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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정신분열병 환자의 자기만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들 및 질병연관 변인들을 규명
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환자들의 자기만입과 병식 사이의 연관성, 자기만입과 자존심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 법：정신과 의사가 병록지와 면담을 통하여 대상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인구학적 변인들 및 질병연관
변인들에 관한 자료를 얻고 환자들의 병식 정도를 평가한 후, 환자들로 하여금 자기보고형의 자기만입 척도
와 자존심 척도를 시행하게 하였다. 총 111명의 환자가 연구대상으로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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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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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건강한 자아부분이 완전히 없는, 즉 전체적으로

서

론

정신병자인 사람으로 스스로를 낙인해 가는 과정을 자
기만입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정신병리 현상에는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언어와 수행

Lally9)는 정신질환에 이환된 환자들의 자기만입 과

능력 등의 증상뿐 아니라 환자의 주관적 경험도 포함되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만한 변인들에 관한 이론들을

1)

는데 , 정신분열병 환자들도 발병 후 언어나 행동 등에

검토한 뒤 시행한 연구에서 정신병원 재원기간과 환청

서 드러나는 객관적 증상뿐 아니라 주관적인 여러가지

의 경험이 많을수록, 초발 연령과 첫 입원의 연령이 낮

2-5)

변화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 그러나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학문적 관심

을수록, 그리고 환자가 자신감을 가질만한 역할이 부족
할수록 환자의 자기만입이 심하다고 하였다.

은 금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소홀한 경향을 띄고 있다.

그런데 질병에 의한 자기만입이 심한 환자들은 더

이는 망상과 환청을 강조하는 슈나이더적인 진단적 접

욱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9)10). 최근의 연구에서

6)

근법의 영향과 심리적 상태의 객관적 측정에 대한 집착 ,

McCay11)는 정신분열병에서 자기만입이 심할수록 절망

그리고 주관적 경험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방법론적 어

감과 우울증, 자존심 저하, 자기유효성(self-efficacy)

7)

려움

등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열병

부족, 그리고 사회 적응력 저하 등이 심하다고 하였다.

환자들의 주관적 경험에 관한 주목할만한 몇몇 연구들

따라서 정신분열병 환자의 치료에 있어 정신병적 증상

7)

이 보고되어 왔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이부영과 홍경

들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

수8)가 이에 관해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신분열병

하다. 왜냐하면 많은 환자들이 스스로를 정신질환자와

환자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내용 중에서도

정신질환 그 자체로 정의하는만큼 여전히 정신질환에

질병으로 인한 자기개념의 변화에 대해서는 특히 연구

의해 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9). McCay등12)은 따라

9)

가 드문 편이다 .

서 질환의 경험에 대한 이해와 훈습(working through)

5)

Strauss 는 질환과 환자의 상호관계를 제안하면서

이 정신병적 질환에서 회복하는 환자들에게 중요하며,

이것이 질환의 경과와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신분열병 환자가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유지할 수 있

Lally9)는 정신병적 증상들과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

도록 도와주기 위한 치료방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

이 환자들의 자기개념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

리고 Lally9)는 자기만입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10)

며, Estroff 는 정신분열병이라는 질환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과도기적 사건들을 예방함으로써 자기만입의 진

정신분열병자인 사람으로 자기개념이 변화되는 현상에

행을 막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이라고 하면서 중요

대해 설명하면서 정신분열병의 연구에 있어서 자아와

한 과도기적 사건들을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

정체감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신과 환자의 자기개념과 이것의 변화

그러나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자기만입에 관한 연구

과정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낙인 이론(social labelling

는 국외에서도 매우 드물며9), 국내에서는 아직 시행된

theory)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9). 사회적 낙인 이론에

바가 없다. 이에 저자들은 국내의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서는 일탈한 사회적 역할들에 의해서 유발되고 지속

대상으로 자기만입의 과정과 자기만입이 질환의 경과

되는 일탈성이 환자들에게 내재화되어 自己灣入(self-

와 예후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치료적인 관점에서 자

9)

engulfment)이 진행된다고 하였다 . 따라서 사회적 낙인

기만입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등에 관한 다양

이론가들은 낙인을 하는 외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환자

한 의문점들을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예비적

는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Lally9)

단계로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ally9)

는, 실제로는 환자가 질병에 이환된 후 견실한 자아감

의 자기만입 개념을 채택하였으며, 정신분열병 환자들

을 유지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자기개념을 변화시키며

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인구학적 변인들 및 질병연관

이로 인해 초래되는 자기낙인의 과정을 自己灣入이라

변인들에 따른 하위집단들 사이에 자기만입 척도 점수

10)

고 하였다. Estroff 도 정신병에 이환되어 있지만 건

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봄으로써 환자들의 자기

강한 자아도 보존되어 있는, 즉 부분적으로 정신병자인

만입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규명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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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 그리고 환자들의 자기만입 정도와 병식

Table 1. Demographic data
Vaiables

정도 사이의 연관성, 자기만입 정도와 자존심 정도 사
이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Age(years)

방

법

Subgroups

4( 3.6)

20 - 29

47(42.3)

30 - 39

42(37.8)

40 - 45
Sex

1. 연구대상
1996년 12월 1일부터 1997년 2월 25일까지 인제
대학교 부속 상계백병원, 서울백병원, 부산백병원 신경
정신과와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입원 혹은 외래치료중

Education

신과 의사가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보고와 기술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자의 연령(17세 이상 45세 이하) 및 교육 수준
(중졸 이상)에 제한을 두었고, 전반적 기능평가 척도13)

46(41.4)

Female

65(58.6)

Middle school

30(27.0)

High school

61(55.0)

College

18(16.2)

High**
SES*

Marriage

18(16.2)

Male

Postgraduate

인 환자들 중 DSM-Ⅳ 진단기준13)에 의해 두 명의 정

Number(%)

17 - 19

2( 1.8)
10( 9.3)

Middle***

69(63.9)

Low****

29(26.9)

Unmarried

82(73.9)

Married

21(18.9)

점수가 41점 이상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신

Divorced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신체질환이나 기질적

None

52(46.8)

뇌증후군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저자들의 연구방

Protestantism

47(42.3)

법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시된 최종 연구대상 인원은

Religion

111명이었다. 이들의 인구학적 변인들 및 질병연관 변
인들의 특성은 표 1, 표 2와 같다.
Occupation

2. 연구방법
1) 자기만입 척도
Lally9)가 제작한 자기만입 척도의 다섯 가지 주제를
근거로 하여 여섯 항목으로 된 자기만입 척도를 본 저
자들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대
상으로 한 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 제반 정신병리 증상

8( 7.2)

Buddism

5( 4.5)

Catholic

5( 4.5)

Others

2( 1.8)

Present

29(26.1)

Absent
82(73.9)
*SES：Socioeconomic status
**High：The case that total income of family with
the subject is above 3.5 million won per month
***Millde：The case that total income of family with
the subject is between 1 million won and 3.5 million
won per month
****Low：The case that total income of family with
the subject is beneath 1 million won per month

들이 잔존함으로 인해 자기보고형 척도를 통한 평가의

호택1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존심이

타당도가 감소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자기만입 척도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 특성들인 자신감, 자

의 제작시에 직접적이고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고 문항

기 가치감 등을 포함하는 단일차원이라는 정의하에 제

의 수도 여섯 문항으로 적게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채

작된 것이다16). 이 척도는 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점은 각 항목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

며, 각 항목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상 그렇다(5점)에 해당하는 5점 척도로 하였다. 총점

그렇다(5점)에 해당하는 5점 척도로 채점된다. 자존심

은 여섯 가지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하였다. 따

척도로 가장 널리 사용되며, 국내에서도 자주 사용되었

라서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만입이 심하고, 총점이 낮을

다15). 최근에 이훈진과 원호택15)의 연구결과 α계수는

수록 자기만입이 경미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본 연구에

0.89였고, 본 연구에서의 α계수는 0.79였다.

서 사용한 자기만입 척도의 α계수는 0.99였다.

3) 병식 검사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17) 중에서

2) 자존심 척도
Rosenberg14)가 제작한 자존심 척도를 이훈진과 원

일반정신병리 척도 중 하나인 판단과 병식의 결여(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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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data
Vaiables
Disposition
Onset of
illness(years)

Duration of
illness(years)

Frequency of
hospitalization

Subgroups

Table 3. Comparison of mean scores of the self-enulfment scale among subgroups of demographic variables

Number(%)

Inpatient

79(71.2)

Outpatient

32(28.8)

17 - 19

39(35.1)

20 - 29

54(48.6)

30 - 39

18(16.2)

1- 5

44(39.6)

6 - 10

33(29.7)

11 - 15

26(23.4)

more than 16

8( 7.2)

1

16(14.7)

2

20(18.3)

3

20(18.3)

4

13(11.9)

5

12(11.0)

6

10( 9.2)

7 - 10

14(12.8)

11 - 15

4( 3.7)

Vaiables

Age(years)

Subgroups

Mean(SD)

17 - 19

28.50(6.76)

20 - 29

24.19(5.56)

30 - 39

26.38(6.20)

40 - 45
Sex

F

p

1.53 0.21

24.50(5.74)

Male

23.87(5.22)

Female

26.18(6.23)

4.24 0.04

Middle school 25.43(6.26)
Education

SES*

Marriage

of judgement and insight) 문항을 사용하였다. 판단과
병식의 결여가 없음(1점)부터 최고도(7점)까지의 7점

Religion

척도로 채점된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판단과 병식의
결여가 경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판단과 병식의 결여
가 심한 것이다.

25.48(5.81)
23.41(5.66)

Postgraduate

30.50(7.78)

High

24.90(5.32)

Middle

24.71(5.55) 1.00 0.37

1.10 0.35

Low

26.55(6.94)

Unmarried

25.38(5.95)

Married

25.38(6.31) 0.48 0.62

Divorced

23.25(4.77)

None

25.48(6.19)

Protestantism

25.36(5.88)

Buddism

22.00(2.45) 0.85 0.49

Catholic

26.60(6.07)

Others

20.00(4.24)

Present

25.79(5.90)

Absent
*see the Table 1.

25.02(5.95)

Occupation

4) 평가 방법

High school
College

0.36 0.55

정신과 의사가 병록지 검토와 면담을 통하여 환자들
의 인구학적 변인들 및 질병연관 변인들, 그리고 병식

하였다.

정도를 검사하였으며, 면담 후에 즉시 환자로 하여금

결

자기보고 형식의 자기만입 척도와 자존심 척도를 작성

과

하게 하였다.

1. 인구학적 변인들의 하위집단에 따른 자기만입 척

5) 통계 방법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변인들의 하위집단에 따라 자
기만입 척도의 점수가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일원 변량 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시행하였다. 질병연관 변인들의 하위집단에 따른 자기
만입 척도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역시 일원
변량 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시행하
였다. 자기만입 척도 점수와 병식 점수 사이의 상관관
계, 그리고 자기만입 척도 점수와 자존심 척도 점수 사

도 평균점수의 차이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인구학적 변인들의 하위집단에
따른 자기만입 척도의 평균점수에서 여자환자들(평균
26.18점)이 남자환자들(평균 23.87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F=4.24, p<0.05). 그러나 다른
인구학적 변인들에서는 하위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2. 질병연관 변인들의 하위집단에 따른 자기만입 척
도 평균점수의 차이

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Pearson
상관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질병연관 변인들의 하위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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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mean scores of the self-engulfment scale among subgroups of clinical
variables
Vaiables
Disposition
Onset of
llness(years)

Duration of
illness(years)

Subgroups

Mean(SD)

Inpatient

24.86(5.79)

Outpatient 26.12(6.23)

F

p

1.04 0.31

17 - 19

25.69(6.22)

20 - 29

24.98(5.77) 0.18 0.83

30 - 39

24.94(5.95)

1- 5

24.36(5.67)

6 - 10

25.15(6.45)

11 - 15

26.85(5.10)

Frequency of
hospitalization

스로를 정신질환에 이환된 사람이라는 개념과는 구별
짓는다고 하였다19)2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신과 환
자들의 병식이 빈곤한 상태에서도 질환에 의한 自己灣入
(self-engulfment)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런데 다른 정신질환들과 달리 정신분열병에서의 병식
빈곤은 진단을 위한 증상 중의 하나로 거론될만큼 특히
심하다21). 그래서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병식 빈곤은 적
응을 위한 대응전략에 따른 회복 방식22-26), 혹은 뇌의

0.97 0.41

기질적 병변에 의한 병식결손증(anosognosia) 등과
연관지어 이해되어 왔다27). 이에 저자들은 다른 정신질

more than 16 25.00(7.45)
1

일탈된 양상의 자기개념 변화를 보이긴 하지만 아직 스

24.63(6.14)

환보다도 병식의 빈곤이 유난히 심하다고 알려진 정신
분열병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병식 정도와 自己灣入

2

23.85(5.58)

3

23.40(5.33)

4

27.46(6.65)

5

24.58(3.99)

6

27.30(4.35)

7 - 10

28.07(6.88)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들과 본 연구결과로 미루어

11 - 15

21.50(3.32)

볼 때 다른 진단군의 정신과 환자와 마찬가지로 정신분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결과 환
1.76 0.10

자들의 병식 점수와 자기만입 척도 점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병식과 자기개념의

열병 환자들도 병식이 빈곤한 상태에서 자기만입이 진
따른 자기만입 척도의 평균점수에서 모든 변인들의 하

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신분열병 환

위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를 보이

자들을 치료할 때 환자의 병식이 빈곤하기때문에 자기

지 않았다(표 4).

만입의 진행마저 경미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는 것은

3. 자기만입 척도 점수와 병식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였던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자기만입 척도 점수와 병식 점수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다(r=-0.02, p=0.82).

적절하지 못하며, 병식의 정도와 무관하게 환자의 자기
만입 정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정신과적 질환에 이환된 환자의 自己灣入 정도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해서는 Lally9)의 연구
이외에 시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자들은 본 연구결

4. 자기만입 척도 점수와 자존심 척도 점수 사이의

과를 Lally9)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수밖에 없었다.
Lally9)는 정신병원 재원기간과 환청의 경험이 많을수

상관관계
자기만입 척도 점수와 자존심 척도 점수 사이의 상관

록, 초발 연령과 첫 입원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환

관계를 알아본 바, 자기만입 척도 점수와 자존심 척도

자가 자신감을 가질만한 역할이 부족할수록 정신질환

점수 사이에 높은 역상관관계(r=-0.45, p<0.01)를 보

에 이환된 환자의 자기만입이 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였다. 즉, 자기만입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심 척도

본 연구결과에서는 질병연관 변인들의 하위집단 사이

점수는 낮은 양상을 보였다.

에 자기만입 척도 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
서 저자들은 Lally9)의 연구결과와 달리 자기만입 정도

고

찰

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연관 변인들을 규명하지 못하였
다. 그런데 Lally9)의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뿐만 아니

많은 정신과 환자들이 스스로를 아직 정신질환자라

라 정동장애, 정신지체, 기질성 정신장애, 물질사용장애,

고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들의 자기정의(self-

인격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

definition)에 관해서는 여전히 갈등을 나타낸다고 하

였으며, 서른 두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자기만입 척도

였다18). 또한 많은 정신과 환자들이 보다 부정적이고

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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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Lally9)의 자기만입 척

화를 연구하고자 할 때 연구방법상의 어려움이 큰 장애

도의 다섯가지 주제에 근거를 두고 저자들이 제작한 자

로 작용한다7). 따라서 저자들은 후속 연구를 대비하여

기만입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연구대상과 사용

본 예비적 연구결과 느낀 연구방법상의 취약점들을 크

한 척도의 상이함때문에 Lally9)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

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다. 첫째, 저자들이 제작한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자기만입 척도가 환자들의 자기만입 정도를 정확하게

정신분열병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만입에 영향

평가하기에 다소 미흡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문항의 수

을 미칠만한 질병연관 변인들을 계속 규명하는 연구가

가 여섯 문항으로 적었으며, 내용면에서도 직접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표현들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

그러나 인구학적 변인들의 하위집단에 따른 자기만

상으로 한 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 잔존하는 제반 정신

입 척도 점수들은 본 연구결과 성 변인에서 유의한 차

병리 증상들때문에 자기보고형 척도를 통한 자기만입

이를 나타내어 여자 환자들이 남자 환자들보다 자기만

및 자존심 평가의 타당도가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입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자기만입 정

이 두번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미리 고려하여 저자들

도와 인구학적 변인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

은 자기만입 척도의 제작시에 직접적이고 단순한 문장

가 없는 상황이므로 저자들은 본 연구결과의 이유를 나

을 사용하고, 문항의 수도 여섯 문항으로 적게 구성하

름대로 가정해 보았다. 즉, 다양한 종류의 변화에 대응

였다. 그러나 보고하는 대상 환자들이 피해적 사고를

하여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부정이나 거부

할 경우에 방어적 입장에서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보고

보다는 수용이나 체념의 방식을 취하는 성향이 더 높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음성증상으로 인한 무관심과

가능성이다. 만약 그렇다면 정신병적 삽화와 연관된 변

의욕의 감퇴로 인해 무성의한 보고를 하였을 가능성도

화들을 경험한 후에도 여자 환자들은 그 변화를 수용하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경미한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해

고 체념하는 방향으로 자기개념을 변화시켜 갈 것이므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

로 남자 환자들보다 질환에 의한 자기만입이 더 심할

다. 세째, 자기만입 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자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서양보다도 유교적 영향

만입과 연관성을 가질만한 변인들을 설정하고 측정하

력이 아직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여자들에게서 더 현저

는 데 있어 엄격하지 못하였던 점이다. 따라서 향후 정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저자들은 정신병적 경험을

신분열병 환자들의 자기만입에 관한 연구를 시행할 때

포함한 주요 생활사의 변화에 대하여 남녀 사이에 대응

에는 자기만입 척도의 제작과 대상 환자들의 선택, 그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느

리고 자기만입에 영향을 주거나 연관성을 가질만한 변

꼈다.

인들의 설정과 측정방법에 있어 좀 더 구조적인 접근이

또한, 본 연구결과 자기만입 척도 점수와 자존심 척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환자들의 주관적 경험에

도 점수 사이에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관한 연구에서 정량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기만입이 심할수록 자존심의 저

는 정성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에 의해서도

하도 심해진다고 한 McCay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검사되어져야 하므로7)29), 정신분열병에 이환된 환자들

것이다. 그런데 Brekke등28)은 자존심과 같은 주관적

의 자기만입에 관한 정성적 연구들이 추가로 시행되어

경험들이 정신분열병에 이환된 환자들의 정신사회적

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자기만입에 관하여

신분열병에 이환된 환자들의 자기만입 정도에 영향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 연구라는 점과 본 예비 연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규명하고 치료 과정에서 자기만

구의 결과를 통해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기만입에 관한

입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환자

연구가 임상적으로 의미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들의 자존심을 높이고 정신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들은 본 예비 연구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를 통해 느낀 연구방법상의 취약점들을 보완하여 향후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에 이환된 환자들의 자기개념 변

지속적인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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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Self-Engulfment in Schizophrenic Patients
Seong-Bong Park, M.D., Young-Min Choi, M.D., Young-Mee Kim, M.A.,
Jung-Ho Lee, M.D., Young-Cho Chung, M.D., Young-Hoon Kim, M.D.,
Yeong-Yeol Lee, M.D., Gi-Chul Lee, M.D., Seong-Ill Jeon, M.D.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Seoul

Objective：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demographic variables and illness related variables
which may affect the severity of self-engulfment in the patients with schizophrenia. We also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ngulfment and insigh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ngulfment
and self-esteem.
Methods：Data on demographic variables and illness related variables for the subjects were
gathered from hospital records and clinical interviews by the psychiatrists. Degree of insight for the
subjets was assessed through clinical interviews by the psychiatrists. Degree of self-engulfment and
self-esteem for the subjects was assessed from the self-engulfment scale and the self-esteem scale
respectively. A total of 111 patients with schizophrenia were select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1) The females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socres than the males on the self-engulfment scale.
2) There was no illness related variable, which exhibited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subgroups
on the self-engulfment scale.
3)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elf-engulfment scores and the insight scores.
4) There was a significantly inverse correlation between the self-engulfment scores and the selfesteem scores.
Conclusion：The results of this preliminary study suggest that self-engulfment may develop
despite lack of insight, and that there was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self-engulfment and selfesteem in the patients with schizophrenia. It also suggests that females are more subject to selfengulfment than males. So, authors suggest that it is valuable to do further studies of self-engulfment
in the patients with schizophrenia.
KEY WORDS：Schizophrenia·Self-engulfment·Self-esteem·Insight.

－ 9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