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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우울 및 신체화와 분노 표현 방식 간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이 이전 연구들에 의해 보고된 바 있으며, 분
노 억압 이외에 분노 표현이 신체병리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정
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이뤄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
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현방식과 우울 및 신체화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정신과 환자 53명과 정상인 59명을 대상으로 정신진단 검사(SCL-90-R)의 우울과 신체화 증상을 측정하
는 문항 25문항과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를 실시하여 두집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노와 우울
및 신체화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별로 상관 및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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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우울에서 더 높았다. 상태-특성 분노를 분석에 포함시킨 경우, 분노 억제는 정신과 환자 집단의 우울에
서만 유의한 예언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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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와 관련한 연구가 주로 심장질환 등의 신체적 질병,9)

서

론

통증,10) 그리고 암11)12) 등 건강심리학과 같은 응용 분
야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분노는 일상 생활 속의 불가피한 사건에 대한 자연스런

분노와 우울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이론적 기반과 경험

반응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

적 연구들이 있어 왔다. 정신분석 이론가들은 내부로 향

록 적응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기본정서의 하나이나, 높

한 분노가 죄책감과 우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은 특성 분노 또는 강한 분노 표현은 파괴적인 결과들

우울한 사람의 자기(self)가 상실된 대상과 동일시되었기

1)

을 초래할 수 있다. Spielberger등 은 분노란 경미한

때문에 분노가 자기 내면을 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5)

짜증 혹은 곤혹감으로부터 강한 격분이나 격노에 이르

이러한 견해들과 일치하게, 많은 연구들은 비록 우울한

기까지 여러 가지 강도를 지니는 불쾌한 정서상태라고

사람들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동등한 수

2)

하였고, Novaco 는 분노를 스트레스의 정의적 반응으

준의 분노 표현을 보고하지만, 우울한 사람들이 보다 강

로 보았다. Sharkin3)은 분노를 생리적, 정의적, 인지적,

한 주관적인 분노 경험을 보고하고 분노 표현을 억압하

운동적 및 언어적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내적

기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상태라고 정의하였으며, 최근에 와서는 분노를 생리적,

있다.13) Fava와 Rosenbaum14)은 우울증 환자의 30～

인지적 및 행동적 변인들로 구성된 중다차원적 구성개

40%가 분노 발작(anger attack)을 보이며, 분노 발작을

4)

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분노는 표현방식에 따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과 자신

분노표출(anger expression)과 분노억제(anger sup-

이 통제력을 상실하여 파괴적인 공격을 하게 될까 더욱

pression)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분노를 외적으

두려워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Solomon15)은 분노의

로 표현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분노를 내적으로 표현하

내적 억제 경향이 심할수록 우울 경향이 높고 분노 통제

는 방식으로 이들 표현방식에는 모두 감정적 요인이 강

경향이 높을수록 방어가 심하다고 하였다. 또한 평소 분

하게 개입된다.

노의 억제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깊은 수준의 자기 노출
5)

Alexander와 French 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분노에
의한 병리적 현상을 체계적으로 다룬 사람으로, 고혈압

을 했을때 분노와 우울을 낮게 경험하고 정화감을 높게
경험했다는 국내 연구도 있다.16)

은 분노와의 투쟁의 결과이며, 분노를 억압하려는 지속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분노와 적대감은 우

적인 노력은 자율신경계와 심장혈관계에 만성적인 활

울증을 설명하는 정서적 구성개념으로 간주되며, 정신분

동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혈압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석적 관점과 일치하게 분노를 경험하면서 억압하는 사

3)

Sharkin 은 유발된 분노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억제

람들이 더 높은 우울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된다면 다른 부정적 행동과 정서로 대치될 수 있다고

그러나 우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일반 정상인이나 다

6)

하였다. Friedman과 Rosenman 은 관상성 심장질환

른 임상집단보다 더 높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특성을 A 행동유형

어떤 종류의 분노를 많이 경험하고 표현하는지를 비교한

으로 정의하였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A 행동유형”

경험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여러 정신과 장애 환자

중 분노와 적개심을 관상성 심장질환과 가장 관련이 깊

들의 면담 및 심리검사 상에서 보고되는 내용을 고려해

은 핵심적 위험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7) Deffenba-

볼 때, 분노는 우울증의 고유한 특성이 아닐 뿐더러, 우울

8)

cher등 또한 높은 특성 분노(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이외에 편집성격과 양극성장애, 반사회적 성격 등 많은

분노)는 건강 문제들, 특히 심장혈관 질환과 상관이 있

임상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17) 또한 구체적인 분노 및 그

으며, 높은 특성 분노를 가진 사람은 학업, 직무, 대인

표현양식이 아닌 전반적인 적대감 수준만을 비교했을 때

관계,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매우 역기능적인

집단간에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많으며,18) 편집증 집단

방식으로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하고 내적 혼란 및 고통

과 우울 집단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적대감 수준에서

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

차이가 없었다.19) 따라서 정상인과 정신과 장애 환자들

이 분노는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신체 및 정신

을 대상으로 우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분노 수준과 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근까지는 분

현 양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우울을 주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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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들과의 상담 및 정신과적 치료에 있어서 내담

악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즉 행동이

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수 있으며, 분노 조절을 통

나 정서 또는 사고의 억제는 생리적인 작업을 요구하게

해 우울을 감소시키려는 치료계획에 중요한 시사점을

되며, 따라서 억제의 단기적인 효과로는 자율신경계의 변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화를 초래하며 장기적인 효과로는 감염, 궤양 등과 같

정신과적 임상 증상 중에서 우울 이외에 분노표현과

은 스트레스성 증상과 관련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Pen-

의 관련성을 공유하는 임상 증상 중에서 추가적으로 고

nebaker의 관점은 분노억압으로 인해 유발된 교감신경

려해야 할 것이 신체화 증상이다.“신체화”란 Wilhelm

계활동의 증가는 신체화 장애와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

20)

Stekel에 의해서 처음으로 쓰여졌으며,

내재한 무의

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식적인 신경증적 갈등을 신체 증상으로 표현하는 것으

선행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우울과 신체화 증상 모

로 해부생리학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다양한 신체 기

두 일반적인 분노표현 양식은 분노억제로 나타날 가능

관에 걸친 복합적인 증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신체화 증

성이 많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우울과 신체화 증상을

상은 신체화 장애 환자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두 증상 중 한가지에 기초해 이뤄

아니다. 많은 정신과 환자들이 다양한 신체화 증상을 호

졌기 때문에, 우울과 신체화 증상의 상호영향을 통제하

소하며, 이런 신체화 증상은 신체형 장애, 우울 장애, 불

지 못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정상인을 대상으로

안 장애 등 여러 정신장애와 관련되어 나타난다.21) 박

실시되었으므로 우울 장애 및 신체화 장애를 비롯한 정

22)

영남 에 의하면 정신과 외래를 방문한 환자들이 호소

신과 장애 환자들에 대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

하는 신체화 증상의 빈도가 우울 장애, 신체형 장애, 불안

을 갖고 있다.

23)

장애의 순서였다고 하며, 김광일 은 한국인의 경우 자

게다가 분노를 단일 변인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임상

신의 신경증적 문제를 신체 증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집단의 분노 특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우울증과 신체화의 관계를 보면,

Kellner등30)은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노의 억제

우울증이 신체화의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로 간주되

가 신체화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으나, 분노

24)

기도 하며,

우울 정서가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어 신체

억압을 단일 문항에 대한 반응으로 평가함에 따라 신뢰

감각 지각을 증가시키고, 이를 병리적으로 해석하도록

도와 타당도 및 다양한 분노 특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만들 수 있다. 또한 만성 통증 환자 중 30～50%가 우울

이뤄지지 못했다. 전술된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본 연

증상을 나타낸다.25)

구의 목적은 우울 및 신체화 증상을 주로 하는 정신과 환

분노와 적대감이 신체화 증상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

자들의 분노 유형 및 분노 표현 양식을 구체적으로 밝

다는 것은 많은 임상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어 왔다.

혀보기 위함이며, 특히 분노 억제와 우울 및 신체화 증상

Kellner등26)은 분노와 적대감이 신체화 증상들과 관련이

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려 하였다.

있으며, 특히 분노 억압이 신체화 장애와 관련있음을

연구방법

보고하였다. 분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성 우울
증 환자들은 다른 우울증 환자들에 비해 더 많은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일련의 질문지 검사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통증을 호소하는 집단에 속하는 환자들이 다른 통증 호
소 환자들에 비해 더 많이“분노를 억누른다”
는 질문에
동의하였다.27) 위협의 억압은 아드레날린성 교감신경계
의 과잉활동(adrenergic-sympathetic overactivity)
을 포함한 각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실제 억압민감화 척도를 통해 위협적 사고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평가한 결과, 억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
람들보다 더 큰 생리적 반응을 보여주었다.28) Pennebaker29)는 억압 기제가 다양한 신체 병리의 발생 또는

1. 연구대상
1) 환자 대상군
2000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병원 신경
정신과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신과 전문
의에 의해 진단이 내려졌으며, 면담 및 임상검사 기록
을 통해 정신증적(psychotic) 증상이 있거나 기질적인
병리소견이 있는 환자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진
단별로 살펴보면 우울장애(54%), 불안장애(31%), 신체
화장애(6%), 적응장애(2%), 성격장애(2%), 기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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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28명, 여자 25명, 총 5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37.2(±11.4)세였고,
결혼상태는 기혼이 58.5%, 미혼이 39.6%였다.

Table 1. Comparison of depression, somatization, anger experience, anger expression between
psychiatric patient group and normal control
group
Patients
(N＝53)

2) 정상 대조군
2000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및 인천에
거주하는 일반인 남녀 각각 26명, 33명을 무작위로 선

Depression

Controls
(N＝59)

t

55.64(14.53) 43.66(8.16) 27.68†

Somatization

50.56(10.86) 46.38(7.97)

5.04*

Anger control

19.39( 4.84) 20.56(5.56)

1.26

정하였으며, 수술을 비롯한 기질적인 임상소견이 있는 경

Anger out

14.36( 4.62) 13.57(3.16)

1.05

우는 배제하고 가급적 성별, 연령, 결혼 상태 등이 환자

Anger in

15.74( 5.08) 14.49(3.63)

2.14

군과 유사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평균 연령은 34.6(±

State anger

12.71( 4.84) 11.60(3.06)

2.07

9.9)세이고 결혼상태는 기혼이 64.4%, 미혼이 35.6%

Trait anger

20.16( 6.08) 18.89(4.06)

였다.

2. 연구 도구

1.64

Anger temperament 10.18( 3.51) 8.90(2.82)

4.43*

Anger reaction
9.98( 3.03) 10.02(2.24)
*：p<.05, †：p<.001

.01

1) 우울 및 신체화 증상 측정 도구
우울 및 신체화 증상에 관한 측정치로는 간이정신진단
31)

에 대해 각 변인간의 상호상관계수를 구하였고, 분노표

검사(SCL-90-R) 가 사용되었다. 간이정신진단 검

현양식이 우울 및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사는 임상장면이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척도로서, 신

기 위하여 환자 집단과 정상 집단 각각에 대해 중다회귀

뢰도와 타당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이정신진단 검사의 신체화 관련한 12문

결

항, 우울과 관련한 13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2)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Spielberger32)가 분노 경험과 분노표현을 동일한 척
도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
는 전겸구 등33)이 번안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
노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태분노(10문항), 특성분
노(10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노 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분노 억제(8문항), 분노 표출(8문항), 및 분노
통제(8문항) 세 종류의 소척도로 구성되었다.특성분노
는 다시 기질성 특성분노(5문항), 반응성 특성분노(5
문항)으로 나뉜다. 각 소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상태분
노(.93), 특성분노(.86), 기질성 특성분노(.75), 반응
성 특성분노(.84), 분노 억제(.76), 분노 표출(.74) 및
분노 통제(.85)였다.

과

1. 우울 및 신체화와 분노표현방식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에 대해 정신과 환자
집단과 정상 집단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
였으며, 두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정신과 환자
집단이 정상 집단에 비해, 우울, 신체화, 분노 기질의 평
균점수가 유의수준에서 높았다. 분노 표출, 분노 억제, 상
태 분노, 특성 분노는 정신과 환자 집단이 정상인 집단
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분노 통제, 분노 반응은 정상
집단이 정신과 환자 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지만 유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1).
정신과 환자 집단의 변인간 상관을 제시한 것이 표 2
이다. 표 2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우울은 상태 및 특
성분노, 분노 억제 및 분노 표출 변인에서 유의한 정적

3. 절 차

상관관계를 보였다. 신체화의 경우, 특성 분노, 분노 억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

제 변인에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태-

의를 받았으며, 질문지를 실시하게 한 후 환자들의 경우

특성 분노와 분노표현 방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성

에는 인구학적 변인 및 정신과력과 관련한 면담을 통해

분노는 분노 표출 및 분노억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Window

를 보였으며, 상태 분노는 분노 억제와 정적 상관관계

용 SPSS(version 10.0)를 이용하였으며, 먼저 환자집단

를 보였다. 분노통제의 경우 기질성 특성분노 변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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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el 2. Correlation analysis of dependent variables in psychiatric patient group(N＝53)
Dep
Dep

Som

SA

TA

Som

.39†

SA

.43†

.28

TA

.58†

.41†

.36*

TA-T

.58†

.38†

.24

TA-R

.49

.39

.44

A-CON
A-OUT

TA-T

TA-R

A-CON

A-OUT

A-IN

1.0
1.0

†

-.16
.38*

1.0

†

.11

.16

.18

.24

1.0
.94†

1.0

.92†

†

.72†

-.21

-.28

.56†

1.0
1.0

-.09

.58†

.46†

1.0

-.28

-.07
A-IN
.68
.31*
.53
.64
.64
.65
.54†
1.0
*：p<.01, †p<.001
Dep：depression, Som：somatization, SA：state anger, TA：trait anger, TA-T：trait anger temperament
TA-R：trait anger reaction, A-CON：anger control, A-OUT：anger out, A-IN：anger in
†

†

†

†

†

Table 3. Stepwise regression for anger experience and anger expression in psychiatric patient group and
normal control group
Criterion
variable
Psychiatric
patients(n＝53)
Normal

Predicted
variable

R

R2

Depression

Anger in

.697

.486

Somatization

Trait anger

.405

.164

Depression

State anger

.568

.323

Trait anger

.283

.080

control(n＝59)
Somatization
*：p<.05, †：p<.001

F
35.02

†

7.24*
24.34

B

SE B

Beta

T

1.97

.333

.697

5.92†

.253

.405

2.69*

.301

.568

4.93†

.262

.283

2.09*

.681

†

4.35*

1.48
.546

Table 4. Stepwise regression for anger expression in psychiatric patient group and normal control group
Criterion
variable
Psychiatric
patients(n＝53)

Depression
Somatization

Normal control(n＝59) Depression
*：p<.05, †：p<.001

Predicted
variable

R

R2

Anger in

.697

.486

F
35.02

†

Anger in

.328

.108

4.47*

Anger in

.469

.220

14.69†

B

SE B

Beta

T

1.97

.333

.697

5.92†

.335

.328

2.11*

.274

.469

3.88†

.708
1.05

상당한 역상관 경향성을 보였지만(r＝-.28, p<.055)

32.3%를 설명하였고, 특성 분노가 신체화의 8%를 설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명하였다. 그 외의 변인들은 부가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

2. 우울 및 신체화에 대한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현
방식의 예언력 분석
두 집단에서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현 방식이 우
울과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과 신체화를 종속변인
으로 하고 상태-특성 분노와 분노 표현방식을 예언변
인으로 투입한 경우, 정신과 환자 집단에서는 분노 억제
가 우울의 48.6%를 설명하였고, 특성 분노가 신체화의
16.4%를 설명하였다. 그 외의 변인들은 부가적인 설명
력을 갖지 못했다. 정상 집단에서는 상태 분노가 우울의

했다(표 3).
분노 표현 방식이 우울 및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울과 신체화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분노 표현방식만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하는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신과 환자 집단의 경우 분노 억제
가 우울의 48.6%, 신체화의 10.8%를 설명하였고, 정
상집단의 경우 분노 억제가 우울의 22.0%를 설명하였
다. 그 외의 변인들은 부가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정상집단의 신체화의 경우 유의미한 예언변인이 나타
나지 않았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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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많았다. 그러나 어느 변인도 정상 집단의 신체화는 설

고

찰

명해 주지 못하였다.
종합하면, 이와 같은 결과들은 우울 및 신체화가 분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노 표현

노 억제와 관련이 있다는 정신분석적 관점과 기존 연구

방식과 우울 및 신체화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

들5)13)34)을 일부 지지하는 것이며, 분노의 억제가 심장

아보았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우울과 신체화가 높은

증상 이외에 다른 신체병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

분노 및 분노 억제 경향성과 관련있는지 알아보고, 정

는 Pennebaker29)의 일반성 가설 또한 지지하는 것으

신과 환자들과 정상인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로 보여진다. 그러나 기존연구와 달리 상태-특성 분노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들

를 포함한 결과에서 신체화의 경우 분노 표현방식보다

에서 분노와 우울, 분노와 신체화 간의 관련성을 알아

는 특성분노가 더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분

보기 위해 분노 또는 분노 억압을 단일변인으로 이용한

노 표현방식만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신체화에 비해 우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분노를 세분화하여 분노 경

울에서 분노 억제의 설명력이 훨씬 많았다. 이와 같은

험과 분노 표현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분노 경험과 관련

사실은 분노 억제와 우울, 분노 억제와 신체화 간의 관

하여 두집단을 비교해본 결과, 상태 및 특성 분노 변인

계가 유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우울의 경우 분노가

은 정신과 환자 집단이 정상 집단보다 평균점수는 높았

억제되거나 또는 분노가 내재화되어 오히려 자기비하

지만 기질성 특성 분노 변인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적이 되고 자기패배적인 행동을 보이는 반면에 신체화

주었다. 두번째 분노 표현과 관련한 결과에서는 분노 표

의 경우 신체화 증상 자체가 억제된 분노의 신체적 표

출과 분노 억제 변인은 정신과 환자 집단이 정상집단보

현이므로 우울보다는 분노 억제의 효과가 미약할 가능

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주었으며, 분노 통제 변인에서

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전 연구들21)22)은 대부분의 정

는 그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 주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

신과 환자들에서 우울과 분노 억제간의 관련 뿐 아니라

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정신과 환자 집단이 정상인에 비

우울과 신체화 증상 간의 관련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해 특정한 상황과 관련없이 분노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본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현재 본

성향이 강할 것으로는 생각이 되나, 분노를 더 많이 표

연구에서는 상관 및 회귀분석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분

출하거나 억제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노 억제와 두 증상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상태이며, 추후 충분한 사례수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제한이 있는바, 우울과 신체화 수준에 따라 하위 집단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분해 비교하거나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한 추가 연

상관 분석 결과에서는 우울은 분노 표출 및 억제, 상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태 및 특성 분노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반면에, 신체화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분노 표현

는 분노 억제와 특성 분노에서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

방식이 우울 및 신체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함

다. 회귀 분석결과에서는 정신과 환자 집단에서 우울은

으로써 대표적인 정신과 임상 증상인 우울 및 신체화를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신체화는 특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는데 의의를

성 분노에 의해 설명되었다. 정상 집단에서 우울은 상태

찾을 수 있다. 분노가 우울 및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

분노, 신체화는 특성 분노에 의해 설명되었다. 이와 같

치는 중요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은 결과는 분노 억제와 우울간의 관련성만을 설명해 주

사실이지만, 체계적으로 분노 유형과 분노표현방식을 통

는 것으로 정신과 환자와 정상인 모두 분노 억제가 우울

해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및 신체화와 주된 관련을 보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설들을 완전히 지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상태-특성 분

가 이루어진 바, 건강심리학 영역에서 정상인을 대상으

노를 제외한 분노 표현 방식의 예언력 만을 살펴본 회

로 이뤄진 결과가 갖는 제한을 벗어나 실제 임상장면에

귀분석 결과에서는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정신과 환

서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자 집단의 우울과 신체화, 정상 집단의 우울을 설명하였

있겠다.

으며, 신체화에 비해 우울에서 분노 억제의 설명력이 훨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단순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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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반응에 기초하여 분노 표현 방식과 우울 및 신체화를

다. 즉, 분노를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성숙된 방식으로 상

측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주관적 반응으로 나타난 개

황에 따라 분노를 표출 또는 억제할 수 있는 선택을 하

인의 경향성을 의미하며, 부인을 비롯한 다른 방어기제

도록 하는 모델링과 지도가 치료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social desirability)의 효과, 정서를 정확히 평가하지

것이다.41)

못하도록 방해하는 다른 편파요인들이 전체 결과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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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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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s of Anger Expression in Relation to Depression and Somatization
Sung-Il Choi, B.S., Zoung-Soul Kim, Ph.D.,
Min-Sup Shin, Ph.D., Maeng-Je Cho, M.D.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Objectives：In previous studies,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depression or somatization and
the mode of anger expression were reported. However few studies were done in psychiatric patients,
while some evidences were found that anger expression as well as anger suppression were related to
development of somatization.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the state-trait anger
and the mode of anger expression to depression and somatization in psychiatiric patients.
Methods：The depression and somatization questionnaire of SCL-90-R and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were administered to 53 psychiatric patients and 59 normals.
The relationship of anger to depression and somatization was analyzed by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Results：In comparison with the normal control group, the psychiatric patient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on trait anger temperament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on other anger variables.
In regression analysis, the anger-in score was related to depression and somatization. However, the
degree of explanatory power was higher in depression than in somatization. In the case of analyzing
the state-trait anger, anger-in was significant predictor variable for depression in psychiatric patient
group.
Conclusion：These results suggested that anger-in is the important factor in the onset of depression
and somatization. Rather than the relationship of anger-in and somatization, the relationship of angerin and depression is higher；therefore the caution is necessary in the interpretation of previous studies.
The relationship of anger-in to depression and somatization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KEY WORDS：Depression · Somatization·State-trait anger·Anger express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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