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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정신분열병 환자의 해리 경향성이 급성기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미치는 향

해리란 의식, 기억, 주체성, 혹은 환경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통합기능에 

이상이나 변화가 오는 것을 말한다. 해리의 개념은 정신의학의 초기 발전사와 그 역

사를 함께 하는데, Freud의 향으로 해리 현상의 중요성이 한동안 도외시되었다가 

해리와 정신적 외상의 연관성이 규명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해리

경험척도(Dissociation Experiences Scale, DES)는 환자와 일반인의 전반적인 해리 경

험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한 여러 연구에서 정신병

의 일부 증상들과 해리 증상의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정신분열병을 비롯한 

정신병 환자들은 정상인보다도 흔하게 해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리 경향성이 정신분열병 증상의 정도나 치료의 경과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입원치료를 받는 급성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DES 점수에 따라 고점수

군, 중간점수군, 저점수군으로 나누었을 때 급성기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 다. 남자 19명, 여자 13명, 총 32명의 정신분열

병 환자들이 연구에 포함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입원 1주째에 첫 번째 양성 및 음성

증상 척도(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PANSS)를, 입원 5주째에 두 번째 

양성 및 음성증상 척도를 측정하 고, DES는 두 번째 양성 및 음성증상 척도 측정 

시에 같이 측정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측정하 다.

연구 결과 급성기 일반병리 증상과 전체증상의 정도는 DES 총점 및 모든 소항목의 

고점수군에서 더 심한 양상을 보 으나 4주 후의 호전 정도는 모든 집단이 비슷했다. 

DES의 소항목 가운데서 몰입-상상(absorption-imaginative involvement) 소항목만이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에 향을 주었는데, 몰입-상상 고점수군에서 음성증상의 정도가 

더 심하고 양성증상의 호전이 저해되는 소견을 보 다. 과도한 몰입 성향은 더욱 병

적인 해리 증상들과, 정신분열병 급성기의 음성증상 및 일반병리 증상, 그리고 치료 

불응 상태의 양성증상의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핵심되는 말 : 정신분열병, 해리, 해리경험척도, 양성증상, 음성증상,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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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 환자의 해리 경향성이 급성기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미치는 향

<지도교수   전  우  택>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정  기  립

I. 서 론

1. 해리의 정의와 개념

해리는 의식, 기억, 주체성, 혹은 환경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통합 기능에 

이상이나 변화가 오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1 해리 현상은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에

서 일어나는 사소한 해리로부터 해리성 주체성 장애와 같은 가장 심한 정신병리의 형

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2
 예를 들면, 강연 중에 딴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백일몽 또는 고속도로 상의 최면상태, 피로할 때나 술이나 약물의 향 하에 있을 때

의 비일상적인 행동 등은 정상인이 흔히 경험하는 해리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면, 명상 중의 어떤 상태, 기독교에서의 방언, 무속 현상, 매, 빙의 등은 문화적인 

해리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병적인 것으로 정의되는 해리 현상에는 해리성 기억 장

애, 해리성 둔주, 해리성 주체성 장애 등이 있다.
3
 

해리의 개념은 해리 현상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인 다중 인격 장애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부터 활발해짐에 따라 재인식되고 재정립되기 시작

했다.

2. 해리 개념의 역사적 고찰

해리라는 용어는 Pierre Janet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다.
4
 Janet은 인격의 분리된 부

분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서로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제안하 다. 그는 외

상에 대한 기억들은 비교적 소화되지 않고 고정된 사고의 형태로 지속되며 이것이 의

식상태의 변화를 발달시키는 핵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가정하 다. 예를 들어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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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외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특별한 상황 하에서는 정신 기능을 관장하는 신

경에너지들이 충분히 낮아져서 일부의 기능들이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 

히스테리아(hysteria)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증세를 설명하는 기전을 해리

(dēsagrēgation)라고 하 다. Janet의 설명은 해리 현상의 주원인으로 외상의 역할에 

일차적인 강조를 둔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해리성 병리

에 이미 노출되어 있다는 diathesis-stress의 이론이었다. 즉 개인의 병전 취약성

(premorbid vulnerability)으로 인해 그들의 모든 심리적 경험을 하나의 단일화된 의식

으로 묶어 놓을 심리적 힘이 부족한 정신구조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취약한 에너지 

수준의 정신구조가 해리성 정신병리로 발전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5

그러나 Freud는 같은 히스테리아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어떤 정신적 내용물들을 

의식적인 인식으로부터 능동적으로 무의식 역으로 쫓아버리는 것이라고 보면서 억

압(repress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 다. Freud의 억압 개념과 Janet의 해리 개념 사

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로 Freud는 억압을 정신의 능동적인 기능으

로 본 반면, Janet는 해리를 심리적 에너지가 낮아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수동적인 과

정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6
 둘째로 억압에서는 인식되지 않는 기억이 정신구조의 억압 

장벽 하부로 려나는 수평분할(horizontal spilt)인데 반해, 해리에서는 기억상실의 장

벽(amnestic barrier)에 의해 수직분할(vertical split)되어 내용물들이 별도의 수평적 

의식 안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7
 셋째로 억압은 외적 사건보다는 외디푸스적 욕망과 같

은 정신 내적 갈등에 대한 반응으로 유발되는 것이 보통인 반면, 해리는 주로 외상과 

같은 외적 사건에 대한 반응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8 넷째로 억압에서는 정보의 흐

름이 일방적이어서 한번 의식화되면 다시 억압될 수 없는 반면, 해리에서는 다시 해

리 되어 원래의 주체가 기억할 수 없는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9

Freud의 향이 정신의학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리 개

념은 정신병리학에서 등한시되어 왔다. 또 Freud가 아동기 외상 이론을 버리고 내적 

환상 이론을 강조했기 때문에 정신의학에서 아동기 외상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다.
10
 

한편 Bleuler가 schizophrenia라는 용어를 사용한 향으로 인하여 정신구조가 분리된 

상태를 보이는 환자들을 정신분열병으로만 보는 경향이 강해져서 다중 인격 장애의 

많은 증상들이 정신분열병의 증상으로 간주되거나 오진되어 왔다는 주장도 제기되었

다.11 

한편 Jung이 창립한 분석심리학에서는 콤플렉스(complex)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개념은 해리 현상과 관련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Jung은 마음속에 여러 개의 ‘나’

의 분신 또는 부분 인격이라는 것을 콤플렉스라는 용어로 개념화했으며, 그런 현상은 

일상생활이나 병적 해리 현상에서 볼 수 있다고 했다.
12,13

Jung은 의식에 통합하기 어려운 어떤 감정적 충격 같은 경험으로 말미암아 의식으로

부터 정신의 일부가 떨어져나간 결과로 여러 개의 콤플렉스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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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콤플렉스는 자아에게 의식되지 않는 강한 정감과 의식의 통제에 지배받지 

않는 자율적 에너지를 지닌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콤플렉스는 정신구조 내

에서 살아있는 이물체처럼 움직여서 잘 통합된 의식의 질서를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

로 교란할 수 있는데, 의식화되지 못한 강한 콤플렉스가 의식의 중심인 자아를 사로

잡아 통제권을 빼앗아버리는 경우가 바로 심한 정신병리의 일종인 빙의 현상이나 신

들림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Jung에 의하면 결국 정신이란 동질성의 구성물이 아니고 

허술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전적 요소의 복합체이므로 분리가 가능하며, 해리란 병적

인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3. 해리와 정신적 외상과의 관계

현대에 와서 해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발전은 해리와 정신적 외상의 연관성을 규명

하려는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해리 현상이란 외상적 경험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되

는 정상적인 방어 과정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해리 현상의 병인에서 외상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을 비롯한 정신적 외상의 경험이 성인기의 해리 증상과 관련이 

많다는 연구 결과들은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14,15,16,17,18

Janet 이후에 등한시되었던 해리 현상이 재조명을 받게 된 것은 1980년에 DSM-III에 

해리 장애 진단기준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인데, 이는 해리의 원인에 있어서 외상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결과이다. 결국 해리 현상은 무엇보다도 외상에 대한 반

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야말로 가장 특징적인 

해리 장애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19,20

4. 해리경험척도의 개발과 이용

하나의 정신적 현상으로서의 해리 경험을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로는 Bernstein과 

Putnam이 1986년에 개발한 해리경험척도(Dissociation Experiences Scale, DES)가 있

으며,2 이의 한국어판인 DES-K가 1995년에 표준화되었다.21 이 척도는 임상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해리 경험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정신 병리적 해리 증상을 

가진 환자를 선별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형 

검사인데, Carlson과 Putnam의 DES 지침서(1992)에 나와 있는 요인분석과 Dubester 

및 Braun의 연구
22
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의 요인분석 연구 결과 기억상실(amnesia), 

몰입-상상(absorption-imagination), 이인증-비현실감(depersonalization-derealization)

의 3가지 소항목이 일관되게 추출된 바 있었다.21 측정 방식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10cm 수평선상에 표시하도록 하는 시각적 연속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0에서 100까지 10단위로 나열된 숫자 중에 하나를 고르

는 등간 척도 방식이다(DES II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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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를 적용한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인들도 다양한 해리 현상을 경험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해리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경험하는 해리 현상과 임상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신 병리적 해리 증

상의 차이가 단지 양적인 것인지 아니면 질적으로 다른 것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DES상 일반적 해리 현상과 병적 해리 증상을 구분하는 경계점수로는 미국에서

는 30점이, 한국에서는 20점이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DES를 적용한 연구를 보면 Carlson 등의 연구
23
에서는 

평균점수가 8.6점, Ross 등의 연구24에서는 평균점수가 10.8점이었으며, 성별, 사회경제

적 수준, 교육정도, 종교, 출생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분포상 정규분포가 아니라 우측 편향(positively skew) 현상과 연령층이 낮

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한국어판 해리경험척도의 표준화 연구
21
은 정상인 555명과 환자 498명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한국어판 해리경험척도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편으로 보

고되었으며, 미국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이나 종교의 유무에 따른 점수 차이는 없었지만, 환자군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과 교육정도가 낮은 저학력군에서 점수가 증가하는 

소견을 보 다. 이를 고려할 때 집단 간에 DES 점수를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연령과 

교육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DES는 현재의 해리 상태(state measure)

를 잘 반 하지는 못하나 해리 증상을 경험하는 경향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선별 검사

(screening test)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다.

5. 해리와 정신병 증상의 관계

해리와 정신병의 관계는 정신분열병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다. 

Kluft는 해리성 주체성 장애 환자의 초기 면담시 평균 3.6개의 Schneider 일급증상이 

발견됨을 보고하 고, Schneider 증상을 포함하는 면담이 해리성 주체성 장애의 진단

에 유용하다고 하 다.25 Ross와 Norton은 해리로 인해 생기는 Schneider의 일급증상 

때문에 해리성 주체성 장애가 정신분열병으로 오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6
 또

한 여러 연구에서 정신분열병보다 해리성 주체성 장애에서 Schneider의 일급증상이 

더 흔히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다.27,28,29

한편, Ellason과 Ross는 정신분열병과 해리성 주체성 장애 환자간의 양성증상과 음성

증상을 비교한 연구에서 양성증상과 일반병리(general psychopathology)는 정신분열병

보다 해리성 주체성 장애 환자군에서 의미 있게 더 심한 것을 발견하 으며, 반대로 

음성증상은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

Spitzer 등은 정신분열병 입원환자와 정상대조군의 해리경험 점수를 비교한 연구에서 

정신분열병 환자가 의미 있게 해리 경험이 많은 것을 보고하 다.31 이 연구에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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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증상을 가진 환자군보다 양성증상을 가진 환자군에서 해리경험 점수가 더 높은 것

으로 보고되었고, 특히 망상과 환청만이 해리경험 점수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

는 증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는 정신분열병의 이질성(heterogeneity)에 해리 

현상이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다. 

Allen과 Coyne 등은 해리 현상이 많을수록 다른 정신병리보다 정신병적 증상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되어 정신병의 정도가 심해진다고 보고하 다.
32,33
 이 연구들은 외상 관

련 전문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DES와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2(MMPI-2) 또는 Brief Symptom Inventory(BSI)를 적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인데, 정신병과 관련된 증상 척도들이 DES 점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 다.

한편, Goff 등의 연구에 의하면 빙의 망상(delusion of possession)이 현재 있거나 과

거에 있었던 만성 정신병 환자군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해리 증상이 높게 

발견되고 아동기 성적학대 경험의 보고도 높게 나왔다.
34
 이는 일부 정신병 환자에 있

어서는 빙의 망상이 아동기의 외상과 해리 성향을 반 함을 시사한다. 

정신병 증상과 관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다. Ross와 Joshi는 일반

인 502명을 대상으로 해리 장애면담양식(Dissociative Disorders Interview Schedule, 

DDIS)을 이용한 연구에서 Schneider 증상이 아동기 외상 및 해리 증상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35 Pope와 Kwapil은 52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정신병의 위험군을 선별하는데 이용되는 4개의 척도들 중에 3가지가 DES와 유

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고했는데, 이는 정신병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일부

에서 해리 증상이 흔하게 동반됨을 시사하는 소견이다.36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정신병 환자에서 해리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는 드물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신분열병만 하더라도 환자의 진단에

서는 해리 증상이 전혀 반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신과 치료자들은 해리 증상에 주목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해리 증상이 정신분열병의 증상과 어떤 양상으로 관련

되어 있는지, 해리 증상이 정신분열병 증상의 정도에 향을 주는지, 또는 치료 경과

에 향을 끼치는지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입원치료를 받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DES 점수에 따라 해

리 경향성이 높은 환자군, 중간 환자군, 낮은 환자군 간에 급성기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두 가

지 가설을 검증하려고 한다.

첫째, 정신분열병 입원환자 중 해리 경향성이 높은 환자들은 해리 경향성이 낮은 환

자들에 비해 급성기에 더 심한 증상을 경험할 것이다.

둘째, 정신분열병 입원환자 중 해리 경향성이 높은 환자들은 일정한 치료 기간을 거

친 후의 시점에서 해리 경향성이 낮은 환자들에 비해 증상이 호전되는 정도가 더 적

을 것이다. 



- 7 -

II. 방 법

1. 연구대상

세브란스 정신건강 병원 및 서울시립 은평병원에 입원한 정신분열병 환자 32명을 대

상으로 하 다. 인지기능의 저하가 심하거나 정신지체가 동반되어 있거나 학력이 너

무 낮은 이유 등으로 DES를 제대로 실시할 수 없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간

질 등의 기질적 원인에 의한 정신병, 약물에 의한 정신병, 단기 정신병, 또는 기분장

애로 최종 진단된 환자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상 환자들은 모두 폐쇄 병동 입

원 하에 한 가지 이상의 항정신병 약물치료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치료 도중에 자의

퇴원을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기 퇴원을 하여 계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 다. 

2. 검사

모든 대상 환자들에게 입원 첫 주 이내에 첫 번째 양성 및 음성증상 척도(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PANSS)를 시행하여 입원 1주째의 PANSS 점수를 

얻었다. 입원일로부터 4주간의 간격을 두고 두 번째 PANSS를 시행하여 입원 5주째

의 PANSS 점수를 얻었다. DES는 두 번째  PANSS를 실시할 때 같이 검사 받게 하

거나 혹은 그 후 2주 이내에 검사 받게 하 다. DES를 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한 사

항들이 있었다. 

첫째로, 가능한 한 여러 명의 환자들을 모아놓고 검사자가 한 문항씩 읽어주면서 함

께 실시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 DES를 시행

할 때는 검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들이 문항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경

우에는 일부 환자들의 채점 결과에서 100% 근처에 표시한 문항 개수가 여러 개 발견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급성기의 정신분열병 증상 때문에 DES 문

항을 왜곡되게 이해하여 타당하지 않게 검사에 반 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

서 이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위와 같은 방법을 택하 고 환자들의 질문과 보조적인 

설명도 허용했다. 개인에게 실시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 는데, 결과적으로 타

당도가 높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

둘째로, DES 검사 시점을 입원 5주째 이후로 통일하려고 했던 점이다. 정신분열병 증

상이 심한 입원 초기에는 DES 문항의 왜곡 이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되었기 때

문에 최소한 두 번째 PANSS를 시행한 이후로 시점을 잡은 것이다.

셋째로, 이번 연구에서는 VAS 방식에 등간 척도 방식을 결합시킨 방법으로 DE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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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여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VAS 방식의 척도를 사용할 경우 채점에 불편할 

뿐 아니라 환자들의 시각적 인지 방식의 개인차 때문에 오차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여 기존의 VAS 방식의 10cm 수평선 위에 5

점 단위의 점 표시와 10점 단위의 숫자 표시를 첨가하여 사용하 다. 

3. 자료의 분석

가. 인구사회학적 자료가 DES 점수에 미치는 향

전체 대상의 성별에 따라 DES 점수(총점 및 각 소항목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Wilcoxon rank sum test로 검정하 다. 성별에 따른 DES 점수 차이를 비모수적 방

법으로 분석한 것은 DES 점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다. 

결혼상태(미혼, 기혼, 이혼)에 따라 DES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는 Kruskal-Wallis test

로 검정하 다. 나이, 교육기간, 질병 이환 기간, 정신과 입원횟수와 DES 점수와의 상

관관계는 상관분석으로 검정하 다.

나. 인구사회학적 자료가 PANSS의 호전 정도에 미치는 향

전체 대상의 성별에 따라 PANSS 점수(총점, 양성증상, 음성증상, 일반병리)의 호전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로 검정하 다. 결혼상태(미혼, 기혼, 이혼)에 따라 

PANSS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는 Kruskal-Wallis test로 검정하 다. 나이, 교육기간, 

질병 이환 기간, 정신과 입원횟수와 PANSS 점수와의 상관관계는 상관분석으로 검정

하 다.

다. DES 총점과 각 소항목 점수에 따른 고점수군, 중간점수군, 저점수군 간의 급

성기 정신분열병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 비교

DES의 총점 및 기억상실, 몰입-상상, 이인증-비현실감 소항목 각각의 점수에 대해 환

자의 순위를 결정한 후 각각의 점수 순위상에서 이상점으로 보여지는 최고 점수자와 

최저 점수자를 제외한 나머지 30명씩을 자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30명의 상

위 33.3‰, 중간 33.3‰, 하위 33.3‰을 DES 총점 및 각 소항목 점수에 따른 고점수군, 

중간점수군, 저점수군으로 분류하 다. 이들 세 군간에 PANSS 총점, 양성증상, 음성

증상, 일반병리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입원 1주째와 5주째의 검사 시점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각 군의 차이에 의한 효과와 검사 시점의 차이에 의한 효과 사이에 

교호작용이 있는지를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로 검정하 다. 

통계는 SAS 6.12 version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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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자료 및 DES 평균점수

전체 대상 수는 32명으로 남자 19명, 여자 13명이었다. 평균연령은 31.2세 으며, 평균 

교육기간은 12.9년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 23명, 기혼 4명, 이혼 5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질병 이환 기간은 55개월이었고 정신과에 입원한 평균횟수는 2.2회 다(표 1). 

전체 대상의 DES 총점 평균은 11.3점이었고, 소항목별 평균점수는 기억상실 소항목이 

7.9점, 몰입-상상 소항목이 15.1점, 이인증-비현실감 소항목이 9.1점이었다(표 2).

표 1.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자료 및 DES 평균점수

  변수 단위 자료값

  전체 연구대상 수 (명) 32

  성별 남자 (명) 19

여자 (명) 13

  나이 (평균연령) 31.2(6.0)

  교육기간 (평균년수) 12.9(2.3)

  결혼상태 미혼 (명) 23

기혼 (명)  4

이혼 (명)  5

  질병 이환 기간 (평균개월수) 55(57)

  정신과 입원횟수 (평균횟수)  2.2(1.5)

  DES 총점 (평균점수) 11.3(9.2)

    기억상실 소항목 (평균점수)  7.9(8.6)

    몰입-상상 소항목 (평균점수) 15.1(11.8)

    이인증-비현실감 소항목 (평균점수)  9.1(9.3)

  ( ) 안은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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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사회학적 자료가 DES 점수에 미치는 향

전체 대상의 성별, 나이, 교육기간, 결혼상태, 질병 이환 기간, 정신과 입원횟수에 따라 

DES 점수(총점 및 세 가지 소항목 점수)에 의미 있는 차이 또는 상관관계가 있는지

를 알아보았다(표 2).

질병 이환 기간은 DES 총점 및 이인증-비현실감 소항목과 의미 있는 양의 상관관계

를 보 고, 입원횟수는 이인증-비현실감 소항목과 의미 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 

성별과 결혼상태에 따른 DES 점수들의 차이는 없었다. 나이, 교육기간과 DES 점수들

과의 상관관계도 발견되지 않았다.

표 2.  인구사회학적 자료가 DES 점수에 미치는 향

  Demographic data
DES scores

Total Amn Abs Dep

  Sex nd nd nd nd

  Age nc nc nc nc

  Duration of education nc nc nc nc

  Marital state nd nd nd nd

  Duration of illness 0.3607
*

nc nc    0.4959
**

  Frequency of admission nc nc nc    0.4387*

  Amn=amnesia subscale, Abs=absorption & imaginative involvement subscale,
  Dep=depersonalization & derealization subscale,
  nd=no difference, nc=not correlated, 
  numerical data ar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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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사회학적 자료가 PANSS의 호전 정도에 미치는 향

전체 대상의 성별, 나이, 교육기간, 결혼상태, 질병 이환 기간, 정신과 입원횟수에 따라 

PANSS 점수(총점, 양성증상, 음성증상, 일반병리 점수)의 호전 정도에 의미 있는 차

이 또는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표 3).

질병의 이환 기간은 양성증상의 호전 정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질병 

이환 기간이 오래된 환자일수록 양성증상이 호전되는 폭이 작았다. 성별과 결혼상태

에 따른 각 증상들의 호전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나이, 교육기간, 입원횟수와 각 증

상들의 호전 정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3.  인구사회학적 자료가 PANSS의 호전 정도에 미치는 향

  Demographic data

Degrees of improvement in PANSS scores
(scores at 1 wk. minus scores at 5 wk.)

∆Total ∆Positive ∆Negative ∆General

  Sex nd nd nd nd

  Age nc nc nc nc

  Duration of education nc nc nc nc

  Marital state nd nd nd nd

  Duration of illness nc -0.3633* nc nc

  Frequency of admission nc nc nc nc

  ∆Total=differences of total PANSS scores between 1st week and 5th week
  ∆Positive=differences of positive sx. scores between 1st week and 5th week
  ∆Negative=differences of negative sx. scores between 1st week and 5th week
  ∆General=differences of general sx. scores between 1st week and 5th week
  nd=no difference, nc=not correlated, 
  numerical data ar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
 p<0.05

4. DES 총점과 각 소항목 점수에 따른 고점수군, 중간점수군, 저점수군 간의 급성

기 정신분열병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 비교

가. DES 총점에 따른 각 점수군간의 비교

전체 대상을 DES 총점의 순위에 따라 고점수군, 중간점수군, 저점수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간 및 각 시점간의 PANSS 총점, 양성증상, 음성증상, 일반병리 점수를 비교 검

정하 다. 각 군의 DES 평균점수와 입원 첫째 주 및 다섯째 주의 PANSS 총점, 양성

증상, 음성증상, 일반병리 평균점수는 아래와 같았다(표 4, 그림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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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DES 총점에 따른 각 점수군의 PANSS 평균점수

 Groups 
 by Total DES

 PANSS scores

Total Positive Negative General

1st 5th 1st 5th 1st 5th 1st 5th

high group
mean=20.9(6.3)

89.2
(15.2)

70.4
(19.4)

26.0
 (3.3)

18.7
 (6.6)

19.5
 (7.3)

17.9
 (6.2)

43.7
 (9.6)

33.8
 (9.7)

middle group
mean=7.9(2.1)

82.5
(11.0)

58.6
(12.1)

25.6
 (2.9)

14.8
 (5.8)

17.0
 (5.0)

14.5
 (5.0)

39.9
 (6.2)

29.3
 (6.1)

low group
mean=4.0(1.3)

76.9
(12.2)

46.7
 (7.9)

26.2
 (4.7)

11.3
 (3.8)

14.3
 (6.5)

11.6
 (3.9)

36.4
 (6.7)

23.8
 (4.0)

  1st=at 1st week, 5th=at 5th week, ( ) : standard deviation

PANSS 총점 점수와 일반병리 점수는 각 군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다. 입원 

1주째와 5주째의 시점간에는 PANSS 총점과 모든 소척도 점수에 의미 있는 감소를 

보 다.

양성증상에 대해서는 집단 간의 차이에 의한 효과와 시점에 의한 효과 사이에 의미 

있는 교호작용을 나타냈다(표 5). 

표 5. DES 총점에 따른 각 점수군의 증상 변화 분석결과

Statistical analysis
(groups by Total DES)

PANSS scores

Total Positive Negative General

 Group effect
  F=5.92
  p=0.0074**

  F=2.34
  p=0.1157

  F=2.80
  p=0.0786

  F=4.77
  p=0.0169*

Time effect
  F=100.14
  p=0.0001**

  F=113.89
  p=0.0001**

  F=10.98
  p=0.0026**

  F=62.34
  p=0.0001**

Interaction
  F=1.84
  0=0.1776

  F=4.54
  p=0.020

*
  F=0.24
  p=0.7847

  F=0.34
  p=0.7182

  
*
 p<0.05, 

**
 p<0.01, repeated measure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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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effect (+)
**

Group effect (-)

  Time effect (+)
**

Time effect (+)
**

  Interaction (-) Interaction (+)
*

 

  Group effect (-) Group effect (+)
*

  Time effect (+)
**

Time effect (+)
**

  Interaction (-) Interaction (-)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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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억상실 소항목 점수에 따른 각 점수군간의 비교

전체 대상을 기억상실 소항목 점수의 순위에 따라 고점수군, 중간점수군, 저점수군으

로 분류하고 각 군간 및 각 시점간의 PANSS 총점, 양성증상, 음성증상, 일반병리 점

수를 비교 검정하 다. 각 군의 기억상실 소항목 평균점수와 입원 첫째 주 및 다섯째 

주의 PANSS 총점, 양성증상, 음성증상, 일반병리의 평균점수는 아래 표와 같았다(표 

6, 그림 2.1-2.4).

표 6. 기억상실 소항목 점수에 따른 각 점수군의 PANSS 평균점수

Groups 
by Amn

 PANSS scores

Total Positive Negative General

1st 5th 1st 5th 1st 5th 1st 5th

high group
mean=16.7(5.6)

89.7
(14.8)

69.9
(19.4)

25.4
 (3.9)

17.7
 (7.2)

19.6
 (7.2)

17.8
 (6.3)

44.7
 (9.1)

34.4
 (9.3)

middle group
mean=4.0(0.7)

80.2
(13.7)

55.2
(14.6)

25.3
 (3.9)

13.2
 (5.2)

16.9
 (6.3)

14.9
 (4.8)

38.0
 (7.4)

27.1
 (6.7)

low group
mean=1.5(0.8)

78.7
(10.0)

50.6
 (9.0)

27.1
 (2.8)

13.9
 (5.4)

14.3
 (5.3)

11.3
 (3.8)

37.3
 (5.7)

25.4
 (4.5)

  Amn=amnesia subscale,
  1st=at 1st week, 5th=at 5th week, ( ) : standard deviation

PANSS 총점 점수와 일반병리 점수는 각 군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다. 입원 

1주째와 5주째의 시점간에는 PANSS 총점과 모든 소척도 점수에 의미 있는 감소를 

보 다.

PANSS 총점과 각 소척도 점수 중 어느 것도 집단 간의 차이에 의한 효과와 시점에 

의한 효과 사이에 의미 있는 교호작용은 없었다(표 7). 

표 7. 기억상실 소항목 점수에 따른 각 점수군의 증상 변화 분석결과

Statistical analysis
(groups by Amn)

PANSS scores

Total Positive Negative General

Group effect
  F=4.30
  p=0.0240*

  F=0.86
  p=0.4358

  F=2.98
  p=0.0676

  F=5.08
  p=0.0134*

Time effect
  F=94.22
  p=0.0001

**
  F=99.95
  p=0.0001

**
  F=11.02
  p=0.0026

**
  F=61.33
  p=0.0001

**

Interaction
  F=0.94
  p=0.4047

  F=2.33
  p=0.1163

  F=0.30
  p=0.7465

  F=0.11
  p=0.8965

  Amn=amnesia subscale, * p<0.05, ** p<0.01, repeated measure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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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effect (+)
*

Group effect (-)

  Time effect (+)
**

Time effect (+)
**

  Interaction (-) Interaction (-)

 

  Group effect (-) Group effect (+)
*

  Time effect (+)
**

Time effect (+)
**

  Interaction (-) Interaction (-)

  Amn=amnesia subscale,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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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몰입-상상 소항목 점수에 따른 각 점수군간의 비교

전체 대상을 몰입-상상 소항목 점수의 순위에 따라 고점수군, 중간점수군, 저점수군으

로 분류하고 각 군간 및 각 시점간의 PANSS 총점, 양성증상, 음성증상, 일반병리 점

수를 비교 검정하 다. 각 군의 몰입-상상 소항목 평균점수와 입원 첫째 주 및 다섯

째 주의 PANSS 총점, 양성증상, 음성증상, 일반병리의 평균점수는 아래 표와 같았다

(표 8, 그림 3.1-3.4).

표 8. 몰입-상상 소항목 점수에 따른 각 점수군의 PANSS 평균점수

Groups 
by Abs

 PANSS scores

Total Positive Negative General

1st 5th 1st 5th 1st 5th 1st 5th

high group
mean=26.2(6.9)

89.9
(13.4)

70.7
(17.5)

25.7
 (3.3)

19.8
 (6.8)

20.2
 (6.4)

17.5
 (6.1)

44.0
 (9.2)

33.4
 (9.0)

middle group
mean=12.2(2.9)

83.4
(11.9)

59.4
(16.1)

26.6
 (3.7)

14.5
 (4.8)

18.0
 (5.6)

16.2
 (5.9)

38.8
 (6.5)

28.7
 (7.4)

low group
mean=4.9(1.8)

76.2
(12.3)

47.3
 (8.1)

26.0
 (3.2)

12.0
 (4.5)

13.0
 (5.9)

10.5
 (3.0)

37.2
 (6.9)

24.8
 (5.2)

  Abs=absorption & imaginative involvement subscale,
  1st=at 1st week, 5th=at 5th week, ( ) : standard deviation

PANSS 총점 점수와 음성증상 점수, 그리고 일반병리 점수는 각 군 사이에 의미 있

는 차이를 보 다. 입원 1주째와 5주째의 시점간에는 PANSS 총점과 모든 소척도 점

수에서 의미 있는 감소를 보 다. 양성증상에 대해서는 집단 간의 차이에 의한 효과

와 시점에 의한 효과 사이에 의미 있는 교호작용을 나타냈다(표 9). 

표 9. 몰입-상상 소항목 점수에 따른 각 점수군의 증상 변화 분석결과

Statistical analysis
(groups by Abs)

PANSS scores

Total Positive Negative General

Group effect
  F=6.31
  p=0.0056**

  F=2.81
  p=0.0780

  F=4.86
  p=0.0158*

  F=3.67
  p=0.0388*

Time effect
  F=91.19
  p=0.0001**

  F=107.19
  p=0.0001**

  F=12.89
  p=0.0013**

  F=61.03
  p=0.0001**

Interaction
  F=1.24
  p=0.3059

  F=5.63
  p=0.0090

**
  F=0.18
  p=0.8394

  F=0.24
  p=0.7848

  Abs=absorption & imaginative involvement subscale,
  
*
 p<0.05, 

**
 p<0.01, repeated measure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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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effect (+)
**

Group effect (-)

  Time effect (+)
**

Time effect (+)
**

  Interaction (-) Interaction (+)
**

 

  Group effect (+)
*

Group effect (+)
*

  Time effect (+)
**

Time effect (+)
**

  Interaction (-) Interaction (-)

  Abs=absorption & imaginative involvement subscale,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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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인증-비현실감 소항목 점수에 따른 각 점수군간의 비교

전체 대상을 이인증-비현실감 소항목 점수의 순위에 따라 고점수군, 중간점수군, 저점

수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간 및 각 시점간의 PANSS 총점, 양성증상, 음성증상, 일반

병리 점수를 비교 검정하 다. 각 군의 이인증-비현실감 소항목 평균점수와 입원 첫

째 주 및 다섯째 주의 PANSS 총점, 양성증상, 음성증상, 일반병리의 평균점수는 아

래 표와 같았다(표 10, 그림 4.1-4.4).

표 10. 이인증-비현실감 소항목 점수에 따른 각 점수군의 PANSS 평균점수

Groups 
by Dep

 PANSS scores

Total Positive Negative General

1st 5th 1st 5th 1st 5th 1st 5th

high group
mean=18.0(7.9)

89.8
(14.4)

68.1
(18.2)

26.1
 (3.2)

17.5
 (6.5)

19.3
 (6.8)

17.2
 (6.8)

44.4
 (9.2)

33.4
 (9.1)

middle group
mean=6.5(1.9)

79.7
(12.0)

58.6
(16.2)

25.5
 (3.2)

15.4
 (6.3)

15.9
 (6.6)

13.9
 (5.3)

38.3
 (6.1)

29.3
 (7.2)

low group
mean=1.5(1.4)

79.1
(12.4)

49.0
(10.2)

26.2
 (4.5)

11.9
 (4.6)

15.6
 (5.9)

12.9
 (3.8)

37.3
 (7.2)

24.2
 (4.6)

  Dep=depersonalization & derealization subscale,
  1st=at 1st week, 5th=at 5th week, ( ) : standard deviation

PANSS 총점 점수와 일반병리 점수는 각 군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다. 입원 

1주째와 5주째의 시점간에는 PANSS 총점과 모든 소척도 점수에 의미 있는 감소를 

보 다.

PANSS 총점과 각 소척도 점수 중 어느 것도 집단 간의 차이에 의한 효과와 시점에 

의한 효과 사이에 의미 있는 교호작용은 없었다(표 11). 

표 11. 이인증-비현실감 소항목 점수에 따른 각 점수군의 증상 변화 분석결과

Statistical analysis
(groups by Dep)

PANSS scores

Total Positive Negative General

Group effect
  F=3.71
  p=0.0377*

  F=1.26
  p=0.3010

  F=1.43
  p=0.2571

  F=4.18
  p=0.0262*

Time effect
  F=97.18
  p=0.0001**

  F=100.48
  p=0.0001**

  F=10.87
  p=0.0027**

  F=64.16
  p=0.0001**

Interaction
  F=1.39
  p=0.2666

  F=2.42
  p=0.1083

  F=0.10
  p=0.9042

  F=0.74
  p=0.4873

  Dep=depersonalization & derealization subscale,
  *
 p<0.05, 

**
 p<0.01, repeated measure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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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effect (+)
*

Group effect (-)

  Time effect (+)
**

Time effect (+)
**

  Interaction (-) Interaction (-)

 

  Group effect (-) Group effect (+)
*

  Time effect (+)
**

Time effect (+)
**

  Interaction (-) Interaction (-)

  Dep=depersonalization & derealization subscale,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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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높은 해리 경향성의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낮은 해리 경향

성의 환자들에 비해서 급성기에 더 심한 증상을 경험하리라는 것이었다. 결과를 종합

해 볼 때 급성기 정신분열병의 전체증상(PANSS 총점)은 DES의 총점이 높은 고점수

군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첫 번째 가설에 잘 부합되는 소견이다. 그러

나, 세 점수군 모두 4주가 지난 시점에서 비슷한 정도의 증상 호전을 보 다(시점 간

의 차이는 있으나 교호작용은 없음). 따라서, 해리 경향성이 높은 환자들의 증상 호전 

정도가 더 적을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은 전체증상에 대해서는 맞지 않았다. 

PANSS 총점은 DES의 각 소항목 점수의 고저에 따른 점수군간 비교에서도 모두 같

은 양상의 결과를 보 다. 즉, 기억상실, 몰입-상상, 이인증-비현실감 각각의 고점수군

에서 전체적인 증상이 더 심하기는 하지만, 4주 후에 호전되는 정도는 각 소항목의 

고점수군이나 저점수군이나 비슷한 양상을 보 다(교호작용 없음). 급성기 정신분열병 

전체증상의 심한 정도는 세 가지 DES 소항목의 향을 골고루 받고 있으나, 증상의 

호전 정도는 이들 중 어느 것의 향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PANSS의 3개 소척도 중에서 일반병리(general psychopathology) 소척도는 PANSS 

총점과 똑같은 양상을 보 다. 일반병리 증상 역시 DES 총점 및 세 가지 소항목의 

고점수군에서 더 심한 증상을 보인 반면, 4주 후의 호전 정도는 모든 점수군에서 비

슷했다(교호작용 없음). 일반병리 증상들의 심한 정도는 세 가지 소항목의 향을 골

고루 받고 있으나 증상의 호전 정도는 아무 향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PANSS의 일반병리 소척도에는 신체적 관심, 우울, 불안, 긴장, 죄책감, 비협조성 등의 

16가지 증상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리 경향성이 이들 증상군 가운데 어느 것에 

주로 향을 주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반병리는 PANSS의 전체 30개 문항 중에 절반이 넘는 16개를 차지하고 있어서 각

각 7 문항씩으로 구성된 양성증상이나 음성증상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다. 그러므

로, 전체증상을 비교했을 때의 결과들은 일반병리를 비교한 결과가 그대로 반 된 것

으로 생각된다. Leavitt은 일부 환자에게서 보이는 과도한 몰입이 해리 장애뿐 아니라 

우울, 불안, 건강염려 등의 광범위한 여러 정신병리와도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37
 

높은 해리 경향성이 정신분열병의 급성기에 일반병리 증상을 심하게 한다는 본 연구

의 결과는 Leavitt의 연구 결과와도 잘 조화가 되는 소견이다. 

음성증상의 심한 정도는 전체 해리 경향성(DES 총점)의 향을 받지 않았다. 해리 소

항목 중에서 오직 몰입-상상 소항목만이 음성증상의 정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몰입-상상 경향성이 높은 고점수군이 가장 심한 음성증상을 보 다. 한편 음



- 21 -

성증상의 호전 정도에는 DES 총점과 세 가지 소항목 모두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해리가 주로 양성증상에만 관련되고 음성증상과는 관련이 적다는 Spitzer 등의 

연구
31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Pope와 Kwapil은 정상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신병에 걸리기 쉬운 성향(psychosis proneness)을 나타내는 척도들 가운

데 지각 이상(perceptual aberration), 마술적 사고(magical ideation)뿐 아니라 사회적 

무쾌감증(social anhedonia)도 해리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36
 이는 해리

가 일부 음성증상과도 관련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양성증상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교호작용을 보인 결과들이 있었는데, DES 총점과 몰

입-상상 소항목 점수의 고저에 따른 세 점수군의 경과가 서로 같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DES 총점 고저에 따른 각 점수군의 양성증상 호전 정도(입원 1주

째와 5주째의 점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호전 정도가 고점수군에서 가장 적고 저점수

군에서 가장 큰 양상을 보 다(그림 1.2). 따라서 이는 전체적인 해리 경향성이 높을 

경우 양성증상의 호전이 어느 정도 저해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라 할 수 있다. 

DES의 소항목 가운데서는 몰입-상상 소항목만이 양성증상의 경과에 이와 같은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몰입-상상의 경향성이 높은 환자는 경향성이 낮은 환자

와 비교했을 때 입원 후 4주가 지난 다음에도 양성증상이 덜 호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 

양성증상에만 국한된 이 결과는 높은 해리 경향성의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낮은 해리 

경향성의 환자들에 비해서 일정한 치료 기간을 거친 후에도 증상의 호전 정도가 적을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에 부합되는 소견인데, 결과적으로 오직 양성증상의 경우만 이 

가설에 부합되었고 그것은 주로 몰입-상상의 향에 의한 것으로 보여졌다.

본 연구의 결과로 DES의 세 가지 소항목 중에서 정신분열병의 증상에 가장 많은 

향을 끼치는 것은 몰입-상상 소항목임을 알 수 있었다. 몰입-상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는 몇 가지 견해들이 있다. Bower는 몰입-상상이 해리와 함께 최면의 치료적 반응

을 일으키는데 관여하지만, 몰입-상상과 해리는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38 

그는 몰입-상상은 의식적 경험 내에 다양한 관념, 이미지, 상상들이 존재(presence)하

는 것인 반면, 해리는 반대로 의식적 경험 내에 그러한 관념, 이미지, 상상들이 부재

(absence)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Allen과 Coyne는 그들의 연구에서 몰입-상상

을 가장 경미하고 흔한 형태의 해리로 보았고 기억상실과 이인증-비현실감은 더욱 특

징적이고 심한 병적 해리로 보았다.
32
 Leavitt 역시 그의 연구에서 DES의 몰입-상상 

소항목을 정상적 해리 현상(normal dissociation)으로 간주했다.37

몰입(absorption)은 정상인에게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체로 증

상의 하나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정신병 환자나 정신병에의 취약성이 있는 일반인에게

서는 과도하게 발견되기도 한다. Tellegen과 Atkinson은 몰입을 ‘일종의 전적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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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a state of total attention)’라고 정의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정신이 특별한 대

상관계에 집중되어 완전히 그 대상을 경험하는데 전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 다.39 

그들은 현실에 몰입하는 것(reality absorption)과 공상에 몰입하는 것(fantasy 

absorption)을 구분했는데, 이런 개념에 따르면 공상에의 강한 몰입은 개인의 현실과

의 관계성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정신병적 경험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Allen과 Coyne는 몰입을 정신 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분리(detachment)를 가장 

잘 반 하는 해리 현상으로 보았다.
32
 이에 따르면, 강렬한 몰입 상태는 자기와 현실에 

대한 감각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인증과 비현실감은 그러한 몰입 상태의 연

장선상에서 자기 또는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이라고 했다. 기억상실 역시 극

단적인 분리의 부수 현상으로서, 주의 집중이 내적 세계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 사건들은 지각되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는 현상이라고 했다. 감정둔마, 빈약한 

라포(rapport), 감정적 위축,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들도 일종의 외부 세계와의 분

리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 본다면, 과도한 몰입 성향이 음성증상을 심하게 하는 것

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도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Kluft는 이런 종류의 해리가 하나의 방어 기제로 동원된다고 보았는데, 개인이 압도적

인 충격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도피할 수 없을 때 그 대신에 ‘자기 내부로 도피

(inward flight)'하는 현상이라고 하 다.40 이와 같이 외부 세계로부터의 분리와 공상 

또는 내부 세계로의 몰입은 서로 관련된 정신 현상인 것으로 이해된다.

Allen과 Coyne는 외상을 경험한 환자들이 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에 해리를 

일종의 방어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광범위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도 같은 

방어를 동원하게 된다고 했다.
32
 정신분열병 환자 역시 외부 세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소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되고 

내부 세계에 몰입하는 성향이 정상인들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Pope와 Kwapil은 해리가 정신분열병으로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전구 증상일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36
 Altman 등도 일반 청소년들의 준임상적 환청(subclinical 

hallucination)이 해리와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41 해리 경향성이 정신

분열병의 전구 증상인지 여부는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는 알 수 없지만, 해리 현상 

가운데 하나인 몰입 성향이 양성증상의 호전을 저해함으로써 양성증상을 치료 불응 

상태로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perpetuating factor)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자료들 중 질병 이환 기간이 이인증-비현실

감 소항목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양성증상의 호전 정도와는 유의한 역 상관관

계를 나타낸 점이다. 이는 정신분열병이 만성화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더욱 병적

인 해리 증상이 진행되고 또 한편으로는 양성증상이 치료불응 상태로 고정화되어 가

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 이전의 연구들과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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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양쪽 과정 모두에서 몰입 성향이 공통분모로 작용할 가능성

이 크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치료적 국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몰입 성향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

하거나 과도한 몰입 성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 기법들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공상 몰입을 현실 몰입으로 바꾸어주는 등 몰입 성향 자체를 치료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분열병의 약물

치료가 장기적으로 환자들의 몰입 성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DES 총점과 각 소항목의 점수는 이전의 연구

들과 차이가 있었다. 강범모 등의 연구에서는 60명의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

여 DES 총점이 19.3점, 기억상실 소항목이 15.8점, 몰입-상상 소항목이 21.6점, 이인증

-비현실감 소항목이 20.1점의 평균점수를 보 다.
42
 박제민 등의 한국어판 해리경험척

도의 표준화 연구에서는 151명의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DES 총점이 23.5점, 기억상실 

소항목이 18.5점, 몰입-상상 소항목이 27.6점, 이인증-비현실감 소항목이 22.8점의 평

균점수를 보 다.
21
 본 연구에서는 32명 환자의 DES 총점이 11.3점, 기억상실 소항목

이 7.9점, 몰입-상상 소항목이 15.1점, 이인증-비현실감 소항목이 9.1점의 평균점수로

서 앞의 연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점수를 보 다.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인 이유는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 내용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 부족에

서 초래될 수 있는 오답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다른 연구보다 낮은 

평균점수를 보 을 가능성이 있다. 박제민 등의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만을 대상으로 

DE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했을 때 상관계수 0.64를 얻었는데 이는 미국의 연

구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이다.
21
 만일 다양한 급성기 증상을 보이는 정신분열

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DE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한다면 설문 내용을 잘못 이

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오답의 비율이 측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관

계수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신분열병을 비롯한 정신병 

환자들에게 DES를 적용할 때는 검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

구된다.

해리 경향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의 기존 연구 결과 추출

된 세 가지 소항목을 그대로 따랐는데, 한국에서의 표준화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다소 다른 방식으로 소항목을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1
 거기서는 주

체성의 변화(identity changeability)나 주의 분산(distractibility) 같은 요인들이 추출되

기도 했는데, 문항수가 너무 적어서 실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대상 환자의 수가 충분히 크지 않았다. 둘째, DES의 질문 문항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검사에 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인지기능이 잘 유지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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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만성화되어 심하게 인지기능이 저하된 정신분열병 환자들이나 

급성기 증상이 너무 심한 환자들이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 환자들이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입원 5주째까지

의 급성기 경과만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입원 5주째까지 증상 호전 정도가 미미했던 

환자들이 그 이후에 상당히 호전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의 결

과만으로는 해리 경향성이 정신분열병의 전체 경과에 미치는 향력을 결론짓기가 어

렵다. 넷째, 외상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정신분열병 증상의 외상 관련

성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향후의 연구에 대한 제안으로, 급성기 치료 기간을 충분히 거친 후의 안정기에 속해 

있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잔류증상들이 해리 경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아동기 학대 등의 실제 외상 경험이 있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해리 경향성 및 

증상의 특징에 대한 연구, 몰입 성향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 기법의 개발과 몰입 성

향에 대한 약물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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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해리 경향성이 급성기 정신분열병 증상의 정도를 더 심

하게 하거나 치료 경과를 저해하는 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32명의 정신분열병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4주 간격을 두고 2회 

PANSS를 측정하 고 그 후 DES도 측정하 다. DES의 기억상실, 몰입-상상, 이인증

-비현실감 소항목은 모두 고점수군에서 정신분열병 급성기의 일반병리 증상과 전체증

상을 더욱 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중에서 특히 몰입-상상 소항목은 고점

수군의 급성기 음성증상을 더욱 심하게 하고 양성증상의 호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몰입 성향은 외부 세계와의 분리를 잘 반 하는 

해리 현상이며, 과도한 몰입 성향은 더욱 병적인 해리 증상들과, 정신분열병 급성기의 

음성증상 및 일반병리, 그리고 치료 불응 상태의 양성증상의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치료적 적용을 위해서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몰입 성향을 조절하는 

방법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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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해리경험척도의 소항목 분류 >

    (분류되지 않은 문항들)

1. 운전을 하고 가던 중 갑자기 이 순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전부 혹은 일부

가 기억이 안 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2.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순간(결혼, 이사, 졸업)들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4.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

5.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일을 하려고 생각만 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

    (기억상실 소항목)

1. 자신이 현재 있는 장소에 자신이 어떻게 도달했는지 모르는 때가 있다.

2. 입고 있는 옷을 산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샀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

4. 낯선 사람이 아는 체 하며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거나 전에 만난 적이 있다면

서 다가온 적이 있다.

5. 자신이 친구나 가족을 몰라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6.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7. 자신이 했던 기억이 없는 일을 실제로는 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때가 있다.

8. 스스로 쪽지, 낙서 등을 적은 기억이 없는데도 자신의 소지품에서 발견할 때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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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입-상상 소항목)

1.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전부 또는 일부 

기억이 안 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2. 과거의 사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마치 그 당시로 돌아갔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다.

3. 일어났었던 일들이 진짜로 일어났었는지 아니면 꿈을 꾼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

다.

4. 익숙한 곳에 있으면서도 그곳이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5. TV나 화를 볼 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주위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들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

6. 공상에 사로잡혀서 공상 속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7.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으면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8.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각각 너무나 다르게 행동하여 스스로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9. 어떤 상황에서는 평소와는 달리 일을 자발적으로 아주 쉽게 해낼 때가 있다. (스포

츠, 작업, 사회적 상황)

    (이인증-비현실감 소항목)

1. 자기 자신 옆에 서 있는 느낌이 들거나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며 

마치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이 확실히 보이는 경험을 한 적이 있

다.

2.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몰라본 경험이 있다.

3. 자신을 둘러싼 다른 사람들, 물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든 적이 있다.

4. 자신의 몸이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다.

5. 자신의 머리 속에서 자신에게 명령을 하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언급

하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6. 마치 안개 속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나 물체가 희미하

거나 멀게 보일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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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s of the dissociative tendencies to the 

severities of acute symptoms and to the degrees 

of symptom improvements in schizophrenics 

Ki-Rip Jung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 Taek Jeon)

Dissociation is defined as disturbances or alterations in the usually integrated 

functions of consciousness, memory, identity, or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It 

was in the early beginning period of modern psychiatry when the concept of 

dissociation was developed, its concept had been neglected by the most 

researchers who were under the influences of Freud unti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ic traumas and dissociation became clear recently. Dissociative 

experiences scale(DES) is a useful instrument in measuring the dissociative 

experiences of the normal people and the clinical patients, and it also has been 

used in the various research. Repeatedly, it has turned out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psychotic symptoms and the dissociative symptoms. 

Particularly in case of psychotic patients including schizophrenics, there are many 

reports stating that they have more dissociative experiences than normal people. 

But, the influences of the dissociative tendencies to the severities of acute 

schizophrenic symptoms and to the degrees of symptom improvements are still 

unknown. 

The central aim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at there is any different level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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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psychotic symptoms and any different degrees of symptom improvements 

when we divided the hospitalized acute schizophrenics into high, middle, and low 

score groups by the rank of the total DES or each subscale scores. Nineteen male 

and thirteen female subjects were enrolled in this research and they were 

measured with the PANSS at first week and fifth week of hospitalization, and 

within the next two weeks after the second PANSS, DES were checked. 

The result is that high score groups in terms of the total DES score and all three 

DES subscale scores had more severe total schizophrenic symptoms and general 

psychopathologies than low score groups while the degrees of symptom 

improvements after 4 weeks were about the same. Among the DES subscales only 

absorption-imaginative involvement subscale influenced to positive and negative 

symtoms. High score group in terms of absorption-imaginative involvement 

subscale showed more severe negative symptoms and lower degrees of positive 

symptom improvements than low score group. It seems that intense absorption 

may play a role as a common denominator of more pathologic dissociative 

symptoms, negative and general symptoms of acute schizophrenics, and treatment 

refractory positive symptoms.

Key Words : schizophrenia, dissociation, dissociative experiences scale, positive 

symptom, negative symptom,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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