
character types. (Anxiety and Mood 2021;17(1):28-33)
KEY WORDS : Personality pathological factors·Temperament·Characteristic.

서

론

Kendler 등2이 쌍둥이를 대상으로 시행한 25년 종단연구에
의하면 신경증적 성향은 주요우울장애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성격은 정신병리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성
격과 정신병리는 각각의 발현에 영향을 주거나, 동일한 병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분장애 뿐 아니라 정신증에서도
성격의 평가를 통해 조현병의 위험요인을 예측할 수 있었다.3

을 공유하거나, 각각의 변화 양상에 인과적 역할을 할 수 있

정신병리를 설명하고 정신병리의 예후를 예측하는데 중요

다. 예를 들어 정신증이나 우울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장애

한 요인인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이 도입되고 연

를 경험한 사람은 사고방식이나 대인관계와 같은 성격의 측면

구가 이루어져 왔다. Cloninger 등4은 기존 성격 모델들의 한

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를 종종 정신장애로 인한 ‘상처’라고

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심리생물학적 모델을 제시하며, 기질

1

하기도 한다. 반대로 성격의 정신병리에 대한 영향의 예로는,

차원과 성격 차원을 통해 성격을 기술하였다. 기질 차원은
자동적인 정서반응에 관여하는 개념이며, 성격 차원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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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한 자기개념을 반영하는 개념
이다. 같은 기질 유형의 사람이라도 성격의 발달 양상에 따라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
므로, 성격 차원을 통해 기질 차원을 보완하여 개인의 성격
구조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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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등

기질 및 성격 모델에 따라 개발된 설문지가 기질 및 성격
5

있다고 볼 수 있다. PSY-5-RF는 이러한 PSY-5의 장점을 유

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이다. 기

지하면서, PSY-5에 비해 문항수가 적으면서도 내적 합치도

질 및 성격 모델은 개인의 기질을 자극추구(novelty seek-

가 양호하다는 통계적인 강점이 있다는 면에서 유용하다고

ing), 위험회피(harm avoidance), 사회적 민감성(reward de-

할 수 있다.6

pendence)과 인내력(persistence)으로 평가하며, 성격은 자율

TCI 집단 분류와 MMPI-2-RF의 성격병리 5요인 간의 직

성(self-directedness), 연대감(cooperativeness)과 자기초월

접적인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TCI 성격 특질

(self-transcendence)로 구성된다. Cloninger 등5은 기질 차

과 MMPI-2 변인 간의 관계를 조사한 국내 연구에서, 자율

원 중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두 차원이 모두 높을 경우 보상

성은 정신증, 부정적 정서성, 신경증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

을 얻기 위한 접근 행동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 동시

타내었으며, 연대감 또한 부정적 정서성, 신경증과 유의한 부

에 나타나 접근-회피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정서적 고통감을

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자율성이 증가할수록 정신증, 부정

느끼게 되며, 신경증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적 정서성과 내향성이 감소하고, 연대감이 증가할수록 부정

한 성격 차원 중 자율성과 연대감의 두 차원은 성격의 성숙

적 정서성과 내향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자

도를 나타내는데, 두 차원이 모두 낮을 경우 미성숙 성격에

율성과 연대감이 낮고, 자기초월이 중간수준을 보이는 미성

해당하여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이고 성격장애를 보일 가능

숙한 성격 유형은 자율성이 높고 연대감과 자기초월이 중간

성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Cloninger의 기질 및 성격 모델에

수준인 유형에 비해 정신증, 부정적 정서성, 신경증 점수가 유

기초하면 성격차원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

의하게 높았다.9 MMPI-2-RF의 변인들과 TCI 기질 및 성격

치에 대한 자기개념의 차이를 반영하여 경험의 의미와 중요

특질 간의 관계를 연구한 van der Heijden 등10에 따르면 자

성을 변화시키므로 결과적으로 정서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

극추구와 위험회피의 경우 성격병리 5요인과 일정한 관계가

다. 즉, 외부자극에 대해 기질에 의한 무의식적인 자동적 정

없었으나, 자율성과 연대감의 경우 공격성을 제외한 다른 4가

서 반응이 나타나지만, 기질에 의한 이러한 자동적 반응은 자

지 성격병리 요인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자율성과 연대감

기개념에 의해 자극에 부여된 의미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

이 증가할 경우 성격병리적 특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다. 따라서 개인의 적응도에 성격 차원이 기질 차원보다 영

선행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보아, TCI의 기질 유형은 성격병리

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고, 기질 및 성격 유형에서 미성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성격 유형, 그

숙 성격에 해당하는 개인의 구체적인 성격적 특성을 파악해

중에서 특히 자율성과 연대감이 낮다면 MMPI-2의 PSY-5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점수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미성숙한 성격 유형

임상 현장에서 TCI를 비롯하여 성격을 평가하는데 사용되

을 지닐수록 정신병적 경향성을 보일 수 있고, 부정적 정서를

는 설문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

많이 느끼며 내향성이 증가하는 등 성격병리적 측면에서 부적

으로 사용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는 Minnesota Multiphasic

응적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Personality Inventory(MMPI)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성격병리적 특성은 개인의 적응 수준에 취약요인으로 작용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Restruc-

할 뿐 아니라, 정신장애의 양상과 예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tured Form(MMPI-2-RF)는 기존의 MMPI-2의 567문항 중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Krueger

338문항을 선별하여 제작하였으며,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

등11은 정신장애의 심각도를 평가하는데 중복진단을 고려하

로 수검자의 성격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이다.

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정신

MMPI-2의 성격병리 5요인 척도(PSY-5)는 성격의 병리적 측

장애의 심각도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중복진단 여부로 나타

면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로, MMPI-2-RF의 경우

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성격 특성 중에서 신경증적 성향과

PSY-5-RF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PSY-5-RF는 PSY-5와

자극 추구적 성향이 정신장애의 중복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유사한 5가지 척도, 즉 공격성(AGGR-r), 정신증(PSYC-r), 통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12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제결여(DISC-r), 부정적 정서성(NEGE-r), 신경증(INTR-r)

개인의 기질 및 성격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중복장애를 평가

으로 이루어져있다. DSM-5에서 제시하는 성격 특질 체계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정서성, 애착상실, 적대성, 탈억제, 정신병적 경향성의

이렇듯 개인의 기질 및 성격 유형에 따른 성격적 양상과 관

5가지의 성격 영역을 제시하는데, 이는 PSY-5의 영역들에 상

련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기

7,8

응하는 임상적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MMPI-2의 성격병

질 및 성격 유형과 성격적 특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내용

리 5요인 척도는 성격병리에 대한 최신 지견을 잘 반영하고

이 대부분이었으며, 소수의 연구 또한 특정한 정신질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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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한되어 연구를 진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13,14 따라

항에 대해 각 문항에 그렇다/아니다로 대답하도록 구성되어

서 성격병리의 차원을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여겨지며, 실시 과

있다. MMPI-2-RF는 8개의 타당도 척도와 3개의 상위차원

정의 간편함에도 이점이 있는 PSY-5-RF를 통해 정신과 환자

척도, 9개의 재구성 임상 척도와 더불어 성격병리 5요인 척도

들의 기질 및 성격 유형에 따라 성격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MPI-2-RF의 성격병리 5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 방문

요인 척도인 AGGR-r, PSYC-r, DISC-r, NEGE-r, INTR-r

환자들을 취약 기질과 미성숙 성격의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여, 그 분류에 따라 성격병리 5요인과 진단된 정신장애의 수
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를 취약 기질과 미성숙 성격 보유 여부를 기준

대상 및 방법

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기질 차원 중 자극추구와 위험회피의
백분위 점수가 모두 70점 이상일 경우 취약 기질로, 성격 차

연구 대상

원 중 자율성과 연대감의 백분위 점수가 모두 30점 이하일 경

본 연구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경기도의 대학

우 미성숙 성격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그 후 취약 기질만을 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후향

유한 집단을 취약 기질 집단, 미성숙성격 특성만을 보유한 집

적 연구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DSM-IV 기준에 따

단은 미성숙성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취약 기질과 미성숙

라 진단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 중 뇌

성격을 모두 보유하지 않은 집단은 적응 집단, 모두 보유한

손상이 있거나 지능지수가 70미만인 환자 등 신뢰성이 의심

집단은 복합취약성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되는 결과를 제외한 245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

먼저 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나이와 성비, 지능지수 그리고

구의 과정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

정신장애별 진단비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집단 간 성

인 하에 진행되었다(IRB No. 2019-03-018).

격병리 5요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다변량 분산분석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를 활용하여

평가 도구

검증한 후 사후 검증을 위해 bonferroni test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취약 기질과 미성숙 성격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한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집단 간 중복장애 발생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증

TCI)

(Chi-square test)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15

TCI 검사 개정판의 단축형인 TCI-RS를 Min 등 이 번안

IBM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준화한 한국판 기질 및 성격검사를 활용하였다. 한국판 기

결

질 및 성격검사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

과

로 실시하며, 대학생 집단과 일반 성인 집단의 규준을 구분한
다. 총 140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를 통해 자극추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의 4가지 기질 차원과 자

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

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의 3가지 성격 차원을 측정하도록 구

다. 전체 수검자의 평균 나이는 31.25세였으며, 성별은 남성이

5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loninger 등 의 기준을 참고하

74.2%로 여성보다 많았고, 평균 지능지수는 89.43으로 나타

여 기질 차원과 성격 차원의 백분위 점수가 30점 이하일 경

났다. 정신장애의 종류는 우울장애가 가장 흔하였고, 외상

우 해당 차원의 수준이 낮으며,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일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성격장애 그리고 조현병 및 기

경우 해당 차원이 높은 수준이라고 기준을 정하고 취약 기질

타 스펙트럼 장애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 미성숙 성격을 구분하였다.
사전점검
다면적 인성검사 II 재구성판(Minnesota Multiphasic

먼저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해 변인 간 상관관계를 조

Personality Inventory-2-Restructured Form,

사하였다(Table 2). AGGR-r은 PSYC-r, DISC-r, NEGE-r

MMPI-2-RF)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INTR-r과는 유의한 부적 상

MMPI-2-RF는 Hathaway와 Mckinley가 만든 MMPI의

관을 나타냈다, PSYC-r은 DISC-r, NEGE-r과 유의한 정적

최신 개정판이다. 자기보고식 검사인 MMPI-2-RF는 338문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INTR-r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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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는 NEGE-r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IN-

p=0.086) 다변량 분산분석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

TR-r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NEGE-r는 INTR-r과

단하였다.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보아,
집단 간 성격병리 5요인 비교

성격병리 5요인 간 상관관계가 모두 0.8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은 시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오차 분산의 동질성에

취약 기질과 미성숙 성격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한 집단 간

대한 Levene’s test 결과 PSYC-r(F=2.979, p=0.032)과 INTR-

성격병리 5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

r(F=4.885, p=.003)에서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공분산

분석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자료에 대

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한 Box’s M test를 시행한 결과 공분

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성격병리 5요인 척

산 행렬의 동질성이 확인되어(Box’s M=61.237, F=1.300,

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먼저 AGGR-r의 경우 복합취약성 집단이 적응 집단에 비
해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PSYC-r의 경우 미성숙성격 집단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Age (M, SD)

All (n=236)

과 복합취약성 집단이 적응 집단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높

31.25 (13.56)

았으며, 그 중 복합취약성 집단은 취약 기질 집단에 비해서도

Gender(%)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DISC-r은 복합취약성 집단이 적응

Male

74.2

Female

25.8

Full Scale IQ (M, SD)

집단과 미성숙성격 집단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NEGE-r의 경우 적응 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 모두에 비해 점

89.43 (13.65)

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INTR-r의 경우 복합취약

Comorbidity [n(%)]
Depressive disorder

80 (33.9)

성 집단이 취약 기질 집단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PTSD

72 (30.5)

미성숙성격 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Anxiety disorder

38 (16.1)

Personality disorder

19 (8.1)

Schizophrenia spectrum

18 (7.6)

집단 간 정신장애 진단 수 비교

PTSD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chzophrenia spectrum :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

취약 기질과 미성숙 성격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한 집단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PSY-5-rf scales
AGGRr

PSYCr

DISCr

NEGEr

INTRr

0.309**

0.497**

0.110*

-0.469**

0.000

0.000

0.091

AGGR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1

Significance probability (both sides)
N

236

236

236

236

0.000
236

PSYC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0.309**

Significance probability (both sides)

0.000

N

236

1
236

0.297**

0.547**

0.008

0.000

0.000

0.897

236

236

236

DISC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0.497**

0.297**

Significance probability (both sides)

0.000

0.000

N

236

236

1

0.258**
0.000

236

236

-0.179**
0.006
236

NEGE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0.110*

0.547**

0.258**

Significance probability (both sides)

0.091

0.000

0.000

N

236

236

236

1

0.262**
0.000

236

236

INTR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ignificance probability (both sides)
N

-0.469**

0.008

-0.179**

0.000

0.897

0.006

236

236

236

0.262**

1

0.000
236

236

*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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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PSY-5-rf scales between groups
Adaptation
(n=65)

Vulnerable

Immature

Composite

temperament

character

vulnerability

(n=30)

(n=72)

(n=69)

F

p

Bonferroni

AGGRr

45.54 (8.35)

50.63 (8.15)

46.72 (11.83)

50.88 (9.55)

4.429

0.005**

A＜C

PSYCr

49.26 (10.34)

52.43 (12.37)

56.33 (12.66)

62.01 (14.40)

11.648

0.000***

A＜I, C

DISCr

46.20 (10.87)

52.43 (11.05)

48.85 (10.70)

57.45 (11.40)

13.466

0.000***

A, I＜C

NEGEr

55.12 (12.78)

65.13 (11.38)

67.15 (11.80)

71.16 (12.24)

20.928

0.000***

A＜V, I, C

INTRr

58.03 (12.09)

50.60 (8.96)

68.01 (14.91)

61.41 (12.99)

14.636

0.000***

V, I＜C

V＜C
A, V, C＜I

* : p ＜ 0.05, ** : p ＜ 0.01, *** : p ＜ 0.001. A : Adaptation group, V : Vulnerable temperament group, I : Immature character
group, C : Composite vulnerability group
Table 4. Comorbidity between groups
Groups [n(%)]

Adaptation

Vulnerable temperament

Immature character

Composite

(n=65)

(n=30)

(n=72)

vulnerability (n=69)

6.517

0.368

57 (87.7)

27 (90.0)

63 (87.5)

56 (81.2)

2.560

0.464

8 (12.3)

3 (10.0)

9 (12.5)

13 (18.8)

1.971

0.578

Comorbidity
Single mental disorder
Multiple mental disorder

χ2

p

간 중복장애 발생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

분위 점수가 높았다. 즉, 공격성과 정신증, 통제결여, 부정적

제곱 검정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정서성, 내향성 모두 복합취약성 집단이 적응 집단에 비해 유

2

집단 간 진단된 정신장애 수에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χ =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취약 기질과 미성

6.517, p=0.368). 다음으로 단일정신장애의 빈도를 비교한 결과

숙 성격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병리적 성격요인이 증가한다고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χ2=2.560, p=0.464), 중복정신장

볼 수 있으며, 취약 기질과 미성숙 성격이 성격병리를 포함한

2

애의 빈도도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χ =1.971, p=0.578).

적응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5

고

찰

그러나 복합취약성 집단과 미성숙성격 집단을 비교해보면,
정신증과 통제결여 점수에서는 복합취약성 집단이 미성숙성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 방문 환자들을 취약 기질과 미성숙

격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백분위 점수가 높았으나, 신경증의

성격의 보유 여부에 따라 분류하여 성격병리 5요인과 진단된

경우는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미성숙성격 집단이 복합취약

정신장애 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취약

성 집단을 포함한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백분위 점

기질과 미성숙 성격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결과, 모든 성

수가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기질 및 성격

격병리 5요인 척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에 따라 분류한 집단에 따라 성격병리적 특성이 나타나는 양

집단 간 중복장애 발생 여부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상이 달랐다. 이는 개인의 적응도가 기질 차원보다는 성격 차

연구 결과의 해석과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원에 의해 결정된다는 Cloninger 등5의 주장과 더불어, 기질이

우선적으로 성격병리 5요인 점수를 살펴보면, 모든 성격병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격이 매개를 하거나16

리 5요인 척도 점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구체적

우울증, 성격장애 등의 적응수준을 결정할 때 취약 기질의

으로 살펴보면 성격병리 5요인 중 공격성, 정신증, 통제결여,

보유 여부보다는 미성숙 성격의 보유 여부가 중요하다는 선

부정적 정서성의 경우 적응집단이 백분위 점수가 가장 낮았

행연구5,17 결과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성격병리적 특

고, 복합취약성 집단이 백분위 점수가 가장 높았다. 즉, 적응

성이 표현되는데는 취약 기질보다는 미성숙성격이 보다 중요

집단이 공격성과 정신증, 통제결여, 부정적 정서성이 가장 낮

한 역할을 하며, 특히 미성숙 성격 집단의 경우 성격적 특성의

게 나타났고, 복합취약성 집단은 공격성과 정신증, 통제결여,

영향에 의해 신경증의 점수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부정적 정서성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모든 성격병리 5요인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신경증과 관련된 요인인 긍정적 정서

척도에서 복합취약성 집단이 적응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백

를 경험하는 능력과 활력 수준, 대인관계 능력 등이 부족할

32

Anxiety and Mood █ Volume 17, No 1 █ April, 2021

김동주 등

경우 적응 수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할 성격적
강점을 개발하는 것이 치료적 개입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집단 간 정신장애 중복 여부를 비교하였을 때,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취약 기질 혹은
미성숙성격을 보유할수록 개인의 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중복된 정신장애가 나타나지
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10:103-106.

2. Kendeler KS, Gatz M, Gardner CO, Pedersen NL. Personality and
3.
4.
5.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에 활용된 심
리검사 기록이 대학병원 한 곳에서만 수집되었기 때문에 결

6.

과의 일반화에 다소 신중해야한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특
정 지역에 편중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특
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표본이 전체 집단을 적절히 대표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불어 전체 표본수가 많지 않고, 집단
별 표본수에 다소 차이가 있어, 집단 별로 정신장애 환자군
이 균등하게 분포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성격병리 5요
인과 기질 및 성격 유형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변인 간의 인과관

7.
8.
9.
10.

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1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 내원 환자들을 취약 기질 및 미성숙
성격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집단별 성격병리적 특성과
정신장애 중복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집

12.
13.

단별 성격병리 5요인의 백분위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 정신장애 중복 여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14.

본 연구에서는 후천적인 성격 특성이 개인의 적응 수준에 중

15.

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고, 기질 및 성격 유형에 따라 성격
병리 요인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적응 상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치료적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6.
17.

major depression: a Swedish longitudinal, population-based twin
study. Arch Gen Psychiatry 2006;63:1113-1120.
Malmberg A, Lewis G, David A, Allebeck P. Premorbid adjustment
and personality in people with schizophrenia. Br J Psychiatry 199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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