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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질과 성격은 총제적인 차원으로서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둘 다 인간의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

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기질은 선천적-유전적-생물학적 차

원, 성격은 후천적-환경적-교육적 차원인 인격적 특성이라

는 점에서 구분된다.1,2) 또한 기질은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으로, 일생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

을 지니는 반면, 성격은 기질을 기본적인 틀로 두고 발달하

게 되는데, 개인의 목표나 가치에서의 차이와 같이 자기와 관

련된 좀 더 의식적인 부분을 반영한다.3)

Cloninger는 기질과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심리생물학적 인격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의 모델에 

따르면 기질은 자극추구(Novelty Seeking, NS), 위험회피

(Harm Avoidance, HA),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

dence, RD), 인내력(Persistence, P)의 4가지 요인으로, 성

격은 자율성(Self-Directedness, SD), 연대감(Cooperative-

ness, C),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ST)의 3가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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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This study investigate to identify the stability of temperament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patients includ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patients.

Methods：The number of subjects was 102, of which 33 were PTSD patients and 69 were non-PTSD pa-
tients. To demonstrate the change in individual temperament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were administered repeatedly on the subjects. Repeated measures ANOVA and simple 
main effects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When analysed by dividing the subjects into PTSD groups and non-PTSD group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imary and secondary tests did not appear in the non-PTSD groups, b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imary and secondary tests were significant in Harm Avoidance (HA), Reward Dependence (RD), Self-Di-
rectedness (SD), Cooperativeness (C). In addition, it was noted that the time and group interaction effects of HA, 
RD, SD and C were significant, and that the main effects of time of HA, RD, SD and C were significant.

Conclusions：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n the course of experience and recovery of traumatic events, 
we have clinically confirmed that changes in the temperament, known as stable variables, ar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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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4) 또한 생리학적으로 결정되는 기질은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성격과 마찬가지로 환경과 상호작

용하여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5,6) 

인격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 기질과 성격

의 차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외

상후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ymptoms Disorder, 

PTSD)는 개인의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꼽히고 있다.7) PTSD는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

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

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그

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이다.8) 

인격을 하나의 상태 개념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외상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 개인의 인격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의 경험이나 뇌의 생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인

격이 비교적 단기간에 변화할 수 있다.7,9) 뿐만 아니라 외상 

사건을 경험한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안정적인 인격

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취약성을 지니게 한다.7)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 장면에서 개인의 기질 및 성격의 

변화를 TCI 반복 측정을 통해 밝히고자 하며, 변화의 양상

이 PTSD 집단과 다른 정신질환 집단에게서 다르게 나타나

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방       법

1. 대  상

본 연구는 2007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 성인들 중 치료 경과 

탐색을 위해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TCI 검사를 반복 수

행한 성인 1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든 대상

자는 DSM-V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임상적 

판단 하에 정신질환을 진단 받았으며, 이들 중 뚜렷한 정신학

적 이상 소견이 없는 5명의 자료와 기질성뇌증후군, 신경인

지장애, 지적장애 등 기질학적 병변 혹은 신체 질환에 의한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대상자 11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또한 전체 문항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3명의 

자료도 제외하여 총 102명(남 75명, 여 27명)의 자료를 토대

로 연구 진행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자 중 33명이 PTSD로 진단 받았다(남 21명, 

여 12명).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지 않아 비PTSD 

질환으로 진단한 환자는 모두 69명(남 54명, 여 15명)으로 

우울장애 21명, 조현 스펙트럼장애 18명, 불안장애 10명, 양극

성장애 6명, 물질사용장애 4명, 성격장애 4명, 품행장애 2명, 

성 관련 장애 2명, 강박장애 1명, 신체증상장애 1명의 순으

로 많았다. 또한 1차 검사와 2차 검사 사이의 기간은 평균은 

PTSD 집단에서 14.7개월, 비PTSD 집단에서 19.9개월이었

다. 연령 및 재검사 기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1에 제

시되어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환자의 개인식별정보를 기록하지 않는 후

향적 연구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기관생명윤리 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연구 승인(IRB No : 

2019-03-018-003)을 받아 진행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data of the groups 

No. (%)

PTSD (n=33) Non-PTSD (n=69) Total (n=102)

Age, mean (SD), y 
T1 41.00 (14.92) 28.52 (12.15) 32.56 (14.30)

T2 42.30 (15.0) 30.13 (12.36) 34.07 (14.39)

Period of re-examination mean (SD), T2-T1 (month) 14.7 (9.36) 19.9 (17.57) 18.24 (15.52)

Female 12 (36.4) 15 (21.7) 27 (26.4)

Diagnosis
PTSD 33 (100)

Depressive disorders 21 (30.4)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s 18 (26.1)

Anxiety disorders 10 (14.5)

Bipolar disorders 6 (8.7)

Alcohol use disorders 4 (5.8)

Personality disorders 4 (5.8)

Conduct disorders 2 (2.9)

Sexual related disorders 2 (2.9)

Obsessive-Compulsive disorders 1 (1.4)

Somatic symptom disorders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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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  구

연구 대상자의 기질 및 성격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인격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를 Min 등17)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TCI 성인용을 사용하였다. 한국

판 TCI 성인용은 총 140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0~4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검사는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의 기질 척도 4개와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의 성격 척도로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Cron-

bach’s α로 살펴본 내적합치도는 1차 검사에서 0.605, 2차 

검사에서 0.613로 나타났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되었다. 먼저 각 집단별로 기질 및 성격 특성 점수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질성 검증을 시행하였다. 이후, 1차 검사와 2차 검

사의 차이와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

시하였고,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항목에 대해서 단순 주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기술 통계 및 집단 간 사전 동질성 비교 

PTSD 집단과 비PTSD 집단을 대상으로 1, 2차에 걸친 

TCI 측정 결과치의 평균, 표준편차를 Table 2에 제시하였

다. 또한 PTSD 집단과 비PTSD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값

을 통해 연령, 재검사 기간 병무청 제출용 검사 등을 비교하

여 확인한 결과, 1차 검사 연령[F(1,100)=4.98], 2차 검사 연

령[F(1,100)=4.24] 재검사 기간[F(1,100)=6.28], 병무청 제

출용 검사 유무[F(1,100)=68.68]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아 PTSD와 비PTSD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였

다. 또한 측정변인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확인한 결과, 모든 측정변

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2. 기질 및 성격의 변화 양상 

집단과 측정 시기에 따른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하여 2(측정시기)×2(집단)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CI measures 

Group
Measures of 

TCI subfactors
M (SD)

T1 T2
PTSD Novelty seeking 53.18 (12.41) 51.85 (14.94)

Harm avoidance 63.33 (12.01) 70.76 (11.93)

Reward dependence 47.21 (12.27) 37.30 (15.03)

Persistence 43.73 (13.21) 39.12 (15.03)

Self-directedness 38.64 (11.12) 32.94 (11.02)

Cooperativeness 41.67 (12.93) 35.76 (14.68)

Self-transcendence 50.00 (9.45) 51.94 (11.09)

Non-PTSD Novelty seeking 56.51 (14.02) 55.52 (13.59)

Harm avoidance 63.26 (13.80) 62.84 (15.34)

Reward dependence 39.61 (14.68) 39.64 (16.18)

Persistence 41.28 (12.91) 40.29 (14.59)

Self-directedness 38.74 (15.13) 39.13 (14.60)

Cooperativeness 38.80 (17.67) 39.01 (15.90)

Self-transcendence 50.55 (11.91) 50.06 (12.06)

Table 3. Main effects and Interaction effects of groups and time

SS df MS F
Harm avoidance 

Within groups 8295.838 102
Harm avoidance 547.544     1 547.544 7.754†

Time x group 686.858     1 686.858 9.727†

Error 7061.436 100 70.614
Between groups 31781.980 101
Group 712.472     1 712.472 2.293
Error 31070.509 100 310.705

Reward dependence
Within groups 11522.303 102
Reward dependence 1089.572     1 1089.572 11.678‡

Time x group 1102.396     1 1102.396 11.815‡

Error 9330.335 100 93.303
Between groups 35488.377 101
Group 309.850     1 309.850 0.881
Error 35178.527 100 351.785

Self directedness
Within groups 6655.641 102
 Self-directedness 314.205     1 314.205 5.301*
 Time x group 413.734     1 413.734 6.980*
Error 5927.702 100 59.277
Between groups 32411.083 101
Group 442.140     1 442.140 1.383
Error 31968.943 100 319.689

Cooperativeness
Within groups 10273.767 102
Cooperativeness 361.590     1 361.590 3.809
Time x group 418.943     1 418.943 4.413
Error 9493.233 100 94.932
Between groups 41179.980 101
Group 1.675     1 1.675 0.004
Error 41178.306 100 411.783

*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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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Table 3에 요약된 결과를 보면, 위험회피, 사회

적 민감성, 자율성에서 시간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위험회피 [F(1,102)=7.754, p＜0.01], 사회적 민감성  

[F(1,102)=11.678, p＜0.01], 자율성 [F(1,102)=5.301, p＜ 

0.05]}. 또한 집단과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위험회피 [F(1,102)=9.727, p＜0.01], 사회적 민감성 [F(1,102)= 

11.815, p＜0.001], 자율성 [F(1,102)=6.980, p＜0.05], 연대감 

[F(1,102)= 4.412, p＜0.05]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차이점을 보다 면밀하게 밝히기 위해 단순 

주효과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Table 4과 Figure 1에 제

시하였다. PTSD 집단에서 시간에 따라 TCI 측정치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PTSD 집단의 위험회피는 

T1에서 T2로 갈수록 높아졌으며, PTSD 집단의 사회적 민

감성, 자율성, 연대감은 T1에서 T2로 갈수록 점차 낮아졌

다. 반면 비PTSD 집단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시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는 TCI를 반복 측정하여 개인의 기질 및 성격의 

변화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특히 다른 정신질환 집단

에 비해 PTSD 집단에게서 이와 같은 변화가 두드러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질적 측면에서는 위험회

피와 사회적 민감성이, 성격적 측면에서는 자율성과 연대감

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기질

과 성격이 절대적으로 고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시간에 따

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부합

하는 결과이다. 또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통해 이러한 변화

가 PTSD 집단에서만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PTSD 집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험회피가 높아

지고, 사회적 민감성, 자율성과 연대감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Table 4. Results of simple main effect analysis over time

Group Time
Paired

differences
Std. 
error

95% CI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Harm avoidance
PTSD T1 T2 -7.424* 2.111 -11.723  -3.125
Non-PTSD T1 T2 0.420 1.417 -2.407   3.248

Reward dependence
PTSD T1 T2 9.909* 2.625 4.561 15.257
Non-PTSD T1 T2 -0.029 1.558 -3.137   3.079

Self-directedness
PTSD T1 T2 5.697* 1.711 2.211   9.183
Non-PTSD T1 T2 -0.391 1.367 -3.118   2.336

Cooperativeness
PTSD T1 T2 5.909* 2.383 1.054 10.764
Non-PTSD T1 T2 -0.217 1.664 -3.537   3.103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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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ults of simple main effect 
analysis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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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위험회피는 PTSD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인 회피 

증상과 연관이 있는 요인이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

람에 따르면, PTSD을 진단하기 위해서 ‘외상성 사건이 일

어난 후에 외상성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극에 대한 지속적

인 회피’를 충족해야한다.8) 이로 볼 때, PTSD를 진단 받은 

환자들은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를 상기시키는 자극 

피하고자 내, 외부적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위험회피가 상승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사회적 민감성은 T1에서는 

PTSD 집단이 비PTSD 집단에 비해 높았지만, T2에서는 

PTSD 집단의 사회적 민감성이 감소하여 크게 비PTSD 집단

보다 낮아졌다. 사회적 민감성은 TCI 이론의 초기 개념 중 

하나인 보상 의존성(Reward Dependence)에서 보완된 개념

으로, 사회적 보상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뜻한

다.3) PTSD 집단이 외상 사건 경험 직후 보여주는 높은 사

회적 민감성은 심각한 외상 경험이 외상 사건과 관련이 있

는 정서의 반응성을 높이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의존하려는 태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1) 실제로 높은 수준

의 사회적 민감성은 PTSD의 회복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2,13) 하지만 PTSD 증상이 장기화되면서 PTSD 집

단의 사람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

이 점차 어려워지며, 이로 인하여 점차 사회적 민감성의 수

준이 낮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3) 

세 번째, 자율성과 연대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내적, 외적 

대처 능력이라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14,15) 자율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효능감의 일

환으로, 자율성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와 연계하는 힘

으로 이해할 수 있다.16,17) 외상 사건을 경험한 PTSD 환자는 

세상을 위험하게 지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함을 경험

하면서 자율성과 연대감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18,19) 게다

가 낮아진 자율성과 연대감은 문제 상황에 대해 적절히 적

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회복 탄력성을 저해하여 문제를 극복

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17,19) 이처럼 낮은 자율성과 연대감

은 PTSD 환자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외상 사건을 극복하

고 자정할 만한 내적, 외적 대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의

미한다.16)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성격은 물론, 비교적 안

정적인 요인으로 알려진 기질이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PTSD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는 것은 외상적 사건이 인격의 안정

성을 뒤흔들 만큼의 강렬한 영향을 끼치며, PTSD 환자는 

기질 및 성격 변화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 번째로 외상사

건으로 표현되는 외부의 강렬한 자극이 개인의 인격 시스

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상사건

이 발생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인격적 특성을 확인할 필

요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외래 및 병동에 방문한 환자

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질병 사후의 측정치만을 

확인함으로서 외상사건이 인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으

로 직접적으로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첫 번째 검사와 두 번째 검사 간 기간은 평균 약 

15개월로, 일부 대상자의 경우 PTSD 치료 중간 두 번째 검

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과의 편향이 있을 수 있겠

다. 보다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치료 및 진료 종료 후에도 

기질 및 성격적 변화의 양상이 지속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병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석이 진행되었다. PTSD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환자

에게 내려진 주요 진단만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과 같은 여타 정신질환과의 

공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병을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앞

서 언급한 우울을 비롯하여 공병에 의한 혼입 효과가 발생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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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비롯한 정신질환자의 기질과 성격

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한다

방  법

PTSD 환자 33명과 비PTSD 환자 69명을 대상으로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를 1, 2차

에 걸쳐 측정하였고, 그 결과값에 대해 반복측정 ANOVA와 단순 주효과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비PTSD 집단에서는 1차와 2차 검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PTSD 집단에서는 위험회피, 사

회적 민감성, 자율성, 연대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자율성, 연대감에서 

시간과 그룹 간의 상호작용과 시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외상적 사건이 자율성, 연대감과 같은 성격적 특성은 물론, 위험회피와 사회적 민감성과 같은 기

질적 특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심 단어：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기질·성격·TCI.


