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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The individual’s ability to recognize and describe emotion in self and others is an important concept of many
psychiatric disor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motional awareness deficits in 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Methods：55 male in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and 28 male normal controls were evaluated by the Korean version
of the Levels of Emotional Awareness Scale (LEAS-K), the Korean version of the 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TAS20K), the Openness Experience Inventory (OEI) and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The LEAS-K is an objective
measure to assess the ability to be aware of one’s own or another’s emotions and the TAS-20 is the most widely used subjective
measure of alexithymia. Scores of these scales were compared between two groups using ANCOVA controlling age and BDI
scores.
Results：The LEAS-K score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alcohol-dependent patients than normal controls. The TAS-20K
total scores, factor 1 (Difficulty to Identifying Feeling, DIF) and factor 3 (Externally Oriented Thinking, EOT)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alcohol-dependent patients than normal controls. In contrast to the LEAS-K, the TAS-20K scores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the BDI scores.
Conclusion：Emotional awareness is impaired in alcohol-dependent patients and it may not be related with depressive
mood. Additional studies are needed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alexithymia, especially impaired emotional awareness, and
its relationship to depressive mood in 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8;47(1):52-58)
KEY WORDS：Alcohol dependence·Emotional awareness·Alexithymia.

서

론

환자들이 겪는 인지 및 감정의 처리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Wurmser2)는 물질 의존 환자들에게서 보이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

는 이러한 특징을 hyposymbolization으로 개념화하였다.

하지 못하고, 미분화된 형태로 모호하게 혹은 신체적인 형

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언급(self-reference) 같은 환

1)

태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Kristal과 Raskin 은 알코

자 자신의 내적인 삶을 상징화, 즉 자각하는 데 있어서의

올을 포함한 물질 의존 환자들도 전형적인 정신신체장애

장애로 정의되는데, Sifneos3)가 언급한 감정표현불능증(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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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hymia)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4)
이런 감정자각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감정표현불능증
평가척도인 Toronto Alexithymia Scale(TAS)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TAS는 Taylor 등이 alexithymia의 개념구조를 충실히 반영하여 1984년에 처음 개발하
였고,5)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94년 문항 수를 20문항
으로 단축시킨 TAS-20을 완성하였다.6,7) 이후 TAS-2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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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 감정표현불능증이 공황장애,8)

알코올 및 물질 의존 환자에 있어 감정자각의 평가가 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9) 우울증10)의 주요 요소라고 보고되

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첫째, 감정 자각과 관련된 물질

었다. TAS-20은 현재까지 다양한 나라에서 번역되어 신

의존에 대한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물질 의존에 대한

11)

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Lee 등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Khantzian20)은 물질이나

이 한국판 TAS-20K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

알코올 의존 장애의 자기 투약 가설(self-medication hy-

증하였다.

pothesis)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제한된 감정 자각 및 조

그러나 TAS-20을 이용한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
12)

절 능력으로 인해 분노나 불쾌한 감정을 미성숙한 감각운

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Subic-Wrana 등 은 TAS-20

동 형태로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너무나 압도적이어

이 자기보고형 척도이기 때문에 감정표현불능증이 매우 심

서 불쾌한 정서적 각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코올

한 환자들은 환자 자신이 감정을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나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알코올 의존 환자에

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Suslow

서 감정표현불능증의 유병률이 50~78% 정도에 이른다

13)

등 은 감정표현불능증 외에도 수줍음의 정도나 우울감이

는 연구들21,22)이 이런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치료적

TAS-20의 점수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알코올 의존의

14,15)

로 몇몇 연구

에서는 TAS-20과 우울증이 높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재현하였다.
이상의 TAS-20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Lane
16,17)

과 Schwartz

치료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이 치료순응23) 및 금주24)를 유지
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록 널리 사용되기는 하나 우울

는 감정을 담아내는 단어를 검사자가 직

증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자기보고형 TAS-20K와 이

접 측정하여 내적인 감정상태를 상징화하는 능력을 파악

런 단점을 보완한 LEAS-K를 함께 이용하여 알코올 의

할 수 있는 Levels of Emotional Awareness Scale(LEAS)

존 환자의 감정자각수준 및 감정표현불능증의 정도를 평

을 개발하였다. Lane과 Schwartz는 자신이나 타인의 감

가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정을 자각하고 기술하는 능력을‘감정자각(emotional aw-

방

areness)’
이라고 정의하고 Pi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기

법

초하여 감정 경험 발달의 새로운 모형을 제안하였다. 소

단일 감정(single emotion), 4) 감정의 혼합(blends of

대 상
환자군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모 국립병
원 알코올 병동에 입원하였던 환자들로 DSM-IV-TR
진단기준에 의해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을 받았던 환자 가
운데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이 있는 환자 및 현저한 기질
성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환자, 알코올 이외의 다른 물질
남용 또는 의존 장애가 있는 환자,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환자는 제외하고 본 검사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가능한 남
자 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emotion), 5) 혼합된 감정의 조합(combinations of bl-

대조군은 같은 병원의 직원 및 그 가족들 중 과거에 정

ends)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정재

신장애의 병력이 없는 건강한 남자 28명을 대상으로 하였

아가 감각운동기(sensorimotor stage), 전조작기(preoperational stage),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stage),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의 단
계를 거치면서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에 대한 경험과 지
식을 동화(assimilation), 조절(accommodation), 조직
화(organization)함으로써 인지발달을 이루는 것과 마찬
가지로 감정의 경험도 5가지 수준, 즉 1) 신체 감각(bodily sensations), 2) 행동 경향(action tendencies), 3)

18)

등 이 한국판 LEAS-K를 개발하고 그 타당도와 신뢰

다.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설명한

도를 검증하였다.

후 서면동의를 받았다.

LEAS를 적용한 최근 연구에서 정신신체장애,12) 식이장
애 환자19)들이 정상인에 비해 감정자각수준이 낮다는 결

평가 도구

과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TAS-20과는 달리 LEAS는 우
울증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Korean version of Levels of Emotional Aware-

LEAS는 자기보고형 척도인 TAS-20을 보완하여 감정표

ness Scale(LEAS-K)
LEAS-K18)는 20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
면은 2~4개의 문장으로 묘사되어 있다. 각 장면은 기본

현불능증을 평가할 수 있으며 감정의 인지조절장애가 의심
되는 다른 질환의 평가에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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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노, 두려움, 행복, 슬픔의 네 가지 감정을 일으키

행동(actions), 사고(ideas), 가치(values)의 6가지 영역

도록 고안되었고 마지막 문장에는‘당신은 어떤 느낌이

에서 경험의 개방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 48문항으로 되

들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
라

어 있다. LEAS의 원저자인 Lane은 감정자각 수준이 높

는 질문이 따라온다. 검사지의 나머지 여백에 각 장면에 대

을수록 경험의 개방성이 크다고 보고하였고 하위영역 중

한 자신과 타인의 느낌을 쓴다. 검사 전 피검자에게 상황

에서는 가치(value)가 LEAS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에 대한‘느낌’
을 적되, 간단하게 적어도 되고 감정을 표

고 하였다.16)

현하는 데 필요한 만큼 충분히 길게 적어도 된다고 알려준
다.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점수가 가장 낮은 수준 0은
생각만을 서술할 뿐 감정적 반응이 없는 경우이다. 수준
1은‘나는 피곤함은 느낀다. ’
처럼 신체적 반응을 자각하
는 수준이다. 수준 2는‘좋다, 나쁘다’
의 단어처럼 감정의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Beck 등에 의해 개발된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가장 대
표적인 우울 증상 자기보고형 척도로, 한국어판은 Hahn
등26)에 의해 번역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표현 이외의 상황에 쓰이는 말이지만 전반적인 기분을 나

에 해당한다. 수준 3은‘행복, 슬픔, 분노’
처럼 전형적이고

통계 분석
자료의 분석은 전산화된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2.0을
이용하였다. 알코올 의존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기본
인구학적 변인의 차이는 카이제곱검정(χ2 test) 또는 독

잘 분화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한 가지만 표현했을 때

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wo sample t-test)을 사

에 해당한다. 가장 높은 수준인 수준 4는 좀 더 분화되고

용하였으며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간 척도의 점수 차이는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수준 3에 해당하는 단어를

나이, BDI 점수가 미치는 혼동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이들

2개 이상 사용했을 때 해당한다. 각 장면마다 자신의 반응

을 공변량으로 하여 ANCOVA로 분석하였다. 알코올 의존

과 타인의 반응에 대해 0에서 4까지의 점수를 매기고 그

군에서의 척도 간 및 척도와 임상 변인 간의 관련성은 Pear-

항목에 대한 최종 점수는 자신과 타인의 점수 중에서 높

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미만

은 점수로 한다. 단, 자신과 타인이 모두 수준 4이면서 서로

으로 하였다.

타낼 때도 사용하는 단어나, 비교적 미분화된 감정을 나타
내는 단어를 사용했을 경우, 또는‘나는 벽을 치고 싶은 느
낌이 든다. ’
처럼 감정의 표현이 행동 경향으로 나타날 때

다른 반응을 하였을 경우는 수준 5로 매긴다. 궁극적으로
LEAS의 점수는 20개 항목의 최종 점수를 모두 합한 총

결

과

점을 사용한다. 따라서 LEAS의 채점 방식은 구조화된 방
식이며, 질문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은 평가하지 않는다.

인구학적 특성과 음주력
알코올 의존 환자군의 평균연령은 40.8±7.8세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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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군의 36.1±6.4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평균학

11)

력 및 결혼상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직

TAS-20K 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AS-

업 유무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우울증

20은 세 가지 요인, 즉, 1) 느낌을 잘 알지 못하고(Difficulty

점수가 환자군은 평균 15.1±7.7로 정상 대조군의 3.6±

Identifying Feelings, DIF) 2) 느낌을 잘 설명하지 못하며

4.9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표 1).

(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DDF) 3) 외부 지향적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음주력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에

사고 유형을 가지는 것(Externally Oriented Thinking,

제시하였다. 평균점수를 보면, 최초로 음주를 시작한 나이

EOT)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4, 5, 10, 18, 19항

가 18.6±2.5세, 알코올 관련 문제가 처음 발생된 평균

목은 부정형 항목이다. 각 항목은 심한 정도에 따라 1점

나이는 33.3±8.0세, 음주로 처음 입원한 나이는 38.1±

에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감정표현불능증의 정

7.7세, 음주로 인하여 입원한 횟수는 3.3±3.0회였다. 그

도가 심할수록 TAS-20K의 점수는 높아지게 된다.

리고 입원 전 일 년간 월 평균 음주 일수는 22.7±6.4일,
입원 전 일 년간 음주일일 평균 음주량은 14.6±5.4 Stan-

Openness to Experience Inventory(OEI)
개방성 척도(Openness to Experience Inventory)25)
는 환상(fantasy), 미적 정서(esthetics), 감정(feelings),
54

dard Drink(SD)이었다. 또 일차 가족에 알코올 의존의
가족력이 있었던 경우는 14명(25.5%), 심각한 알코올 금
단 증상의 병력이 있었던 경우는 32명(58.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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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lcohol-dependent patients and normal controls
AD (N=55)

NC (N=28)

Age (years)

40.8±7.8

Education (years)
Marital status (Married/Unmarried/Divorced)

p

36.1±6.3

2.7

.007

11.8±2.4

12.7±1.5

-1.6

.105

22/18/15

16/10/2

4.9

.086

22/33

28/0

27.8

<.001

15.1±7.7

03.6±4.9

8.1

<.001

Occupation (Employed/Unemployed)
Beck Depression Inventory

Statistics
t or χ2

AD：alcohol-dependent patients, NC：normal controls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lcohol-dependent patients
Mean±SD

Range

Age drinking started (year)

18.6±2.5

15-31

Onset age of ARP (year)

33.3±8.0

17-50

Duration of illness (year)

22.1±7.3

06-33

Age of first admission to hospital (year)

38.1±7.7

20-52

Admission number due to ARP

03.3±3.0

00-15

Drinking day/month*
Drinks/drinking day (standard drink)

DDF

-

-

-

-

-

-

-

-

-

-

-

-

-

-

-

-

-

-

-

-

-

-

-

-

-

14.6±5.4

05-30

EOT

-.095 -.699† -.432† -.418†

Number

%
25.5
58.2

*：Average drinking day/month for 1 year prior to present admission, †：Average drinking amount on drinking day for 1 year
prior to present admission. ARP：alcohol related problem
Table 3. Comparison of LEAS-K, TAS-20K, and OEI between alcohol-dependent patients and normal controls
AD (N=55)

NC (N=28)

ANCOVA*

Mean±SD

Mean±SD

F

p

39.2±09.3

50.3±11.7

11.03

.001

Total

51.8±10.9

49.2±07.3

05.94

.017

DIF

16.8±05.7

15.2±04.8

04.48

.037

DDF

14.1±03.8

13.1±02.6

00.88

.405

EOT

20.9±03.5

20.8±03.5

05.17

.026

22.0±04.1

25.0±09.8

01.84

.178

BDI

-.223

10-30

32

OEI

TAS-20K

-.233 -.849† -.696†

14

EOT

LEAS-K

DDF

History of severe alcohol withdrawal

OEI

.230 -.228

BDI

.059 -.468† -.401† -.288* -.480†

-.157

-.298* -.128

-

-

.001

-

*：p<0.05, †：p<0.01. LEAS-K：Korean version of Levels of Emotional Awareness Scale, TAS-20K：Korean version of 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DIF：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 DDF：
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EOT：Externally Oriented Thinking,
OEI：Openness to Experience Inventory,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각각 p=.037, p=.026). 개방성 척도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3).

알코올 의존에서 각 평가도구 및 BDI 점수 간의 상관관계

TAS-20K

OEI

Factors of TAS-20K
DIF

-.231 -.908†

Family history or ARP

LEAS-K

LEAS-K TAS-20K

DIF

22.7±6.4
†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LEAS-20K, TAS-20K, factors of TAS20K, OEI, and BDI among alcohol-dependent patients

환자군에서 LEAS-K, TAS-20K 총점 및 그 하위요
인, 개방성 척도, 그리고 BDI 점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시
행하였다. 비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LEASK는 TAS-20K의 요인 1(DIF)과 요인 2(DDF)와 부

*：Analysis of covariance with age and BDI scores as covariates.
AD：alcohol-dependent patients, NC：normal controls, LEASK：Korean version of Levels of Emotional Awareness Scale, TAS20K：Korean version of 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DIF：
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 DDF：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EOT：Externally Oriented Thinking, OEI：Openness to Experience
Inventory

적인 관계 경향성을 보였다(각각 r=-0.231, p=.090；

알코올 의존군과 정상 대조군 간 각 평가 도구의 차이
비교
LEAS-K는 환자군이 39.2±9.3, 정상 대조군이 50.3±
11.7로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1). TAS-20K
총점은 환자군 51.8±10.9, 대조군 49.2±7.3으로 환자
군이 감정표정불능증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
.017), 특히 3가지 하위요인 중 요인 1(DIF) 점수와 요
인 3(EOT) 점수가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도 보이지 않았다. LEAS-K와 개방성 척도의 하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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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233, p=.087). TAS-20K와 하부요인들 간의 상
관관계는 모두 높게 나타났다. 개방성 척도에서 총점은 요
인 2(DDF)와 부적 상관관계(r=-0.298, p=.027)를 보
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척도와 어떤 상관관계
과의 관계에서는 미적 정서(esthetics)만이 LEAS-K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0.283, p=.036). BDI 점수
와 다른 척도와의 관계를 보면 TAS-20K 총점(r=0.468,
p<.001)과 그 하위요인이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으나(DIF는 r=0.401, p=.002；DDF는 r=0.288, p=
.033；EOT는 r=0.480, p<.001), LEAS-K와는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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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scales and alcohol-related variables in alcohol-dependent patients
LEAS-K TAS-20K

OEI

BDI

나이와 우울증 점수를 보정한 두 군 간의 비교에서 알코
올 의존군은 대조군에 비해 감정표현불능증의 정도가 유

Age drinking started

-.030

-.010

-.129 -.151

의하게 높았다. 특히 TAS-20K 하위요인 가운데 요인 1

Onset age of ARP

-.110

-.131

-.114 -.225

(DIF)과 요인 3(EOT)이 정상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Duration of illness

-.015

-.212

-.216 -.075

비록 우울증을 통제하지는 않았으나, 이남진 등28)은 남녀

Age of first admission to hospital -.045

-.188

-.143 -.132

Admission number due to ARP

-.178

-.068

-.048 -.104

Drinking day/month

-.146

-.155

-.053 -.122

Drinks/drinking day

-.058

-.008

-.089 -.008

또 하나 TAS-20K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BDI로 측

No significant correlation is seen between psychological scales
and alcohol-related variables. LEAS-K : Korean version of Levels
of Emotional Awareness Scale, TAS-20K : Korean version of 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OEI : Openness to Experience
Inventory,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정한 우울증 점수와 TAS-20K가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를 구분하지 않은 알코올 의존 환자에서 TAS-20K 점수
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는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
되고 있다. Haviland 등29)은 금주를 하였던 98명의 남자
알코올 의존 환자에서 BDI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표현불능

알코올 의존군에서 각 평가도구와 음주관련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LEAS-K, TAS-20K, OEI 총점 및 BDI와 음주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결과, 이들 간에 어떤 유의한 상관
관계도 보이지 않았다(표 5).

증이 심하다고 보고하면서 감정표현불능증이 알코올 의존
환자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부정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보
인다고 하였다. Waller 등30)은 TAS-20의 요인을 감정적
처리요인(요인1, 2)과 인지적 처리요인(요인 3)으로 나누
고 우울증은 감정적 처리 요인, 즉, 요인 1, 2와는 상관관
계가 있었으나 인지적 처리요인, 즉, 요인 3과는 상관관계

고

찰

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TAS-20이 감정을 인지하
고 자각하는 능력보다는 부정적인 감정, 우울증을 좀 더 반

본 연구의 주요소견은 첫째, 나이와 우울증 점수를 보

영한다는 Subic-Wrana12)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정한 두 군 간의 비교에서 LEAS-K 점수는 알코올 의

이러한 주장들은 알코올 의존 환자들이 보이는 감정표

존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TAS-20K 총점수는 알코

현불능증이 상태의존적이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

올 의존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TAS-20K는 우

다. Freyberger 등31)은 인격경향(personality trait)으로

울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LEAS-K와는 상관관

서의 원발성 감정표현불능증(primary alexithymia)과 상

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셋째, 각 심리평가 도구와 음주변수

태의존적인 이차성 감정표현불능증(secondary alexithy-

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mia)을 구분하였다. 실제로 Haviland 등29)은 금주를 시작

27)

Sher와 Levenson 는 알코올 의존 환자들이 적절하게

한 알코올 의존 환자에서 치료가 진행해 감에 따라 감정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지 못하고, 감정을 자기자신에 대

표현불능증의 특징들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고, 알코올

한 내적인 신호로 자각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대신 신체

의존 환자 중 많은 수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은 상태의존적

감각으로 느끼며, 신체 감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를 감소

이라고 주장하였다. 임상적으로 이런 두 가지 경우를 감별

시키고 자율신경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알코올을 사

하여 알코올 의존 환자의 평가 및 치료에 접근하는 것이 필

용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Rybakowski 등21)은 감정

요할 것이며 우울증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LEAS- K

표현불능증을 가진 환자들이 손상된 언어나 감정적 사회

가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알코올을 섭취하며 이런 긍정적

심리척도와 음주관련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관

경험이 재보상으로 작용하여 알코올 섭취를 반복하게 하

된 보고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감정표현불능증이 알코올

고 의존으로 진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알코올

사용기간이나 알코올 의존의 심각도와 관계가 있다는 보

의존 환자들은 우울증 점수와는 상관없이 정상인에 비해

고들23,32)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다는 보고들22,24,33)도 있

감정표현불능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자기 자신이나

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 시작 나이, 알코올 의존 기간, 알코

타인의 감정을 자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양상을

올 관련 문제행동이 나타난 나이, 음주량, 입원 횟수 등

보여 이러한 가설을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감정자각

이 LEAS-K, TAS-20K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의 결함이 자율신경이나 알코올 의존의 진행과정에 미치는

이지 않아 감정자각이나 감정표현불능증적 성향은 알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올 의존장애와는 어느 정도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하며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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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올 의존에 특정적이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수준과 감정표현불능증이 알코올 의존의 진행과정이나 예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큰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된다.

심리평가도구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LEAS-K와 TAS-

결

20K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

론

에 대해 Lane 등20)은 감정표현불능증을 측정하는 데 있
어 수행과제로써 감정자각수준을 측정한 결과와 자기보고

본 연구는 TAS-20K, LEAS-K 및 BDI를 이용하여

형으로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알코올 의존 환자들에게 있어서 감정표현불능증을 보다

12)

면 서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Subic-Wrana 는

구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소견으로

환자군에서 이러한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였

나이와 우울증 점수를 보정한 두 군 간의 비교에서 LEAS-

다. 즉, 감정표현불능증의 정도가 심하여 감정을 자각하

K는 대조군에서, TAS-20K 총점수는 알코올 의존군에

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파악

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TAS-20K는 우울증과 높은 상관

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로 손상되어 있는지 스스로 측정한

관계를 보인 반면 LEAS-K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다. 따라서 알코올 의존 환자에서 우울증과는 상관없이 감

이것은 마치 TAS-20이 적록 색맹인 환자에게“나는

정자각의 결함을 보이고 있으며 LEAS-K는 알코올 의존

적색과 녹색을 잘 구분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환자의 평가 및 치료에서 원발성 감정표현불능증 특히 감

어느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라면 LEAS는 환

정자각의 결함과 우울증에 의한 이차성 감정표현불능증의

자에게 적색과 녹색이 있는 그림을 보여 주고 보이는 대로

감별에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서술한 것을 채점하는 것에 비유된다. LEAS-K와 개방성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증상의 중증도가 다양한 남녀 환자

척도 사이에는 비록 총점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하

를 대상으로 하여 감정자각 수준과 감정표현불능증이 알

부 요인 중 미적 정서(esthetics)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코올 의존의 진행과정이나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

였다. Lane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LEAS-K와

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위영역 중 가치(value)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
는데16) 이러한 차이가 생긴 원인으로 정상인과 알코올 의

중심 단어：알코올 의존·감정자각·감정표현불능증.

존 환자 사이에 개방성 경향의 질적 차이가 있을 가능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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