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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Sun-Mi
Advisor:Prof.Park,Sang-HagM.D.,Ph.D.
Dept.ofAlternativeMedicine,
GraduateSchoolofPublicHealth,
ChosunUniversity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 between alexithymia, emotional
clarification,emotionalexpressivenessandsomaticsymptoms,andtheireffecton
theelementaryschoolstudents.Forthepurpose,thisstudytargets567elementary
schoolstudentsandtheyarecomposedof288boystudentsand279girlstudents
in 5th and 6th grade,and 283 in the 5th grade and 284 in the 6th grade.
Measuringtoolsincludeasomaticsymptomstestwhichsub-measuresofasimple
psychology test.an alexithymia test,an emotionalclarification test,and an
emotionalexpressivenesstest.Toanalyzethedatacollected,thisstudyusest-test,
correlationanalysis,andmultipleregressionanalysis.Asastatisticalprogram,it
usesSPSSWINDOW 12.0.

As a result of the study, in somatic symptoms, alexithymia, emotional
clarification,andemotionalexpressivness,asignificantdifferenceisfound.Forthe
somaticsymptomsandalexithymia,thesubjectingrade5show higherscorethan
thoseingrade6.Fortheemotionalclarification,andemotionalexpressivness,the
subjectsingrade5show higherscoresthanthoseofgrade6. Accordingtosex,
onlyinemotionalclarification,asignificantdifferenceisfoundbetweenboysand
girlsandthegirlsshow higherscorethattheboys.Inlookingatthe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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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alexithymia,emotionalclarification and somaticsymptoms,thesomatic
symptoms has positive correlations with alexithymia while it has negative
correlations with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alexithymia has negative
correlationswithemotionalclarificationandemotionalexpressiveness.Itisfound
that the emotional clarification has positive correlations with emotional
expressiveness.Inrespecttotheeffectof alexithymia,emotionalclarificationand
emotional expressiveness on somatic symptoms, emotional alexithymia and
emotional clarification have effect on somatic symptoms and emotional
expressivenesshasnoeffectonsomatic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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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신체 통증에 대한 호소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Campo와 Fritch,
1994).Garbe등(1991)은 지역사회에서 3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아동 500명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거의 절반이 2주에 최소한 한 가지의 증상을 보고했다.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증상은 두통,무기력,근육통,복통 등이었다.다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들에게 있어 두통(조사기간 한 주 동안 10-30%가 보고됨)그리고 급성 복부 통증
(10-25%가 보고됨)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Larsson,1991).신현균
(2003)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의 연구결과 두통이 30%,복통은 29%,복
통은 29%,팔･다리 통증은 21%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여러 가지 신체증상을 함께 보
이는 경우도 꽤 흔하다(Offord등,1987).
신체적 통증 호소의 원인을 고찰함에 있어 신체 장기의 병리와 병원균으로 인한 것

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에 아동이
지닌 특성과 사회관계적인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Walker등,1991).따라서 아동의 신체화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인을 함
께 고려해야 한다.
먼저 신체증상을 경험하는 데서 연령이 중요한 변인이다.사춘기 이전의 아동부터

정서적인 고통을 신체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다.반복되는 두통이 아동기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신체적 불평이다(Gaber등,1990).여러 가지 신체 증상의 발현은 나이가 들
면서 더 많이 나타난다(Offord등,1987).
또한 신체 증상을 경험하는 데는 성차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신체 불편감으로 인해 의학적 치료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Lewis
와 Lewis,1989).예컨대 12-16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Offord등(1987)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11%,남자의 4%에서 반복적인 신체 증상이 확인되었다.반면
Garber등(1991)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 증상 점수
가 더 높지만 어린 연령에서는 성차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그러나 Litcher등
(2001)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남아에 비해 여아에게서 신체 증상이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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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난 바,여러 연구들에서 성에 따른 신체증상 경험에 차이가 일관성 있게
보고되어왔다.
가족 특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신체화 아동의 가족에게서 반사회적 성격장애,신체

화 장애,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알코올중독 등이 더 많이 나타났다(Garber등,
1990)우울과 불안이 신체화 아동의 가족에게서 흔히 나타나고,신체화 아동의 부모는
잘 기능하는 부모에 비해 복통을 더 자주 호소한다.또 가족이 만성적인 신체 질병이
있을 때 아동의 신체화 증상이 증가하여 신체화 아동은 가족 구성원과 유사한 신체 증
상을 공유한다(Wasserman등,1988).
사회 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Kirmayer(1984)는 많은 문화에

서 정서적 곤란이나 가족 간 갈등 등의 심리 사회적 문제가 있을 경우,신체 불평을
통해 도움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인도인을 대상으로 한 Raguram 등(1996)의 연구
는 정서적 고통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낙인을 찍는 문화에서 더 쉽게 신체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따라서 신체화는 특정 문화에서 허용된 감정 표현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다(신현균,1998b).
한국에서는 감정 표현,특히 불쾌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긴다.즉 정서를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더 허용된 방법이다.그래서 분노,공격심,죄책감 같은 정서를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의사소통 방식인 신체 증상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흔하다(김종주 등,1992).이런 사회
문화적인 특성이 한국 아동의 신체 증상 경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신현균,
2003).
이처럼 다양한 변인들 가운데 본 연구는 감정표현 억압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감정표현의 억압 및 감정표현불능증
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 그 자체보다는 정서표현을 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으며(Pennebaker등,1988),감정표현의 억제는 장기적인 생리
적 각성과 신체 불편감을 유발한다(Beutler등,1986).즉,감정표현을 억제하는 성격
특성은 우울,불안 뿐 아니라 신체 증상과도 관련된다(Larson과 Chastain,1990).아동
기 때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은 학업이나 또래 관계 등 적응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
으므로 이들에게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체화 증상과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그러나 성인의 신체화 증상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져 있지만,신현균
(2003)의 연구 외에는 감정표현불능증과 관련된 아동의 신체화 증상에 대한 연구가 미
미한 실정이다.본 연구는 아동들의 신체화 증상의 여러 변인들 중에서 정서 인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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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에 어려움을 가진 감정표현불능증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자신에 대한 내성 능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자기보고

형 질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아
동이 신체화 증상을 유발하는데 있어 아동의 감정표현을 억압할 때 신체화 증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따라서 초등학교 5,6학년의 감정표현불능증과 정서
인식 명확성 및 정서 표현성이 신체화 증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 대상의 성별,학년별 특성에 따른 차이도 알아보고자 한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문문문제제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의 성별,학년별 신체화 증상과 감정표현불능증,정
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각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을 가질 것
이라는 가정을 검증해 보고,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이 신체화 증
상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
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학년별,성별에 따라 신체화 증상,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 차
이가 있을 것이다.

2.신체화증상,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
이다.

3.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이 신체화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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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제제제111절절절 신신신체체체화화화 증증증상상상

111...신신신체체체화화화 증증증상상상

신체화란 기질적이거나 신체적인 손상에 기인됨이 없이 심리적인 갈등에 의해 기질
적으로 표현되는 신체적인 증상을 말하며,신체적 증상에 대한 호소는 높은 불안과 자
율신경계의 기능 장애와 연관이 있다(Garber등,1990).신체화 증상은 신체의 두통,
복통,메스꺼움 등과 연관된 용어이다.신체화 증상의 심각성은 일시적이고 쉽게 가정
에서 치료되는 증상으로부터 수술과 같은 고도의 의학적 개입을 요하는 증상에 미치는
정도에 이르나,아동의 신체적 증상은 입증될 수 있는 의학적 질병이나 질병의 진행과
정과 관련 있는 경우는 드물다(Strickler와 Murphy,1979).
의학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신체 불편감에는 다양한 근육통,두통,과민성 대장 증

상,비궤양성 소화불량,만성 피로,현기증,숨가쁨,건강 염려증 등이 있다.대개 한 가
지 증상보다는 여러 가지 증상을 함께 갖고 있거나,한 가지 증상이 없어지면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증상의 대부분은 유동적이고 모호하다.특정한 기질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진찰,검사,심지어 수술까지 받는 자기 파괴적
인 양상을 보이며 증상들 때문에 학업이나 직업 수행에 무능해지는 등 적응 곤란을 보
인다.이를 ‘신체화’라고 하며‘기능적’‘정신신체적’‘심인성’신체증상이라고도 불려진
다(신현균,1998a).
Kellner(1991)는 신체화를 ‘한 개 이상의 신체증상을 호소하고,적절한 평가에 의해

신체증상을 설명해 줄만한 기질적 병리 및 생리적 기제가 없고,혹은 기질적 병리가
있다하더라도 신체증상의 호소 및 사회적,직업적 장애가 실제의 기질적 이상에서 나
타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클 때’를 지칭했다.Lipowski(1988)도 신체화를 ‘병리적
발견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불편감과 증상들을 경험하고 호소하는 경향,그리고 그
것을 신체 질병으로 귀인하고 의학적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또는 ‘심
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신체증상을 통한 표현'(Kirmayer,1984)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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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체화는 기질적 병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을 신체증상
을 통해 표현하는 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
신체화의 진단적 정의는 DSM-Ⅳ(APA,1994)와 같은 정신장애에 대한 공식적인 진

단편람에 근거하여 신체화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내려진 정의라고 볼 수 있다.DMS-
Ⅳ에서는 신체화 증상이 30세 이전에 나타나서 수년에 걸쳐 진행되며 최소한 4개의 통
증,2개의 위장계증상,1개의 성기능 증상,1개의 유사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할 경우 이
를 신체화 장애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신체화 장애의 진단 기준에 부합되는 사례는 오늘날 드물 뿐만 아니라

(Marsden,1986),신체화를 보이는 환자들 중에서도 신체화 장애의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였다(Coryell과 House,
1984).또한 건강염려증이나 동통장애 등도 신체화 장애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Barsky와 Kleran,1983;Romano와 Turner,1985),DSM-Ⅳ(APA,1994)와 같은 진단
분류 체계의 임의성과 같은 진단 집단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진단
명을 기준으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신체화 현상 자체를 연구해야 한다(신현균,1998a).
중요한 것은 신체화 증상과 신체화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며,효과적인 치료를 위
해 신체화 증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22...아아아동동동기기기 신신신체체체화화화 증증증상상상의의의 특특특징징징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 유병율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매우 흔히 나
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mpo와 Fritch,1994).이는 언어의 미숙함 때문에 자신
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신체증상을 통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Gregory등,1992).Thomas등(1988)은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청소년은 의미
있는 심리적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고위험군임을 밝혔다.
Garber등(1991)이 지역사회에서 3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거의 절반이 2주에 최소한 한 가지의 증상을 보고했고,15%는 4개 증상,
그리고 1%는 13개 이상의 증상을 보고하였다.여러 가지 신체증상을 함께 보이는 경
우도 꽤 흔한데,OntarioChildHealthStudy에서 12세부터 16세까지 남학생의 4.5%,
여학생의 10.7%가 다양한 신체 증상을 보이는 신체화 증상을 나타냈다(Offord 등,
1987).



- 6 -

또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에게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두통이 10-30%,
반복되는 복통이 10-25% 정도이다.또 다른 흔한 증상은 피로,어지러움,메스꺼움과
두통,수족 통증,그리고 가슴 통증 등이다(Garber등,1991).여러 가지 신체 증상의
발현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나타난다(Achenbach등,1989;Offord등,1987).특히
수족 통증,근육통,피로,신경학적 증상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
다고 한다(Walker와 Greene,1991).실제로 청소년 정신과 입원 및 외래 환자를 대상
으로 한 홍강의와 이영식(1986)의 연구를 살펴보면,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
이 보이는 증상 중에서,두통,복통 등의 신체 증상이 26.7%로 불안,우울 등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Kowal과 Pritchard,1990;Larson,1991).
신체화 증상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발달과정에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특히 여성에게 있어 이 같은 지속적인 통증 증가가 남성보다 의미 있게 진행된
다(Campo와 Fritsch,1994;Eminson등,1996).이와 관련된 흥미 있는 연구는 유치원
에 다니는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에 대한 자극의 민감도를 측정한 결과 여자 아동이
보다 신체 자극에 더욱 민감하였다.여기서 연구자들은 기질적 특성에 주목하였다.게
다가 남성이 더욱 광범한 자극역(낮은 유해수용과 통증인식의 강도)과 큰 통증 내성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생물학적 설명도 함께 제공되었다(Walker와 Carmody,1998).여
성들에게 신체적인 호소가 더욱 빈번하고 전형적으로 통증의 호소와 더불어 스트레스
가 보고된다.
신체 증상을 경험함에 있어 성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는데,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

체 불편감으로 인해 의학적 치료를 더 받는다(Lewis와 Lewis,1989).또 모든 연령대
에서 유사 신경학적 증상이나 전환 증상이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Goodyer와
Mitchell,1989).특히 복통의 경우에는 사춘기 이전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그
이후에는 여학생이 더 많은 복통 증상을 호소한다(Walker와 Greene,1991).이와 같이
신체 증상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보다 흔한 증상이다.
국내에서도 신체화 원인과 기제를 고찰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송지영,1994;신현균과 원호택,1997;신현균,2000b),대부분 성인이나 임상집
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아동기에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과 관련 변인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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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감감감정정정표표표현현현불불불능능능증증증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비롯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라는 구성개념은
Sifneos(1972)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이는 그리스어로 ‘정서를 언어화하지 못한다.’
라는 뜻이다.고전적인 정신 신체장애 환자에 대한 임상적 관찰로부터 나왔으며,오랫
동안 이런 환자들은 Freud(1977)의 신경증 모델의 관점에서 개념화 되었다.정신분석
적 관점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이라는 구성개념은 정서를 인지하는 능력과 정서를 상징적
으로 표상하는 능력의 결함을 보여서 정서적 느낌과 신체 감각을 변별하는 데서 어려
움을 보이는 성격 특징을 지칭함과 동시에 내적 갈등에 대한 방어로 간주된다.즉 자
신의 감정 상태와 신체 감각을 잘 구분하지 못하여 자신의 내적 감정에 접근하지 못하
고 이를 표현하지 못하는데,이런 경향성은 신체감각을 정서적 갈등이나 대인관계 갈
등보다는 신체 질병으로 귀인하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신현균과 원호택,1997에
서 재인용).
감정표현불능증의 처음 개념화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신체질환에 바

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초기에는 이러한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다양한
정신신체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예를 들면,위궤양이나 십이
지장궤양 및 기관지 천식환자와 정상인 환자 간의 감정표현불능증 척도 상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었다.또,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대해서도 감정표현불능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되었다(김대혁 등,1996;오은영과 고경봉,1995).이러한 연구들
의 기본 바탕에는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증상 사이에는 서로 관련이 있으며,감정표현
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정신적 장애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나아가 이러한 능력의
결함이 또다시 다양한 신체증상을 야기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반면,Pennebaker등(1987)은 정서 표현이 적다는 사실 자체가 병리적인 현상이 아

니라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능동적으로 억제하는 경우 즉,정서표현에 대하
여 갈등하는 경우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또한 정신충격이
심한 생활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한 사람이 이후의
건강문제를 더 많이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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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정정정서서서인인인식식식의의의 명명명확확확성성성

정서인식(emotionawareness)이란,정서를 스스로 알고 인식하는 것으로 정서 정보
처리 과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Salovey등,1995).정서인식은 정서주의(emotion
attention)와 정서명료화(emotionclarity)라는 분리된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좀 더 구
체적으로 정서주의는 내적 혹은 외적 자극으로부터 유발된 정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감정의 자극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정서명료화는 경험하는 정서를 명확하게 범주
화하고 명명하는 과정이다.
Lane과 Schwartz(1987)는 미분화된 정서적 각성을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이 명

료화된다고 하였으며,Salovey등(1995)은 정서인식이 자기 내부의 정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능력으로 정서인식의 과정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서중추의 반응을 언어중
추를 통해 확인함으로서 정서 하나하나의 상태를 확인해가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하였
다.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자신의 정서 상태를 스스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Swinkels와 Giuliano,1995).Stevens와 Mayer(1994)에 의하면 자신의 정서에 대해 명
확성을 갖는 개인은 자율적이고 좋은 자아경계를 가지며,심리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
인 관점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또한 자신의 정서를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적으며,신체적,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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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절절절 정정정서서서표표표현현현성성성

Kring등(1994)에 의하면,정서표현성은 정서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표
현의 내용도 정적요소나 부적요소에 상관이 없으며,표현양식 또한 얼굴 표정,음성표현,
제스처에 의한 표현 등 다양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정서표현성은 정서를 밖으로 표현하는 정도와 관련된 특성을 일컫는 말과,얼굴표

정을 포함한 모든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동으로부터 판단되는 정서적 반응의 표현적이
고 개방적이며,억제적이지 않은 정도를 의미한다(Riggio와 Friedman,1982).
Salovey와 Mayer(1990)에 따르면,자신이 느끼는 기분,정서 및 감정이 어떤 것인지

를 명확히 알고,자신의 느낌을 자신의 내면과 상황적 요구에 맞도록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을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정서는 기본적으로 신경생리학적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정서표현을 억누르는 것은 자

율신경계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자율신경계의 만성적인 각성상태는 심리적,신체적 질환과
연결된다(Jensen,1987).따라서 정서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심리적 부적응은 물론,다양한
신체적 병인과도 관계가 있다(Kring등,1994;King과 Emmons,1990).이와 관련하여 정
서표현성은 암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며(Jensen,1987),관상동맥성 심장질환과 그 밖의
다른 여러 신체적 질환들과도 관련이 있다(Friedman등,1984).특히 부정적인 정서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암을 가장 잘 예언하는 심리 사회적 예언인자인 반 정서적 태도로
지적된다(Cox와 McCay,1982).
최근 Gratz(2006)는 고의적인 자해 행동을 하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의 학대

와 정서의 비표현성,그리고 감정의 강도 및 반응을 연구한 결과,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성향이 높을수록 자해 빈도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또한 섬유근육통증증후근
을 보이는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글쓰기를 통해 정신적 외상을 표현하도록 한 정서표현집
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고통과 피로감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였고,심리적 안정감은
더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다(Broderick등,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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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절절절 감감감정정정표표표현현현불불불능능능증증증과과과 정정정서서서 인인인식식식 명명명확확확성성성 및및및 정정정서서서표표표현현현과과과
신신신체체체화화화 증증증상상상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자신이 느끼는 기분,정서 및 감정이 요구에 맞도록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을 심리적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Salovey와 Mayer,
1990).최덕룡(2001)에 따르면,자신의 욕구를 언어화하지 않고 비언어적인 감정표현을
통해 충족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각종 통증,위장장애 또는 성적 증상을 나
타내는 신체화 장애(somatizationdisorder)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정서를 표현하
지 않고 억압하는 사람은 정서를 표현하는 사람보다 암,관상동맥성 질환 및 다른 여
러 신체적 질환에 걸릴 경향성이 높다(이경미,2000).예를 들어,암을 가장 잘 예언하
는 심리 사회적 변인으로써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태도,특히 부정적인 정서를 잘 표
현하지 못하는 것이 지적된 바 있다(Cox와 McCay,1982).
이처럼 정서 표현의 억압이나 감정표현불능증 등의 성격문제와 신체화는 밀접한 관

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있으며,비교적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인다(신현균과
원호택,1997;Barsky와 Klerman,1983;Romano와 Turner;1985).또한 감정 표현의
억압 및 감정표현불능증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 그 자체보다는 정서표현
을 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으며(Pennebaker등,1988;Watson과
Pennebaker,1989),감정표현의 억제는 장기적인 생리적 각성과 신체 불편감을 유발한
다(Beutler등,1986).
최근에 Taylor등(1991)은 감정표현불능증인 사람들이 정서 각성 상태를 조절 및 완

화하는데 필수적인 정서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구성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고 가정
하였다.자신의 감정을 명명하지 못하기 때문에,이들은 정서적 각성에서 오는 신체 증
상이나 다른 정상적인 신체 감각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종종 신체적 질병의 신호로
확장하거나 잘못 해석하게 된다(Barsky와 Klerman,1983).그 결과 이들은 정신신체증
상을 호소하기 쉽고 내적 공허감을 피하기 위해 흔히 과도한 섭식,알코올 남용이나
다른 강박적인 행동에 몰두하게 된다.뿐만 아니라 감정표현불능증은 정서조절에 문제
가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다(Taylor등,1994).
Barsky와 Klerman(1983)은 감정표현불능증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명명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정서적 각성에서 오는 신체증상이나 다른 정상적인 신체 감각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신체적 질병의 신호로 확장하거나 잘못 해석하게 된다고 하였다.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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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호하고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건강 염려나 지속적인 신체화를 나타내
게 된다고 한다(Smith,1983;Cohen등,1985).이처럼 감정표현불능증인 사람은 심리
적인 심성(psychologicalmindedness)이 부족하므로,신체화 뿐 아니라 우울,불안 등
의 정서적인 문제를 갖기 쉽다.
정신신체 장애 클리닉이나 통증클리닉에 의뢰된 환자의 47%가 감정표현불능증의 특

징을 보이며(Mendelson,1982;Smith,1983),감정표현불능증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평
소에도 정서 표현이 적지만,간혹 가다가 과장된 정서 폭발을 보이기도 한다.또한 정
서를 기술한다는데 곤란을 겪으므로 스트레스에 대해 과장된 신체 반응을 보인다
(Martin등,1986).이처럼 외국에서는 감정표현불능증이 기능적 신체증상과 관련되어
많이 연구되어 왔다.국내의 경우 고경봉(1994)이 내과 입원 환자들 중 71%가 감정표
현,공상 및 상징적 사고 기능의 결함이 두드러진다고 보고하였다.송지영 등(1984)도
통증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감정표현불능증을 측정했을 때,통증 집단에서 44%가 감
정표현불능증이었던 데 비해 정상집단에서는 27%가 감정표현불능증에 속했다.많은
임상 연구들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이 신체화 증상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며,신체화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표현불능증을 보인다고 한다(송지영 등,1984;신현균과 원호택,1997;Taylor,
1984,Bagby와 Parker,1991).
감정표현불능증은 신체화의 기전을 밝혀주는 이론적이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정신

신체장애환자의 정신치료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Mendelson(1982)은 신체화 환자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 중
의 하나가 감정표현불능증이 동반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신현균(2000b)은 감정표
현불능증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델을 검증했던 연구에서,부정적인 정서와
감정표현불능증이 직접적으로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따라서
앞서 살펴본 감정표현불능증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이나 장애들의 원인 중의 하나가 감
정표현불능증 즉,부적절한 정서 인식 및 정서표현으로 인한 신체화 혹은 신체화 증상
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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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광주광역시 소재 3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5․6학년 600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이 중 한 문항이라도 답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답한 33명의 자료
는 연구에서 제외하였으며,총 567명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최종분석을 실시하였다.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은 남학생 288명,여학생이 279명이었으며,5학년 283명,6학년
284명이었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서는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R)의 하위 척도인 신체화 척도,한국판
감정표현불능증 척도,정서인식명확성 척도,정서표현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111...간간간이이이 정정정신신신 진진진단단단 검검검사사사(((SSSCCCLLL---999000---RRR)))신신신체체체화화화 척척척도도도

이 척도는 김광일 등(1984)이 제작한 척도로 개인이 호소하는 임상 증상들을 측정하
는 9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본 연구에서는 12문항으로 구성된 신
체화 척도만을 사용하였으며 여러 신체 증상을 5점 척도상에 평정하게 되어있다.이
척도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신체 증상들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현균(2002)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α는 .84였다.

222...감감감정정정표표표현현현불불불능능능증증증 척척척도도도

Bagby 등(1994)이 제작한 Toronto 감정표현불능증 척도로 개정판(20-ITem
AlexithymiaScale;TAS-20)을 수정 번안한 척도로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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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이다(신현균과 원호택,1997).문항 4,5,19,21은 채점 반대 방향이다.도구는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1)느낌을 잘 알지 못하고,(요인2)느낌을 잘 설
명하지 못하며,(요인3)외부 지향적 사고 유형을 가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333...정정정서서서인인인식식식 명명명확확확성성성 측측측정정정 도도도구구구

Salovey 등(1995)은 정서 명료성과 정서 회복성으로 구성된 정서인식척도(Trait
MetaMoodScale)를 개발하고,이수정과 이훈구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특질 초기분 척
도(TraitMeta-MoodScale:TMMS)를 사용하였다.이 척도는 안정적인 정서인식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것으로,총 4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초기분 척도의 타당화에 관
한 연구(이수정과 이훈구,1997)에서 정서에 대한 주의(5문항),정서인식의 명확성(11문
항),정서개선에 대한 기대(5문항)가 주요 요인구조로 확인되었으며,총 문항은 21문항
이다.채점방법은 ‘전혀 아니다’(0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4점)까지 5점 척도로 채점
된다.문항 1,2,4,7,11,13,15,16은 채점 반대 방향이다.총점이 높을수록 정서를
명료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정서를 의식하고 이를 명확히 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므

로,정서에 대한 주의와 정서인식의 명확성의 두 하위 영역(16문항)을 합하여 정서인식
의 명확성 측정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444...정정정서서서표표표현현현성성성 측측측정정정 도도도구구구

Kring등(1994)이 개발한 정서표현성 척도(EmotionalExpressivenessScale:EES)를
한정원(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일반적인 경향성의 지표가 필요할 때 유용하
다.특히 정서표현 행동의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역할 및 타인의 정서 감지에 유
용한 척도가 될 수 있다.이 척도는 정서표현성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17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문항의 내용은 본인이 지각하는 정서표현의 정도 및 이에 대한
타인의 평가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채점방법은 전혀 아니다(0점)부터 항상 그렇다(5
점)까지의 6점척도이며,문항 2,3,4,7,10,11,12,15,16,17은 채점 방향이 반대이다.
총점이 높을 수록 정서표현을 잘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한정원(1997)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9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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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연연연구구구 절절절차차차

2007년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으며,설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연구자가 각 반 담임교사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한 뒤,학
생들에게는 각 반별로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실시한 후 바로 회수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설문지를 실시하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20-25분 정도였다.

제제제444절절절 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의 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과
신체화 증상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이에 학년별,성별에 따라 감정표현불능
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과 신체화 증상간의 수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차
이 검증인 t-test를 실시하였고,초등학교 5,6학년의 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
정서표현성과 신체화 증상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또
한 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과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step-wise방법을 이용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통계 프로그램은
SPSSWINDOW 12.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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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및및및 해해해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의 감정표현불능증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이를 위해 감정표현불능증에 포함된 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신체화 증상 척도의 Cronbach's α는 .86,감정표현불능증 척도의
Cronbach's α는 .77,정서인식명확성 척도의 Cronbach's α는 .66,정서표현성 척도의
Cronbach's α는 .77로 나왔다.연구문제별로 제시하고 해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제제제111절절절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신신신체체체화화화 증증증상상상,,,감감감정정정표표표현현현불불불능능능증증증,,,
정정정서서서인인인식식식명명명확확확성성성,,,정정정서서서표표표현현현성성성의의의 차차차이이이

111...아아아동동동의의의 신신신체체체화화화 증증증상상상

아동의 신체화 증상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하였다.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신체화 증상 N=567
변변변인인인 MMM SSSDDD

머리가 아프다 0.99 0.994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0.72 0.939
가슴이나 심장이 아프다 0.42 0.835
허리가 아프다 0.74 0.984
구역질이 나거나 토한다 0.17 0.516
근육통 또는 신경통이 있다 0.58 0.944
숨쉬기가 거북하다 0.35 0.754
목이 화끈거리거나 차가울 때가 있다 0.56 0.957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쩌릿쩌릿하다 0.64 0.921
몸에 무슨 덩어리가 걸린 것 같다 0.24 0.707
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없다 0.62 1.006
팔다리가 묵직하다 0.36 0.735
전체 신체화 증상 0.5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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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아동들의 신체화 증상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화 증상의 정도
가 심함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 아동이 응답한 신체화 증상의 전체 평균점수는 0.53
으로 나타났다.신체화 증상은 크게 12가지로 나뉘는데 각 증상 간 평균을 비교해보면,
머리가 아프다,허리가 아프다,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쩌릿
쩌릿하다,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없다,목이 화끈거리거나 차가울 때가 있다,가슴이
나 심장이 아프다, 팔다리가 묵직하다,숨쉬기가 거북하다,몸에 무슨 덩어리가 걸린
것 같다,구역질이 나거나 토한다의 순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 대상 아동의 신체화
증상 중 두통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222...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신신신체체체화화화 증증증상상상,,,감감감정정정표표표현현현불불불능능능증증증,,,정정정서서서인인인식식식
명명명확확확성성성,,,정정정서서서표표표현현현성성성 차차차이이이

아동의 신체화 증상,감정표현 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에 대한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교를 하기 위하여 t-test를 실
시하였다.그 결과는 <표 2>,<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학년에 따른 신체화 증상,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의 차이 비교
N=567

*p<0.05,**p<0.01,***p<0.001

위와 같이 학년에 따른 신체화 증상,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신체화 증상,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먼저 신체화 증상과 감정표현불능증
을 살펴보면 6학년의 평균이 5학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반면에 정서인

변변변인인인 구구구분분분 MMM SSSDDD ttt ppp
신체화증상 5학년 0.45 0.511 -3.658 0.000***6학년 0.62 0.569

감정표현불능증 5학년 1.32 0.512 -4.012 0.000***6학년 1.49 0.509
정서인식명확성 5학년 2.26 0.595 2.019 0.044*6학년 2.17 0.494
정서표현성 5학년 2.88 0.688 3.255 0.001**6학년 2.6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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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은 6학년의 평균이 5학년보다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3>성별에 따른 신체화 증상,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의 차이 비교
N=567

**p<0.001

위와 같이 성별에 따른 신체화 증상,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신체화 증상,감정표현불능증,정서표현성에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정서인식명확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정서인식명확성을 살펴보면 여자의 평균이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제제222절절절 신신신체체체화화화 증증증상상상,,,감감감정정정표표표현현현불불불능능능증증증,,,정정정서서서인인인식식식명명명확확확성성성,,,정정정서서서
표표표현현현성성성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111...신신신체체체화화화 증증증상상상,,,감감감정정정표표표현현현불불불능능능증증증,,,정정정서서서인인인식식식명명명확확확성성성,,,정정정서서서표표표현현현성성성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아동의 신체화 증상,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변변변인인인 구구구분분분 MMM SSSDDD ttt ppp
신체화증상 남자 0.51 0.522 -0.952 0.342여자 0.56 0.571

감정표현불능증 남자 1.41 0.503 0.231 0.817여자 1.40 0.532
정서인식명확성 남자 2.14 0.549 -3.104 0.002**여자 2.29 0.539
정서표현성 남자 2.74 0.728 -1.543 0.123여자 2.8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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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신체화 증상,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의 상관관계

***p<0.001

위와 같이 신체화 증상,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신체화 증상은 감정표현불능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다.하지만 정서인식명확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그리고 정서표현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감정표현불능증은 정서인식명확
성과 정서표현성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정서인식명확성은 정서표현성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222...감감감정정정표표표현현현불불불능능능증증증과과과 신신신체체체화화화증증증상상상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감정표현불능증과 신체화 증상의 하위요인과의 관계에서도 전체 12개의 하위요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감정표현불능증이 높으면 신체화 증상도 비교적 높게
지각된다는 것이다.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감정표현불능증과 신체화증상의 상관관계

***p<0.001

신신신체체체화화화 증증증상상상 감감감정정정표표표현현현불불불능능능증증증
머리가 아프다 .302***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334***
가슴이나 심장이 아프다 .309***
허리가 아프다 .279***
구역질이 나거나 토한다 .115***
근육통 또는 신경통이 있다 .243***
숨쉬기가 거북하다 .259***
몸이 화끈거리거나 차가울 때가 있다 .299***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쩌릿쩌릿하다 .267***
몸에 무슨 덩어리가 걸린 것 같다 .275***
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없다 .321***
팔다리가 묵직하다 .233***
신체화 증상 .435***

신신신체체체화화화증증증상상상 감감감정정정표표표현현현불불불능능능증증증 정정정서서서인인인식식식명명명확확확성성성 정정정서서서표표표현현현성성성
신체화증상 1.000 0.435*** 0.003 -0.179***

감정표현불능증 1.000 -0.267*** -0.425***
정서인식명확성 1.000 0.187***
정서표현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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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12가지 신체화증상 가운데 감정표현불능증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없다’,‘가슴이나 심장이 아
프다’는 증상의 순이었다.

제제제333절절절 감감감정정정표표표현현현불불불능능능증증증,,,정정정서서서인인인식식식명명명확확확성성성,,,정정정서서서표표표현현현성성성이이이 신신신체체체화화화
증증증상상상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아동의 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이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step-wise방법을 이용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이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p<0.001

위와 같이 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이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감정표현불능증과 정서인식명확성만이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
며,설명력은 20.2%이다.

구구구분분분 요요요인인인 회회회귀귀귀계계계수수수 ttt 유유유의의의확확확률률률 AAAdddjjj... 회회회귀귀귀선선선
FFF 유유유의의의확확확률률률

신체화
증상

상수 -0.445 -3.779 0.000***

0.202 72.037 0.000***
감정표현
불능증 0.494 12.003 0.000***

정서인식
명확성 0.127 3.26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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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논논논의의의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논논논의의의

본 연구는 아동의 신체화 증상과 관련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아동이 신체화
증상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대처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아동의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의 신체화 증상의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인들 중에 학년

별,성별로 신체화 증상과 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의 차이를 확인
하고 감정표현불능증과 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의 정도가 신체화 증상과 어떤 관
계가 있는지,각 변인들이 아동의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첫째,학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보면,5학년이 6학년보다 오히려 정서를 인식과

정서 표현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권윤순(2002)이 2학년 4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정서인식능력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곽윤
정(1997)의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그리고 신체화 증상과 감정표현불능증에서
는 6학년이 5학년에 비해 더 높음을 볼 수 있다.이는 신현균(2002)의 연구에서 감정표
현불능증은 성차를 보이지 않는 대신 학년차를 보여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감정표
현을 더 하지 않는다는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그리고 신체화 증상은 아동기에
서 성인기로의 발달과정에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난(Garber등,1991)의 연
구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에서 보면 학년이 올라가면 자신의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을 잘 하

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와 함께 본 연구에서 함께 살펴본 감정표현불능증의 경
향과 신체화 증상의 경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 학
년 차이이며 나이차이가 1-2살 정도로 크지 않은 5,6학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이
가 증가함에 따라 정서인식 및 정서표현력이 감소하고 감정표현불능증과 신체화 증상
의 경향이 높아진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성별에 따르는 신체화 증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여학생이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이는 신현균(2003)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신현균(2002)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신체화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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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 불편감으로 인해 의학적 치료
를 더 받는다(Lewis와 Lewis,1989).또 모든 연령대에서 유사 신경학적 증상이나 전
환 증상이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Goodyer& Mitchell,1989).특히 복통의 경
우에는 사춘기 이전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그 이후에는 여학생이 더 많은 복
통 증상을 호소한다(Walker& Greene,1991)등의 여러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신체화
증상은 여학생에게 보다 흔한 증상이다라는 연구결과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감정표현불능증은 남학생이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여 Borod등(1983)의 결과와 비

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
다.
정서표현성은 여학생이 더 높은 경향을 보여 King과 Emmons(1990)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서인식명확성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식능력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이는 서은혜(2005)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
하며 성별에 따라 정서인식명확성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
는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들은 사회적 자극이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의사소통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학습되어짐으로서 정서인식명확성을 잘 하게
된다.그러나 남성들은 정서인식 수준이 떨어지고 적극적인 정서표현의 어려움을 경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정서인식명

확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학생이 정서표현성에서
남학생에 비해 조금 높은 점수를 받았다.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의 점수가 남학
생에 비해 높은 여학생은 감정표현불능증의 점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신체화증상의
점수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자들이 감정과 건강문제
에 대하여 남자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한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Bishop,1984;
Mechanic,1976)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둘째,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신체화 증상은 감정표현불능증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인식명확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그리고 정서표현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신현균과 원호택(1997),Barsky와 Klerman(1983),Romano와 Turner(1985)
의 연구 결과에서 정서 표현의 억압이나 감정표현불능증 등의 성격문제와 신체화는 밀
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과 비교적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인다.또한 감정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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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 및 감정표현불능증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 그 자체보다는 정서표현
을 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으며(Pennebaker등,1988;Watson과
Pennebaker,1989),감정표현의 억제는 장기적인 생리적 각성과 신체 불편감을 유발한
다(Beutler등,1986)등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그리고 Kimayer(1987)
의 연구에서 정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를 상징화 하지 못하거나 인지하
지 못하는 감정표현불능증인 사람들은 모호하고 미분화된 생리적 반응을 나타내게 된
다고 하는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한다.정신신체 장애클리닉이나 통증클리닉에 의뢰된
환자의 47%가 감정표현불능증의 특징을 보이며(Mendelson,1982;Smith,1983),감정
표현불능증이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정서표현이 적지만 간혹 가다가 과장된 정서폭
발을 보이기도 한다.또한 정서를 기술한다는데 곤란을 겪으므로 스트레스에 대해 과
장된 신체 반응을 보인다(Martin등,1986)는 연구들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다른 연구의 경우 고경봉(1994)이 내과 입원 환자들 중 71%가 감정표현,공상 및 상

징적 사고 기능의 결함이 두드러지고,송지영 등(1994)도 통증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감정표현불능증을 측정했을 때,통증 집단에서 44%가 감정표현불능증이었던 데 비해
정상집단에서는 27%가 감정표현불능증에 속한다는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감정표현불능증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선행연
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도 감정표현불능증과 신체화 증상과의 연관성을 알 수 있
다.
감정표현불능증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의 부적 상관을 보인다.정서인식을 명

확히 하고 또한 정서표현을 적절히 하는 경우에 감정표불능증의 경향이 적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정서자각을 잘 못하고 정서표현의 양가감정을 느낄수록 정서 표
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King과 Emmons(1990),이주일 등(1997)의 선행연구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는 Taylor등(1991)의 연구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인 사람들
의 특성인 (1)감정을 깨닫고 표현하는 데 있어 겪게 되는 어려움,(2)감정과 신체 감각
을 구별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3)너무 구체적이고 현실 중심적인 인지 양식,(4)상상
력의 현저한 결핍이라고 보는 결과와 다소 연관성을 보인다.즉,감정표현불능증인 사
람의 특성 중 (1)감정을 깨닫고 표현하는 데 있어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 하는 정의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이는 정서를 명확하

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표현상에서도 단호하지 못하다고 본 이수정,이훈구
(199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며,정서인식과 표현을 상호작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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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라본 이은숙(2005)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셋째,본 연구의 각 변인 가운데 감정표현불능증이 신체화 증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 정서인식 명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정서표현성은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많은 임상 연구들에서 감정표현
불능증이 신체화 증상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며,신체화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표현불능증을 보인
다고 한 송지영 등(1994),신현균과 원호택(1997),Taylor(1984),Bagby와 Parker(1991)
는 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이는 신체화 장애에서 부정적 정서 그 자체보다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것이 더 큰 문

제로 작용하고 감정억제가 신체 증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선행연구(Malatesta등,1987)
와 비슷한 결과이다.그리고 김명정과 김광일(1984),김종주 등(1992)의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한국문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즉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정서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신체 감각의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한국인 특유
의 성향이 신체화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이런 사회 문화적인 특성이 한국 아동의
신체 증상 경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신현균,2003).따라서 신체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며,이에
대해 적절한 의사소통하는 방법 훈련과 같은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제제제222절절절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신체화 증상,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

성을 분석한 결과,학년,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신체화 증상,감정표현 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과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았을 때,신체화 증상에는 감정표현불능증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이며,정서
표현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하지만
정서인식명확성과는 정적상관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또한 감정표
현불능증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며 정서인식명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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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표현성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이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감정표현불능증과 정서인식명확성만이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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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666장장장 제제제언언언 및및및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한점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아동 5,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아동 모두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이 있다.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많은 수의 사례분석을 통해 포괄적인 연구와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포함하는 각
발달단계별 신체 증상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감정표현불능증과 정서인식명확성,정

서표현성의 요인에 제한을 두어 연구하였기 때문에 신체화 증상에 대한 포괄적인 요인
연구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다른 요인도 첨부하여 아동의 신체화 증상에 대한 요인
연구를 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 예로,신체화 증상을 보이지만 건강
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아동들에 대한 종단적인 분석은 관련 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
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화 증상과 감정표현불능증의 원척도 대상은 성인이었

다.물론 연구자가 초등학생으로 대상하기 위해 신뢰도를 검증하긴 하였지만 신뢰도
검사에서 성인대상으로 연구한 다른 연구들에서의 신뢰도 보다 낮게 나왔고 본 연구자
가 검증한 결과 수치의 차이는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을
볼 수 있다.아동들에게 적합한 척도를 통하여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
절한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자기 보고식 검사에 의존한 각 척도들은 일상의 실제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의 결여가 있을 수 있다.그러므로 보다 객관적인 자료수
집을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자연관찰 혹은 행동관찰과 같은 방법들을 병행함으로써
이와 같은 단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성이 신체화 증상의 관계와 미치

는 영향력을 밝혔지만,이들 변인들의 상호작용이나 매개 변인들의 상호작용이나 매개
과정 등 세부적인 기제에 대한 규명을 하지 못했다.따라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
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본 연구는 아동의 신체화 증상과 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현

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아동들이 많이 겪고 있는 두통,소화불량 등 상세한 신체
증상을 유발하는 기제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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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신체화증상과 감정표현불능증,정서인식명확성,정서표
현성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아동의 신체화 증상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임상적 개입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후속연구에서는 신체화 증상을 경험하는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임상적
개입방법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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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응답방법 안내

다음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한 곳에만
◯표를 하여 주세요.응답방법을 모를 때는 선생님께 질문해 주세요.

❋ 다음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1.학년 :① 5학년 ② 6학년
2.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평소 자신의 감정표현과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질문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여
러분의 답변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가능한 한 문항도 빠뜨리
지 말고 솔직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정선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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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아동의 신체화 증상 검사지
자신의 몸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골라서 한 곳에만 ◯표하여 주십시오.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1 머리가 아프다 1 2 3 4 5

2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1 2 3 4 5

3 가슴이나 심장이 아프다. 1 2 3 4 5

4 허리가 아프다. 1 2 3 4 5

5 구역질이 나거나 토한다. 1 2 3 4 5

6 근육통 또는 신경통이 있다. 1 2 3 4 5

7 숨쉬기가 거북하다. 1 2 3 4 5

8 목이 화끈거리거나 차가울 때가 있다. 1 2 3 4 5

9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쩌릿쩌릿하다. 1 2 3 4 5

10 몸에 무슨 덩어리가 걸린 것 같다. 1 2 3 4 5

11 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없다. 1 2 3 4 5

12 팔다리가 묵직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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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감정표현불능증 검사지
평소의 생활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적어 놓았습니다.각 문장에 따라 생각되어

지는 내용을 골라 ◯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자주 혼동한다. 1 2 3 4 5
2 내 기분(감정)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3 의사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신체 감각을 느낀다. 1 2 3 4 5
4 내 기분을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있다. 1 2 3 4 5
5 인생사의 여러 문제를 표면적으로 봐 넘기기보다는
꼼꼼히 분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6 기분이 상했을 때는 내가 슬픈 것인지,두려운 것인지,화가 난 것인지 분간이 안 된다. 1 2 3 4 5
7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때문에 종종 당황하게 된다. 1 2 3 4 5
8 무슨 일이 있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
보기 보다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긴다. 1 2 3 4 5

9 나는 참으로 알 수 없는 감정(기분)을 느낀다. 1 2 3 4 5
10진지한 소설책보다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주간지나
스포츠 신문을 더 좋아한다. 1 2 3 4 5

11다른 사람에 대한 내 느낌을 말로 나타내기가 힘들다. 1 2 3 4 5
12다른 사람들은 내가 감정표현을 별로 안 한다고 생각
한다. 1 2 3 4 5

13내 속마음을 모르겠다. 1 2 3 4 5
14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르는 때가 종종 있다. 1 2 3 4 5
15다른 사람들의 기분(감정)이 어떤지 알아보는 것보
다는 일상 행동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1 2 3 4 5

16인간 심리를 다루는 드라마보다는 가벼운 오락 쇼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1 2 3 4 5

17친한 친구에게도 내 감정을 쉽게 표현하기 어렵다. 1 2 3 4 5
18영화나 연극이 인간의 내면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줄 때 이해하기 어렵다. 1 2 3 4 5

19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20영화를 볼 때 일일이 그 의미를 이해하려하면 재미가
없어진다. 1 2 3 4 5

21나는 내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내보일 수 있다. 1 2 3 4 5
22한 사람의 인생역정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다큐멘터
리보다는 액션 영화나 오락 영화를 더 좋아한다. 1 2 3 4 5

23나는 평소에 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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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정서인식 명확성 검사지
각 문장을 잘 읽어보고 평소에 자신의 상태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답을 골라 ◯

표하여 주십시오.

매우
동의
하지
않는
다

동의
하지
않는
다

보
통
이
다

동
의
한
다

매우
동의
한다

1 나는 늘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혼란스럽다 1 2 3 4 5
2 나는 내 느낌을 이해할 수가 없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가 없다. 1 2 3 4 5

4 때때로 나는 나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 1 2 3 4 5
5 나는 쉽게 감정을 느낀다. 1 2 3 4 5
6 나는 대부분 내가 어떻게 느끼는 지를 안다. 1 2 3 4 5
7 나는 거의 늘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거의 늘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히 안다. 1 2 3 4 5
9 나는 보통 내 느낌들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 1 2 3 4 5
10나는 대체로 나의 느낌을 안다. 1 2 3 4 5

11나의 신념과 의견들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늘 변
한다. 1 2 3 4 5

12나는 자주 나의 느낌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5
13나는 별로 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1 2 3 4 5

14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
인다. 1 2 3 4 5

15나는 보통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해 주의하지
않는다. 1 2 3 4 5

16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보통 시간낭비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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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정서표현성 검사지
각 문장을 잘 읽어보고 평소에 자신의 상태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답을 골라 ◯

표하여 주십시오.

매
우
다
르
다

<------->

매
우
비
슷
하
다

1 나는 내가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2 사람들은 나를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3 나는 나의 감정을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 1 2 3 4 5 6
4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심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1 2 3 4 5 6
5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 1 2 3 4 5 6
6 나는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시한다. 1 2 3 4 5 6
7 나는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싫어한다. 1 2 3 4 5 6
8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울 수 있다. 1 2 3 4 5 6

9 아주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1 2 3 4 5 6

10나의 감정 상태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감지하지 못한다. 1 2 3 4 5 6
11나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1 2 3 4 5 6
12내가 강한 감정을 느끼더라도 외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1 2 3 4 5 6
13나는 나의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1 2 3 4 5 6
14다른 사람들이 나를 매우 감정적인 사람으로 본다. 1 2 3 4 5 6
15나는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는다. 1 2 3 4 5 6

16내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감정에
대하여 추정하는 바와 다르다. 1 2 3 4 5 6

17나는 나의 감정을 억제한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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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정 선 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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