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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정신분열병 및 우울장애 환자에서의 무쾌감증의 특성 비교 

 

   즐거움을 경험하는 능력의 감소를 뜻하는 무쾌감증(anhedo- 

nia)은 정신분열병 및 우울장애에서 흔하고 치료 저항적이며 사

회적 기능을 빈곤하게 하는 핵심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쾌감 

능력(hedonic capacity)에 초점을 두고 쾌감경험을 세분화하여, 

제한적 정보의 예고구간과 충분한 정보의 주제구간의 순차적 경

험 과정을 통해 무쾌감증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29명의 정신분

열병 환자와 20명의 우울장애 환자, 29명의 정상대조군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컴퓨터 동영상을 통해 쾌감경험의 예고구간과 주

제구간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유발된 쾌감의 정도

를 시각적 상사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각 집단과 구간 간 쾌

감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유의한 교호작용이 있었다. 쾌감

자극의 예고구간에서 주제구간으로의 순차적 경험 중, 정상대조

군에서는 예고구간의 쾌감이 이후 주제구간에서 충분한 쾌감점

수 상승으로 이어지는 데 반해,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는 예고

구간의 쾌감이 주제구간의 충분한 쾌감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

다. 우울장애 환자군은 두 구간 모두에서 유의하게 낮은 쾌감점

수를 보였지만, 구간 사이의 쾌감점수 상승 정도는 정상대조군

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즉, 정신분열병 환자의 감정의 결손 

과정은 쾌감경험의 맥락적 상황에서 전개부의 쾌감이 절정부의 

쾌감으로 연결되는 긍정반응 증가(augmentation of positive 

response)의 결함이고, 우울장애 환자의 감정의 결손은, 긍정반

응의 증가는 온전하지만 전반적인 쾌감경험능력의 감소로 인해 

즐거움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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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되는 말 : 무쾌감증, 쾌감 능력, 긍정반응, 정신분열병, 우울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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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 및 우울장애 환자에서의 무쾌감증의 특성 비교 

 

<지도교수 김재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최 수 희 

 

 

Ⅰ. 서론 

 

   무쾌감증(anhedonia)은 Kraepelin과 Bleuler 시대부터 정신분열병

의 중요한 특징으로 인지되었으며, 이후 Myerson, Rado, 그리고 

Meehl에 의해 그 개념이 더욱 발전되었다.1 즐거움을 경험하는 능력

의 감소를 뜻하는 무쾌감증은 정신분열병에서 흔하고 치료 저항적이

며 사회적 기능을 빈곤하게 하는 핵심 개념이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감정 장애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2 

반구조적인 면담과 자가 보고식 특성 측정을 통한 연구에서는 정신분

열병 환자군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낮은 쾌감 정도를 보였지만,3 감

정을 유발시키는 자극을 통한 실험에서는 환자군 역시 정상대조군과 

동일한 정도의 쾌감을 보이는4-6 등 연구방법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도출되어 왔다.  

   최근 연구에서, Gard 등은2 무쾌감증을 예기쾌감(anticipatory 

pleasure)과 완료쾌감(consummatory pleasure)으로 나눈 Kein의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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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구분을 이용하여, 정신분열병 환자는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예

기쾌감은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완료쾌감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즉, 정신분열병 환자의 무쾌감증은 장래에 일어날 활동과 

관련된 즐거움을 경험하는 예기쾌감의 장애이며 이와 관련하여 목표 

지향적인 행동의 감소를 보이지만, 직접 즐거운 활동에 참여 중일 때 

느끼는 완료쾌감은 온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Foussias 등은8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예기쾌감의 개념은 동기(motivation), 목표지향적 행

동(goal-directed behavior)이나 ‘원하는 것(wanting)’과 연관되어 있

다고 보고,9 지금까지의 실험적 연구에서는 정의 그대로의 무쾌감증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음성 증상의 핵심 개념으로서의 무쾌감

증에 대해 또다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우울장애 환자에서도 정동의 둔마(flat affect)와10 함께 관찰

되는 무쾌감증은 슬픔(sadness), 무력증(anergia)과 함께 우울장애의 

진단적 특징이며, 항우울제의 반응에 대한 예상 요인이기도 하다.11 

우울장애의 무쾌감증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우울장애의 결정적인 

특징으로 긍정적 정서의 결여를 중심에 둔 모델을 구성하거나,12 실험

적 방법으로 쾌감자극을 제시한 후 우울장애 환자에서는 정상대조군

에 비해 감소된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4, 13, 14 

그러나 감소된 쾌감반응 중 보다 구체적인 구성요소는 무엇인가에 대

한 분석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정신분열병 환자와 무쾌감증의 표

현형을 공유하면서, 정신분열병 환자에서는 특성(trait)의 성격을, 우

울장애 환자에서는 상태(state)의 성격을 반영한다는 차이점3 외, 두 

환자군 간의 무쾌감증 자체의 특질(characteristics)의 차이에 대해서

는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정신분열병 및 우울장애 환자에서의 무

쾌감증의 특성에 대해 밝히기 위해서는 쾌감경험 중 장애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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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요소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기반적 방법에 따라, 동기의 요소, 감정 표현

의 요소 및 인지적 요소를 제외한, ‘쾌감 능력(hedonic capacity)’ 자

체에 초점을 맞춘 과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감정 및 사회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감정의 결손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 연

구들에서의 실험적 방법이 사건(event) 기반의 쾌감경험을 제공했다

는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일상 생활에서의 즐거움은, 마치 소

설에서 기승전결의 구조에 따라 절정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감정

을 유발하는 것처럼, 순차적 사건의 흐름에 따라 유발되곤 한다. 따라

서 동영상 자극을 통한 ‘쾌감경험(hedonic experience)’이라는 동일한 

개념 하에, 제한적인 정보로 구성된 쾌감의 전개부를 경험할 때와 곧

이어 동일 내용이지만 충분한 정보와 자극으로 구성된 쾌감의 절정부

를 경험할 때의 순차적 반응 양상을 통해, 환자군의 쾌감경험능력의 

장애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정신분열병 

및 우울장애 환자군의 정상대조군과 대비되는 무쾌감증의 특성을 밝

히고, 둘째, 두 환자군 간의 무쾌감증의 특성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대상자는 각각 29명의 정신분열병 환자, 20명의 주요우울장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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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리고 29명의 정상대조군으로 구성되었고, 신경과적 질환, 주요 

신체질환, 정신지체,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신분열병 환자는 급성기 상태를 벗어나 

안정적인 경과를 취하고 있고, 인지기능이 비교적 양호하여 과제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보이는 세브란스정신건강병

원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우울장애 환자는 강남세브란스병

원의 외래 환자 중 현재 우울 삽화에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주

요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상대조군은 정신분열병 및 우

울장애 환자 각각과 나이, 성별로 짝을 맞춘, 정신과적 장애의 현병력 

및 과거력이 없는 정상 성인을 지역사회에서 모집하였다. 두 명의 정

신과 의사가 DSM-IV 진단 기준에 의거한 구조화된 정신과적 면담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SCID)을15 통하여 환자군

의 진단과 대조군의 정신과적 질환의 배제를 하였다. 본 연구는 세브

란스정신건강병원의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참여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2. 연구방법 

 

   가. 증상 및 정서 평가 

   정신분열병 환자의 임상 증상은 양성 및 음성 증후군 척도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PANSS)를16 이용, 우울장애 

환자의 객관적인 증상은 해밀턴 우울증 척도(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RDS)를17 이용하여 정신과 의사의 면담을 통해 평가

하였다. 

   피험자의 기본적인 무쾌감증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자가 보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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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수정된 신체적 무쾌감증 척도

(Physical Anhedonia Scale)와18 사회적 무쾌감증 척도(Social Anhe- 

donia Scale)를19 사용하였다. 무쾌감증 척도는 각각 신체적-감각적인 

자극과 사회적-대인관계로부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정도에서 개개인

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61개와 40개의 항목에 ‘예/아니

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신체적 및 사회적 무쾌감증 척도 점수의 

상승 소견은 초기 및 만성 시기의 정신분열병 환자에 특징적인 것으

로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하였다.4, 20, 21 또한 우울 삽화인 우울

장애 환자와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면 연구에서 우울장애 

환자의 신체적 및 사회적 무쾌감증 척도 점수 역시 정신분열병 환자

의 그것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4, 22 

   과제 수행 당시의 정서 상태의 평가를 위해 20문항의 자가 보고형 

척도인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23 과제 직전에 작성토록 하였다. 

 

   나. 과제 및 실험 설계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험 기반의 평가법은 감정적인 영

상, 감정적인 장면의 사진, 음식 등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감정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3 자극으로부터 유발된 감정적 반응은, 얼굴 표정의 정도를 평가하

거나 생리학적 변화를 재는 방법, 혹은 자극의 제공 직후 리커트 척

도(Likert scale) 또는 감정의 정서가(valence) 및 각성도(arousal) 척

도를 통해 대상자가 직접 평점을 매기는 방법 등을 통해 측정한다. 

이 중, 제공된 감정 자극에 평점을 매기는 방법은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알파계수(alpha coefficiency) 0.8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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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일치도를 보였다.5, 6, 24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으로 신체적 및 사

회적 쾌감과 관련된 감정적 자극을 제공한 뒤 곧이어 피험자가 기분

이 좋아지는 정도를 직접 평점으로 매기도록 하여 쾌감경험능력을 측

정하였다. 

   감정을 유발하도록 하는 쾌감경험 자극은 무쾌감증 척도의 세부 

항목과 연관된 내용으로 이루어진 동영상을 통해 제시하였다. 동영상

은 동시대의 한국 영화 중에서 특정 장면을 편집하여 영상과 음향을 

함께 사용하였으며(부록), 컴퓨터 화면을 통해 동영상을 제시하였고 

행동 반응은 마우스를 통해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쾌감경험 자극은 바로 뒤에 보게 될 즐거운 장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전개부의 쾌감을 유발하는 동영상 25초의 ‘예고(preview)’ 

구간과, 즐거운 장면 및 소리를 직접 제공하여 보다 절정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 25초의 ‘주제(theme)’ 구간, 그리고 각각의 동

영상에 대한 쾌감 정도를 평가하는 ‘반응(response)’ 구간으로 구성

하여 하나의 자극 당 약 1분의 시간이 소요되도록 하였다. 예고구간

은 아바타(avatar)가 등장하여 주제구간에서 보게 될 동영상의 내용

을 직접 설명해주는 5초 구간, 설명이 지속되는 동안 즐거운 장면에 

대한 상상을 돕기 위해 주제 동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영상 및 

약화된 음량을 제공하는 15초 구간, 다시 아바타가 등장하여 주제 동

영상을 바로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소개를 마무리하는 5초 구간

으로 구성하였다. 주제구간에서는 앞서 설명된 내용의 편집된 동영상

을 제공하였다. 반응구간에서는 예고구간 및 주제구간의 동영상을 경

험한 후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를 컴퓨터 화면상의 시각적 상사척도

에 마우스로 직접 입력하도록 설명하였다. 매 25초의 동영상 구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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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험 절차 

   연구대상자들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정서 및 임상증상에 대한 설

문조사와 면담을 시행한 후, 본 과제 전에 3개의 연습과제를 약 3분

간 수행하며 과제 및 컴퓨터 조작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연습과정 

중, 컴퓨터 사용에 제한이 있는 피험자는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하나의 세션(session)은 5개의 신체적 쾌감경험 자극, 5개의 사회

적 쾌감경험 자극과 10개의 중립 자극을 무작위로 배정하여 총 20여

분의 시간이 걸리도록 하였다. 참여자의 집중력 유지를 위해 약 1분

의 휴식을 두고,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여 총 

40여분 동안 20개의 실험자극과 20개의 대조자극으로 이뤄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두 세션의 순서는 상대 균형화(counterbalancing)

를 이루도록 하였다. 

 

   3. 통계분석 

 

   사회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은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통해 분석하였고, 집

단 간 차이가 유의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행동반응 결과는 세 집단과 

예고 및 주제 두 구간을 각각 독립변수로, 피험자가 평가한 쾌감점수

를 종속변수로 하여, 대응표본 t 검정(paired-samples t-test), 그리

고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을 시

행하여 분석하였다.  

 

 



 

１０ 

 

 

Ⅲ. 결과 

 

   1. 사회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 

 

   세 군의 사회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χ2 = 

0.218, df = 2, p = 0.897), 연령(F(2, 75) = 0.749, p = 0.476) 및 교육 수

준(F(2, 75) = 2.624, p = 0.079) 등에서 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모든 정신분열병 환자는 항정신병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모든 

우울증 환자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외 기분조절제(각각 

n = 3, n = 5)를 복용 중에 있었다. 

   정적정서 척도(F(2, 75) = 3.174, p = 0.047) 및 부적정서 척도(F(2, 75) 

= 4.519, p = 0.014) 점수는 세 군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LSD 사후검정에서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점수 모두 우울장애 

환자군과 정상대조군 간의 차이만 유의하였다. 신체적 무쾌감증 척도 

(F(2, 75) = 19.110, p < 0.001) 및 사회적 무쾌감증 척도(F(2, 75) = 9.486, 

p < 0.001) 점수도 세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LSD 사후검정 

결과, 우울장애 환자군이 정상대조군 및 정신분열병 환자군에 비해 

점수가 높았고, 정신분열병 환자군이 정상대조군에 비해 점수가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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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회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 

  
정신분열병환자군 

(n=29) 

우울장애환자군 

(n=20) 

 

정상대조군 

(n=29) 
 

성별(%남) 51.7 45.0 

 

48.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년)  31.7 7.6 30.3  10.0 

 

29.2 

 

6.7 

교육수준(년)  14.1 2.1 14.2   1.7 15.2 1.9 

PANAS 정적정서*  26.0 8.9 22.2   8.1 28.7 9.2 

PANAS 부적정서*  20.0 7.9 24.6  10.8 17.3 6.7 

PAS**  15.7 8.4 26.0  12.5 10.6 4.7 

SAS**  13.2 7.0 17.1   7.4  9.2 4.5 

PANSS 총점  71.2 18.5 

    양성증상  17.2  5.4 

    음성증상  18.5  7.8 

    일반정신병리  35.4  8.8 

HDRS 16.4  8.1 

유병기간(년)   6.9  6.2  3.1  3.6 

항정신병약물용량† 879.2 445.1        

 

*p < 0.05 and **p < 0.001, 일원분산분석; †, 100mg 클로르프로마진 등가용량. 

PANAS,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S, 신체적 무쾌감증 척도(Physical Anhedonia Scale); SAS, 사회적 무쾌감증 

척도(Social Anhedonia Scale); PANSS, 양성 및 음성 증상 척도(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HDRS, 해밀턴 우울증 척도(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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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설문지를 통해 평가한 무쾌감증 척도 점수를 보정한 분석

을 실시하였다. 신체적 쾌감자극에 대해 신체적 쾌감 척도 점수를, 사

회적 쾌감자극에 대해 사회적 쾌감 척도 점수를 공변인으로 넣어 통

제할 시, 정신분열병 환자군은 여전히 집단과 구간 간의 관계에서 유

의한 교호작용을 보였다(신체 및 사회적 쾌감 각각, F(1, 55) = 9.284, p 

= 0.004; F(1, 55) = 9.442, p = 0.003). 우울장애 환자군에서는 집단과 구

간 간의 교호작용은 여전히 유의하지 않았고(신체 및 사회적 쾌감 각

각, F(1, 46) = 0.714, p = 0.403; F(1, 46) = 1.742, p = 0.193), 집단에 대한 

주효과도 없었다(신체 및 사회적 쾌감 각각, F(1, 46) = 0.328, p = 0.570; 

F(1, 46) = 0.803, p = 0.375).  

 

 

 

Ⅳ. 고찰 

   정신분열병 및 우울장애 환자에서 무쾌감증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면담을 기초로 한 측정(interview-based measures), 자가 보고식 설

문지(self-reported questionnaires), 실험 기반의 평가법(laboratory- 

based assessments of emotional experience) 등 세 가지 방법이 가

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3 본 연구에서는 자가 보고식 설문지와 실

험 기반의 평가법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결과에서 신체적 및 사회적 

무쾌감증 척도 점수는 선행 연구와4, 20, 25 같이 정신분열병 환자군 및 

우울장애 환자군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실험 기반 평가에서 정상대조군은 쾌감자극 중 예고구간에

서 주제구간으로의 과정에서 충분한 쾌감점수의 상승을 보였으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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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열병 환자군에서는 쾌감점수의 상승이 저하되어 있었고, 우울장

애 환자군에서는 쾌감점수의 상승 정도는 정상대조군에 비해 저하되

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쾌감점수의 감소 소견을 보였다.  

   예고구간에서 피험자는 앞으로 보게 될 동영상에 대한 서술과 함

께 모자이크 처리된 장면 및 약화된 음량의 동영상을 보게 되므로, 

제한된 정보에서 감정반응을 나타내고, 그에 따른 쾌감점수를 평정하

게 된다. 주제구간에서는 예고구간에서와 동일 내용이지만, 신체적 및 

사회적 쾌감과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을 보며 직접적인 시각 및 청각 

자극을 제공받으므로, 충분한 정보로부터의 감정반응을 보이게 된다. 

쾌감자극의 예고구간에서 주제구간으로의 과정은, 부족한 정보로 이

루어진 긍정적 경험 후, 시각 및 청각적 자극 등 풍부한 정보로 이루

어진 긍정적 경험을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상대조군은 예고구간에

서 주제구간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전개부에서 절정부로 이르는 맥락 

하에서 순차적인 긍정반응의 증가(augmentation)를 나타내게 된다. 

이것은 마치 즐거운 영화에 대한 예고편을 본 후, 실제로 영화를 봤

을 때 점차 더 큰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일상 생활에서의 쾌락 경

험과 비슷한 모습이다.  

   선행 연구들과4, 5 같이 정신분열병 환자군은 정상대조군과 차이가 

없는 온전한 쾌감반응을 보였으나, 예고에서 주제로 이르는 과정에서 

쾌감점수의 증가 정도가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상대조군에 

비해 높은 무쾌감증 척도 첨수를 보정한 후에도, 즉 정신분열병 환자

의 특성(trait)의 성격으로의 무쾌감증을 배제한 후에도 동일한 결과

를 보였다. 이는 정신분열병 환자가 ‘바로 그 순간(in the moment)’의 

정서를 판단하는 능력은 온전하나, 이를 동기부여 행동으로 연결시키

는 과정상의 장애가 있다고 주장한 Heerey 등의 연구26 결과를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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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할 수 있겠다. 정신분열병 환자는 쾌감경험 중, 긍정적 분위기의 상

승 가도에서 긍정반응의 증가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보상(reward)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고, 추후 자발적으로 긍정적 경험을 추

구하거나 참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의 병리는, 정신분

열병 환자에서 감정처리과정 중 특히 맥락과 관련된 처리과정의 장애

를 보이는 특징,27, 28 혹은 정보통합의 어려움을 보이는 특징과29 공통

되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타당한 방법의 추가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겠다.  

   우울장애 환자군은 전반적인 쾌감점수의 감소 소견을 보였으나, 

두 구간 사이 쾌감점수의 상승 정도는 정상대조군과 비슷하였다. 선

행 연구들에서 우울장애 환자는 쾌락자극에 대한 감정 반응의 약화,13, 

30 보상 반응성의 저하,31 및 주의집중 과제에서 긍정적 편향

(positivity bias)의 부재32 등의 특징을 보였다. 즉, 모두 우울장애에서 

쾌감경험능력의 저하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장

애 환자의 쾌감경험능력의 저하에 대한 세분화된 요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예고구간 및 주제구간에서 전반적인 감수성의 저하가 있었

으나, 예고구간에서의 쾌감이 주제구간에서 보다 증가되는 경향은 온

전함을 볼 수 있었다. 즉, 쾌감경험의 맥락상 질적인 저하는 없으나 

전반적인 긍정반응의 양적인 저하로 인해 무쾌감증의 표현형이 나타

나는 것이다. 우울장애 환자의 상태(state)의 성격으로의 무쾌감증 척

도 점수를 보정한 후에는 쾌감점수 상 정상대조군과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주제구간의 낮

은 쾌감이 예고구간의 낮은 쾌감경험으로 인한 것인지, 그 외의 요인

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울장애 

환자군에서는 과제 수행 당시 정상대조군에 비해 정적정서 점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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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게 낮았고 부적정서 점수는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이는 상태의 

성격으로 설명되는 우울장애의 무쾌감증의 특성에 반영되므로, 특별

한 보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의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였고, 실험 과제로 직

접적인 쾌감자극이 아닌 동영상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을 제시하여 감

정의 정서가와 각성도가 한정적이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그러나 선

행 연구에서 실험기반의 감정 평가 시 약물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었

음을 밝힌 바 있고,5 본 실험 과제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었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돈, 음악, 음식 등의 특정 쾌락 요소만이 아니

라 신체적 및 사회적 쾌감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 상황들을 제시함으

로써 보다 본질적인 무쾌감의 항목들을 검사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 

과제의 수행에 기억, 언어 등의 인지적 기능을 요하지 않아 보다 독

립적인 정서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고, 유해자극(aversive stimuli) 

없이 긍정 및 중립적인 내용의 자극만을 제시하여 환자군의 부정감정 

편향성을 부분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신분열병 환자

군에서 중립이나 긍정 자극을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특성을33 

고려하여 부정반응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즉 

0점에서 100점까지의 긍정반응만을 평가하였으므로 정신분열병 환자

의 정서반응에서의 양가적 특성을33 배제할 수 있었다. 

 

 

 

Ⅴ. 결론 

   정신분열병 환자의 무쾌감증은 쾌감경험 중 맥락에서 오는 긍정반

응 증가의 결손이라는 질적인 장애라 할 수 있다. 반면, 우울장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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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무쾌감증은 쾌감경험능력의 저하로 특징지어진다. 즉, 우울장애 

환자는 긍정반응의 증가 경향은 온전하지만, 긍정반응의 전반적인 양

적 감소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다양한 종류

의 자극에 대한 쾌감경험능력은 온전하나, 전개부에서 절정부로의 맥

락 상에서 쾌감 증가의 결손을 보이므로, 환자군의 재활치료에는 이

를 극복할 수 있는 임상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우울장애 환자군에

서는 쾌감경험능력 저하의 근원이 되는 정신신경병리를 명료하게 하

는 작업이 필요하겠고, 저하된 쾌감경험능력에 목표를 둔 치료 및 재

활 기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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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nhedonia  

betwee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nd depressive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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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Jae-Jin Kim) 
 

   Anhedonia, defined as an inability to experience pleasure, has 
been considered to be a core feature of schizophrenia and 

depressio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anhedonia in patients with the two 

illnesses by examining hedonic capacity during experiencing 

specified periods of pleasure. Hedonic rating tasks, using the film 

clips of physical and social hedonic experiences and neutral stimuli, 

were performed by 29 patients with schizophrenia, 20 patients with 

depressive disorder, and 29 normal controls. Each task consisted of 

the preview period with insufficient emotional information and the 

theme period with sufficient emotional information. In normal 

controls, the hedonic scores were increased in the theme period 

compared to the preview period, which were sufficient to implicate 

appropriate augmentation of positive response.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hedonic scores were rated within a normal range in 

the preview period, whereas showed deficient augmentation in the 

theme period. In patients with depressive disorder, range of 

increase between the preview and the theme periods was normal, 

but scores themselves were lower in both periods compared to the 

other two groups. Our results indicate that patients with 

schizophrenia have a lack in augmentation of positive response, 

whereas patients with depressive disorder have a lack in pervasive 

positiv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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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 anhedonia, hedonic capacity, positive response, 

schizophrenia, depressive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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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동영상 자극 목록 
 

종   류 
 

장   면 
 

영 화 명 

신체적 쾌감 무도회장에서 춤추는 남녀 청연 

신체적 쾌감 초록이 무성한 자연 풍경 데이지 

신체적 쾌감 침대에 누워 미소 짓는 남녀 누구나 비밀은 있다 

신체적 쾌감 눈 오는 숲에서 키스하는 남녀 청연 

신체적 쾌감 넓은 들판의 소녀와 말 각설탕 

신체적 쾌감 워터 파크에서 물장난 하는 남녀 못 말리는 결혼 

신체적 쾌감 한강 유람선에서 바라본 야경 Mr. 로빈 꼬시기 

신체적 쾌감 관람 엘리베이터를 놀이기구처럼 타는 남녀 B형 남자친구 

신체적 쾌감 시골길에서 병아리들을 만난 가족 엄마 

신체적 쾌감 야경 아래 밴드의 연주와 왈츠 추는 남녀 바람의 전설 

신체적 쾌감 노래방에서 춤추며 어울리는 여자친구들 올드미스 다이어리 

사회적 쾌감 주부 합창단의 흥겨운 노래 연습 바람 피기 좋은 날 

사회적 쾌감 냇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노는 아이들 선생 김봉두 

사회적 쾌감 결혼 축하 잔치 새신랑의 노래 자랑 너는 내 운명 

사회적 쾌감 여행 가는 차 안의 즐거운 사람들 불어라 봄바람 

사회적 쾌감 직원 조회에서 상을 받는 직장인 상사부일체 

사회적 쾌감 짝에게 과자를 건네는 초등학생 아홉살 인생 

사회적 쾌감 육상대회 승리에 환호하는 학생과 선생님 몽정기 

사회적 쾌감 화창한 봄날 소풍 가는 초등학생들 마이 캡틴 김대출 

사회적 쾌감 유치원에서 응원하는 모와 우승하는 아이 가족의 탄생 

중립 자극 유품을 건네는 여자와 무표정의 할아버지 파랑주의보 

중립 자극 밭 태우기를 하는 연기 나는 시골길의 풍경 외출 

중립 자극 운동경기장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두 남자 사랑을 놓치다 

중립 자극 병원 복도에서 이야기 나누는 두 남자 파랑주의보 

중립 자극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집에 들어가는 남자 결혼은 미친 짓이다 

중립 자극 세 남녀가 시골길을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 엄마 

중립 자극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여자 새드 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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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장   면 
 

영 화 명 
 

중립 자극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남자 해변의 여인 

중립 자극 모기향을 피운 채 잠자리에 든 성인 모자 파랑주의보 

중립 자극 마트에서 장을 보는 남녀 바람 피기 좋은 날 

중립 자극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하는 남자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 

중립 자극 여자가 밭에 농약을 뿌리는 시골 풍경 엄마 

중립 자극 늦은 시각 기차역을 지나는 여자 경의선 

중립 자극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 중인 사람들 Mr. 로빈 꼬시기 

중립 자극 초등학교 교실에서 떠들다 혼나는 학생들 선생 김봉두 

중립 자극 에스컬레이터의 단조로운 풍경 경의선 

중립 자극 퇴근 버스 안의 조용한 풍경 플라이 대디 

중립 자극 바쁘게 걷는 출근길 모습 쏜다 

중립 자극 복잡한 지하철 역에서의 추격 장면 강력 3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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