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 ML Comm

ORIGINAL ARTIC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3;52:122-129
ISSN 1015-4817
www.knpa.or.kr

한글판 환자 거부 척도(K-PRS)의 표준화 연구：
신뢰도와 타당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한주희·정종현·홍승철·한진희·주수현·김태원·서호준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Patient
Rejection Scale (K-PRS)
Ju-Hee Han, MD, Jong-Hyun Jeong, MD, Seung-Chul Hong, MD, Jin-Hee Han, MD,
Soo Hyun Joo, MD, Tae Won Kim, MD and Ho-Jun Seo,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ObjectivesZZThe Patient rejection scale (PRS) has been reported as a valid tool for the assessment of rejecting feelings of family respondents toward schizophrenics who return to live with
their famili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of PRS (K-PRS).
MethodsZZA sample of 272 primary caregivers of schizophrenics completed the K-PRS and the
data were analyzed for internal consistency and factor structure. Additionally 117 caregivers refilled K-PRS after two weeks for test-retest reliability. To test for validity, Family Questionnaire
(FQ), Drug Attitude Inventory-10 (DAI-10) and the Scale to Assess Unawareness of Mental Disorder (SUMD) were admin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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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ResultsZZInternal consistency of K-PRS was good (Cronbach’ alpha=0.787) and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revealed the three-factor structure. The K-PRS also showed reasonable
test-retest reliability (r=0.795). Convergent validity was examined through correlations between
the K-PRS and the FQ-criticism subscale (r=0.78). Divergent validity was examined through correlations between the K-PRS and KDAI-10 (r=-0.02, p=0.001), and between the K-PRS and
SUMD-K (r=-0.02, p=0.796).
ConclusionZZThe Korean version of PRS proved to be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measuring
rejecting feelings in relatives of Korea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3;52:1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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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질환자들이 병원에서 사회로 복귀하게 되었지만, 지역사회에
기초한 지지적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

조현병은 다양한 형태의 정신 증상을 동반하며 사회적, 직

아야 하는 책임이 주로 가족에게 지워졌으며 그것은 곧 가족

업적 기능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부담으로 연결되었다.3,4) 또 이후에 개발된 비전형 항정신병

돌보는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초래한다.1) 호전과 악화가 반복

약물의 도입은 향상된 효능과 안전성으로 인해 재발 및 재입

되는 질환의 만성적인 경과는 보호자에게 좌절감과 절망감

원율을 낮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와 지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비난과 적대감 등 다양한 부정적인

내는 시간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5)

감정들을 유발하며, 이러한 감정들은 다시 환자의 경과에 악
영향으로 작용한다.1)

Brown 등6)과 Vaughn과 Leff7)는 지지체계로서의 가족들
이 환자에게 느끼는 감정과 태도가 조현병 환자의 재발 및

환자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고통에 대한 관심은 이전부터

재입원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제

있어 왔지만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시하였는데, 이후 표출 감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재발과의 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2) 여기에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

련성이 양적으로 평가되었다. 표출 감정(expressed emo-

되어 1970년대에 절정에 달한 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

tion)이란 Brown 등6)이 제안한 개념으로 환자의 가족들이

경향이 큰 영향을 미쳤다. 탈원화 경향을 통해 많은 만성 정신

환자에게 일관적으로 보이는 부정적인 태도나 행동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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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표출 감정은 일반적으로 비난(criticism), 적대감

니고 있다.10) 한국어판 표출감정평가척도(K-FQ)는 Wie-

(hostility), 감정적 과개입(emotional over-involvement) 등의

dermann 등9)이 개발한 Family Questionnaire(이하 FQ)를 국

세 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비난은 환자 가족이 환자 행동의 일

내에서 표준화한 척도이다.11) 개발 당시부터 표준적인 측정

부분에 느끼는 반감이나 거부를 의미한다(예 : “그 애는 늘 졸

도구인 CFI와의 공존타당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으며 표

고 있어. 그것 때문에 무척 짜증이 나.”). 적대감은 비난과 유

출 감정의 두 가지 요소인 비난과 감정적 과개입을 모두 포

사한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환자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비

함하고 있어 표출 감정의 이론적 배경을 잘 반영한다는 평을

난이나 거부를 의미하며(예 : “그 애는 무척 게을러. 누가 시

받고 있다.9)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평가가 시행되며 다

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할거야.”), 환자에 대한 거부감(re-

른 척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20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jection)도 여기에 포함된다. 감정적 과개입은 환자에 대한

어 임상적 유용성도 겸비하고 있다.

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이나 과도한 보호 태도를 반영하는 것

Patient Rejection Scale(이하 PRS)은 1979년 Kreisman 등13)

이다.8) 표출 감정 가운데 비난과 적대감은 개념이 유사하고

이 CFI를 기반으로 개발한 척도로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자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어 이에 대한 구분 없이 표출 감정을

기 보고 설문지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다른 척도들과는 달

9)

비난과 감정적 과개입의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하기도 한다.

리 표출 감정 중 감정적 과개입을 배제하고 비난을 중심으

현재까지 표출 감정을 측정하는 가장 표준적인 평가 도구는

로 평가하는데, 비난은 표출 감정의 요소들 중 재발과 가장

캠버웰 가족 면담(Camberwell Family Interview, 이하 CFI)

큰 연관성을 가지는 요인임이 알려져 있다.13) 실제 조현병 환

7)

으로 알려져 있다. CFI에서는 훈련 받은 면담자가 보호자와

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PRS 점수와 퇴원 후 18개월

의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표출 감정을 평가하는 데 신뢰

안의 재입원과의 유의한 연관성이 보고되었다.13) 11개의 짧

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면담자의 훈련에 약 2

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적 유용성도 높아 한

주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평가에도 약 1~2시간 가량의

국에서 표준화 된다면 증상의 재발과 관련된 가족의 감정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상적 유용성에 제한이 있다. Five

요인을 평가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Minute Speech Sample(이하 FMSS)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

본 연구에서는 PRS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

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평가를 위해 약 5분의 면담이 진행되

도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며 주로 유아기 환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표출 감정을 평가
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8) FMSS는 CFI에 비해 적은 시간이 소

방

법

요되기는 하지만 면담자에게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
에서는 여전히 임상적인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후 임상적

대 상

유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더욱 간편하며 적은 시간이 소요되

본 연구는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혹은 외래

는 여러 형태의 자가평가 양식의 척도들이 개발되기 시작하

중인 환자들 중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였는데 크게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적용되는 척도들(Patient

Disorders, fourth edition 진단 기준에 의해 조현병으로 진

Rejection Scale, Questionnaire Assessment of Expressed

단된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환자와 가장

Emotion, Adjective Checklist, Family Attitude Scale,

많은 시간을 함께하거나 혹은 주로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하

Family Questionnaire)과 환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척도들

주보호자)을 선별하였고 가족 요인에 대한 평가에 자발적으로

(Level of Expressed Emotion, Influential Relationships

동의하고 평가에 응답한 주보호자 272명의 자료가 본 연구에

Questionnaire, Perceived Criticism Scale, Family Emotional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10)

Involvement and Criticism Scale)로 나뉘어진다.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두 가지 척도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어 사용되고 있다. 배 등11)은 과거 Cole과 Kazarian12)

측정도구

이 개발한 60문항으로 구성된 Level of Expressed Emotion(이하 LEE) 척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및 재개발하

환자 거부 척도(Patient Rejection Scale)

여 45문항의 척도로 완성하였다. LEE 척도는 환자의 주관적

환자 거부 척도(Patient Rejection Scale)는 표현 감정을

평가에 의존하여 표현 감정의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환자

평가하기 위해 1979년 Kreisman 등13)에 의해 만들어진 척도

가 느끼는 어려움을 잘 반영하기는 하지만 가족의 지지나

로서, 퇴원 후 가정으로 복귀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가족이

간섭, 비난, 부담감, 사회 적응 등을 평가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

느끼는 거부감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PRS는 11개의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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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분 이내에 작성할 수 있으며, 보호

약물태도 척도(Drug Attitude Inventory)

자들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는 자기 보고식 설문의 형태를

약물태도 척도(Drug Attitude Inventory, 이하 DAI)는 환자

취하고 있어 면담을 통해 표출 감정이 과장 혹은 감소되는

의 항정신병약물에 대한 주관적 반응과 약물에 대한 태도를

제한점을 개선하였다.13) PRS의 각 항목은 그 빈도에 따라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된 척도이다.18) 원래 DAI는 환자가 인

1~3점으로 측정하며 총점은 11~33점이고 1, 2, 5, 9, 10번 문

지하는 항정신병약물의 효과와 약물로 인해 얻어지는 이득을

항은 역채점 방식을 이용한다.

평가하도록 구성된 30문항의 자기보고형 설문지(이하 DAI-

Patient Rejection Scale 평가 결과는 표현 감정에 대한 환

30)로 개발되었다. 각 문항은 “예”, “아니오”로 평가되며, 약

자 본인의 평가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표현 감정

물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묻는 문항에서는 역채점을 하도

의 세 가지 요인 중 감정적 과개입보다는 비난과 적대감을 주

록 되어있다.18,19) Hogan 등19)은 150명의 조현병 환자를 대상

로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4) 이후 연구에서 PRS 평가 결

으로 DAI-30을 시행한 후, 이를 판별 분석을 통하여 10문항

과는 환자의 재입원 횟수, 정신병적 악화의 정도, 병전 적응

의 축약형 DAI-10을 만들었다. DAI-10은 항정신병약물에

능력, 가족 부담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고되었으며 재발

대한 주관적 긍정적인 느낌을 평가하는 6개의 항목과 주관적

13,15,16)

의 예측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원

부정적인 느낌을 평가하는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와 독일어판 PRS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각각 0.78

각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에는 +1, 부정적으로 답한 경

13,14)

과 0.72였다.

우에는 -1로 채점한다. 최종 점수(Final Score, 이하 FS)는

본 연구에서는 한글판 제작에 대한 원저자의 허락을 받고
13)

각 점수의 합산으로 표시되며 FS가 양수로 나타난 경우 긍

1979년 Kreisman 등 이 발표한 논문에 수록된 PRS를 번역

정적인 반응, 음수로 나타난 경우는 부정적인 반응임을 의미

하였다. 먼저 정신과 전문의 1인과 임상심리사 1인이 각자 초

한다. DAI는 타당도가 입증되었으며 항정신병 약물에 대한

벌 번역하였고 이것을 함께 검토, 수정하여 번역본을 만들었

주관적인 반응을 양적으로 평가하고 순응도를 예견하는 가

다. 이 때 임상에서 보호자들과의 면담에서 접할 수 있는 구

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8) 원척도(DAI-30)와 한국

어적인 표현과 이해하기 쉬운 한글 용어를 선택하였다. 초벌

어판 DAI-10(이하 K-DAI)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

번역본은 다시 영어에 능통한 전공의 1인에 의해 역번역 되

각 0.93과 0.83으로 보고되고 있다.19,20)

었으며 이를 번역에 참여한 전문의 1인이 원본과 비교, 감수
하여 한국판 환자 거부 척도(Korean version of Patient Re-

병식 평가 척도(Scale to Assess Unawareness of Mental

jection Scale, 이하 K-PRS)를 완성하였다.

Disorder)

병식 평가 척도(Scale to Assess Unawareness of Mental Dis표출감정평가척도(Family Questionnaire)

order, 이하 SUMD)는 조현병 환자들의 병식을 평가하기 위해

표출감정평가척도(Family Questionnaire)는 Wiedemann

Amador 등21)이 개발한 반구조화된 평가 척도이다. SUMD는

등9)이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보호자들에서 표출 감정의 정

전반적인 병식 항목과 17개의 증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자기 보고식 설문지 형

전반적 병식 항목은 정신장애에 대한 환자의 전반적인 병식

태를 지닌 FQ는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

을 3개 영역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정신장애가 있다는 자

은 4가지 답변으로 평가된다. 총점은 80점이며 점수가 높을

각, 복약 효과의 자각, 정신장애의 사회적인 결과에 대한 자

수록 높은 표출감정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개발자의 의도와

각을 각각 현재의 자각과 과거를 회고한 것에 대한 현시점

원척도의 요인 분석의 결과 모두 FQ가 표출감정의 두 가지

에서의 자각을 묻는다. 증상 항목은 17개의 증상에 대해서,

측면인 비난과 감정적 과개입을 모두 평가한다는 것을 입증

현재 있는 증상에 대한 자각, 현재 증상에 대한 귀속 평가,

하고 있으며 각각을 평가하기 위한 10개씩의 항목을 포함하고

과거 증상에 대한 회고적인 자각, 과거 증상에 대한 회고적

있다. 원척도와 한국어판 FQ(Korean version of Family-

인 귀속을 각각 평가한다.

Questionnaire, K-FQ)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각 항목은 1~5점 척도로 평가하며, 총점은 4~20점으로 고

0.80과 0.82로 보고되고 있다.9,17) 본 연구에서는 PRS의 타당

득점일수록 낮은 병식의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FQ의 비난과 감정적 과개입의 두 항

2006년 Song 등22)이 번안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목[(Family questionnaire-Critisism(이하 FQ-CC), Family

한국형 병식 평가 척도(SUMD-K)의 전반적 병식 항목 점수

questionnaire-Emotional over-involvement (이하 FQ-EOI)]

를 사용하였다.

을 분리하여 PRS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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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법
내적 일관성의 평가를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가 산출
되었고, 2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시행하여 검사-재검사 신뢰
도를 분석하였다. K-PRS와 FQ-CC, FQ-EOI, DAI, SUMD

Table 1.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72)
Variables

Range

Patient’s characteristics
Gender, n (%)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 계수로 검증하여 수렴 타당도

Male

100 (39.1)

(convergent validity) 및 확산 타당도(divergent validity)를

Female

156 (60.9)

평가하였다. 척도의 구성 개념과 이론적인 내적 구조에 얼마
나 부합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타당도는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ge (year, mean±SD)

34.1±12.7

Duration of onset (month, mean SD)

94.5±97.5

Home

108 (42.2)

Hospital admission

44 (17.2)

하였으며 분석에는 SAS 9.0 version(SAS Institute, NC,

Work place

40 (15.6)

School

39 (15.2)

Daycare center

13 (5.1)

결

과

1-480

Daytime residence, n (%)

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의 유의 수준은 0.05 미만으로
USA)이 이용되었다.

16-63

Public mental health center

8 (3.1)

Others

2 (0.8)

Caregiver’s characteristics

사회 인구학적 특성
최종 분석대상자 272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33.6±12.7세였고, 여자가 165명으로
(60.7%) 더 많았으며 평균 발병 기간은 90.8±96.2개월이었다.
이들이 낮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서 집(112명, 41.2%)이 가장

Gender, n (%)
Male

84 (32.8)

Female

172 (67.2)

Age (year, mean±SD)

54.4±11.2

21-78

Education (year, mean±SD)

12.9±2.8

0-18

Primary caregiver, n (%)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외 학교(45명, 16.5%), 병원(44명,

Mother

143 (55.9)

16.2%), 직장(40명, 14.7%), 보건센터(8명, 2.9%) 순이었다.

Father

26 (10.2)

Spouse

42 (16.4)

Son or daughter

19 (7.4)

Sibling

13 (5.1)

Others

5 (2.0)

자가 설문지를 작성한 환자의 주보호자들의 평균 연령은
54.4±11.2세였으며 이 중 183명(67.3%)이 여성이었고 평균
교육 기간은 12.9±2.8년이었다. 주보호자는 어머니가 152명
(55.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배우자 41명(17.0%), 아
버지 26명(9.6%), 형제 자매 21명(7.7%), 아들 15명(5.5%), 딸
4명(1.5%) 순이었다(표 1).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표 2).
Korean version of Patient Rejection Scale의 구성 타당도
를 확인하고 내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

신뢰도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eigen

Korean version of Patient Rejection Scale의 문항의 내적

value)이 1.0 이상인 세 개의 구성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3개

일관성을 보기 위해 산출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0.787이

의 구성 요인의 설명 변량은 61.262%였다. 3개의 구성 요인은

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위해 2주 뒤에 실시한 2차

견디기 어려움(intolerance), 호전에 대한 절망감(hopeless-

조사에서는 117명의 주보호자가 응답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ness about improvement), 감정적 거리둠(distancing)으로 분

결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상관계수가 0.795(p＜0.01)로 통

석되었는데 각각의 고유값은 7.509, 1.887, 1.430이었다. 선택된

계적으로 유의한 소견을 보였다.

요인에 대한 각 문항의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은 표 3에
설명되었다.

타당도
수렴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K-PRS와 FQ-CC 점수의

고

찰

상관계수는 0.78(p＜0.01)로 두 척도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FQ-EOI 점수와의 비교에서는 상관계수가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보호자들의 부정적 감정과

0.42(p＜0.01)로 중등도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이외

태도를 평가하고자 개발된 PRS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그 신뢰

SUMD(r=-0.02)와 K-DAI(r=-0.02)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도와 타당도를 평가해보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K-PRS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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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arson’s correlations between Korean version of Patient Rejection Scale and other questionnaires
K-PRS
K-PRS

1.00

FQ-CC

0.78*

FQ-EOI

0.42*

FQ-CC

FQ-EOI

SUMD-K

KDAI-10

1.00
0.44

1.00

SUMD-K

-0.02*

-0.19*

-0.14*

1.00

KDAI-10

-0.02

-0.01

-0.03

-0.25*

1.00

* : p<0.01. K-PRS : Korean version of Patient Rejection Scale, FQ-CC : Family Questionnaire-Criticism, FQ-EOI : Family Questionnaire-Emotional over-involvement, SUMD-K : Korean version of the Scale to Assess Unawareness of Mental Disorder, KDAI-10 : Korean version of Drug Attitude Inventory-10

Table 3. Factor loadings for each item of Korean version of Patient Rejection Scale
Factor

Items

I

II

III

It gets easier to understand him/her.

0.545

He/she is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0.572

I don’t expect much from him/her anymore.

0.739

I’m tired of having to organize my life around him/her.

0.812

I enjoy being with him/her.

0.515

I just don’t care what happens to him/her anymore.

0.752

I get more and more irritated with him/her as time goes on.

0.728

If he/she leaves me alone, I leave him/her alone.

0.629

I don’t mind doing things for him/her.

0.811

I feel that I can help him/her get better.

0.821

I wish he/she had never been born.

0.679

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높게 관찰되어,

들이 감정적 과개입의 점수가 높은 가족에 비해 직접적인

한국인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환자에 대한 거부 감정과 태도를

상호관계의 패턴에서 더 많은 부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음

평가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안정된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을 보고하였다. 상기의 결과들은 표현 감정의 중요성, 특히

환자에 대한 가족들의 감정적 태도와 행동은 질병의 경과에
23,24)

영향을 주며,

질병의 재발과 관련된 예측인자로서 임상적 의의를 입증하

환자를 둘러싼 가족의 감정적 분위기와 환경

고 있다. 하지만 국외의 활발한 연구에 비해, 국내의 연구와

은 병의 재발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은 여러 차

임상적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한 이유 중 하

25)

례 연구들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

퇴원 이후 가족에게 돌

나는 임상 상황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의 의

아가는 조현병 환자들에서, 가족이 높은 표출 감정을 가진 경

미가 임상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평가 도구의 부족과 연관

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3~4배 가량 재발률이 높은 것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K-PRS는 11개의 짧은

26-29)

으로 보고되었다.

30)

Kavanagh 의 연구에서는, 증상이 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와 재발과의

전된 조현병 환자들을 9~12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 표현 감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어 국내에서의 사용에 임상적인 유용

정이 높은 환경에 있는 환자들의 평균 재발률은 48%인 반면,

성이 있다.15,16)

표현 감정이 낮은 환경의 환자에서는 21%로 나타났으며, 이

본 연구에서 시행한 K-PRS의 신뢰도 검사에서, 내적 일관

차이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배제한 후에도 유의하였다. 표

성을 평가하기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0.787로 나타

출 감정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표출 감정으로 표현되는

났다. 원척도의 내적 일관성 평가에서 보고된 결과(Cron-

가족들의 감정 및 태도가 환자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하

bach’s alpha=0.78)와 비교했을 때, K-PRS의 내적 일관성이

31,32)

여 재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13)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Sellwood 등33)은 최근의 연구에서, 환자 가족의 표현 감정이

시간 표집에 따른 변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검사의 시간 간

그들의 질환에 대한 병식과는 독립적으로 환자의 약물 순응

격이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

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시간 간격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34)

Hahlweg 등 은 실재 조현병 환자와 가족 간의 상호관계를

없으며, 적어도 6개월이 지나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제시되

관찰한 결과, 표현 감정의 요인 중 비난의 점수가 높은 가족

고 있다.35) 본 연구에서는 검사 및 재검사가 2주 간격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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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고 검사 간의 Pearson 상관 계수는 0.795로 평가되었

가 높고, 환자가 느끼는 보호자들의 구두 공격성은 높은 표

는데, 보통 집단용 설문지가 가져야 할 신뢰도의 일반적 기

출 감정과 관련되어 병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준이라고 알려져 있는 0.6 이상에 해당된다.37) 원척도에서는

져 있다.15,39) 요인 2의 호전에 대한 절망감(hope lessness

4개월 간격을 두고 시행된 검사-재검사에서 검사 간 상관계

about improvement)은 변량의 17.59%를 설명하였으며 이는

13)

수가 0.72로 보고된 바 있다.

환자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호자들의 믿음

수렴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K-PRS와 FQ-CC와의 비교

과 기대가 낮음을 반영한다. 환자의 재활이 어렵거나 완치가

에서는 Pearson 상관계수가 0.78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관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수록 보호자들의 부담과 좌절감은 커지

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K-PRS와 측정 항목에

고, 이는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적인 태도를 어

서 개념적 차이를 보이는 FQ-EOI와의 상관성은 0.42로 낮

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요인 3은 감정적 거리둠(distanc-

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K-PRS가 원척도와 마찬가지

ing)이며 현재의 환자와 보호자의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것으

로 표출 감정의 구성 요인 가운데 감정적 과개입보다는 비난

로 해석할 수 있다. “◯◯◯가 날 찾지 않는다면 나도 ◯◯◯

및 거부감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는

를 내버려 둘 것이다”와 같은 문항은 감정적 거리둠의 극단

13)

K-PRS가 다른 검사와는 구별되는 특성이기도 하다.

확산

적인 예로, 환자와의 관계 유지에 자발적 의지가 없음을 표

타당도의 평가를 위한 SUMD와 K-DAI와의 비교에서는 통

현하고 있다.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환자의 입장에서도 심리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수

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데, 대인 관계는 조현병

렴 및 확산 타당도의 결과는 K-PRS가 한국의 조현병 환자

환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로 알려져 있으며

의 보호자들에서 표현 감정을 측정하는 도구로 적절하게 사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는 환자의 일차적인 대인 관계로서 환

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구성개념을 측정하

자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40)

고 있는 검사와 구별될 수 있는 독립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K-PRS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상 변인 및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분석이 충분

Korean version of Patient Rejection Scale의 구성 타당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 보호자들의

를 알아보기 위한 요인분석에서는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는

나이나 교육 수준이 표현 감정의 정도와 연관성이 있다고

데 각각 견디기 어려움(intolerance), 호전에 대한 절망감

보고된 바 있다.15) 조현병의 임상적 아형과 증상의 정도 또한

(hopelessness about improvement), 감정적 거리둠(distanc-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ing)으로 명명하였다. 원척도 연구와 이후에 시행되었던 외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자 거부 척도와 재발의 높은 상관관계

국의 PRS 표준화 연구들에서는 요인 분석이 시행되지 않았

를 증명한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

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

상군의 재입원 및 증상 악화 등에 대한 전향적 관찰을 포함

14,15,37,38)

다.

요인 1 견디기 어려움(intolerance)의 설명 변량은

하지 않아 K-PRS의 평가 결과와 재발 사이의 인과 관계를

33.54%로 세 가지 구성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측정해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14,15,37) PRS가 임상적으로

이는 환자의 반복되는 증상과 만성적인 질병의 특성으로 인

가지는 큰 의의 중 하나는 재발의 예측 요인으로의 역할이다.

해 보호자들이 느끼는 분노와 짜증, 감정적 소진 상태를 반

표현 감정이 조현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유전적

영하며 이로 인한 인내력의 저하를 설명한다. 요인 1을 구성

소인이 있는 환자에서 발병의 위험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하는 항목 가운데 “내 삶을 ◯◯씨 위주로 맞춰가는 것에 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41) 이 같은 결과는 안정된 가족 환경이

쳤다”와 “시간이 갈수록 ◯◯씨에 대한 짜증이 늘어간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호자들의 부정적 감정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의미한다.8) 이러한 결과들은 환자들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

“◯◯씨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와 같은 항

키고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연결되었을

목은 강한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면담자와의

뿐만 아니라,42,43) Horarty 등44)의 연구에서는 높은 표출 감정

면담에서는 다루어지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조

행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받은 가족들에서 환자의 재발이

현병 환자의 주관적 평가를 토대로 표출 감정을 측정한 The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표현 감정의

Level of Expressed Emotion Scale의 요인 분석 연구에서

중요성에 대한 임상가들의 인식과 국내 실정에 맞는 치료적

는 환자들이 ‘보호자의 짜증을 인지’하는 것이 환자가 느끼

개입이 개발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임상적 유

38)

는 표출 감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보호자들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는 인내력 저하 상태에서 언어화될 소지

용성을 갖춘 K-PRS가 여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PRS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로서 K-PRS의 신뢰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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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타당도의 검증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의 임상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의 보호자들에서 나타나는 표현 감정을
쉽고 간단히 평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가 소개된 것으로
의의가 있다.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
으로 표현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K-PRS 결과와 재
발과의 연관성이 전향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 K-PRS는 272명의 조현병 환자의 보호자에
적용되어 만족할만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였다.
K-PRS는 11개 항목의 자기 보고식 평가 도구로서 임상에서
매우 손쉽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K-PRS를
이용한 후속 연구에서 재발과의 연관성이 전향적으로 평가되
고, 표현 감정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
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중심 단어 : 환자 거부 척도·거부감·신뢰도·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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