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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강박장애의 감정표현불능증 

내 용: 감정표현불능증은 기존 연구에서 많은 신체질환 및 정신장애 뿐 

아니라 강박장애와의 연관성도 제시되었다. 이에 국내에서 표준화된 

TAS-20K (Korean version of the 20 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를 

이용하여 강박장애에서 나타나는 감정표현불능증의 특성 및 

감정표현불능증과 사회인구학적인 요인, 강박증상, 불안, 우울 수준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정상 대조군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또한 

감정표현불능증과 강박장애의 증상차원과의 관련성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강박장애 환자군은 정상 대조군보다 강박증상, 불안, 우울, TAS-20K 총점 

및 하위척도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강박장애 환자에서 불안과 

우울 척도는 TAS-20K 총점 및 요인 1(느낌을 잘 알지 못함), 요인 

2(느낌을 잘 표현하지 못함)와 연관이 있었다. Y-BOCS (Yale-Brown 

Obsessive-Compulsive Scale) 총점 및 강박사고 점수는 TAS-20K 

총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TAS-20K 총점에 

대한 설명요인은 불안 척도와 발병 연령이었다. 강박장애의 증상차원들 

중에서 ‘성적/종교적 강박사고’ 차원만이 TAS-20K 총점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강박장애 환자는 감정표현불능증적 경향이 

높고, 불안이 감정표현불능증의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이었다. 또한 

감정표현불능증은 강박장애의 조기 발병과 관련이 많으며, ‘성적/종교적 

강박사고’ 차원과도 연관성이 높았다. 추후 반구조화된 감정표현불능증 

평가도구의 사용이 필요하며, 보다 많은 강박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반응의 차이와 예후에 관한 전향적 연구 및 요인분석을 통한 

감정표현불능증과 강박장애의 증상차원과의 관련성 연구가 요망된다. 

------------------------------------------------------  

핵심 되는 말 : 강박장애, 감정표현불능증, 불안, 발병 연령, 성적 강박사고, 

종교적 강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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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장애의 감정표현불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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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노 대 영 

 

 

Ⅰ. 서론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는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을 

손상시킬 정도로 심각한 강박적 사고와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 

장애이다.1 강박장애는 공포증, 우울증, 그리고 물질 남용장애에 이어 

네번째로 흔한 정신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은 1~3%정도이다.2 

강박장애 환자는 증상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개인의  일상 

생활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있어 심각한 

곤란을 겪는다.3 

감정표현불능증은 개인이 경험한 감정이나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인지 정동장애를 나타내는 용어로 Sifneos에 의해 1972년 처음 

소개되었다.4 이 용어는 1970년대 초, 고전적 정신신체장애 환자의 관찰에 

근거하였으며, 이러한 임상적 관찰들 중 공통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개념화 하였다. 느낌을 확인하고 설명하기 어려우며, 정서적 각성 시 

신체감각과 느낌을 구별하지 못하며, 공상의 부재와 같은 상상 과정에 

제한이 있고, 구체적이고 외부지향적인 인지 양식을 가지는 특징을 

의미한다.5 이러한 특징은 감정을 처리하고 조절할 때의 인지 과정상의 

결손을 나타낸다.6 감정표현불능증은 다양한 의학적, 정신신체장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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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처음 연구가 되었으나, 가장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서 감정표현 

불능증과 해리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병적 도박, 건강염려증과 식이장애, 

그리고 광범위한 정신 병리적 현상들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7 따라서 

감정의 분화와 처리의 결함은 많은 정신질환들의 핵심적인 특징일 수 

있다.8 또한 건강한 성인에 있어서도 역시 감정표현불능증이 유의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9 최근에는 감정표현불능증이란 정신신체장애 

환자들만의 특징적인 인격 성향이 아니라 정서 조절의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는 모든 질환이나 환자의 공통적인 소견이며, 따라서 

감정표현불능증을 보이는 모든 신체적 질환 및 정신 질환들은 정서 조절 

장애로 재 개념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10 

감정표현불능증의 개념이 소개된 1970년대 중반부터 감정표현불능증 

구조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들이 개발되었으며, 1985년에 Taylor 

등5의 자기보고형 Toronto Alexithymia Scale (TAS)이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척도구조를 이용한 방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등이 증명된바 

있다. 1993년 독일, 미국, 캐나다 젊은 성인을 표본으로 TAS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삼요인 구조(three-factor structure)가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였다. 요인 1은 느낌을 알지 못하고(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 요인 2는 느낌을 잘 설명하지 못하며(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요인 3은 외부 지향적 사고 유형(external oriented thinking)을 

가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11, 12 

전통적인 정신 분석 이론의 구조적 틀 내에서, 강박사고와 충동은 참을 

수 없는 감정과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13 강박장애란 

조건화된 공포, 강박사고 및 강박행동이 내면 생활을 지배하며, 적절한 

감정적 작용이 억제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강박장애 환자는 조건화된 

극심한 공포 수준을 느낄 때가 되어서야 마침내 움직이고 반응하게 된다. 

Joukamaa 등14은 강박장애 환자들의 경우, 이와 같은 기전을 통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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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 스트레스가 많았던 환경으로 인해 감정표현불능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강박장애 환자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SCL-90-R 

(Symptom Check List-90-Revised)의 강박사고–행동 세부척도와 

감정표현불능증 사이에 높은 연관관계를 제시하였다.15, 16 Bankier 등7은 

강박장애를 가진 59명의 환자들이 123명의 공황장애 환자들이 비해 20개 

항목의 토론토 감정표현불능증 척도(TAS-20) 점수가 보다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물질의존장애17와 신체화장애 환자15들에 있어서 

감정표현불능증과 강박증상 간의 높은 연관성이 알려졌다. 공황장애와 

강박장애 환자의 비교 연구에서는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 감정표현 

불능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비율이 67%였던 반면, 강박장애 환자에서는 

13%만이 감정표현불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18고 하였다. 또 다른 

강박장애의 행동치료의 연구에서는 14%의 강박장애 증례에서만 TAS-20 

점수가 감정표현불능의 절단점인 61점을 넘었다.8 강박장애와 

감정표현불능증간의 관계에 통상 높은 비율의 동반질환들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Grabe  등19에 따르면 강박장애란 다른 

I축의 동반 질환과는 독립적으로 감정의 확인과 표현에 있어 결손이 

동반된다고 하였다. 최근 강박장애 환자에 대한 6년간의 추적 연구에서, 

Rufer 등20은 감정표현불능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특성을 반영하나, 

이를 통하여 강박장애의 장기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한편, 강박장애와 감정표현불능증의 두 조건의 동시 발생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된 신경생리학적 기전도 제시되고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감정표현불능증의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의 손상이 전방대상피질이나 

안와전두피질과 같은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기능부전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21,22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강박장애 환자들에 있어서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이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지지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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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의 감정표현불능증에 대한 연구로는 정신신체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의 정신장애나 타과에서 정신과에 의뢰된 각 질환에 있어 

감정표현불능증의 비교연구가 있었다.25 또한,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TAS-20K를 이용한 감정표현불능증에 대한 연구로는 알코올리즘, 

원형탈모증26, 천식,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의 감정표현불능증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신체형장애 환자와 당뇨병 환자, 궤양성대장염 환자와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에서의 비교 연구 등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강박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감정표현불능증 연구는 아직까지 임상연구가 

시도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TAS-20K를 이용하여 

대학병원의 강박장애 클리닉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강박장애에서 

나타나는 감정표현불능증의 특성 및 감정표현불능증에 영향을 주는 사회 

인구학적인 요인, 강박증상, 불안, 우울 수준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정상 

대조군과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았다. 또한 다양한 강박장애의 증상차원과 

감정표현불능증의 관련성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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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대상 

서울 소재 영동 세브란스 병원 강박장애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들 중, 

DSM-Ⅳ(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 진단을 위한 구조적 임상면담을 통해 현 문제의 제 I축 주 진단이 

강박장애로 주어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만성적인 운동장애나 

chorea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 정신분열병 등 정신병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강박장애와의 감별이 어려운 신체변형장애의 과거력이나 현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최근 6개월간 알코올 및 다른 물질 의존의 

증거가 있는 경우, 뇌수술이나 뇌염, 뇌손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상대조군은 환자군과 연령, 성별을 대비시킨 

건강한 성인 남녀로서, 병원 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신과 

질환의 병력과 특별한 신체 질환 혹은 정신신체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만을 선택하였으며, 정신과 의사에 의한 정신의학적 면담을 통해 

정신과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았다. 

 

2. 방법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SCID-I(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Ⅳ) 

시행, 강박장애 및 공존 장애를 진단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설문지 작성에 

응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한 뒤 

시간제한 없이 자기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이후 정신과의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강박증상 및 우울, 불안 척도를 

측정하였다. 사용한 측정 도구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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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형 토론토 감정표현 불능증 척도 

(Korean version of 20 items Toronto Alexithymia Scale, 

TAS-20K) 

초기에 Taylor 등27이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척도 구도 전략을 사용한 자기 

보고형 Toronto 감정표현불능증 척도(TAS)를 개발하였으며 그것은 

2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후 TAS내 요인간의 상관관계 및 

항목-전체 상관관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제안되어 TAS 개정판인 

23항목의 Toronto 감정표현불능증 척도 개정판(TAS-R)28이 만들어졌고, 

보다 최근 연구에서 20항목의 TAS-20이 소개되었다. 이를 이양현 등29이 

문화와 언어가 다른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번역하여 한국판 20항목 Toronto 

감정표현불능증 척도(TAS-20K)를 개발하였고 이후 5번 항목을 수정한 

TAS-20K이 번역판으로서 더욱 우수한 타당도와 받아들일만한 신뢰도를 

보였다. 각 문항마다 정도에 따라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아주 

그렇다)까지 5점 척도를 표시하고 있으며, 총점은 20점에서 

100점까지이다. Bagby 등30은 총점이 61점 이상이면 감정표현불능증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51점 이하이면 감정표현불능증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나. 예일-브라운 강박 척도와 Y-BOCS 증상 목록 

 (Yale-Brown Obsessive-Compulsive Scale & Y-BOCS 

Symptom Checklist) 

예일-브라운 강박 척도는 약물 효과의 평가 및 정확한 증상 변화 확인을 

위해 Goodman 등31이 1988년 개발하였다.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 항목은 강박사고에 관련된 기능 이상 측정(강박사고에 

소비하는 시간, 강박사고 때문에 받는 방해, 고통, 강박사고에 대한 저항, 

강박사고 조절 정도), 6~10 항목은 강박행동으로 인한 장애 

평가(강박행동에 쓰는 시간, 강박행동 때문에 받는 방해,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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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고에 대한 저항, 강박사고 조절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항목은 그 심한 정도에 따라 0점(없음)에서 4점(극심)사이의 점수로 

평정하게 된다. 현재 강박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Y-BOCS 증상 목록은 8개 범주-공격적(aggressive), 오염(contamination), 

성적(sexual), 저장(hoarding), 종교적(religious), 대칭(symmetry), 

신체적(somatic)-의 강박사고와 7개 범주-청결(cleansing), 

확인(checking), 반복(repeating), 숫자세기(counting), 명령(ordering), 

저장(hoarding)-의 강박행동에 관련된 60개 이상의 증상의 유무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증상들의 유무를 과거, 현재로 나누어 환자 

스스로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한다. Y-BOCS checklist의 채점은 

Leckman 등32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각 범주의 하위 

항목 중 현재, 과거와 관계없이 어느 한 항목에라도 ‘예’라고 대답하였지만 

주된(principal) 또는 중요한(major)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그 

범주는 1점으로 채점하였다. 하위 항목 모두 ‘아니오’로 답한 경우 그 

범주는 0점을 부여하였다. 만약 하위 항목들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주된, 

또는 중요한 문제라고 답한 경우 그 범주는 2점을 부여하였다.  

 

다. 몽고메리–아스버그 우울증 평가척도  

(Montgomery-Asberg Depression Rating Scale, MADRS) 

Montgomery와 Asberg는 6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전반적 

정신병리척도인 Comprehensive Psychopathological Rating 

Scale(CPRS)로부터 우울증의 치료 효과와 상관성이 가장 높았던 10개, 즉 

겉으로 드러나는 슬픔(Apparent sadness), 스스로 보고하는 

슬픔(Reported sadness), 내적 긴장감(Inner tension), 수면저하(Reduced 

sleep), 식욕저하(Reduced appetite), 집중의 어려움(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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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y), 권태(Lassitude), 느낌의 상실(Inability to feel), 비관적 

사고(Pessimistic thoughts), 자살 사고(Suicidal thoughts) 항목을 추려 

MADRS를 구성하였다.33 0점에서 6점까지의 일곱 단계로 평가하되 0, 2, 4, 

6점에는 조작적으로 정의된 응답점(anchor point)이 붙어 있고 1, 3, 5점은 

아래·위 점수의 중간에 해당할 때 주도록 되어 있다. MADRS는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HDRS)에 비해 항목의 수가 적어 평가 시간이 

짧고 우울증의 감정적, 인지적 측면이 강조되어 평가자의 관찰보다는 

피검자의 주관적인 보고에 근거해 평가하는 항목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MADRS는 HDRS보다 평가자 훈련이 수월하며, 우울증의 인지, 정동, 

생물학적 특성을 폭넓게 담고 있어 우울증에 대한 평가 및 연구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34 국내에서는 안용민 등35이 2005년 표준화한 한글판 

MADRS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이용하였다.  

 

라. 해밀턴 불안 척도 (Hamilton Anxiety Scale, HAM-A) 

1955년 Hamilton 등36이 불안 증상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불안 증상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반 구조화된 

면담에 의해 평가자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14문항으로 정신적 

불안 증상과 신체적 불안 증상의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심각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여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 김창윤 등37이 한글판으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3. 통계 분석 

강박장애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사회인구학적 자료에 대해서는 

chi-square test 및 t-test로 비교하였다. 또한 TAS-20K의 총점 및 하위 

척도 점수와 Y-BOCS, MADRS, HAM-A 점수도 t-test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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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박장애 환자군의 감정표현불능증과 그 하위 척도에 미치는 변수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Y-BOCS, MADRS, HAM-A 점수와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고, 이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에 대해서 

감정표현불능증의 총점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를 찾기 위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Y-BOCS symptom checklist를 이용하여 

Mataix-Cols 등38이 제시한 5가지 강박장애의 

증상차원(Symmetry/ordering, Hoarding, Contamination/cleaning, 

Aggressive/checking, Sexual/religious obsessions)으로 채점, 각 

증상차원과 TAS-20K 총점과의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0.05로 하며,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6.0 

version을 이용하였다. 

 

 

 

 

 

 

 

 

 

 

 

 

 

 

 



１１ 

Ⅲ. 결과 

1.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Table 1.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OCD and normal controls 

patients with 
OCD 

normal 
controls   

(n=45) (n=45) 

T P 

Sex    0.3931 

Male(%) 28(62.2%) 24(53.3%)   

Female(%) 17(37.8%) 21(46.7%)   

Age(year) 33.31±13.59 29.56±9.70 1.242 0.135 

Education(year) 14.18±1.97 16.07±1.70 -3.991 <0.001 

Marital status    0.245 

Unmarried(%) 30(71.4%) 32(71.1%)   

Married(%) 12(28.6%) 13(28.9%)   

Social economic status    0.0741 

Professional (%) 5(12.8%) 7(15.6%)   

Intermediate (%) 16(40.0%) 28(62.2%)   

Skilled non-manual/manual (%) 16(40.0%) 7(15.6%)   

Semi-skilled manual (%) 2(5.7%) 3(6.7%)   

Unskilled manual (%) 0(0%) 0(0%)     

mean±SD, 1:χ2 result  

 

45명의 강박장애 환자군과 45명의 정상 대조군이 본 연구에 모집되었다.  

Table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강박장애 환자군 중 남성이 28명(62.2%), 

여성이 17명(37.8%)이었고 평균 나이는 33.31±13.59세였다. 반면, 정상 

대조군의 경우 남성이 24명(53.3%), 여성이 21명(46.7%)이었고 평균 

나이는 29.56±9.70세이었다. 두 군간 남녀 성비와 연령 분포, 결혼 상태, 

사회경제적 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육 년 수는 

강박장애 환자군(14.18±1.97)보다는 대조군(16.07±1.70)에서 길었다. 

(t=-3.99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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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박증상, 감정표현불능증, 우울, 및 불안의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Y-BOCS , alexithymia, depression and anxiety in patients with OCD 
and normal controls 

normal controls 
  

patients with OCD 
(n=45) (n=45) 

T P 

Y-BOCS 23.1±9.2 0.9+2.5 15.592 <0.001 

Obsessions 11.6±4.8  0.4±1.3 14.953 <0.001 

Compulsions 11.5±5.2 0.5±1.7 14.325 <0.001 

TAS-20K 53.8±11.6 44.9±8.8 4.070 <0.001 

Factor 1 17.6±7.1 13.6±4.6 3.219 0.002 

Factor 2 14.9±4.5 12.1±3.5 3.275 0.002 

Factor 3 21.3±3.2 19.2±3.4 3.0260 0.003 

MADRS 23.7±11.0 3.6±5.5 10.686 <0.001 

HAM-A 19.0±11.6 2.6±3.7 8.890 <0.001 

Y-BOCS: Yale-Brown Obsessive Compulsive Scale, TAS-20K: Korean version of the 20 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MADRS: Montgomery-Asberg Depression Rating Scale, HAM-A: Hamilton Anxiety 
Scale 

Y-BOCS 총점 및 하위 척도 점수, TAS-20K 총점 및 하위 요인의 점수, 

우울, 및 불안 척도 점수에서 모두 강박장애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남녀에 있어서의 TAS-20K 총점의 평균값은 정상 

대조군에서 남자는 45.4±7.8, 여자는 44.3±9.9이었고, 강박장애 

환자군에서 남자는 55.7±10.5, 여자는 50.8±13.0로 전반적으로는 남자의 

경우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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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표현불능증의 총점 및 하위 척도 점수와 인구학적 특성, 

강박증상, 불안, 우울과의 연관성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TAS-20K and other variables in patients with OCD  

patients with OCD 
  

(n=45) 

Variable TAS-20K Factor1 Factor2 Factor3 

Age -0.257 -0.209 -0.235 -0.128 

Education -0.453† -0.347* -0.416† -0.336 

Social economic status -0.072 -0.136 0.003 0.031 

Age at onset -0.434* -0.382* -0.410* -0.176 

Y-BOCS  0.336* 0.337* 0.388* -0.063 

Obsessions 0.360* 0.366* 0.401† -0.004 

Compulsions 0.279 0.274 0.337* -0.060 

MADRS 0.603† 0.643† 0.477† 0.040 

HAM-A 0.693† 0.693† 0.424* -0.050 

*:p=0.05, †:p=0.01, Y-BOCS: Yale-Brown Obsessive Compulsive Scale, TAS-20K: Korean version of 
the 20 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MADRS: Montgomery-Asberg Depression Rating Scale, 
HAM-A: Hamilton Anxiety Scale 

 

Table 3에서는 강박장애 환자군에서 감정표현불능증 총점 및 하위척도 

점수와 다른 인구학적 특성, 불안, 우울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강박장애 환자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의 총점, 요인 1(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 점수와 요인 2(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점수가 교육 년 

수(r=-0.453, p=0.004; r=0.347, p=0.03; r=0.416, p=0.008), 발병 

연령(r=-0.434,  p=0.012; r=-0.382, p=0.026; r=-0.382, p=0.016)과 각각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우울 척도(r=0.603, p<0.001; r=0.643, 

p<0.001; r=0.477, p=0.004), 불안 척도(r=0.693, p<0.001; r=0.693, 

p<0.001; r=0.424, p=0.014)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Y-BOCS 

총점(r=0.336, p=0.034; r=0.337, p=0.031; r=0.388, p=0.012)과 강박사고 

점수(r=0.360, p=0.023; r=0.366, p=0.019; r=0.401, p=0.009) 역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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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표현불능증 총점, 요인 1 점수 및 요인 2 점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 감정표현불능증을 설명하는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Table 4. Multiple regression data forTAS-20K total scores in patients with OCD 

  variables Β R2 
⊿R2 

F 

HAM-A 0.562 0.320 0.320 10.463 patients with OCD 

(n=45) Age at Onset -0.334 0.449 0.129 8.977* 

*:P<.001 by multiple regression test, TAS-20K: Korean version of the 20 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MADRS: Montgomery-Asberg Depression Rating Scale, HAM-A: Hamilton Anxiety Scale 

 

감정표현불능증 총점과 상관관계를 보인 교육 연수, 발병 연령, Y-BOCS 

총점, 우울 척도 및  불안 척도 등의 변인들을 대상으로 감정표현불능증 

총점을 예측하는 회귀모델을 추정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table 4), 강박장애 환자군에서는 불안 척도와 발병 연령 등이 

유의한 변수(P<.001)로 선정되었으며, 불안 척도가 32%, 발병 연령이 

12.9%를 설명 하였고, 불안 척도와 발병 연령은 44.9%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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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정표현불능증과 강박장애의 증상차원과의 관련성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TAS-20K and Symptom dimensions in patients with OCD 

Symptom dimensions TAS-20K factor 1 factor 2 factor 3 

Symmetry/ordering 0.108 0.112 0.166 -0.063 

Hoarding -0.056 0.003 -0.007 -0.197 

Contamination/cleaning -0.068 -0.068 -0.057 0.097 

Aggressive/checking 0.189 0.330* 0.140 -0.228 

Sexual/religious obsessions 0.355* 0.342* 0.295 0.091 

*:p=0.05, TAS-20K: Korean version of the 20 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Mataix-Cols 등38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Yale–Brown 

Obsessive-Compulsive Symptom Checklist의 점수를 계산하여 5가지 

강박장애의 증상차원과 감정표현불능증 총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Table 5) 그 결과 ‘성적/종교적 강박사고’ 차원만이 

감정표현불능증 총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0.355, p=0.023)를 

나타냈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도 ‘성적/종교적 강박사고’ 차원만이 

감정표현불능증 총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R2=0.126, F=5.610, 

p=0.023). 한편 요인 1과 유의한 관련을 보인 강박장애의 증상차원으로는 

‘성적/종교적 강박사고’(r=0.330, p=0.027) 및 ‘공격적/확인 강박’(r=0.342, 

p=0.03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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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다양한 신체질환 및 정신장애에 있어 감정표현불능증의 높은 임상적 

의의가 알려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강박장애의 특징적 방어기제로 알려진 억제, 취소, 감정의 격리가 모두 

감정표현불능증과 유의한 연관이 있는 등39 강박장애와 감정표현불능증의 

높은 관련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강박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감정표현불능증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조군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강박장애 환자의 감정표현불능증에 대해 살펴보았다.  

강박장애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사회인구학적 비교에서 연령, 성별, 

결혼 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정상 

대조군에서 교육 년 수가 다소 높았다. 이는 대조군으로 모집한 대상에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교사, 대학원생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문직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강박장애 환자들의 경우, 증상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교육 년 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녀간에 감정표현불능증의 차이는 많은 연구에서 문화와 대상 집단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대조군의 남녀간 

감정표현불능증의 총점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이는 초기에 개발된 

TAS에서 대학생40, 정상 성인41, 정신과 외래환자42 및 우리나라의 

대학생29을 표본으로 성별에 따른 점수의 차이를 조사하여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강박장애 환자들의 경우에도 

감정표현불능증 총점과 하위척도의 점수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는 없었으며, 

이는 같은 강박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De Berardis 등43의 연구 



１７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Bankier 등7은 감정표현불능증 총점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으나 요인 1은 여성이, 요인 3은 남성의 경우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정적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여성은 감정을 

식별하거나 신체적 감각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쉽고, 남성의 경우, 

조작적인 사고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높다44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강박장애뿐 아니라 신체형장애,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강박장애 환자의 특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정상인 417명을 대상으로 한 Pacini 등45의 연구와 

최근 일본에서 일반인 2718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대규모의 연구46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Bankier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세부 요인에서만 나타났다. 

문화와 인종에 따라 감정표현불능증의 남녀 차이가 다르다는 횡문화적 

연구47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도 보다 다양하고 큰 규모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 

강박장애 환자군의 감정표현불능증 총점은 교육 년 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표적인 정신신체장애 중 하나인 천식 환자들48에서도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감정표현불능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장애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Bankier 등7의 연구에서도 

낮은 교육 수준일수록 요인 3의 점수가 높고 감정표현불능증의 총점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103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49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적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감정표현불능증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교육 정도, 주거 환경 등의 생활 여건이 

나쁜 청소년들의 경우 감정표현불능증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50 결과 등은 

감정표현불능증이 교육과 같은 사회적 조건과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지지한다. 따라서 강박장애 환자의 경우 교육과 같은 환경적 결핍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 이는 감정표현불능증과 같은 정서 조절의 어려움이 

정상 대조군보다 심화되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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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강박장애 환자의 토론토 감정표현불능증 척도 총점의 

평균이 54.9±10.5점으로 나타났다. 강박장애 환자를 토론토 감정표현불능 

척도 총점이 61점 이상이면 감정표현불능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 51점 

이하이면 감정표현불능증이 없는 것으로 보았던 Bagby 등11의 기준에 

따라 분류했을 때, 감정표현불능증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율이 31%으로 

나타났다. 이는 123명의 강박장애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De Berardis 

등43의 연구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의 총점 53.3±14.6점이며, 

감정표현불능군에 속한 환자의 비율이 35.7%로 나타났던 결과와 가장 

유사하였다. 한편 31명의 강박장애 환자와 27명의 공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Zeitlin와 McNally18의 연구에서는 감정표현불능증으로 

분류되는 환자의 비율이 공황장애 환자에서는 27명중에 18명(66.7%)에 

비해 OCD환자 중에서는 31명중 4명(12.9%)로 본 연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으로 Bankier 등7의 연구에서는 TAS-20의 평균 점수가 

강박장애 환자에서는 51.9±8.7로 신체형장애(54.9±12.4), 

우울증(56.6±13.6)보다는 낮고, 공황장애(49±11.4)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강박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Rufer 등8의 전향적 연구에서는 강박장애 

환자는 치료 경과에 따라 TAS-20의 평균 점수는 45.5±12.5부터 

51.6±10.9까지 나타났고, Grabe 등19의 연구에서는 46.7±11.1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강박장애의 감정표현불능증 연구들과 

비교하여 강박장애환자들의 감정표현불능증 척도의 총점이 높고, 

감정표현불능증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율도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감정표현불능증 척도의 언어적 차이가 존재하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TAS-20K에서의 감정표현불능증에 대한 절단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상기한 연구들의 결과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정 표현을 열등하고 미성숙한 

동시에 체면을 손상하는 것으로 인식하며51,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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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는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허용적인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52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강박증상과 감정표현불능증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몇몇 연구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했다. Berardis 등43의 11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MOCI와 Y-BOCS의 총점 및 하위 점수가 감정표현불능증의 총점 및 모든 

하위 요인의 점수와 의미 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ufer 등8은 

강박장애 환자들이 인지치료 후 우울과 강박증상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표현불능증 점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강박장애 환자에 대한 6년간 추적 연구20에서도 치료 전후 

상태에서 모두 감정표현불능증 점수와 Y-BOCS 점수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신경생리학적인 연구들에서도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감정표현불능증과 강박장애 모두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이상과 같이 공통된 신경생리학적 기전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있었다.20-23 그러나 다른 기능적 뇌영상 연구들에서는 

감정표현불능 대상자와 강박장애 환자들이 대뇌 피질에서 병적인 활성화 

영역의 패턴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 관찰되었다.14, 53-55 또한 경두개자극술 

연구들에서는 감정표현불능증은 뇌량을 통한 억제의 촉진과 연관56되어 

있는 반면, 강박장애는 신경적인 억제의 결핍과 관련57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Y-BOCS 점수는 감정표현불능증 총점과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으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감정표현불능증 총점을 

설명하기 위한 유의성이 없었다. 따라서 감정표현불능증은 강박증상의 

심한 정도와 관련이 있으나 연관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강박증상이 

아닌 다른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은 부분적으로 성격 형질(personality trait)인 

동시에 또한 부분적으로는 당면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이차적인 상태 

반응(state reaction)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58-60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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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표현불능증과 강박증상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결론이 

나지 못한 상태이며, 감정표현불능증의 강박증상에 대한 상태 의존성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으므로 추후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가 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강박증상의 점수, 불안, 우울 척도 등은 강박장애 환자군에서 정상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강박장애 환자군의 우울 및 불안 

척도는 감정표현불능증의 총점, 요인 1, 및 요인 2와 모두 양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요인 3과는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Marchesi 

등61이 우울 및 불안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요인 1과 요인 2의 점수가 증가하였고, 불안장애가 있는 

환자는 요인 1 점수만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Hendryx 등62도 

감정표현불능증의 여러 차원 중에서 기분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차원과 우울 및 불안이 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rufer 등8의 연구에서는 강박장애 환자들이 

인지행동치료를 받은 후 감정표현불능증의 요인 1과 요인 2에서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나 요인 3은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요인 3과는 달리 

요인 1과 요인 2가 불안 및 우울 등 상태 의존적인 척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있다는 본 연구와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즉 강박장애 환자의 

높은 불안과 우울은 인지적 측면을 측정하는 외부지향적 사고 영역보다는 

감정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정서적 어려움과 관련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단계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불안 척도가 감정표현불능증의 총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감정표현불능증이 있는 경우 전통적인 

정신분석적 정신치료의 치료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으며, 인지행동치료의 

예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70 한편 강박장애 환자들에서는 약물치료와 

더불어 인지행동치료가 중요하다63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결과, 강박장애 

환자에서 불안이 감정표현불능증에 대한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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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과 강박증상으로 야기되는 불안을 교정하는 

인지행동치료가 강박장애의 치료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강박장애 환자에 있어서 불안을 조절하는 치료가 감정표현불능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강박장애의 발병 연령은 감정표현불능증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감정표현불능증의 총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었다. 강박 

장애의 발병 연령은 강박장애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많은 연구에서 강박장애의 조기 발병은 틱장애나 

식이장애, 그리고 조울장애과 관련이 많다고 하였으며, 조기 발병을 강박 

장애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64 

161명의 강박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Delorme 등65의 연구에서는 21세 

이전에 발병 시 조기 발병군으로 분류하여 가족적 집적성 및 뚜렛 

증후군의 유병율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330명의 강박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de Mathis 66등은 17세 이전에 발병한 강박장애 

환자군에서는 불안장애, 식이장애, 신체화장애, 충동장애의 유병률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감정표현불능증에 속하는 환자군의 경우 

평균 발병 연령이 15.7세로 감정표현불능증에 속하지 않는 환자군의 

27.2세에 비해 현저히 낮고(t=-2.15, p=0.041),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조기 발병군의 절단점들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조기 발병군에서 대칭, 

저장과 더불어 종교적 강박사고가 많다는 Rosa´rio-Campos 등67과 Tukel 

등68의 연구는 감정표현불능증이 있는 강박장애 환자들이 성적, 종교적 

강박사고를 가지는 경향이 높았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강박장애의 조기 발병군에서 가능한 임상적 특징의 하나로 

감정표현불능증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Mataix-Cols 등38이 354명의 강박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로 제시한 5가지 강박장애의 증상차원과 



２２ 

감정표현불능증 점수의 상관성을 비교하였다. 흥미롭게도 5가지 차원 중 

‘성적/종교적 강박사고’ 차원만이 감정표현불능증과 연관이 있으며 

감정표현 불능증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강박 증상차원들 중 

성적/종교적 강박사고 차원의 분류는 이미 많은 요인분석의 결과를 통해 

반복되었다. 32, 38, 69, 70  Grant 등71은 성적 강박사고가 있는 강박장애 

환자의 경우, 강박증상의 발병 연령이 빠르고, 우울증상이 많으며, 종교적, 

공격적 강박사고와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감정표현불능증이 심한 강박장애 환자의 임상적 특징과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의 table 3에서 Y-BOCS의 하위 척도 중 강박사고 점수와 

감정표현불능증 점수와 연관을 보이는 소견 역시 강박행동이 관련된 다른 

증상차원보다 ‘성적/종교적 강박사고’ 차원이 감정표현불능증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지지한다. 성적/종교적 강박사고 요인의 높은 

점수는 인지행동치료 결과의 부정적 예측인자72이며, 높은 

감정표현불능증척도 점수는 행동치료의 효과를 저해하는 예측인자라는 

연구73 등은 감정표현불능증과 성적 강박사고의 연관을 시사한다. 한편, 

성적/종교적 강박사고 등의 자생성 강박사고(autogenous obsessions)를 

지닌 환자는 자아 이질적이며 혐오스러운 사고의 갑작스런 침투를 

반복하여 경험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도덕관념에 위배되며, 수치스럽고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억제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공개적 

대처반응보다는 의례 행위 등을 통한 사고의 통제에 몰두하는 경향이 

높다.74 이는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면서, 

외부지향적 인지 양식을 갖는 감정표현불능증과 유사한 감정 처리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추후 보다 많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성적/종교적 강박사고’ 차원의 증상이 강박증상과 감정표현불능증을 

동시에 발현시키는 공통 병태 생리의 임상 지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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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정표현불능증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복합적인 노력과 

새로운 방법론, 실험 기술의 결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다루는 

영역도 상당히 광범위해졌다. 뇌기능 영상을 통해 관련된 신경 활동을 

보거나 발달 및 애착 연구를 통해 병인이 될만한 가족 내 환경을 

살펴보기도 하고, 성격적 구조와의 관련성이나 치료 결과의 

예측인자로써의 가능성 역시 제시되는 등 감정표현불능증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75 강박장애 역시 최근 하나의 단일 질환이 아니라 

이종적 질환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이에 강박장애의 다양한 임상적 특징을 

재구성하여 다차원적 모델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76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강박장애 환자의 감정표현불능증에 

대한 연구로써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해 강박장애 환자가 갖는 

감정표현불능증의 특성을 파악하고, 강박증상 차원과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강박증상의 이종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상 대조군으로 

모집한 대상이 상대적으로 고학력군으로 구성되어 정상 대조군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감정표현불능증의 

절단점은 국내에서 번안된 척도로 표준화되지 않은 값으로 사용하였고, 

강박장애의 증상차원 역시 표본의 크기가 작은 탓에 본 연구 데이터를 

직접 이용한 요인분석을 거치지 못했다. 셋째, 저자가 번역하여 사용한 

Y-BOCS와 Y-BOCS checklist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지 않았다. 

넷째, 감정의 처리나 조절은 암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평가자 스스로 

알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TAS-20K는 국내에서 표준화된 도구이기는 하나 자가보고형 

평가지로서의 한계가 있다. 추후 반구조화된 평가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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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감정표현불능증은 많은 신체질환 및 정신질환과의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강박장애와 관련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미 국내 

표준화된 TAS-20K를 이용하여 강박장애 환자에서의 감정표현불능증의 

특성 및 감정표현불능증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감정표현불능증과 강박장애의 증상차원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강박장애 환자군은 정상 대조군보다 감정표현불능증 총점 및 

하위척도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Y-BOCS 총 점수 및 강박 

사고 점수는 TAS-20K 점수와 연관성이 있었으나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했을 때, TAS-20K 점수에 대한 설명요인은 불안 척도와 발병 

연령이었다. 강박장애의 증상차원들 중에서는 ‘성적/종교적 강박사고’ 

차원만이 TAS-20K 점수와 연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강박장애 환자는 정상인보다 감정표현불능증적 경향이 

높으며, 불안이 감정표현불능증의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이었다. 또한 

강박장애의 감정표현불능증은 강박장애의 조기 발병과 관련이 많으며, 

‘성적/종교적 강박사고’ 차원과도 연관성이 높았다. 추후 감정표현불능증의 

평가를 위해 반구조화된 면담도구를 사용이 필요하며, 보다 많은 강박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반응의 차이 및 예후에 관한 전향적 연구 및 요인 

분석을 통한 감정표현불능증과 강박장애의 증상차원과의 관련성 연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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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exithymia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Roh, Dae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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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Kim, Chan-Hyung)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an association between alexithymia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valuate difference of the alexithymia between obsessive-compulsive patients 

and normal controls. This study was also designed to elucid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alexithymia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 

dimensions. 45 subjects with OCD and 45 normal controls completed 

Yale-Brown Obsessive-Compulsive Scale (Y-BOCS), Korean version of 20 

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TAS-20K), Hamilton Anxiety Scale, and 

Montgomery-Asberg Depression Rating Scale. OCD was associated with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f alexithymia. The alexithymia of 

obsessive-compulsive patients was explained by anxiety and age of onset. The 

YBOCS score and Obsessions score in obsessive compulsive patients were 

correlated with TAS-20K score. ‘Sexual/religious obsessions’ dimension from 

five symptom dimension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lexithymia.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arly onset groups of OCD may be associated with 

alexithymia and patients with sexual/religious obsession dimensions may tend 

to be alexithymic. In the future, prospective studies are needed with large 

groups of obsessive-compulsive patients concerning about obsessive 

compulsive symptom dimensions related with alexithymia using factor 

analysis.  
----------------------------------------------------------------------------------------------  
Key Words : alexithymia,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xiety, age at onset, 

sexual obsession, religious ob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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